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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의 주제인 ‘데이터 3법’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자원

으로 논의되고 있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으로 대

표되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인 행정적   정책적   법적   제도적 

기반으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기존 개인정보 보호

법,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신용정보법은 상호 간 유사   중복 조항으로 

인한 이중 규제, 법적 근거의 모호성 등을 발생시켜 데이터 경제 기반 

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정책적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이에 3개의 법률은 ‘데이터 3법’으로 통합   정비되어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본 연구의 출발점은 이렇듯 데이터 3법의 정책적 중요도에 비해 기존 

선행 연구들의 대부분이 주로 법적 분야와 관련 개선 쟁점의 미래지향적

인 관점에서 논의되었다는 것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책적인 차원

에서 데이터 3법의 입법과정을 되짚어보고자 했으며 이와 같은 배경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채택 및 도출하였다.

 ‘대한민국은 IT 강국으로 평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관련 입

법적 기반인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신용정보법은 왜 데

이터 3법으로 2020년에 입법 통과가 되었는가?’

 연구 질문의 해답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단일적으로 ‘왜’에 대한 

해답만을 도출할 수는 없었다. 데이터 3법의 정책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

요하였으며 데이터 3법의 입법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절차와 그리고 ‘누가’ 입법과정에 참여했는지에 대한 실증적이며 동시

에 다각적   복합적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었다.

 연구 방법으로는 Allison 모형을 이론적 분석틀에 기반하여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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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다. 나아가, 구체적 연구 방법으로 본 모형에 최종원(1989)의 연구 

방법론을 결합하여 2020년 1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이터 3법의 입법

과정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데이터 3법의 입법과정 분석을 위해 

Allison 모형을 채택한 이유는 본 모형의 강점인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분

석적 우수성 때문이다. Allison 모형은 합리적 행위자 모형(제1모형)과 조

직 과정 모형(제2모형) 그리고 정부 정치 모형(제3모형) 각각을 통해 현상

이 나타난 인과관계를 밝혀내는데 모형별 독립적인 분석과 동시에 하나의 

Allison 모형으로서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상호 보완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정책결정과정은 단일 이론으로 분석하기에는 그 실존이 복잡하다. 

Allison 모형은 이를 관찰하는데 각기 다른 관점의 개념적 렌즈

(Conceptual Lense)를 통해 좀 더 다각화된 설명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타 단일 이론들과의 차별적인 이론적 강점을 보인다. 이를 통해 

Allison 모형을 활용한 많은 선행 연구들이 그 시작이었던 외교 정책부터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는 것까지 다양한 연구 주제에 적용되었다.

 본 연구는 Allison 모형에 대한 논리적 귀결로 도출되는 가설로서 핵

심을 이루는 ‘왜(제1모형)’, ‘어떻게(제2모형)’그리고 ‘누가(제3모형)’

에 대한 변수를 중심으로 데이터 3법의 입법과정에 대한 가설을 정립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론의 논리적 귀결로서 가설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본 연구 방법은 최종원(1989)의 방법론을 차용하였다. 본 연구는 Allison 

모형과 해당 연구의 방법론적 융합을 통해 Allison 모형의 이론적 강점과 

더불어 데이터 3법의 입법과정 중 당시 쟁점에 대한 실증적이고 입체적

인 분석 및 연구 결론에 대한 도출을 목표하였다.

 분석에 따른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제1모형에 따른 

가설 1(데이터 신산업 관련하여 이전 정부의 입지가 현 정부로 이어지는 

정치적 맥락을 고려하였을 때, 현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한 

국내외적 위협과 기회의 상황에서 이를 통한 신산업 성장을 목표하였다)

와 가설 2(정부는 신산업 육성의 목표 달성을 위한 합리적 대안 수단의 

선택으로서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을 통한 데이터 3법의 개정 입법을 

추구하였다)는 지지되었다. 이는 2016년과 2017년에 있었던 인공지능,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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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에 대한 공중의제(public agenda)로서의 사회적   정책적 논의와 

더불어 탄핵이 이루어진 불안정한 정치적 환경에서 ‘대통령’, ‘정

부’가 정권 초기에 4차 산업혁명을 국정과제의 목표로 설정한 것을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 더불어, 절차가 복잡한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으로 

정부안 데이터 3법이 입법됨에 따라 목표 달성을 위한 합리적 대안 선택

으로 데이터 3법의 입법과정이 설명된다.

 두 번째, 제2모형에 따른 가설 3(조직적 루틴의 행태적 지속성을 고

려하였을 때, 데이터 3법의 입법과정은 당시 데이터 경제 기반 신산업 

발전의 환경적 자극에 대응하여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은 지지되었다. 

이는 데이터 3법의 입법통과가 국회 내 소관위원회 심사, 법제위 심사, 

본회의 심의 등 조직별 심사 및 심의에 관한 목표가 있으며 이에 따른 

표준운영절차(SOP)에 의해 국회 조직의 산출물로서 입법통과가 이루어졌

음을 통해 설명되었다.

마지막 세 번째, 제3모형에 따른 가설 4(데이터 3법의 개정 입법은 데이

터 신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적 목표의 대안으로 채택되었지만 이를 구체화

하기 위한 입법은 국회 내 정치적 행위자들의 흥정과 협상으로 도출된 

정치적 결과물이다)는 부분적   제한적으로 지지되었다. 이는 입법과정의 

직접적   간접적 참여자인 국회의원   장관 등 정부 측 인사, 대통령 그

리고 4차산업혁명위원회로 구분되었다. 국회의원   장관 등 정부 측 인사

는 직접적인 정책결정의 참여자이며 입법과정 중 토론과 심사 및 심의 

과정을 통한 이들의 정치적 흥정은 관찰되었다. 하지만 입법통과는 완전

한 흥정을 통한 정치적 결과물로서만 보기는 어려우며 중요 변수인 흥정 

외에 최종 기한 임박 및 다수 사안에 대한 물리적 제한 등에 의한 의사

결정 또는 쓰레기통 모형의 ‘진빼기 결정(Choice by Flight)’ 등으로 

분석될 수 있었다. 대통령은 입법과정 중 대통령의 공포를 통한 참여, 

공식적인 지위 등을 통해 참여하지만 이는 간접적   일방향적 성격이 크

기에 정치적 흥정으로서 데이터 3법의 결과물을 도출하였다고 분석하기

에는 제한적으로 타당하다. 마지막,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간담회와 해커

톤 회의를 통해 도출한 데이터 3법 개정안의 논의를 입법과정에 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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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지만 이들이 직접적으로 입법과정에 참여한 것은 아니기에 제한적으로 

가설이 지지되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 수행 및 연구 결과의 도출을 통하여 정책

결정의 차원에서 데이터 3법의 입법과정이 해석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 선행 연구들에서 부족하였던 데이터 3법에 대한 행정

학, 정책학 분야 연구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 데이터 3법, Allison 모형, 입법과정, 정책결정

학  번 : 2019-2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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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본 연구의 주제인 ‘데이터 3법’은 개정안이 입법되는 과정에서 그 

배경으로 최근 부상하고 있는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관련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 배경에서 AI 발전의 필수 

기반으로 작용하는 제도적 · 행정적 · 정책적 차원에서 논의된다.

 AI는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술 중 하나이며 동시에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는 기술이다. AI에 관련된 개념과 이론적 논의는 고대에서부

터 존재했다. 간접적으로는 사물이 스스로 움직여 기능하는 모습의 노예

이 형태를 통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적 정립이 있었다. 보다 직접적으로 

‘AI’ 곧, ‘인공지능’이라는 오늘날의 개념이 등장한 것은 20세기 중

반부터이다. 대표적으로 수학자인 앨런 튜링(Alan Turing)이 스스로 생각

하는 기계, 컴퓨터와 관련 개념을 제시하여 이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튜링 테스트’로 명명한 것을 시작으로 많은 수학자와 과학자, 인지과

학자들이 인공지능의 개념과 체계를 정립하였다. 이들 중에서는 행정학 

· 정책학 분야에서도 저명한 허버트 사이먼(Herbert A. Simon) 또한 포

함된다. 그는 자신의 주요 업적 중 하나인 컴퓨터 과학과 의사결정과정 

그리고 인간 인지의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과 관련하여 

1950년대부터 인공지능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는 인간이 사고하는 편향적 

논리 체계인 ‘휴리스틱스(Heuristics)’을 도입, 인공지능 저서인 ‘The 

Sciences of the Aritificial’의 출판 등 현대 AI의 기반이 되는 연구업적을 

남겼다.

 AI 논의가 학계에서 발전되어 대중에게 인식되기 시작한 시기 또한 

20세기 중후반이다. 대표적으로 세계적인 감독 스탠리 큐브릭(Stanley 



- 2 -

Kubrick)의 ‘2001: a Space Odyssey’가 있다. 본 영화는 아폴로 11호가 

달착륙을 한 1년 전인 1968년에 발표, 인간의 의사와 명령에 반하는 

AI(HAL 9000)가 작중 핵심 역할로 등장하면서 대중에게 AI에 대한 깊은 

인상을 남긴 작품으로 평가된다.

 이렇듯, AI는 20세기 중후반을 거치며 학계의 이론적 · 개념적 논의 

및 연구 발전과 더불어 대중적인 차원까지 확장되었지만 실제 기술 활용

에 관련된 현재의 논의에 도달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AI는 금

융, 회계, 보건, 보안, 교통 등 수많은 분야에서 적용   활용에 대한 논의

가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챗봇 서비스와 딥페이크(Deepfake) 기술과 

접목되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해 세계

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최근에 발표된 2020년의 보고서를 

통해 AI를 ‘가장 영향력이 커다란 발명(the most impactful invention)’

으로 제시하였다(WEF, 2020).

 AI가 실생활에서 기술적으로 실현되고 상용화되는 것과 더불어 논의

되고 있는 사항은 데이터 개방이다. 데이터 개방은 빅데이터를 구현하고 

보다 많은 양의 정보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절차이자 곧 이는 AI의 발전

과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지능을 발휘하는 것처럼 AI 또한 

지능을 스스로 발휘 및 구현함으로써 로봇 등 기타 기술과 차별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방대한 자료들 즉, 빅데이터가 AI 기능의 기반으로 요구

된다. AI가 스스로 유의미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

는 빅데이터가 필요하다. 나아가, 빅데이터 또한 유의미한 정보의 가공을 

위해서는 AI의 정보 처리를 요구하며 AI와 빅데이터는 공통적으로 유의미

한 정보 처리 및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기능적으로 상호보완

하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이룬다(유성민, 2016).

 이러한 AI의 구현을 위해서는 빅데이터의 확보가 필요하며 데이터 

개방은 이에 대한 기초적인 동시에 필수적인 절차이다. 데이터 개방에는 

규제 관련 문제들이 필연적으로 작용한다. 이는 빅데이터를 구현 · 확

보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이는 규제 차원에서 민감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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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규제 방식은 크게 포지티브(positive) 규제, 네거티브(negative) 규제의 

두 가지로 논의된다. 포지티브 규제방식은 열거된 규정만을 제한적으로 

허가하는 방식이며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된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는 허가하는 방식이다. 곧, 전자는 사전규제 중심 그리고 후자는 사후규제 

중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최원락 (2015)

 [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네거티브 규제방식은 데이터의 확보 

및 활용의 제도적 기반이 된다. 동시에 이는 데이터 개방과 관련되어 AI

를 비롯한 신산업 시장의 역동성 그리고 규제 비용의 감소에 적합하다고 

평가된다(최원락, 2015). 이에 OECD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권장하고 있

으며 미국, 독일 등의 국가들 또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신산업 발전

의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최원락, 2015).

 국내에서도 데이터 확보를 위한 규제 완화 논의는 진행되어 왔고 또

한 이는 현재 진행 중이다.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2003년 금융 규제 개혁

을 시작으로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까지 시도되었다. 하지만 

포지티브 규제방식 네거티브 규제방식

- 원칙 금지 : 열거된 것 제한 허용

- 규정중심의 열거주의

- 규제 위주 법

- 기본권 최소 보장

-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 곤란

- 사전규제 중심

- 사후 문제발생 최소화에 초점

-> 다수의 규제 사항

- 원칙 허용: 금지한 것 외 허용

- 원칙중심의 포괄주의

- 자율 중심 법

- 기본권 최대 보장

- 기술변화에 대응

- 사후관리와 사후규제 중심

- 최소규제에 초점

-> 적은 규제 사항

[표 1-1] 규제의 포지티브, 네거티브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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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가시적인 정책 추진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

어왔다. 

 네거티브 규제방식 전환이 다시 정책적으로 논의된 것은 2020년 4월 

국무조정실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규제 네거티브 전환

방안’이 확정되면서부터이다.1) 본 방안에서는 규제 완화 논의를 중심으

로 입법방식이 유연화와 더불어 허용된 범위 내에서 활동을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와 관련되어 앞서 이미 

행정규제기본법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9년 7월 17일에 시행되

었으며 이는 이전과 달리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위한 실질적 · 제도적 

기반을 확보한 것에 의의가 존재한다.

 본 논의와 관련하여서 함께 다뤄져야 할 중요 의제는 2020년 1월 9일

에 국회 본회의에 일괄 통과된 ‘데이터 3법’의 개정안이다. 데이터 3

법은 본 연구의 중심적인 주제이다. 데이터 3법은 행정규제기본법의 개정

에 따른 규제완화와 더불어 국내 빅데이터, AI 발전의 구현을 위한 실제 

입법적 기반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중요성에 의해 데이터 3법은 개정 이후

에도 시행령의 개정 등 그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 여전히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데이터 3법은 빅데이터 확보와 활용의 제도적 필요조건이며 다음 세 

개의 법률을 통칭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신용정보의 이

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신용정보법)’을 통합하여 ‘데이터 3법’ 

으로 일컫는다. 개정 이전 해당 법률들은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강력한 

규제로 작용하였는데 그 문제점과 이를 기반으로 한 개정 법률안의 개략

적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세 개의 법률에서 데이터 활용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했던 사

안은 각 법률 간 상충하는 지점에서 발생했다.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 – 

1) 본 발표를 통해 앞서 공포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과 함께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확산과 더불어 제도화 방향의 제시를 목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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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 신용정보법의 관계에서 각 법률의 내용들이 유사 또는 

중복되는 조항들이 존재했고 중복적 규제로 작용하는 동시에 법률적 기

반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각 법률의 내용에는 개인정보를 비롯한 

신용정보와 위치정보 등 구체적인 사항들이 포함되는데 문제는 법률 모

호성으로 인하여 빅데이터를 위한 중요 정보의 수집과 활용이 제한된다

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잉 규제와 모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3법은 개

인정보 보호법 – 정보통신망법 – 신용정보법의 중복 조항들을 정비하여 

법적 모호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안되었다. 나아가, 데이터 3법 개정안

의 주요 내용은 모호성을 해결하여 개인정보의 구분을 확고히 하고 이를 

빅데이터의 확보에 활용하는 것이다. 학계와 기업 등 빅데이터 확보가 

요구되는 주체에게는 개인정보, 신용정보 등이 필요한데 이를 가능하게 

한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정보 활용의 악용 및 각

종 범죄 그리고 사생활 침해에까지 위협적   논쟁적인 이슈로 계속하여 

논의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데이터 3법의 개정안에서는 가명   

익명 정보의 도입이 중요하게 다뤄진다. 개인정보와 신용정보 등은 앞서 

언급한 정보의 악용과 사생활 침해 등 문제의 여지가 있는 구체적인 정

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에 비해 가명   익명 정보는 데이터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반영한다. 이러한 정보들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구체

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 활용 동의의 간소화 또는 

제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곧, 가명정보 및 익명정보 도입을 통해 빅데이터의 활용과 확보를 

촉진하여 AI를 비롯한 신산업의 법률적 · 제도적 · 실질적 기반을 마련

함과 동시에 개인정보 활용의 위험성을 통제한다는 것인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 내용이다.

 그러나 데이터 3법의 개정안은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여전히 논쟁

적이다. 빅데이터 그리고 AI가 활용되는 수많은 분야별 적용에 대한 가

이드라인의 부재 문제와 입법 이후 개정안의 과제로 남아 있는 모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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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등이 남아있다. 더불어, AI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이루다 챗봇에서 

나타나는 성희롱과 같은 범죄 문제, 혐오적 표현 및 인권 침해, 모호한 

개인정보 공개와 취급의 논란 등 기술적 차원에서도 논의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이렇듯, 데이터 3법이 논쟁적인 가운데 본 연구는 2020년 1월 9일에 

일괄 통과된 입법과정에서 갖는 각각의 의미를 살펴본다. 현재 데이터 

개방이 논의되는 가운데 본 개정안의 정책적 중요성을 분석하는 것에 연

구의 필요성이 있다. 기존 데이터 3법에 관한 연구들은 현재 시점에서 

데이터 3법에 대한 문제점과 문제의 대안 도출에 주로 집중되어 있었다. 

데이터 3법이 발의하게 된 배경에 관한 분석 그리고 이에 기반한 정책적 

의의를 밝히는 본 연구는 기존 데이터 3법 연구들에서는 미미하게 논의

되었던 관점에서 다른 연구들과 차별적 중요성을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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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질문 및 목표

  본 연구의 질문과 목표는 데이터 3법과 관련된 기존 선행 연구들과 

관련이 깊다.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주로 데이터 3법 자체의 법적인 논

쟁 쟁점들과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향후 과제 및 발전의 필요성 등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주로 연구의 방향들이 제시되었다. 이는 반대로 데이

터 경제 관련 쟁점들이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는 공중의제(public agenda)

로 전환될 만큼 사회적 요구가 환경에서 데이터 3법에 대한 정책적 연구

가 미미하였음을 의미한다. 곧 기존의 연구들은 왜 데이터 3법이 어떤 

정책적 환경에서 입법과정을 통해 개정되었는지 이에 대해 되짚어보는 

이론적 분석 또는 연구가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환경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채택 및 도출하였다.

 ‘대한민국은 IT 강국으로 평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관련 입법

적 기반인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신용정보법은 왜 데이터 

3법으로 2020년에 입법 통과가 되었는가?’

 본 연구 질문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해답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대한민국은 일찍이 IT 강국으로 세계적인 위상을 확보한 국가

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상과 달리 그 제도적 기반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2020년에 들어서야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OECD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데이터 개방을 위해 일찍이 규제방식에 대한 전환 조치한 양상

과는 달리 한국의 규제 완화는 시도는 되었으나 본격화되지 않았다. 더

욱이 그 시도의 성과 또한 제도적으로 분절되어 확인하기 어려운 수준이

었다. 제도화는 2020년이 되어서야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와 더불어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의 시행(2019년 7월 17일)과 함께 이루어졌다. 이렇듯 다른 국가들

에 비해 빅데이터의 제도적 기반 확보가 왜 뒤늦게 이루어진 것이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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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질문이며 입법과정 상에서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그 연

구 목표이다.

 이를 단순하게 ‘왜’에 대해서만 해답을 도출할 수는 없다. 데이터 

3법의 입법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절차와 그 정책적 환

경에 대한 분석 그리고 ‘누가’ 입법과정에 참여했는지에 대한 다각적

이고 복합적인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이

어지는 연구 방법의 제시를 통해 본 연구의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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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대한민국은 일찍이 IT 강국으로 평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관련 입법적 기반인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신용

정보법은 왜 '데이터 3법'으로 2020년에 입법 통과가 되었는가?’의 연구 

질문을 중심으로 이를 검증할 수 있는 Allison 모형을 이론적 분석틀로 

채택하여 연구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으로 

Allison 모형의 이론적 분석틀과 최종원(1989)의 연구 방법론을 결합, 데

이터 3법에 적용하여 2020년 1월에 이루어졌던 개정안 입법과정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방법론의 이론적 분석틀로서 Allison 모형

을 채택한 이유는 현상이 나타난 인과관계에 대한 다양하고 상호 보완적

인 관점을 제시하는 이론이 바로 본 모형이기 때문이다. Allison 모형은 

그 시작이었던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사태라는 미국, 소련 간 외교 

정책 분석에서부터 이외에 모든 조직의 정책결정과정 분석에 세 가지 모

형의 관점(Conceptual Lenses)에 적용할 수 있다는 이론적 강점이 있다

(Allison & Zelikow, 2018). 

 본 모형은 제1모형인 합리적 행위자 모형 관점에서 데이터 3법의 개정

이 데이터 관련 기회 및 위기 상황과 관련된 정책적 환경에서 ‘왜’ 대

안으로 채택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제2모형인 조

직 과정 모형의 관점에서 ‘어떻게’ 조직적 산출물로서 표준운영절차인 

입법과정을 거쳐 데이터 3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는지, 제3모형인 정부 정치 

모형 관점에서 정치적 흥정의 결과물로서 데이터 3법이 도출될 수 있었던 

입법과정에 ‘누가’ 참여했는지에 대한 각기 다른 분석 관점을 제시한다. 

이러한 다각적인 개념적 렌즈(Conceptual Lenses)들은 모형 각각 ‘왜’, 

‘어떻게’, ‘누가’ 참여하여 데이터 3법의 입법과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각 모형에서는 상호 간 질문에 대해 답할 수 없는 독립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나아가, 동시에 하나의 Allison 모형으로서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하여 사례분석에 있어서 이론적 단순화가 이루어지되, 복합적 분

석을 가능하게 하는 이론적인 강점을 보인다.



- 10 -

 이러한 Allison 모형의 이론적인 핵심변수들을 추출하여 각각의 모형

(제1모형, 제2모형, 제3모형) 별로 데이터 3법 입법과정에 대한 Allison 

모형의 논리적 귀결로서 가설을 정립하였으며 이에 대한 검증으로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Allison 모형의 논리적 귀결로 도출된 

데이터 3법에 대한 세 가지 모형의 가설 정립을 위해 최종원(1989)의 방

법론을 채택하였다. 최종원(1989)은 Allison 모형을 통해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 당시 반독점 및 공정거래법의 입법과정에서 두 정권 시기 

동안의 반독점 및 공정거래법의 계류 및 입법통과가 이루어진 요인에 대

한 규제와 정부결정의 관점에서 검증 및 분석을 실시한 연구이다. 해당 

연구에서는 Allison 모형에 입각한 조건 및 가설 정립을 통해 반독점 및 

공정거래법의 입법과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기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활용하였다. Allison 모형의 논리적 귀결로서 도출된 본 연구에서의 검증 

가설 모델링은 다음과 같다.

Allison 모형의 구성 가설

합리적 행위자 모형(제1모형)

가설 1.

데이터 신산업 관련하여 이전 정부의 

입지가 현 정부로 이어지는 정치적 

맥락을 고려하였을 때, 현 정부는 4

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한 국내외적 

위협과 기회의 상황에서 이를 통한 

신산업 성장을 목표하였다.

가설 2. 

정부는 신산업 육성의 목표 달성을 

위한 합리적 대안 수단의 선택으로서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을 통한 데

이터 3법의 개정 입법을 추구하였다.

[표 1-2] Allison 모형의 논리적 귀결에 따른 가설 검증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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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저자 구성

 

 연구 데이터로서는 관련 기존 연구 문헌과 관련 기관의 연구 보고

서, 언론 발표 자료, 입법과정 별로 공개된 국회 회의록 및 보고서 등 

공식적이며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사례분석에 있어서 본 연구의 

범위는 국회 본회의를 2020년 1월 9일에 통과 이후 공포된 ‘데이터 3법 

개정안의 입법과정’으로 설정하였다.

조직 과정 모형(제2모형)

가설 3. 

조직적 루틴의 행태적 지속성을 고려

하였을 때, 데이터 3법의 입법과정은 

당시 데이터 경제 기반 신산업 발전

의 환경적 자극에 대응하여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정부 정치 모형(제3모형)

가설 4. 

데이터 3법의 개정 입법은 데이터 신

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적 목표의 대

안으로 채택되었지만 이를 구체화하

기 위한 입법은 국회 내 정치적 행위

자들의 흥정과 협상으로 도출된 정치

적 결과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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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검토

제 1 절 데이터 3법

 본 연구의 주제인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통

칭한 ‘데이터 3법’의 개정안 논의는 모두 2018년 11월 15일에 발의된 

법안을 기초로 시작되었다. 이후 각 법안들은 개정 논의를 거쳐 2020년 

1월 9일, 약 1년 2개월 만에 각 소관 상임위원회 안으로 일괄적으로 제

374회 국회 제2차 전체회의를 거쳐 통과되었다. 각 법안들의 내용, 개정 

이유 그리고 법안들 간의 관련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안은 인재근 의원 대표 2018년 11월 15일에 

제364회 국회(정기회)에서 발의를 기초로 2020년 1월 행정안전위원회 통

합안으로 발의되었다. 내용은 개인정보의 개념이 분명하게 규정되고 일

원화된 것이 그 핵심이다. 이는 데이터 활용의 기반이 되는 기준과 방법 

또한 함께 제시되는데 가명처리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가 간소화되는 

신기술의 개발 및 연구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 나아가, 그 보호에 대

한 제도적 일원화 등 기반 마련까지 함께 포함된다.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의 개념적인 명확화와 더불어 가명정보

에 대한 연구, 통계, 공익 보존 목적에 따른 처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시설의 전문기관 및 전문기관 승인에 따른 정보 결합 및 반출 허용

이 신설되어 발의되었다. 더불어 안 제28조의4, 제28조의5, 제28조의6 또

한 신설되어 가명정보를 처리하고 정보집합물을 결합할 시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안전 장치를 확보하고 특정 개인의 식별을 방지하였다. 개인

정보보호위원회의 격상 및 관련 행안부의 기능을 해당 위원회에 이관하

는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 강화 또한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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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63조를 통해 이루어졌다. 나머지 2개 법안들과의 유사 조항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정보통신망에만 있는 사항을 특례로 규정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1조(목적)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

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더불어 본 법안의 개정 이유이

자 목적은 데이터 활용의 활성화 및 안전한 데이터 활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정비를 통해 산업 경쟁력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

호의 조화를 통해서 현행법의 보완하기 위함임을 제시한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안은 노웅래 의원 대표 2018년 11월 15일에 제

364회 국회(정기회)에서 발의를 기초로 2020년 1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

신위원회 통합안으로 발의되었다.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안은 해당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기타 다른 법안들

과 충돌하는 사항들을 정비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앞서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안에서 제시하였듯이 본 법안

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된다. 동시에, 온라인 상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규제와 감독의 주

체를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하였다(안 

제22조 삭제).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법의 개정안은 김병욱 의원 대표 2018년 11월 15일에 제364

회 국회(정기회)에서 발의를 기초로 2020년 1월 정무위원회 통합안으로 

발의되었다. 본 개정안은 데이터 활용과 금융 산업의 연계 그리고 이들

의 융합에 뒤따른 높은 활용가치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동시에 개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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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정보가 다뤄지는 금융 내 보호 및 안전장치의 확보 및 강화를 핵심 목

표로 강조된다. 더불어, 특히,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정보활용동의 

등 새로운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의 구축이 본 개정안에 포함된다. 

 개정안의 첫 번째 내용은 금융분야 빅데이터 이용 및 활용의 법적 

근거의 명확화이다. 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 불가능하게 하는 개인신용정보

로서의 가명정보 도입과 동시에 연구와 통계 등을 위한 비동의 가명정보

의 활용을 포함하였다. 동시에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한 가명처리의 추가 

정보를 안전하게 분리 및 보관하는 등의 안전장치 마련이 포함되었다. 금

융위원회 지정 데이터전문기관의 적정성 평가 후 개인 불식별 추정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 데이터 결합에 대한 제한, 처벌 사항 등도 본 법안에 해당

된다.

 두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의 법집행의 기능적 차원의 강화이

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과 유사한 조항이 정비되었는데 이는 신용정

보주체 보호의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을 부분적으로 금융분야

에 적합하도록 수용하는 등 과정을 거쳐 효율화하였다. 

 더불어,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규제를 전환하여 기존 신용조회업무

의 포괄적인 정의를 바꾸어 기업신용조회업과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

자신용평가업으로 구분 및 정의, 세분화하였다(안 제2조제8호, 제8호의2 

· 제8호의3 신설). 또한, 신용조회회사의 겸업 금지 규제를 폐지하여 데

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의 동시 수행 허용을 통해 빅데이터 시장의 주

도를 목표하였고(안 제11조, 제11조의2 신설) 신용조회회사에 적용되는 지

배구조법의 정비를 통한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건전성 및 책임성을 제고

하였다. 

 새로 도입된 개념으로 개인의 신용관리 지원을 위해 본인신용정보관

리업(MyData)이 도입되었다. 나아가, 개인 신용정보주체가 채권자변동정

보를 열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보호 기능을 도입되었고,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를 설치하여 평가 정확성과 공

정성을 제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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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법의 개정안에서 또한 주목할 만한 사항은 금융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도입되었다는 것인데 개인 신용정보주체가 금융

사 및 정부에 대하여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며(안 제33조의2 신설) 자동화평가 실시에 대한 여부, 결과 그 기준의 설

명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후 현행 제도의 미비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하

위 법령 개정을 통한 신용정보의 축소 방지 및 기술 환경에 따른 신용정

보 개념의 체계적 정비 등과 같은 사항도 함께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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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데이터 3법의 상호 관계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 – 정보통신망법 – 신용정보법의 관계는 상호 

유사 · 중복적인 것이 많았으며 용어의 개념 및 정의에서 이와 같은 관

계가 나타났다. 데이터 3법 개정안 내 용어의 개념 및 정의에서 나타나

는 법률 간 관계는 다섯 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특정 개인에 대한 식별이 불가능하

여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의미한다. 신

용정보법은 제2조의 개정 및 신설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규정

하고 있다. 개인신용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

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내용은 유사 또는 동일하지만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 

개념에 대해 규정한다. 그러나, 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개인정보에

는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신용 판단 정보 외 상거래정보는 개인정

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에 속한다.

 두 번째,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가명처리’는 전자는 

‘개인정보의 일부 삭제 또는 일부 또는 전부의 대체 방법으로 추가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을 식별 불가능하도록 처리하는 

것’, 후자는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특정개인으로 신용정보주체를 

식별 불가능하도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으로 그 법률상 표현이 조

금 다르다. 그러나 가명처리가 데이터 활성화의 동일 입법목적 하에 도

입되었기 때문에 법률 해석이 동일하다.

 세 번째,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의 개념은 ‘개인정보를 수집, 

생선, 연계, 연동, 기록, 편집, 검색, 출력 등의 행동’을 규정한다. 신용

정보법에서 또한 ‘처리’를 규정하는데 개인정보 호법과 달리 ‘결합’ 

또한 ‘처리’의 개념에 포함한다.

 네 번째, ‘정보주체’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은 ‘처리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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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으로 규정한다. 이는 신용정보법에서 규정하는 제2조제3호의 ‘신용정보

주체’와 유사한데, 신용정보법에서는 신용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본 

개념으로 정의된다. 반면 정보통신망법은 제2조제4호를 통해 ‘이용자’

로 규정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를 의미한다. 이는 서비스 이용관계 

있는 자로서 한정된다.

 다섯 번째, ‘개인정보처리자’ 개념에 있어서 각 법안들은 차이를 

보인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의 법률 제정

적 취지를 위해 이를 광범위하게 정의한다. 제2조제5호를 통해 ‘개인정

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법인, 개인, 공공기관 등’

으로 규정된다. 그러나 신용정보법은 법의 수범자를 제2조제7호를 통해 

‘신용정보제공자’와 ‘이용자’로 규정하여 이를 ‘금융거래 등 상거

래를 위해 얻거나 만들어 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받아 영업에 활용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정의하여 차이가 나타난

다. 정보통신망법 내 법의 수급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 목적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

여 정보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자’로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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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 연구

   1. 데이터 3법 연구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데이터 3법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법적 논의 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이를 포괄하자면 데이터 3법 

개정안의 내용과 그에 대한 법률적 의의와 동시에 향후 영향에 대한 연

구들이 다수이며 이후의 법적 · 제도적 대안에 대한 논의가 다뤄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이 대안적 논의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현재 

정책적 차원에서 입법과정에 대한 분석 연구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난다.

 성욱준(2013)은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라는 점에서 본 연구와 관련 있다. 해당 연구는 개인정보 보호

법 제정을 노무현 정부(제1기)와 이명박 정부(제2기)로 시기적으로 구분

하여 비교분석한다. 분석은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통하여 이루어지

며 개인정보 보호법의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정책의 창의 열림과 닫힘

에 따라 두 시기의 정책산출결과가 달랐음이 제시된다. 정책흐름은 정

치, 정책문제, 정책대안 각각 독립적인 흐름으로부터 정책선도자의 관심

에 따라 결합하여 정책이 산출된다. 이에 따라 제1기에는 정책선도자(대

통령)의 제한적 역할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채택되지 아니하였고 제2기에

는 정책선도자의 개입으로 행안부가 지속적으로 역할하여 법이 제정되었

음을 도출된다. 해당 연구의 정책흐름모형에 따른 사례적 특징은 총 세 

가지이다. 첫 번째, 정책과정 초기 대통령 및 국민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제1기의 제정 실패는 정책 대안 탐색의 합리성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두 

번째, 이를 대체하여 정책흐름모형의 정치 흐름이 의제에 직접적인 영향

을 주었다. 세 번째, 제2기 행안부의 역할에 근거하여 정책산출에서 정

책선도자가 중요함을 해당 연구는 제시한다. 

 김정수(2020)는 기본권 보장의 차원에서 데이터 3법의 개정안을 분석

한다. 해당 연구는 데이터 3법에서 중요하게 논의되는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기본권 보장을 분석하며 이에 대한 헌법적 의미를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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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데이터 확보에서 중요한 개인정보의 활용과 그 보호의 균형을 

중심으로 하위법령의 개정,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의 마

련,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인력의 전문성 확보, 감독기구의 마련, 

가명처리를 위한 전문 기관의 마련, 개인정보 특성에 따른 익명   가명

처리의 방법 제시 그리고 이에 대한 인증제도 구축의 대안을 제시한다.

 김정현(2020)은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한계와 개선점을 제시하는데 이

를 법률적 차원에서 논의한다. 해당 연구는 가명처리를 통해 빅데이터를 

확보하였을 때 그 한계와 충돌 그리고 개선안에 대해 제시한다. 데이터 

확보를 위한 가명처리는 글로벌 차원의 기준이며 법적 토대로 마련되는 

차원에서 해당 연구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가명 

조치의 도입이 적합하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가명처리가 

국민적 신뢰의 확보를 통한 정당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별개이며 오히려 

유권자에 대한 예상하지 못한 영향 나아가 민주주의 위협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이에 대한 보완적 대안으로 해당 연구는 가명 정보 

처리 시에 정보주체에 대한 명확한 동의와 확보를 주장한다.

 이양복(2020) 역시 법적 차원의 관점에서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갖는 

빅데이터 확보의 의의와 더불어 SNS의 발달에 뒤따른 이후 예측하기 어

려운 개인정보 취약성의 문제를 다룬다. 나아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럽연합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한 법 정비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관련하

여 유럽연합의 GDPR(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은 원칙적으로 민감한 정보

의 처리를 금지하되, 일정 용도로 가명 및 익명 처리를 거칠 시 재량권

을 일부 부여하는 제도로 개인정보처리의 후속조치에서도 안전한 제도로 

평가된다. 해당 연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과 독립성을 강화 및 

확보하여 GDPR에 따른 개인정보의 관리를 제시한다. 나아가, 개인정보

를 국외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적정성 승인 

및 동의 차원에서 주장한다.

 주승희(2020)는 데이터 3법 개정안에서 형사법적인 차원의 의의를 도

출하고 향후 논의 방향을 제시한다. 형사법과 관련되어 데이터 3법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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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형사처벌 규정에서는 큰 변화가 없으나 가명처리와 신용정보법의 

변화가 생기면서 일부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개인정보와 신용

정보 등에는 가명처리가 도입되면서 명확성과 가벌성이 실질적으로 축소

하였음을 제시한다. 데이터 3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명처리와 더불어 정

보주체가 갖는 권리는 강화되었고 자신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요구하는 권리인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및 개인정보와 신용정보의 재산

권적 특성의 부상,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보호법익의 다양화 등 관련 사항

들 또한 다시 검토되어야 함을 해당 연구는 도출한다.

   2. Allison 모형 연구

 Allison 모형은 이론적 정립 및 적용이었던 ‘1962년 쿠바 미사일 위

기 사태’에 대한 외교적 분야에서부터 시작하여 일반 정책결정에 대한 

분석에까지 다양한 이론적 분석틀로서 기능하였다.

 최종원(1989)은 1963년에서 1980년까지 반독점 및 공정거래법의 입법

을 위한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한다. 저자는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정책 입법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크게 두 가지의 이론적 분석틀을 채택

하였다. 하나는 규제 기원에 대한 세 가지 모형(공익모형, 포획모형, 정

치모형)과 하나는 Allison 모형 및 쓰레기통 모형 기반의 정부 행태 모형

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이론(합리적 행위자 모형, 조직 과정 모형, 정부 

정치 모형, 쓰레기통 모형)에 따른 논리적 귀결에 의하여 입법과정을 검

증한다. 즉, 논리적 귀결이 반독점 및 공정거래법 입법에 대한 사례와 

일치하는지,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한다.

 이기태 · 최성희 · 최성진(2010)은 Allison 모형을 통해 IPTV 정책

결정의 특징에 대해 분석한다. 이에 대한 정부가 방송통신융합의 서비스

를 도입하기 위해 그 정책이념을 합리적으로 구현했는지, 정책참여자들

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한 연구 질문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한다. 제1모형의 관점에서 정부는 공정경쟁의 틀을 마

련하지 못한 특별법을 통하여 정책목표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인 IPTV 정

책을 구현하지 못했으며 제2모형 관점에서는 기존 관련 조직들이 정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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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하지 못할 때 정부가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여 조직의 역량적 한계

에 따라 정책결정권이 이관된다고 분석한다. 제3모형 관점에서는 IPTV를 

둘러싼 참여자들의 이해관계에서 갈등 관계를 도출하여 통신 측 참여자

들의 영향력이 우세한 것으로 분석한다.

 최용진(2015)은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과정 및 정부의 정책결

정에 Allison 모형을 적용하였다. 해당 연구는 신한일어업협정이 정부의 

합리적 의사 결정 및 조직적인 기제 그리고 정부 내 정치작용이 혼합되

어 나타난 결과물이라는 분석을 도출한다. 제1모형 관점에서는 한국 정

부는 일본 정부와의 합의에서 최적의 대안을 고려하는 행위자로 협상에 

임했으며 제2모형 관점에서는 의사소통, 정보수집 등에서 부처 간 기능

이 나타난다. 제3모형 관점에서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정부 내 여러 참여

자들이 정치적으로 상호 작용을 한다.

 장익현(2021)은 공공형 아동학대예방센터 정책결정과정에 대해 

Allison 모형을 적용한다. 해당 연구는 2019년 5월 중앙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이 발표된 이후 서울시 정책이 달라져 정부안을 채택하는 것에 

대해 본 모형을 적용한다. 제1모형에 따라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안이 비

용적인 측면에서 더욱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판단 아래 채택하였으나 이

는 인력 부족 문제가 현실적으로 동반된다는 점에서 비용 축소의 효과가 

크지 않아 이론적 설명이 약하다고 제시한다. 제2모형 관점에서 서울시

의 순응은 가장 합리적 대안이 아니더라도 조직 루틴에 의한 경향이라고 

설명한다. 제3모형에서는 의사결정과 관련되어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자

치구 등에 대해 서울시 안을 관철할 자원 및 권위가 부재한 것으로 해석

한다.

 김공록 · 김정숙(2016)은 1970년대 오일쇼크 및 2008년 유가급등에

서 자원외교 정책결정과정의 비교 분석에 대한 연구를 Allison 모형으로 

분석한다. 연구 결과로 국가적 차원에서 오일쇼크로 인한 경제, 안보 위

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중동 수교 체결을 노력하고 동시에 미국 석

유회사로부터 석유 공급을 확보하는 등 합리적인 행태를 보인다. 그러나 

대미관계가 대중동관계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2008년에 능동적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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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와는 차이가 난다. 제2모형 차원에서는 오일쇼크 당시 대통령의 전

략이 영향이 컸기 때문에 합리적 행위자 모형에서 설명력이 크지만 경제

기획원의 경우 이는 대통령과 차이가 있어 설득력을 보인다. 대조적으로 

2008년 유가급등 시기에는 대통령의 영향력에 비해 에너지자원개발을 합

의하는 조직 내에서 정치적 협상의 과정이 있어 정부 정치 모형의 설명

력을 분석한다.

 김아람(2016)은 1993년 2월에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에 탈퇴 선언을 

하면서 발생하였던 제1차 북핵 위기의 전개를 Allison 모형을 통해 분석

한다. 이를 노태우 정부 및 김영삼 정부로 구분하여 각각의 모형을 적용

하여 각 모형 내 설명력을 제시한다. 노태우 정부 시기 팀스피릿훈련 재

개 결정에 대해 제1모형에서는 한반도 평화 목표함수에 대한 합리적 대

안으로 설명하며 제2모형에서는 국방부의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조직 산

출물 그리고 정부 정치 모형에서는 조지 HW 부시(George H. W. Bush) 

대통령 정권 당시 국방부 장관을 역임했던 딕 체니(Richard Bruce 

"Dick" Cheney)의 정치적 산물로 설명한다. 김영삼 정부 시기 일괄타결

안 거부 결정에 대해 제1모형에서는 남한 주도권 목표함수에 따른 합리

적 대안, 제2모형에서는 외교부-통일원 조직 과정 모형에 의한 조직 산

출물로서 일괄타결안, 제3모형에서는 대통령의 단독 정치적 산물로 설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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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이론적 분석틀

 데이터 3법의 개정 입법과정을 분석하는 본 연구의 이론적 분석틀은 

1971년에 최초로 출판, 2018년에 2차 개정된 그레이엄 앨리슨(Graham T. 

Allison)을 중심으로 한 필립 젤리코(Philip D. Zelikow) 공저 ‘결정의 본

질(Essence of Decision)’의 Allison 모형(Allison Model)과 함께 가설 도

출 및 검증 등 구체적 사례분석에 대한 분석틀은 최종원(1989)을 융합하

여 연구에 적용하였다. 본 이론은 1962년에 발생한 ‘쿠바 미사일 위기

(Cuban Missile Crisis)’ 당시 소련에서 쿠바로 핵 잠수함이 이동하고 있

다는 미국 정부에서의 판단 아래 해상 봉쇄를 대안을 채택하였던 정책결

정을 다룬 모형이다. Allison 모형은 이후 현재까지도 외교를 포함한 다

수의 정책연구에서 이론적 분석틀로 활용되고 있으며 정책결정과정을 다

양하게 분석 가능하게 하는 분석틀(Conceptual Lenses)로 기능한다. 해당 

모형을 고안한 Graham T. Allison은 미국의 국가안보 및 외교 분야의 전

문가로서 대표적인 인물이다. 학계에서 그는 1977년부터 1989년까지 하

버드 케네디스쿨(Harvard Kennedy School)의 설립부터 학장(Founding 

Dean)을 역임했으며 이어서 1995년에서 2017년까지 하버드의 The Belfer 

Center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 소장직을 지냈다. 이외에 외

교 분야에서는 클린턴 정부의 국방부 차관보와 레이건 정부의 국방부 특

별보좌관을 역임하였고 현재까지 국무장관, 국방장관 및 CIA 국장의 자

문위원회로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저자는 학계에서의 활동과 더불어 미

국 정부 내 정책 및 의사결정에 참여한 경력을 바탕으로 Allison 모형을 

정립하였고 이는 수많은 연구들에서 이론적 분석틀로 활용되면서 그 영

향력을 미쳤다. 

 Allison 모형은 각각 합리적 행위자 모형(The Rational Actor Model), 

조직 과정 모형(The Organizational Process Model) 그리고 정부 정치 모

형(The Governmental Politics Model)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각각 제1모

형, 제2모형 그리고 제3모형으로 명명된다. 해당 모형들은 정책에 관한 

상이한 관점 및 사례분석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제공하여 다음의 의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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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

 본 이론은 쿠바 미사일 사태라는 외교 정책을 분석하는 이론에서 시

작하였지만 이에서 확장하여 국내의 정책 나아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조직들의 의사결정 및 정책결정에 적용할 수 있다(Allison & 

Zelikow, 2018). 이는 앞서 제시한 Allison 모형의 다양한 정책 분석틀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다음으로는 Allison 모형의 세 가지 모형이 

제시하는 상이한 사례분석과 더불어 현상의 단순화와 관련되어 있다

(Allison & Zelikow, 2018). 현상을 분석할 때에는 이론을 통한 단순화는 

불가피한 과정이다. 개념과 이론을 통한 단순화는 현상을 분석하고 설명

하는데 효율적으로 활용되지만 그만큼 왜곡의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 가지의 상이한 모형을 제시하는 Allison 모형은 하나의 현상

에 대한 폭넓고 다양한 이론적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객관성 

확보와 변수 간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공헌한다.

 Allison 모형의 세 가지 분석틀(Conceptual Lenses)의 차이는 문제의 

성격에 대한 가정과 문제 인식의 범주, 관련 증거자료의 종류 그리고 사

건의 발생요인에 따라 발생한다. 세 가지 분석틀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

음과 같다.

 먼저, 합리적 행위자 모형은 Allison 모형의 제1모형이다. 이에 따르

면 정책결정의 주체는 ‘정부’와 같은 합리적이고 단일적인 대상으로 

가정된다. 이는 합리적 행위자 즉, 가치를 극대화하는 행동을 결정하며 

일관된 선호 그리고 단일 목표의 추구를 가정한다. 본 모형의 행동 주체

는 일종의 유기체로서 역할한다. 예를 들어 ‘정부’는 하나의 조직이며 

그 안에는 여러 개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조직적 목표를 공유한

다. 곧, ‘정부’는 단일 ‘유기체’로서 기능하며 가장 최적의 목표를 

구성원 간 공유, 추구하여 정책을 결정한다. 합리적 행위자 모형에 따르

면 쿠바 미사일 사태 당시 핵미사일 해상봉쇄 정책은 6개의 대안 중 하

나로 단일 정책결정 주체인 ‘미국 정부’에 의해 대안 중 가장 최선의 

정책으로 결정되었다. 즉, 합리적 행위자 모형에 따른 정책결정은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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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가 또는 정부에 의한 국가적 선택으로서, 정부는 목표 극대화의 행

동을 하는 것으로 가정된다(김종석 · 김준현, 2010). 

 제2모형은 조직 과정 모형이다. 이는 단일 주체의 합리적 행위자 모

델과 달리 조직 내 다양한 참여자들이 존재하며 이들의 정책결정은 개인

적 특징이 아닌 정형화된 표준운영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이하, SOP)에 의해 전개된다. 본 모형에서는 구성원, 구성 조직 간의 절

충과 협의에 의한 상례적인 규칙과 절차 및 과정(routine) 등에 의해 정책

이 결정된다. 이 때, 행위자는 정부를 구성하는 조직 및 부처들의 느슨한 

연결(loose coupling)에 의해 유지되며 조직별 고유 논리 및 문화 등에 의해 

구성된다. 쿠바 미사일 위기 사태에서는 SOP에 축적된 정보에 의해 사건

의 위기 감지가 왜 10월 14일에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에 있어서 CIA와 

국방부의 의견 충돌과 절충 그리고 SOP에 따른 구체적인 조직적 대안의 

선택과 집중 등 정책결정을 중심으로 설명되었다. 이에 따른 정부행위의 

특징은 조직별 일상적 행동(routine)와 SOP에 따라 정책이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제3모형은 정부 정치 모형으로 정책결정에 있어서 단일

한 주체, 조직모형의 존재가 아닌 조직 구성 개인 단위에서 정책과정의 

참여자들이 상이한 인식과 동기, 직위와 권력을 갖고 전략적 행동을 취

한다는 가정을 한다. 이들은 상이한 정책목표를 가지며 다양한 재량을 

갖는 소수의 정치적 행위자들 간의 갈등과 협상 그리고 타협을 거친다. 

이에 대한 정치적 과정의 산물로 정책이 결정된다는 것이 본 모형의 핵

심이다. 쿠바 미사일 사태 당시에는 최종적으로 해안봉쇄가 결정되기 이전

에 제시되었던 공습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치적 정책결정이 다뤄

졌던 대통령,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 법무부장관, 특별보좌관, 합참의

장, CIA 국장 간의 정치적 논쟁의 사례가 있었다. 제3모형의 의의는 정책에 

관련되어 있는 정책과정 상 참여자가 누구인지 관찰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나아가, 정책에 대한 이들의 입장과 정책결정에 있어서 각각의 영향력을 분

석할 수 있는 모형으로서 기능한다(이기태 · 최성희 · 최성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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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요소 합리적 행위자 모형 조직 정치 모형 정부 정치 모형
기본 분석

단위

¡ 선택으로서 정부

의 행동

¡ 조직의 산출물로

서 정부의 행동

¡ 정치적 결과물로

서 정부의 행동

조직 개념

¡ 통일된 국가 행위

자

¡ 문제

¡ 합리적 선택으로

서 행동

  목표와 목적

  대안 / 선택지

  결과

  선택

¡ 조직 행위자

¡ 문제 해부와 권한

분산

¡ 조직의 임무

¡ 운영 목표, 특수

역량, 조직 문화

¡ 조직의 산출(결과

물)로서 행동

  목표 – 순응

  목표에 대한 순차

적 접근

  표준운영절차

  프로그램과 실행

목록

  불확실성 회피

  문제점 위주의 탐

색

  조직의 학습과 변

화

¡ 중앙의 조정과 통

제

¡ 정부 지도자의 결

정

¡ 직무수행자로서

경기자

¡ 경기자의 문제 인

식, 선호, 정책

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는 요소

들

  편협한 부처의 우

선순위와 인식

  목표와 이익

  정책입장

  시한과 문제의 여

러 측면

¡ 권력과 권한

¡ 각 의사결정 참여

자의 입장과 영

향력, 행동이 어

떻게 맞물려 정

부의 의사결정

및 행동을 도출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행동 채널

  게임의 규칙

  정치적 결과물로

서 행동

추론 패턴

¡ 행동 = 목표 달

성을 위한 가치

가 극대화된 수

단

¡ 단기적 행동 =

기존의 산출물과

유사한 산출물

¡ 장기적 행동 =

¡ 정부의 행동 =

협상의 결과물

[표 2-1] Allison 모형 내 제1모형, 제2모형, 제3모형의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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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llison & Zelikow(2018)

조직의 임무, 역

량, 프로그램, 실

행 목록, 절차

등에 따른 산출

물

일반 명제

¡ 예상되는 비용 증

가 = 행동을 취

할 확률 저하

¡ 예상되는 비용 감

소 = 행동을 취

할 확률 상승

¡ 현재 존재하는 조

직의 능력이 정

부의 선택에 영

향을 준다

¡ 조직의 우선순위

가 조직의 업무

수행을 결정한다

  특수 역량과 문화

적 신념

  상충하는 목적에

는 순차적으로

대응

¡ 임무의 수행은 미

리 수립된 절차

들을 반영한다

  표준운영절차, 프

로그램과 실행 목

록

¡ 정부 지도자들은

행정적 실행 가

능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 제한된 유연성과

점진적 변화

¡ 장기적 계획

¡ 조직 영역 확대

¡ 위로부터의 변화

¡ 정치적 결과물

¡ 행동과 의도

¡ 문제와 해결책

¡ 의사결정 참여자

는 다양한 요구

에 당면하고 그

에 따라서 우선

순위와 입장 등

을 결정한다

¡ 우두머리와 인디

언

¡ 물리적 제약에 의

한 의사결정

¡ 국제정치와 국내

정치

¡ 우선순위에 의한

경시

¡ 소통의 어려움

¡ 표현의 주의

¡ 의사결정 참여자

의 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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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분석

제 1 절 데이터 3법으로 통합논의 이전 입법과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에 대한 노력은 1990년대 중반부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성욱준, 2013). 이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초안 제정의 작업은 노무현 대통령의 의제 아래 정부혁신지방분권

위원회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이는 이은영 의원, 이혜훈 의원 그리고 노

회찬 의원이 각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안을 발의하면서 시도되었으나 

제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후 제정이 이루어진 것은 이명박 정부 

시기에 들어 2011년 3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부터이다. 이는 이

명박 정부의 초기에 GS칼텍스의 사고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면서 정부안을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는 소관위원

회인 행정안전위원회 및 범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 논의를 거쳤으나 계

류되었다. 이후 시민단체들의 요구로 인한 입법 참여자들의 협의를 통해 

2011년 3월에 제정되었다. 제정 이전까지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일반

법이 존재하지 않아 해당 법률의 전신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으로 구분되었다. 이후 정보통신망법, 신

용정보법과 함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에 대한 법적 자구 및 체계에서의 

정비 구분, 중복적 조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

원회 간 업무의 중복 정비 등에 관한 개선 사항이 요구되면서 2018년 11

월에 ‘데이터 3법’으로 다시 논의되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1999년 2월 8일에 제정되었다. 이는 ‘전산망 보급 확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신으로 개정되었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었다(김운석, 2016). 해당 법률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에 대한 정의를 통해 적용대상을 규정하였고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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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하였다. 해당 법률은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주 법률로 기능하였다(김운석, 

201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은 1995년에 제정

되었다. 신용정보법 이전에는 전신으로 신용조사업법이 존재하였다. 해

당 법률은 신용정보의 보호적 측면에 법률적 핵심이 있었으나 신용정보

법으로 개정 및 제정되면서 이와 더불어 신용정보에 대한 이용과 관련 

산업의 성장적 측면이 동시에 강조되었다(최성민, 2019). 이는 신용정보

집중기관 제도의 도입 및 신용정보업을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그리고 

신용조회업으로 구분하면서 이루어졌다. 이후 개정은 규제완화 및 규제

강화의 측면에서 구분할 수 있다. 규제완화적 측면에서는 1차 개정이 

1997년 이루어지면서 신용정보업의 허가조건이 완화되었고 신용조회업을 

담당하지 않는 신용정보업자에 대한 자본금의 요건이 완화되었다. 1999

년의 5차 개정에서도 신용정보업의 최소자본금이 100억원에서 50억원으

로 완화되는 등의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다. 이후 2009년 20차 개정까지 

신용정보회사의 겸업이 허용되는 등 규제 완화의 흐름은 이어졌다. 그러

나, 2011년 23차 개정을 기점으로 신용정보 활용 범위 및 기간 등에 대

한 금융위원회로의 보고 등 의무 규정이 신설되면서 규제가 강화되었다. 

뒤이어 2014년에 카드사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면서 

2015년 27차 개정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

면서 규제 강화가 이어졌다.

 2018년에 개정 발의가 이어지면서‘데이터 3법’으로 논의되었고 

2021년 개정되면서 데이터 관련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마이데이터

(MyData)의 개념 도입, 가명정보처리를 통한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는 

활용,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유사   중복 조항의 정비를 통한 규제 완화 

등이 이루어졌다. 동시에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 마련 및 금융회사

의 유출 등에 대한 처벌 조치 등 강화적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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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데이터 3법의 개정 입법과정 분석

   1. 합리적 행위자 모형

    1) 이론적 변수 및 구성요소

 합리적 행위자 모형은 그 주체가 단일 정부로서, 목적 지향적인 행

동을 설명한다. Allison & Zelikow(2018)는 네 가지의 기본 요소(분석의 

기본단위, 조직 개념, 지배적 추론 패턴, 명제)를 제시함으로써 본 모형

의 가정과 개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설명한다. 

 첫 번째, 합리적 행위자 모형의 분석적 기본 단위는 정부의 선택으

로서의 행동이다. 정부는 목표 달성을 극대화하는 행동 즉, 대안을 선택

하고 합리적 행위자 모형은 이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두 번째, 조직 개념은 본 모형의 구성요소로서 세 가지 요소가 있다. 

먼저, 행위자 측면에서 조직 개념이다. 본 모형에서 행위자는 통일된 단

일적 의사결정자로 합리적 행위자이다. 이 행위자는 개인과 동일한 메커

니즘을 지닌 조직 차원의 의인화로 국가나 정부가 실제로 조직 단위인 

것에 반해 단일적 ‘정부’ 내지 ‘국가’로 통일된다. 따라서, 통일된 

국가 행위자는 개인과 동일하게 일관된 선호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를 

예측한다고 가정된다. 다음 구성요소로는 문제이다. 이는 행위자가 전략

적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선택한다. 조직 개념에서 중요한 요소는 합리

적 선택으로서의 행동으로, 네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지며 합리적 행위

자 모형에서 핵심적인 개념이다. 행동의 첫 번째 구성요소는 목적이다. 

이는 단일 행위자인 ‘국가’ 내지 ‘정부’의 관점에서 이익 극대화의 

관점으로 이해된다. 여기에 포함되는 함수는 결과에 대한 효용과 선호 

등으로 몇 가지 요인들이 조합되어 분석된다. 두 번째 구성요소는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합리적 행위자는 몇 가지의 방안 중 선택하

여 이를 조합하여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를 구성한다. 세 번째는 방

안의 조합에 대한 결과이며 마지막 요소는 합리적 선택이다. 이는 곧, 

합리적 행위자가 목표에 대한 가장 높은 선호(합리성)가 부여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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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택하여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 기본요소인 추론 패턴은 합리적 행위자 모형의 설명력을 제

공한다. 이러한 패턴은 국가 내지 정부의 단일 행위자가 선택하는 행동

으로 목적 달성을 위한 가치 극대화의 수단에서 도출된다. 즉, 외교 정

책 등 합리적 행위자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되는 결과는 목적 분석에서 

추론된다. 

 마지막, 명제는 효용 극대화 행동을 기본적 가정으로 채택한다. 곧, 

방안에 투입되는 비용이 증가하면 그에 대한 선택의 확률이 낮아지며 반

대로 투입 비용이 낮아지면 선택 확률 또한 높아진다. 본 모형에 따른 

분석은 단일 행위자의 행동을 효용 극대화 및 합리성 측면에서 재구성하

여 이뤄진다. 

 합리적 행위자 모형을 정리하자면 본 모형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왜’이다. 즉, 이는 ‘1962년 쿠바 미사일 사태에서 왜 미국이 소련에 

대응하는 6개의 선택지 및 방안 중에 해상봉쇄를 선택하였는가’에 대한 

설명 모형이다. 단일 행위자인 미국은 소련의 핵미사일 위험을 제거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위협 제거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6가지의 

대안 중 해상봉쇄라는 가장 효용가치가 크고 이에 따라 최고 선호의 대

안을 선택했다. 이는 1962년 미사일 위기 당시 미국의 최적화된 대안을 

탐색할 수 있던 미국의 합리성에 기반한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합리적 

행위자 모형에 따른 설명 기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1. 목표 : A라는 현상(1962년 소련의 미사일 기지 건설)의 설명과 예측

2. 가정 : A는 국가의 행동이다. 국가는 단일 행위자다. 국가는 일종의 효용

함수를 갖고 있다. 국가는 위협   기회와 관련하여 행동한다. 국가

의 행동은 가치를 극대화한다.

3. 질문 : 행위자가 처한 위협과 기회는 무엇인가(1962년 전략적 핵무기의 

균형 상태는 어떠했는가) 2. 행위자가 누구인가(소련 혹은 1962년 

[표 3-1] 합리적 행위자 모형의 설명 기법



- 32 -

출처: Allison & Zelikow(2018)

 이렇듯, 합리적 행위자 모형의 네 가지 기본 요소와 변수들(분석의 

기본단위, 조직 개념, 지배적 추론 패턴, 명제)를 종합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표준 질문들이 구성된다(Allison & Zelikow, 2018).

a. 국가가 위협과 기회로 생각하는 객관적   주관적 상황은 무엇인가?

b. 국가의 목표는 무엇인가?

c. 목표 추구에 쓸 수 있는 객관적   주관적 방안은 무엇인가?

d. 각 방안의 객관적   주관적 비용과 이득은 무엇인가?

소련 지도자인 니키타 흐루쇼프) 3. 효용함수는 어떻게 구성되는

가(생존인가, 권력의 극대화인가 혹은 위협 극소화인가) 

4. 주어진 상황에서 행위자의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가(쿠바에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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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 검증 및 사례분석

 제1모형에 근거한 표준 질문들을 적용하여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

호법,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신용정보법)의 입법과정을 분석하자면 다음

의 구체적 질문이 도출된다.

a. 문재인 정부는 어떠한 위협과 기회의 상황 즉, 환경에서 목표를 정

했으며 왜 대안의 선택으로서 데이터 3법의 입법을 추구했는가?

 이와 관련되어 합리적 행위자 모형의 이론적 분석틀을 적용하면 데

이터 3법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가설의 도출로 분석을 하고자 한다.

가설 1 : 데이터 신산업 관련하여 이전 정부의 입지가 현 정부로 이

어지는 정치적 맥락을 고려하였을 때, 현 정부는 4차 산업

혁명을 중심으로 한 국내외적 위협과 기회의 상황에서 이를 

통한 신산업 성장을 목표하였다.

가설 2 : 정부는 신산업 육성의 목표 달성을 위한 합리적 대안 수단

의 선택으로서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을 통한 데이터 3

법의 개정 입법을 추구하였다.

 본 가설의 관점에 입각하여 데이터 3법의 개정 입법과정에 적용, 가

설을 확인 및 검증하기 위해서는 각 가설에 따라 순차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가설 1 : 데이터 신산업 관련하여 이전 정부의 입지가 현 정부로 이

어지는 정치적 맥락을 고려하였을 때, 현 정부는 4차 산업

혁명을 중심으로 한 국내외적 위협과 기회의 상황에서 이를 

통한 신산업 성장을 목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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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으로 본 명제는 합리적 행위자 모형의 관점에서 지지된다. 이

에 근거하여 데이터 3법의 입법과정을 분석하기 이전에 데이터 3법이라

는 입법의 통과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의 선택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데이터 3법의 개정 입법 의도를 결

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합리적 행위자 모형의 기본적 

가정에 따르면 정책결정의 주체는 단일 행위자로서 ‘국가’이며 A라는 

행동은 국가 행동으로 설명된다. 1962년 10월의 쿠바 미사일 위기 사태

에서 쿠바로의 미사일 운송과 이에 대한 저지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

였던 행위자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단일의 국가였으며 또는 당시 

양국의 대통령이었던 ‘케네디’와 ‘흐루쇼프’라는 단일 인물이었다. 

특히, 미국의 관점에서 소련의 쿠바 미사일 기지 건설로 인한 핵전쟁의 

위협 제거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효용이 높은 ‘봉쇄’

라는 대안을 선택하여 행동한 것으로 적용 및 분석된다.

 이를 2020년에 개정입법된 데이터 3법의 입법과정에 적용하면 단일 

행위자는 ‘한국’ 또는 국가적 단위의 분석 개념에서 ‘정부’가 된다. 

그렇다면 본 명제에 대한 사례 적용 및 검증 즉, 정부가 데이터 3법의 

개정입법과 관련되어 당면하여 있는 위협과 기회의 환경 및 목표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에 각각 존재하였던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신

용정보법이 어떠한 환경 즉, 어떠한 위협과 기회의 상황에서 왜 ‘데이

터 3법’이라는 명칭으로 통합되어 논의되기 시작하였는지 그 배경을 살

펴보아야 한다.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이터 3법은 인공

지능, 인터넷 기반 정보통신 자원통합(클라우드 서비스), 사물인터넷(IoT) 

등 데이터 관련 신기술 기반의 신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이다. 데이터 3

법의 해당 법률들 즉,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의 관한 법률’

이 ‘데이터 3법’이라는 명칭으로 통칭된 이유는 해당 법들이 데이터 

관련 신기술 기반 신산업에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개인정보를 ‘보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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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강조된 내용으로 규제하고 있었다는 것에 있다(김서안, 2020). 

해당 법률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적 측면의 규제는 데이터 활용을 불

가능하게 만들고 나아가,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와 신산업의 성장을 저해

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었다. 특히, 신산업의 성장은 ‘4차 산

업’의 성장과 활성화로 대표되어 데이터 3법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 데이

터 3법은 4차 산업의 제도적 기반으로 기능하는데 이는 데이터 3법에 대한 

정의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2)’라는 명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본 정의는 데이터 3법의 개정이 어떠한 의의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는 데이터 3법이 4차 산업혁명의 

신산업 육성의 자원으로서 요구되는 데이터 이용의 활성화에 근거가 된

다는 것과 더불어 나아가, ‘국가적 과제’ 즉,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한 

정부의 목표 설정을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서 기능한

다. 단일 행위자 즉, ‘국가’, ‘정부’가 설정하고 있는 목표가 ‘4차 

산업혁명의 신산업 육성’이며 이를 위한 대안의 선택으로 그 제도적 기

반이 되는 법률의 개정 즉, ‘데이터 3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정책목표 설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

명 시대의 신산업 육성’ 즉, ‘4차 산업의 성장’이 어떤 과정을 거쳐 

정부의 의제로 채택되었는지 그 정의와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

야 할 것이다. 실제로, ‘4차 산업의 성장’은 현 문재인 정부의 출범시

기부터 중요한 정책의제이자 정책목표로 위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와 함께 100대 국정전략에 명시되어 있어 확인할 

수 있다.

 국정과제는 공식적인 권한을 가진 정책결정자에 의해 선정된 공개적

인 정부의제로 제도적 의제의 대표적 형태이다(방민석, 2017). 4차 산업

이 국정과제로 채택되었던 정책적 맥락은 다음과 같다. 방민석(2017)은 

2) 정책위키에서 다음과 같이 데이터 3법 및 4차 산업혁명의 배경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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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기존 국정과제의 유무, 관련 기술발달의 정도, 국내외 환경으로 구

분하였다. 본격적으로 국정목표로 채택되어 등장한 것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이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 자체는 그 

이전부터 사용되었다. 그 시작은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이후 

WEF를 중심으로 점차 ‘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3)의 용례가 증가하여 많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와 논의 관련하여 주목을 받았던 프로

바둑기사인 이세돌과 인공지능 알파고(AlphaGo)의 바둑 대국이 이루어진 

후, 2016년 3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인공지능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전

력 마련’을 지시하면서4)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

했다. 4차 산업혁명 이전에 정보통신   데이터 관련 혁신 산업에 대한 

정부의제는 이미 존재하였다. 다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

기 이전에는 ‘스마트 산업’이라는 용어가 주로 쓰였으며 특히, 이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의제였던 ‘창조경제’와 관련이 컸다. 

2014년 6월에 박근혜 정부는 지능정보사회로의 진입을 정책목표로 범정

부차원의 전략 중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수

립하였다5). 이와 더불어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 기능의 보강과 함께 대통

령 주재 과학기술전략회의가 새로 구축되어 스마트 산업의 생산성을 증

대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6년을 기점으로 의제의 명칭이 ‘4차 산업혁

명’으로 전환된 이후부터,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면서 4차 산

3) 세계경제포럼은 4차 산업혁명을 ‘기술 발전 이상의 인간 중심 개발의 새로운

장(chapter)로 정의하고 있다.
4) 이에 앞서 2016년 3월 14일에 AI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민관 합동 인공지능

개발 컨트롤타워를 설립하는 방안의 추진 계획이 발표되었다.
5) 해당 전략은 IT, SW, 사물 인터넷의 융합으로 스마트 공장의 설립 및 혁신

제품 강화 등 IT와 SW의 융합 신산업을 창출하여 스마트 산업혁명과 창조

경제를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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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혁명은 본격적으로 국정과제로 채택된다. 이는 2017년 7월에 국정기획

자문위원회에서 발표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

정과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계획 내에서는 20대 국정전략 중 ‘과

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수립되었다. 또한, 100대 

국정과제에서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

반 구축’,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   육성’ 등 6개의 

국정과제로 명시되었다. 나아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 ‘혁신산업’

으로 관련 의제가 제시되기도 하였는데 20대 국정전략으로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으로 명시되었다. 100대 국정과제로는 중소

기업벤처부 주관의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등 3개의 국정과

제로 혁신산업 관련 의제가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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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5대 국정

목표

국민이 주

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

임지는 국

가

고르게 발

전하는 지

역

평화와 번

영의 한반

도

20대 국

정전략

1. 국민주권

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

2.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 화 문

대통령

3. 투명하고

유 능 한

정부

4. 권력기관

의 민주

적 개혁

1. 소득주도

성 장 을

위한 일

자리 경

제

2. 활 력 이

넘 치 는

공정경제

3. 서 민 과

중산층을

위한 민

생경제

4. 과학기술

발 전 이

선도하는

4차 산업

혁명

5. 중소벤처

가 주도

하는 창

업과 혁

신성장

1. 모 두 가

누 리 는

포 용 적

복지국가

2. 국 가 가

책임지는

보 육 과

교육

3. 국민 안

전과 생

명을 지

키는 안

심사회

4. 노동존중

  성평등

을 포함

한 차별

없는 공

정사회

5. 자 유 와

창 의 가

넘 치 는

문화국가

1. 풀 뿌 리

민주주의

를 실현

하는 자

치분권

2.골고루 잘

사는 균형

발전

3.사람이 돌

아오는 농

산어촌

1. 강한 안

보와 책

임 국방

2. 남북 간

화해협력

과 한반

도 비핵

화

3. 국제협력

을 주도

하는 당

당한 외

교

100대 국

정 과 제

(487개 실

천과제)

15개 과제

(71개 실천

과제)

26개 과제

(129개 실천

과제)

32개 과제

(163개 실천

과제)

11개 과제

(53개 실천

과제)

16개 과제

(71개 실천

과제)

[표 3-2] 문재인 정부의 국가비전, 5대 국정목표 및 20대 국정전략

 

 출처: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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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년인 2017년에는 앞서 제시된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관련 있는 6개

의 국정과제와 혁신성장 관련 3개의 국정과제가 종합되어 ‘복합   혁신

과제’로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 국가’가 제시되었다. 

본 혁신과제 중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합리적 행위자 

모형 관점에서 단일 행위자인 ‘정부’의 4차 산업 성장을 통한 신산업 

육성의 정책목표를 잘 보여준다. 본 위원회는 데이터 3법 개정 입법과정

에서 2018년 5월에 위원회 주관으로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의 특

별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입법조치가 이루어지는 등 정부의 개정입법의도

를 내포하고 있는 조직이다.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17)

 

국정과제 복합   혁신과제

과학기술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

국가
1.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

차 산업혁명 선도기반 구축

2.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

  육성

3.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4.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

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5.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   육성

6.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

1.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

설

2. 과학   기술혁신으로 초지능   초연

결 기반 구축

3. 역동적 4차 산업혁명 생태계 조성

4.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개선 및 제

도정비

5.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선제적 사회

혁신

6.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교육혁신

7. 공무원 민간 참여 확대, 인사제도   

공공서비스 개혁 등 공공혁신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1.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2.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

3. 대   중소기업 임금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표 3-3] 국정운영5개년계획 중 4차 산업혁명 관련 국정과제 및 혁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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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본 위원회의 설립은 당시 문

재인 후보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에 따라 2017년 출범 당시 문재인 정부

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였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출범

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017년 8월에 의결

된 대통령령의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

거하여 동년 10월 11일에 출범하였다. 본 법령에서는 제1조(목적)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원동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겠

다는 국가적 방향전환의 정책목표6)를 명시하고 있다. 제2조(설치 및 기

능)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는 제1조

(목적)과 일치하는 맥락의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신산업 육성의 국가적 

목표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초연결   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도

래에 따른 과학기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의 기반을 확보’한다

는 목표7)를 통해 데이터 3법의 개정입법에 대한 중요 취지인 데이터 산

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동일 조항의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6) 제1조(목적) 이 영은 4차 산업혁명의 총체적 변화 과정을 국가적인 방향전환

의 계기로 삼아, 경제성장과 사회문제해결을 함께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7)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초연결·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과

학기술·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의 기반을 확보하고, 신산업·신서비스 육

성 및 사회변화 대응에 필요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

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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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2021)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항
1.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관련 각 부처별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 점검 및 정

책 조율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촉진의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 발전 지원, 인공지능·정보통신기

술 등 핵심기술 확보 및 벤처 등 기술혁신형 연구개발 성과창출 강화에 관

한 사항

4.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으로서 데이터 및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

항

5.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공공서비스의 발굴 및 공공 스마트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6. 전(全) 산업의 지능화 추진을 통한 신산업·신서비스 육성에 관한 사항

7.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법·제도 개선 및 역기능 대응에 관한 사항

8. 신산업·신서비스의 진입을 제약하는 규제의 발굴·개선 및 창업 생태계 조성

에 관한 사항

9.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고용·복지 등 사회혁신 및 사회적 합의 도출에 관한

사항

10. 4차 산업혁명 사회변화에 필요한 인재가 성장하기 위한 교육혁신에 관한

사항

11. 4차 산업혁명 관련 국제협력 및 지역혁신에 관한 사항

12. 4차 산업혁명 교육·홍보 등 대국민 인식 제고 및 국민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13. 4차 산업혁명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및 인력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14.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괄하는 국가 데이터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5. 데이터 생산·구축·공유·연계·개방·유통·결합·활용 관련 각 부처별 주요 정

책·사업의 추진성과 점검 및 정책 조율에 관한 사항

16. 데이터 관련 민간부문의 의견·애로사항 청취, 필요한 개선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17. 데이터 관련 법·제도의 정비 및 정책 추진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표 3-4]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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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을 기준으로 본 위원회는 제4기까지 출범하였다. 인적 구성은 

공무원 등 정부인사 외에 AI 및 데이터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의 민

관 거버넌스 체제이다. 제4기 위원회는 정부와 민간에서 각각 1명씩 2명

의 공동위원장과 13명의 정부위원 그리고 19명의 민간위원으로 총 34인

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8). 특별위원회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단으로 

구성되는데 특별위원회에는 크게 데이터 특별위원회, 스마트도시 특별위

원회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특별위원회로 구성된다. 이외에 새로운 사

안의 논의가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와 자문단을 설치할 수 있다. 3개의 

특별위원회는 가명정보처리 등을 통한 데이터 유통 및 활용의 업무, 마

이데이터 제도의 개선과 데이터 보호 및 활용의 발전을 모색하는 등 데

이터 3법의 개정 사항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업무를 담당한다.

출처: 4차산업혁명위원회(2021)

8) 제4기 민간위원은 데이터 AI 전문가 등 산업계 참여를 확대되었다.

[그림 3-1] 4차산업혁명위원회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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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4차산업혁명위원회(2021)

특별위원회

데이터특별위원회

총괄분과 : 국가 데이터 관리체계 전면 개편 및 새로운 데이터 활용 촉진

기반 마련

생산   개방 분과 : 미개방 핵심 공공데이터 개방 및 수요자가 원하는 수준

의 양질의 데이터 제공 등 민간이 원하는 데이터 생산

과 개방 확대

유통   거래 분과 : 데이터 전문기업 활용 및 공공의 민간 데이터 구매 지원

등 데이터 유통과 시장 활성화, 건전한 데이터 생태계

구축 촉진

보호   활용 분과 : 데이터 활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기반 마련 등 데이터 보호   활용 발전 모색

마이데이터 분과 : 마이데이터 제도 개선 및 서비스 체계 고도화로 안정적

인 마이데이터 제도 정착 및 데이터 경제 활성화 촉진

스마트도시특별위원회

스마트도시 추진 전력 논의,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 및 시행계획 마련

디지털헬스케어특별위원회

개인의 의료 데이터 주권을 확립하고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추진

전략 수집

[표 3-5] 4차산업혁명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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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데이터 3법 개정 입법과정 중 반영된 것

과 같이, 신산업에서 중추적인 부처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2021년 2월 17일에 심의   의결되었던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회의에서 정부는 본 위원회를 데이터 관련 정책의 범정

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로서 확대 및 개편하여 이처럼 정의하였다.

출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이렇듯 데이터 3법의 개정입법 배경에는 그 결과물로서 문재인 정부

의 4차 산업을 국정과제의 정책목표로 설정한 과정이 있었다. 이에 대해 

합리적 행위자 모형의 관점에서 정부가 왜 4차 산업을 통한 신산업의 육

성을 정책목표로 삼았는지에 대한 배경 즉, 위기와 기회의 상황이 무엇

이었는지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이 정부의 목표로 부상하게 된 것에는 국내적   국외적 

상황 및 환경이 큰 변수로 작용한다. 먼저, 국내적 상황에서는 2017년을 

기점으로 문재인 정부가 새로이 집권하면서 국정과제가 변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앞서 제시하였듯이 문재인 정부 이전 박근혜 정부 시기 특히, 1

년 전인 2016년부터 ‘4차 산업혁명’은 논의되었던 의제이다. 4차 산업

혁명의 용례 이전 데이터 관련 산업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의 의

제 아래 범정부 대응전략인 ‘제조업 혁신 3.0 전략’이 2014년에 수립

되었고 창조경제타운의 온라인구축(2013), 창조경제혁신센터(2014), 사물 

인터넷 분야의 기본계획 수립(2014)과 확산전략(2015) 등이 이루어졌다. 

클라우드 분야에서는 ‘클라우드컴퓨팅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률’의 제정과 함께 관련 기본계획 등이 수립되는 등 데이터 관련 정책

  4차위 내 데이터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가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

합동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발표(‘20. 12., 국민경제자문회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21. 1.)

- (주요내용) s 민간 위원장 -> 총리   민간 공동 위원장 s 정부위원 5개 -> 12개

[표 3-6] 민관합동 국가 데이터 컨트롤타워 구축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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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수립   추진되었다. 2016년을 기점으로 알파고의 등장과 함께 AI에 

대한 국내 관심사가 집중되면서 이후에는 특히 AI에 관련된 정책적 논의

가 많이 진행되었다. 지능정보산업발전전략이 2016년에 수립되었고 이후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2017), 인공지능 R&D 전략(2018), 데이터   인공지

능 경제활성화 계획(2019) 등 다수의 전략들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4차 산업혁명이 비로소 본격적으로 국정과제전략과 

대선 공약으로 제시되었던 것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이

다. 방민석(2017)은 4차 산업혁명이 국정과제로 채택되었던 요인을 대통

령의 선호 및 철학 그리고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공약 및 재임 중 발언으

로 제시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첫 번째, 2016년부터 화두로 등장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당시 문재

인 후보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

자리의 확대 등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국

무회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출범식, 혁신성장전략회의 그리고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 4차 산업혁명의 기

반인 정당 및 전문가집단 등 지원이 이루어졌다. 참여정부 시절 국정운

영의 경험을 기반으로 후보 시절부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의제들이 형

성되었고 이는 과거 정책에 참여하였던 공무원 및 전문가 풀(pool)에서 

시작하였다(방민석, 2017). 또한, 대선과정 중 데이터 관련 산업 전문가들

의 문재인 후보 지지가 이루어져 정치적으로도 기반이 형성되었다. 4차 

산업혁명 전문가 206명의 ‘4차 산업혁명 및 신성장 네트워크’ 단체가 

정책제안서 제출과 함께 지지선언을 하였고 이외에 한국경제과학기술협

력협의회, 디지털콘텐츠상생위원회 등 학계   전문가집단이 지지에 동참

함으로써 문재인 정권의 4차 산업혁명 국정과제 수립의 자원이 되었다

(방민석, 2017). 세 번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의 탄핵으로 인해 임기를 끝마치지 

못한 채 인수위가 출범하기 어려웠을 정도로 시간적   물리적 제한에 봉

착하여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의 혁신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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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때보다 높았으며 이전 정부에 대한 국민적 반감 역시 그러하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창조경제’에서 이어진 ‘4차 산업혁명’은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의 어려움과 함께 시대적 요구에 대한 의제 자체로서 중요성

이 존재하였던 이중적 의제였다. 이에 정부는 과거 ICT의 국가발전의 경

험을 바탕으로 꾸준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의식을 제고했다(방민석, 

2017). 네 번째, 박근혜 정부에서 이어진 4차 산업혁명 관련 데이터 산업

에 대한 법제화 또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혁신

센터의 지정과 지원근거와 관련하여 과학기술기본법을 일부 개정하였고 

지자체 대상 지원 조례 제정 또한 권고 입법화하였다. 창업지원법 및 벤

처특별법, 창조경제 즉, 데이터 산업의 거점으로 판교 테크노벨리의 육

성 또한 박근혜 정권 시기에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입법근거들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신산업 육성의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재인 정부의 4차 산업혁명의 신산업 육성을 통

한 경제성장의 정책적 목표가 정권 초기부터 주목받았던 의제는 아니었

다. 이는 분명히 국정전략에는 포함되어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강조하였던 국정과제는 ‘소득주도 성장’이었다(방민석, 2017).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의 국정과제는 곧 그 실현 가능성과 모호성에 

의문과 비판이 제기되었다. 더불어, 2017년 하반기에 들어서 경제지표가 

악화되자 ‘혁신성장’으로의 재빠른 전환이 이루어졌고 이는 정부의 중

요한 정책적 의제로 부상하였다. 혁신성장과 관련되어 4차 산업혁명이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부상한 것도 이 시기이다. 이전에, 소득주도 성장 

의제가 주요 경제정책으로 채택되었을 시기에는 혁신성장과 더불어 그 

대책으로 공약을 통해 제시되었던 4차 산업혁명과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출범은 비교적 후순위의 의제였다(방민석, 2017). 그러나 혁신성장론이 

위기를 맞으며 4차 산업혁명의 정책적 의제가 새로운 국면에서 핵심적 

국정과제로 부상하게 된다. 실제로 2017년 9월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문

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이 수요 측면에서 경제적 성장의 전략이라

면 공급 측면에서의 성장 전략은 혁신성장이라는 모두발언을 하여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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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의 의제를 강조하였고 대선 공약에도 제시되었지만 출범이 미뤄졌던 

4차산업혁명위원회 또한 2017년 10월 제1기로 처음 발족되었다. 동년 11

월에 본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발표하여 관련 추진체계 

및 과제와 계획 등을 제시하였다. 기존에 존폐 위기에 있었던 창조경제

혁신센터 역시 문재인 정부의 사업으로 흡수, 혁신성장 정책의 기조에 

맞게 개편되었다. 관련하여 신기술 개발 창업을 지원하는 ‘민간투자주

도형 기술창업지원프로그램(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Korea, 

TIPS)’ 예산 역시 2017년 840억 원에서 2018년에는 1042억 원으로 증가

하였다9). 

 해외에서 4차산업 혁명과 관련된 위기와 기회의 상황은 2016년과 

2017년을 기점으로 이미 빠르게 논의되고 있었다. 미국, 일본, 독일 등은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 전략을 추진해오고 있었다. 독일의 경

우, 2015년부터 민   관   학 협업의 Platform Industry 4.0 전략을 기반으

로 2016년부터는 Mittelstand 4.0 전략을 추진하였다. 관련하여 일본 또한 

Society 5.0(초스마트 사회 5.0)을 통해 자국의 기반 사업인 로봇과 AI의 

융합을 추진하였다(방민석, 2017; 서울대학교 아시아개발연구소, 2020). 

이렇듯 세계적으로 4대 산업혁명 관련 정부계획이 수립되고 발전된 맥락

에서 한국은 대략 2년에서 5년 늦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의 구축

마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신산업 육성에 대한 요구는 국내의 저성장과

도 관련이 컸다. 2011년 이후 제조업 분야의 주력 산업에서 저성장 추세

를 꾸준히 보였고 경제지표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기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신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채택하게 되었다.

 정권초기에 대통령의 정책의제형성에 있어서 ‘시간’은 대통령의 

중요한 내적자원이다(Light, 1982). 이는 곧, 대통령의 내적 자원 중 하나

인 임기라는 ‘시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임기 초반에 새로운 정책적 

9) 2018년 1월 중소벤처기업부는 TIP를 포함한 2018년 전체 기술창업지원예산

을 전년 대비 13.8% 증대하였다.



- 48 -

의제의 계획 활동이 집중된다는 질적 특징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대통

령은 임기와 동시에 미리 준비된 의제 설정을 요구받는다. 이는 곧, 소

득주도 성장의 국정과제가 어떻게 혁신성장의 전환으로 어떻게 재빠르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시기는 이전 정부들의 

출범 시기 중에서도 굉장히 불안정한 시기였다. 이전 정부가 탄핵으로 

인하여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는 헌정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국민들

은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정부에 대한 혁신적 변화의 요구를 하였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분배를 강조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국정과

제를 통해 ‘정의로운’ 가계소득의 증대와 소비 내수성장의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 중심의 경제발전을 지향하였다(방민석, 2017). 그러나 이는 

앞서 제시하였던 바와 같이 이를 통한 경제발전의 방법론적 그리고 현실

적 가능성에 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중요 

내적 자원인 ‘시간’의 물리적 제한으로 인하여 정권 초기에 재빠르게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으로 국정과제를 전환하였다. 이는 정

책적 의제와 목표가 신산업 성장을 통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으로 정립

되었다. 

 종합하면, 문재인 정권의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데이터 3법의 개정 

입법과 관련하여 정부의 데이터 산업 관련 컨트롤 타워로서 그 위상이 

부상하게 된 요인에는 당시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발전 대책이 이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요구되는 기회와 위기의 환경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에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신산업의 육성을 국정과제로서 정책목표

를 채택하였다.

 나아가, 대통령으로서 단일 행위자 관점에서는 이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불안정한 정치적 환경에서 정권 초기의 제한된 시간적 자원을 활용

하여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신산업의 육성이라는 정책목표를 수립함으로

써 해당 의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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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 정부는 신산업 육성의 목표 달성을 위한 합리적 대안 수단

의 선택으로서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을 통한 데이터 3

법의 개정 입법을 추구하였다.

 가설 1에 대한 검증은 어떠한 위기와 기회의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가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신산업 육성을 국정과제의 정책적 목표로 삼게 

되었는지를 박근혜 정부의 말기인 2016년부터 문재인 정부의 정권초기인 

2017년까지 통시적인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의 정책적 

목표에 대한 제도적 기반의 구축 목적의 데이터 3법의 개정 입법을 살펴

보기 위한 그 배경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이다. 그렇다면 뒤이어서 정부

는 데이터 3법을 왜, 어떠한 합리적 선호로 4차 산업혁명의 신산업 육성

이라는 목적의 제도적 기반 즉, 정책 대안으로 선택하였는지에 대한 분

석이 필요하다. 이에 의하면 본 가설은 지지된다. 검증을 위해서는 데이

터 3법 입법과정의 본질적인 체제적 성격을 분석하고자 한다.

 첫 번째 가설 분석에 따르면 데이터 3법의 개정 입법은 단일 행위자

인 정부의 4차 산업혁명의 신산업 육성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대안이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 3법 개정 입법의 

대안은 국회 내 의원입법을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되었다. 

이렇듯, 정부의 목표를 반영한 대안의 선택이 의원입법을 통해 이루어졌

다는 것은 형식적 논리의 맥락이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절차적   형식적으로만 데이터 3법의 입법과정을 관찰

하였을 때에만 나타날 수 있는 일종의 오류이며 실질적 분석은 상반되게 

이루어진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3법의 입법 개정이 이루어

졌던 경로를 살펴보아야 하며 입법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종류 

  분류 그리고 입법과정의 현실적 생리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이루어져

야 한다.

 입법과정에는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통상적으로 정부에서 법률안이 

제출되는 정부입법과 국회에서 발의되는 의원입법으로 구분된다. 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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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은 대한민국 헌법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

다’의 조항에 의거한다. 뒤이은 제53조에서는 제출 법률안에 대한 절차

와 효력 발생 등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이 중 데이터 3법이 정부의 대안으로 선택되었다는 관점의 가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부입법의 과정 및 절차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

지 살펴보아야 한다. 

 정부입법의 정의는 정부에 의한 법률안제출권으로, 법률안은 행정부

에서 발의되어 국회를 거쳐 접수된다(법제처, 2005). 정부입법은 임시헌

법 및 제정헌법 제정 시기에 입법적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오늘날에는 현대사회의 다변적이고 복잡한 행정환경과 그 

수요에 효율적이며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다(법제처, 

2005). 이는 정부입법의 첫 단계인 정부입법계획에 따라 수립되고 국회

에 제출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법제처장은 매년 정부입법계획을 수립 

지침을 마련한다. 입법사무의 분장은 정부조직법 제23조 제1항의 ‘국무

회의에 상정될 법령안   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법

제처를 둔다’의 조항에 의거하여 법제처가 관장한다. 본 법안에 따라 

법제처를 중심으로 법제 관련 사무가 총괄 및 관장되지만 정부입법 기획 

및 입안 업무는 각 부처가 관할하여 법제처는 법령심사기능에 집중한다

는 것이 본 법안의 취지라고 할 수 있다(법제처, 2005).

 또한, 법제처 직제에서는 ‘정부입법계획의 총괄   조정’에서 법제

처의 직무   기능과 함께 정부입법총괄   조정기능을 법령심사기능, 행정

심판기능과 함께 법제처의 3대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부

입법의 기능과 의의가 제시되고 있다. 정부입법총괄   조정기능의 구체

적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정부입법계획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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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2005)

 정부입법계획의 수립은 이렇듯 법제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정부차원에서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이에 부합한 법적 기반을 적

절히 마련할 목적으로 수립된 정부입법의 본질적 기능에 부합한 정부입

법절차의 첫 단계로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각 부처는 법제처로부터의 

지침을 받은 후, 자체적으로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2월까지 법제처

에 제출한다. 법제처장은 부처별 입법계획을 종합하고 이를 정부입법계

획으로 수립한 후 변경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법제처

장에서 수정을 요청하고 법제처장은 이에 송환을 한다. 이렇게 수정   

수립된 입법계획은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법령의 입안은 해당 소관사항에 해당되는 중앙부처가 업무를 담당하

며 정책목표 등을 명확히 규명한 형식을 갖춘다. 

 이후에는 법안 내용의 유관부처와의 사전적 협의 및 협조가 이루어

진다. 이는 법령에 의하여 절차적인 요건으로 필수적인 경우도 있지만 

이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례적으로 협의를 거친다. 또한 정

부에서 입법을 제출하는 만큼 여당과 당정협의를 거치며 경우에 따라 야

당에도 협의를 구한다. 이는 국무총리훈령에 명시되어 있다. 이후에는 

입법예고가 이루어진다. 입법예고는 국민의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

는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예고 및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

에 반영하는 과정이다(법제처, 2005). 이 기간은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 

정부입법총괄   조정기능
1. 입법이 특정시점(특히 정기국회)에 폭주하는 현상에 대처하여 입법의 효

율성   계획성을 강화

2. 입법예고를 총괄함으로써 민의의 반영을 통한 입법의 정당성을 제고하고

준법을 위한 홍보효과를 거양

3. 법령입안심사기준의 확립 및 입법기준의 개발을 통하여 법체계를 확립하

고 입법의 경제성을 확보

4. 행정부의 대국회입법협조의 창구역할

[표 3-7] 정부입법총괄   조정기능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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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이상으로 지정된다.

 입법예고 이후에는 규제심사위원회의 규제심사가 이루어지는데 행정

규제기본법에 의거하여 규제영향분석 및 공청회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 의견 반영 등을 포함된다. 

 이후에는 원안 확정된 법령안에 대해 법제처의 심사가 이루어진다. 

법제처는 법령안의 체계와 같은 형식에 대한 심사와 더불어 헌법 등 상

위법과 다른 법령과의 충돌과 중복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법령안

을 수정한다. 

 심사 이후에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심의가 이루어진다. 차관회의

는 국무회의에 법령안이 상정되기 이전에 심의하는 사전적 기능을 수행

한다. 

 국무회의는 정부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회의체헌법

기관의 지위를 갖는 최고정책심의기관이다(법제처, 2005). 국무회의에 상

정되는 법령안들은 단일 부처만이 결정하기에는 그 내용의 엄중함에서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안건들이 많다. 그만큼 국민의 권익과 관련

이 많은 법령안들이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는 합의제기관으로서 국무회의

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법제처, 2005). 법령안건에 대한 심의는 법령안

을 제안하는 부처의 장관이 의결을 구하고 토의 후 의결하는 순서를 거

친다. 

 이렇게 의결된 법률안은 대통령의 재가와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

원의 부서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는데 먼저 법률안의 국회의장을 통

해 본회의에 보고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후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 또는 전체회의를 거쳐서 필요에 따라 공청회, 이해관계자들과

의 토의를 거치기도 한다. 상임위원회는 이를 거친 법률안을 법제사법위

원회에 회부하여 법률안의 자구와 체계 심사를 다시 거치며 법제사법위

원회에서 이를 완료한 후 다시 국회 본회의에 회부한다. 법률안이 본회

의에서 통과하며 공포를 위해 정부에 이송되며 법제처는 국무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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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의 작성요령에 근거하여 법률공포안을 작성,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다시, 이는 국무회의의 심의 이후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재가 및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국회를 거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 기간에 이의서를 통해 국회에 환부하여 재

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를 거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전과 동일한 의결이 된다는 요건으로 

법률이 확정된다. 만약, 15일 이내 정부에서 아무 조치가 없으면 그대로 

법률로 확정된다.

 이 과정을 거쳐 법률안은 법제처에서 공포번호를 부여받은 후 행정

안전부의 관보게재 의뢰를 통해 공포된다.

출처: 정부입법지원센터 홈페이지

 정부의 대안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데이터 3법의 개정입법과정을 분

석할 때 핵심적인 사안은 정부입법과정의 이러한 복잡하고도 다층적인 

절차와 비중이 큰 물리적   시간적 자원의 소요이다. 이는 의원입법과 

비교하였을 때 양자 간 차이가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다. 앞서 제

시하였듯이 한국의 법률안 제출 및 발의제도는 각각 정부와 국회의원으

정부입법과정 소요기간
법령안의 입안 약 30 - 60일
관계기간과의 협의 및 당정협의 약 30 - 60일
입법예고 약 40 - 60일
규제심사 약 15 - 20일
법제처 심사 약 20 - 30일
차관회의 심의 약 7 - 10일
국무회의 심의 약 5일
대통령 재가 및 국회 제출 약 7 - 10일
국회의 심의   의결 및

공포안 정부이송

약 30 – 60일

(장기간 계류되는 경우 예외)
국무회의 상정 약 5일
공포 약 3 - 4일

[표 3-8] 정부입법과정 및 과정별 소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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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류되는 이원화 형태를 보이는데 양자의 차이는 법률안 제안 및 입

안 단계에서 나타나며 이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안제안제도의 특

수성이다. 헌법 제40조에서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의원입법

을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 제52조에서 다시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

을 제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하고 있다. 이로써 입법과정에서 정부

가 그 정책의도를 실현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 것이다. 이원적 법률안

제안제도의 기원은 임시정부헌법에서 찾을 수 있는데, 임시헌법 제21조 

제10항 내 임시의정원의 직권으로 법률안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에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광복과 한국전쟁 이후 의원입법의 전문성과 

입법의 체제적 준비의 미비, 당시 정부가 당면하여 있는 당시 황폐화되

었던 국가의 체제 구축의 효율성 문제 등으로 정부 주도의 신속한 법적 

  제도적 기틀의 마련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국회 법제실   한국공법학

회, 2005). 

 그러나, 정부의 입법의도가 정부입법만을 통해 구현되는 것은 아니

다. 정부는 정부안을 마련하여 이를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의원입법을 거

쳐 법률안을 발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의원입법은 본래적 의미의 의원발

의 법률안도 존재하지만 이외에 이와 더불어 위원회 제안 법률안으로 구

분한다. 이는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것 외의 특수 형태로 국회 상임위원

회 및 특별위원회 또한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국회법 제51조 1항(위원회의 제안), 자주적 심사권과 관련된 조항인 국회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근거하는 사항이다. 이를 통해 위원회 제안 법률

안의 재량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앞서 제시하였듯이 의원입법에는 이외에 의원입법의 절차와 형

식을 따르는 제3자 주체에 의한 의원입법 또한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정

부, 연구기관 및 전문가 등이 이에 속한다. 이는 직접 입안이 아닌 이들이 

마련한 기초안을 토대로 의원을 통하여 기초 법안이 수정된 후에 발의된

다. 특히, 정부안으로 발의되는 것이 대표적 예시인데 정부는 정부안을 마

련하여 의원을 통해 발의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이외에 정당 내 정



- 55 -

책기구에서 입안된 법률안이 당의 절차를 통해 발의되는 경우, 정당 내 

지도부에 따라 입안 발의되는 경우 등도 의원입법에 속한다. 절차적 용인

과 별개로 이렇듯 정부안 등 제3자의 입법의도가 포함된 의원입법 방식은 

입안의 우회성 및 정치성 등에 관하여 논의가 되고 있다(국회 법제실   한

국공법학회, 2005; 국회, 2019).

 그렇다면, 의원입법에는 국회의원 및 위원회 뿐만 아니라 제3자에 

의한 발의가 왜 포함되었는지 특히, 정부는 왜 정부입법이 아닌 정부안을 

통한 의원입법을 거쳐 정책적   입법적 의도를 실현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 이는 정부입법과 비교하였을 때 의원입법이 절차적으로 훨씬 

간소화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입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법안의 입법단계에서 정부입법은 법제처와 관계부처 그리고 유관부처 간

의 조정과 협의를 통한 법률안 수정, 규제심사위원회의 규제 심사 등 검토

와 수정의 입법절차를 거친다. 예산 협의과정에서도 정부입법은 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 법제처가 이를 종합하고 다시 환류하는 여러 번의 과정이 존

재하는데, 의원입법은 이러한 절차적 과정이 비교적 생략되어 있다. 이는 

의원입법이 절차의 간소화와 비용 투입의 절감 측면에서 나타나는 대표적

인 특징이다(국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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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의 절차적 비교

출처: 국회 법제실   한국공법학회(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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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절차적 관점에서 데이터 3법의 개정 입법과정은 정부의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신산업 육성의 목표에 대한 대안으로 의원입법을 거쳤

다는 합리적 행위자 모형적 설명이 가능하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은 2018

년 11월 15일에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입법의 형식으로 정부안을 발의한 

것을 기초로 2020년 1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신용정보법은 모두 2018년 11월 15일에 개최된 제

364회 국회(정기회)에서 발의된 3개의 법률안을 기초하여 ‘데이터 3

법’으로 통합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뒤이어 각 소관위원회의 위원회 안

으로 2020년 1월 9일에 제안, 제374회 제2차 국회 본회의를 일괄 통과하

였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은 2018년 11월 15일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

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에 기초하여 최종적으로 제371회 국회(정기

회)에서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는 위원회안으로 기존 개정 발의안

들을 종합하여 제안하기로 의결되었다(2019. 11. 27.). 이는 2020년 1월 9

일 행정안전위원장을 제안자로 의안이 접수되어 2020년 1월 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정보통신망법은 2018년 11월 15일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에 기초하여 최종적으로 제371회 국

회(정기회)에서 소관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회안으

로 기존 개정 발의안들을 종합하여 제안하기로 의결되었다(2019. 12. 4.). 

이는 2020년 1월 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제안자로 의안이 접

수되어 2020년 1월 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신용정보법은 2018

년 11월 15일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에 기

초하여 최종적으로 제371회 국회(정기회)에서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는 위원회안으로 기존 개정 발의안들을 종합하여 제안하기로 의결되었다

(2019. 11. 29.). 이는 2020년 1월 9일 정무위원장을 제안자로 의안이 접

수되어 2020년 1월 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데이터 3법의 입법과정에서 특히, 의원발의 절차

를 중심으로 시간적   물리적 입법과정의 효율성을 위해 정부는 정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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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아닌 정부안 기초 여당 의원의 발의를 통한 의원입법을 대안으로 

선택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대안을 선택한 것에는 정부가 국

정과제이자 정책목표인 4차산업 혁명을 통한 신산업의 육성과 경제발전

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권 초기의 의제형성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더욱

이, 정부입법과 비교하여 의원입법의 절차적 간소화와 효율성을 고려하

였을 때, 정부가 데이터 3법의 의원입법이라는 대안을 선택한 또 다른 

이유는 이를 활용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즉, 혁신산업의 특징 상 산업

적   정책적 환경이 급변하기 때문이다. 이는 맥락적 차원에서 신속한 

제도적 기반 구축의 대안으로서 의원입법을 선택지 중 가장 합리적인 대

안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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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 과정 모형

 1) 이론적 변수 및 구성요소

 조직 과정 모형에서 정부는 단일 행위자가 아닌 정부 내 여러 조직

이 느슨히 결합하여 구성된 조직이다. 따라서 정부는 개인이 아니며 각 

조직의 정보에 따라 방안을 규정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평가한다. 정부

의 행동은 조직 내 일반적인 절차, 보다 구체적으로 표준운영절차

(Standard Operation Procedures, SOP)에 근거하여 실행된다. 이러한 관점

에서 정부 행동은 의식적인 선호 및 선택이 아닌 환경적 변화에 대응하

는 거대 조직의 규정된 행동 패턴 즉,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산출물이다. 

Allison & Zelikow(2018)은 이와 같이 조직 과정 모형을 정의하며 앞서 

제시된 제1모델의 네 가지 기본 요소(분석의 기본단위, 조직 개념, 지배

적 추론 패턴, 명제)를 동일하게 제시함으로써 본 모형의 가정과 개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설명한다. 

 첫 번째, 조직 과정 모형의 분석적 기본 단위는 조직 산출물로서 정

부의 행동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과 같은 조직

의 지도자가 내리는 결정은 조직의 절차를 가동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은 조직 내 절차를 따른 것이다. 조직의 산

출물은 이러한 절차를 따른 정부의 행동이다. 이것이 분석의 단위가 되면 

정부의 선택과 행동을 분석하는 관점도 달라지는데 전자의 경우, 그 관점

은 조직이 제공하는 정보, 조직이 규정하는 방안과 현재의 조직 역량 등에 

있다. 후자를 위해서는 조직 역량과 개별적 조직들이 실행 가능한 산출물

에 관점이 존재한다.

 두 번째, 조직 개념은 본 모형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조직 행위

자, 문제의 분해와 권한의 분산, 조직의 의무, 운영 목표   특수 역량   

문화, 조직의 산출물로서의 행동, 중앙의 조정과 통제 그리고 정부 지도

자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조직 행위자는 느슨하게 결합된 여러 

조직이며 이 때 조직은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 각 조직은 이러한 행동 

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각자의 책임에 알맞은 내부 권한이 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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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조직은 각자의 분명하고 공개된 임무가 있으며 이는 주로 법률 형태

로 나타난다. 또한, 각 조직에서는 임무 수행에 있어서 특수한 신념이 

조직 문화를 만드는데 조직운영 입장에서의 성공과 실패 기준, 정보 선

별, 임무 수행을 위해 운영되는 특수한 체계 및 기술, 직업적 규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조직은 목표와 업무의 우선순위 등에 있어

서 일정 안정적인 성향을 보인다.

 세 번째, 조직의 산출물로서의 행동은 몇 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

은 특징을 갖는다. 먼저, 목표 달성을 위한 업무 수행의 판단 기준은 개

인이 얼마나 조직에 잘 순응하는가이다. 이는 법률에 명시된 권한, 조직 

간 그리고 조직 내 거래 등에 상응하는 업무적 기대와 요구에 기인하며 

이 과정 중 갈등을 적당히 해결하는 논리에 따른다.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에서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순차적 접근이 이루어진다. 이

는 문제에 가장 관련이 큰 조직이 제약 조건 및 목표에 따라 순응하여 

문제를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 과정 모형 중 업무 수행을 위한 제약 

조건 및 목표에 대한 순응의 접근과 더불어 중요한 조직 산출물로서의 

행동은 표준운영절차이다. 표준운영절차는 조직 내 보상의 체계, 조직 규

범,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 양식 등 조직 행태의 일상화를 통해 여러 개인

의 행동 간 조화를 이끌어낸다. 조직 차원의 행동은 수많은 개인의 표준

운영절차에 따른 행동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조합한 것을 프로그램 목록

(program repertory)이라고 한다. 행동이 복잡하고 구성원이 많을수록 조

직 행동을 결정하는 데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커지며 문제가 발생하면 가

장 유사한 프로그램을 문제 해결에 적용한다. 조직은 불확실성을 회피하

는데 이는 조직 간 관계, 계약 등 환경을 정례화   안정화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는 조직이 협조된 환경을 마련하여 통제 가능한 자율성을 

구축하는 한편 다른 행위자의 대응을 정례화   안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조직은 어떤 상황에서 대안적 행동을 하는가? 합리적 행위자 모

형에서 행위자는 인과관계에 의해 대안을 탐색하는데 비해, 조직 행태 

모형에서 조직은 문제점 위주의 탐색(Problemistic Search)를 한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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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위주의 탐색이란 용어 자체는 기존의 일반 명사가 아닌 본 모형의 기

본적 틀인 회사모형(A Behavioral Theory of the Firm, 1963)을 만든 

Richard Cyert와 James G. March에 의해 새로이 창조된 용어이다. 이는 

곧, 합리모형에서 문제 발생과 해결 간의 인과관계에 의해 대안이 탐색

되는 것이 아닌, 표준과 절차에 맞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중심으

로 문제 탐색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즉, 절차에 어긋난 문제상황이 발

생하면 그 상황과 가장 유사한 기존의 상황과 사례에서 해결책을 탐색하

여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 위주의 탐색은 기존 조직적 

차원에서의 훈련과 유사 경험 등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의제의 문제가 발생하고 새로운 해결 대안을 위한 시간적   물리적 

여유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책적 대

안이 도출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는 새로이 등장한 정책의제와 유사

한 기존 사례에서 문제점 위주의 탐색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문제점 위주의 탐색이 진행되면서 조직은 학습과 변화를 

하지만 이 역시 상례화된 절차에 의해 극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으며 대체

로 기존 절차를 따른다. 다만, 극적으로 조직의 변화가 나타나는 조건은 

예산이 남아 이를 지출할 경우, 이와 반대로 예산이 부족하여 특정 프로

그램의 효율성이 저하될 경우 그리고 극적인 업무의 실패로 조직 자체에 

매우 큰 재검토가 발생할 경우이다.

 다섯 번째, 중앙의 조정 및 정부 지도자 역시 조직 행동에 영향을 

주는 특징을 보인다. 정부를 포함한 조직 행동은 부처   부서 간 연합으

로 인해 권한과 책임의 분산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분권은 조정과 항상 

충돌하며 조정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조직에 대한 통제와 조정은 어디

까지나 제한적이며 각 조직의 업무 및 기준, 목표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통제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정부를 포함한 조직의 지도자가 그의 의도대

로 조직 행동 및 산출물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는 단일 

행위자가 그의 목표에 대한 효용함수 극대화의 대안을 선택하여 행동하

는 합리적 행위자 모형과 차이가 나타나는 지점으로 본 모형에서 표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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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절차와 프로그램의 조직 행동적 중요성과 대비된다. 그러나, 조직 지도

자의 지위가 완전히 무시될 수는 없으며 이로 인한 조직 행동의 변화는 

조직의 프로그램 범위 안에서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조직 지도자가 선택

할 수 있는 전환의 범위는 세 가지로, 가능한 실행 목록 내에서 양자의 

프로그램 중 하나에 대한 선택, 기존 프로그램을 새로운 맥락에 적용 그

리고 다른 조직 프로그램의 몇 개를 동시에 작동하는 것이다. 앞서 제시

하였듯이 이러한 세 가지 선택들은 모두 조직 프로그램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조직 과정 모형의 설명력은 조직의 세 번째 구성 요소인 추론 패턴

을 통하여 도출된다. 이는 조직의 절차와 프로그램 목록, 조직의 산출을 

내는 특별한 역량을 찾는 것에 있으며 각 조직은 이들을 갖추고 있다. 

정부의 행동이 달라져도 각 부처의 행동은 이들을 따르며 과거와 현재 

또 미래에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러한 설명에 의해 조직의 현재 시점 

행동은 해당 조직이 과거에 취한 행동으로 설명되며 미래의 행동 또한 

현재의 행동을 통해 예측되는 패턴을 따른다.

 네 번째, 앞서 제시된 조직 과정 모형의 구성 요소들을 통합   정리

하여 다음 몇 가지의 명제가 도출된다. 첫 번째, 조직의 현재 능력은 정

부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 조직이 업무 수행에 역량을 갖추었다는 것은 

이를 위한 비용이 지출되었다는 것이며, 그를 활용하기 위하여 정부 등 

조직의 지도자는 해당 조직의 결과물   행동   대안을 선택할 확률이 높

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조직의 우선순위가 조직의 업무 수행을 

결정한다. 이는 조직 간 여러 목표 또는 명령이 동시 발생하였을 때, 선

택의 어려움을 줄인다. 우선순위의 선택은 조직이 가진 특수 역량 그리

고 조직 문화에 의한 가치의 위계 구조에 따라 강조되는 영향이 강하다. 

또한, 먼저 일어난 문제에 대해 순차적으로 선택의 우선 순위가 정해지

기도 하는데 이는 문제 해결의 목표들이 조직 역량 및 문화 모두에 중요

한 경우에 해당한다. 세 번째, 임무 수행은 지도자의 의도   지시가 아닌 

조직 내 미리 수립되어 있는 표준운영절차, 프로그램 그리고 실행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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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네 번째, 조직의 지도자와 실제 조직의 실행 사

이에는 괴리가 있다. 절차에 따른 조직 실무의 실행 가능성은 정부 행동

을 설명   예측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데 실제 조직의 지도자는 

조직의 절차에 따른 실행 가능성을 경시하는 편향이 있다. 이러한 조직 

과정 모형의 관점에서 조직의 장기 계획은 합리적 행위자 모형에서의 합

리성 관점과 달리 실제로 이행되지 못하는 결과를 도출한다. 다섯 번째, 

조직의 변화는 제한된 유연성과 함께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대표적 예

시로 조직의 예산과 문화, 우선순위, 기존 프로그램에 근거한 점진적 변

화의 새로운 활동, 기존 프로그램의 관성 등이 이를 설명한다. 여섯 번

째, 합리적 행위자 모형에서 정부는 불확실성을 통제하기 위해 장기 계

획을 수립하지만 본 모형에서는 그렇지 않다. 장기 계획은 수립이 되어

도 제1모델의 합리성 관점과 달리 유효하게 적용되기 어려우며, 따라서 

경시되는 경향이 있다. 일곱 번째, 조직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독자성과 

자율성을 추구하는데 예산, 인력, 업무 등의 영역 확대를 통해 이루어진

다. 마지막으로 조직 지도자의 재량이 조직 절차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

지며 제한적으로 발휘된다고 조직의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조직에 대해 세부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절차적   문화적 측면과 

더불어 지도자들의 짧은 임기로 인해 극적인 변화가 발생하기는 어렵지

만 인사, 예산 등 조직의 기존 절차의 요소를 활용하면 장기적으로 변화

가 발생한다.

 조직 행태 모형을 정리하자면 이에 근거한 분석은 ‘언제’ 해결 대

안이 도출되었고, ‘어떻게’ 이에 대해 관련 조직이 행동의 대안을 정의

했으며 그 ‘세부 과정’ 내지 ‘절차’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는 미국 정부 내 CIA와 공군 간의 의사소통 그리고 이로 

인하여 어떻게 1962년 10월 14일에 문제를 발견하여 10월 22일에 봉쇄를 

결정하였는지 그 절차에 대한 분석을 내놓는 과정이었다. 곧, 조직 행태 

모형(제2모델)은 정부 행동을 부분적으로 지도자가 조정하는 조직의 산출

물로 분석함으로써, 정부 행동을 단일 행위자   의사결정자의 의도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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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는 합리적 행위자 모형(제1모델)을 확장한다.

 이렇듯, 조직 행태 모형의 네 가지 기본 요소와 변수들(분석의 기본

단위, 조직 개념, 지배적 추론 패턴, 명제)를 종합   정리하여 다음과 같

은 네 가지 표준 질문들이 구성된다(Allison & Zelikow, 2018).

a. 정부를 구성하는 조직 혹은 조직 요소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b. 상황   위협   기회에 대한 ‘정보’를 생산할 때 조직이 이미 갖

고 있는 표준운영절차는 어떤 역량과 제약을 만들어내는가?

c. 행동 ‘방안’의 목록을 작성할 때 조직이 이미 갖고 있는 표준운

영절차는 어떠한 역량과 제약을 만들어내는가?

d. 선택된 방안을 ‘집행’할 때 조직이 이미 갖고 있는 표준운영절

차는 어떠한 역량과 제약을 만들어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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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 검증 및 사례분석

 이렇듯, 제2모형에 근거한 표준 질문들을 적용하여 데이터 3법(개인

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신용정보법)의 입법과정을 분석하자

면 다음의 구체적 질문이 도출된다.

a. 데이터 3법의 개정 입법은 어떠한 표준운영절차를 거쳐 어떻게 결

정된 조직과정의 산출물인가?

 이와 관련되어 조직 과정 모형의 이론적 분석틀을 적용하면 데이터 

3법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가설이 도출되어 뒤이어 이에 대한 검증과 분석

을 하고자 한다.

가설 3 : 조직적 루틴의 행태적 지속성을 고려하였을 때, 데이터 3법

의 입법과정은 당시 데이터 경제 기반 신산업 발전의 환경적 자극에 대

응하여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조직 과정 모형의 논리적 귀결로 도출된 본 가설은 지지되는 것으로 

검증과 분석이 가능하다. 즉, 데이터 경제와 관련하여 신산업 발전이 요

구되는 환경에 따라 산업의 제도적 기반과 법적 근거 마련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해당 조직인 국회는 이에 반응하여 의원입법이라는 표준운

영절차와 프로그램에 의해 그 조직과정의 산출물로서 데이터 3법의 개정 

입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으로 설명이 이루어진다. 데이터 3법이 국회의 

표준운영절차 및 프로그램 즉, 의원입법을 통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이뤄질 수 있었던 당시 문제점의 발생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각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신용정보법이 공식적으로 ‘데이터 3법’이라는 용어로 통칭되어 개정안

이 동시에 발의된 것은 2018년 11월 15일이었다. 이 시기의 전후를 시작

으로 현재까지 4차 산업혁명, AI, 2021년 현재,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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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정보 기반 맞춤형 서비스에 필수적인 기반으로 가장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기술 중 하나인 마이데이터(MyData) 등 데이터 경제 관련 이슈와 

의제들은 관련 산업 분야 등 민간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까지 실감할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었다. 이는 사회적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는 공중의제(public 

agenda)로의 성격을 보이고 있었다(Cobb, Ross & Ross, 1976). 이렇듯 국

내에서 사회적으로 AI, 4차 산업혁명 등 데이터 관련 신산업이 부상하기 

시작한 것은 2016년경을 기점으로 삼는다. 특히, 알파고(AlphaGo)와 프로

바둑기사인 이세돌의 바둑 대국이 이뤄지면서 사회적으로 AI에 대한 관

심과 논의가 급부상하였다. ‘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라는 용어가 세계경제포럼(WEF)에서 2016년 1월 처음 정

의되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논의가 확장되었

다. 이에 따라 당시 박근혜 대통령 또한 기존에 데이터 경제 관련 산업

을 ‘스마트 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전환하여 관련 전략마련

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이전에도 4차 산업혁명이 다뤄지지 않은 것은 아

니었으나, 관련 의제들은 당시 박근혜 정부의 정책적 의제였던 ‘창조경

제’의 활성화의 일환으로 관련 정책들과 전략들이 수립되었다. 창조경

제타운(2013)과 창조경제혁신센터(2014)의 구축, 관계부처 합동의 제조업 

혁신 3.0 전략(2014) 수립 및 실행(2015), 지능정보산업 발전전략(2016)의 

수립 등이 그 예시이다. 그러나 ‘창조경제’는 그 개념 정의의 모호성

으로 정권 초기부터 비판에 당면하여 있는 과제였으며 그 성과 또한 모

호하였다(방민석, 2017). 나아가, 2016년 10월 말부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가 시작되고 2017년 3월에 탄핵이 이루어지면서 정부의 중심 의

제였던 ‘창조경제’와 관련 신산업 육성 정책들은 성과 확인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부정적 평가로 이어졌다(방민석, 2017).

 이렇듯, 신산업 육성 관련 사회적 요구와 논의는 활발히 진행되었지

만 관련 정책적 성과는 불분명했던 2016년, 2017년 시기의 당시 환경에

서 신산업 관련 법적   제도적 기반의 문제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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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데이터 관련 법률인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신

용정보법이 급변하는 혁신산업인 데이터 기반 신산업의 발전 추이를 반영

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었다. 기존 법률들의 문제점은 법률 간 상호 충돌 

및 중복적인 규정으로 규제가 과잉된다는 것과 용어 등 데이터 관련 정의

도 일치하지 않고 모호하다는 등 법적 근거로서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것

에 있었다. 이는 4차 산업의 데이터 기반 신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개인

정보   신용정보 등 데이터가 AI와 클라우드 서비스, 사물인터넷 등 신기

술 개발 및 발전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

다는 기업과 은행 등 관련 업계의 개정 요구가 높아졌다.10)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발생에 따라 국회는 여야의 데이터 3법 본회

의 통과를 합의하여 신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관련 기존 법률

들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대안적 행동 계획으로 데이터 3법에 대

한 개정을 통해 탐색을 시작한다. 이는 조직 과정 모형에서의 문제점 위

주의 탐색으로, 조직 루틴에서 문제가 되는 기존 법률 개정이라는 탐색을 

통해 국회의 개정 입법 업무의 경험을 반영한다. 국회라는 조직의 임무는 

명시적이며 분명하고 공개되어 있다. 헌법 제40조에서 입법권이 국회에 

속하여있다는 헌법적 규정을 통해 법률의 제정 및 개정권이 국회의 가장 

본질적인 권한임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입법활동이라는 임무를 

담당하며 이에 대한 순응이 국회의 업무 수행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된다.

 그렇다면 조직으로서 국회의 임무인 입법활동 즉, 의원입법이 어떻

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의원입법을 통한 법률의 제정 

및 개정 즉, 입법활동은 국회라는 조직의 산출물이다. 이는 곧, 데이터 3

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조직 과정 모형 적용의 설명력을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해결 과정이며 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조직 

행동은 표준운영절차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직적 산출물로서 데이터 3법

의 개정을 가능하게 하는 표준운영절차 즉, 의원입법과정은 다음과 같다. 

10)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

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가 법안처리를 통한 데이터 규제완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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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입법은 대한민국 헌법 제52조에 명시된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

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하여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제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다시 국회법 제79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에 의거하여 그 발의 또는 제출에 대한 요건이 규정되어 있다. 주요 내

용으로는 제1항인 ‘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

다’에 의거하여 법률안 발의 요건을 규정했으며 이외 조항에서는 발의

의원, 필요 제출 요건 등이 명시되어있다. 의원입법은 국회의원이 발의

하는 것 외의 특수 형태로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또한 소관사

항과 관련하여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국회법 제51조 1항(위원회의 

제안), 자주적 심사권과 관련된 조항인 국회법 제36조 및 제37조에 근거

하여 위원회 제안 법률안의 재량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의원입법에는 

국회의원과 위원회가 발의하는 본질적 의미의 의원입법 이외에 제3자 주

체에 의한 의원입법 또한 있다. 이는 직접 입안이 아닌 이들이 마련한 

기초안을 토대로 의원을 통하여 기초 법안이 수정된 후에 발의된다. 특

히, 정부안으로 발의되는 것이 대표적 예시인데 이 때, 정부는 정부안을 

마련하여 의원을 통해 발의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이외에 정당 내 

정책기구에서 입안된 법률안이 당의 절차를 통해 발의되는 경우, 정당 

내 지도부에 따라 입안 발의되는 경우 등도 의원입법에 속한다.

 이러한 의원입법의 다양한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의원입법의 

중요한 기능과 의의는 국민과 여론, 이익집단 등 다양한 요구를 법률안

에 포함하는 민주성과 절차적으로 이를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탄력적으

로 시기적절하게 법률안에 반영   발의할 수 있다는 대응성에 있다. 이

는 정부입법과 비교하였을 때 절차의 차이에서 비롯되어 나타난다. 정부

입법과 의원입법의 근거법률도 다르지만 둘의 절차적 차이가 나타나는 

지점은 법안의 입안단계이며 국회에 법안 제출이 이루어진 이후로의 절

차는 동일하다(국회, 2019). 법안의 입법단계에서 정부입법은 법제처와 

관계부처 그리고 유관부처 간의 조정과 협의를 통한 법률안 수정, 규제

심사위원회의 규제 심사 등 검토와 수정의 입법절차를 거친다. 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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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러한 절차적 과정이 비교적 생략되어 있으며 이는 의원입법이 절차

의 간소화와 비용 투입의 절감 측면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다(국

회, 2019). 의원입법의 현황은 2019년 6월 기준 제20대 국회에서는 총 

20,394건 중 19,468건이 의원발의 법률안에 해당하였으며 이는 전체의 약 

95%의 비중이다. 의원입법이 정부입법의 제출 건수에 대한 상회 추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96년도 제15대 국회 이후로 이는 제20대 국회까지 

유지되었다. 특히, 2000년도 제16대 국회 이후로 의원입법 제출의 상회 추

세는 더욱 증가하였다. 제16대 국회에서는 총 2,507건의 제출 법률안 중 

의원발의 법률안이 1,912건으로 약 76%, 이후 제17대 국회에서는 총 7,489

건 중 6,387건으로 85%를 차지하였다. 전체 발의안 중 의원발의 법률안의 

비중은 더욱 증가하여 제18대 국회에서는 약 93%, 제19대 국회에서는 약 

94% 그리고 2019년 6월 기준 제20대 국회에서는 약 95%를 차지한다.

 의원발의가 이렇게 급증한 요인으로는 정부안에 비해 그 요건이 단순하

며 법안발의 이전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절차가 적거나 없다는 점, 이익단체

의 활동이 의원입법의 증가로 이어지며 나아가, 90년대 이후 정책 참여자로 

중요한 위상을 보이는 시민단체 등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할 때 법안

의 발의 건수 자체를 중요 지표로 채택한다는 점 등이 있다(법제처,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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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2019) 저자 재구성

 의원입법 절차의 시작은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에서 비롯

된다. 위원회 제안 법률안이 아닌 의원발의 입법의 시작을 위해서는 국회

법 제79조에 근거한다. 제1항에서는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을 요건으

로 법률안이 발의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뒤이어 제2항에서는 발의안이 

예산을 동반한 경우에 그에 대한 추계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이 명시된다.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 및 접수되면 국회의장의 결재 이후 국회의원

들에게 배부된다. 이후 본회의에 보고된 후에 총 17개의 소관 상임위원

회의 회부를 거친다. 다음으로는 상임위원회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위원

회의 역할은 예비적 심사기관으로서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의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위한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것

이다(황해봉, 2008).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는 가장 먼저 위원회 상정을 거쳐 

제안자의 취지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심사보고, 축조

심사, 찬반토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결의 순서를 거친다(황해봉, 2008).

 먼저 위원회 심사 단계의 첫 번째인 위원회 상정은 국회법 제59조에 

국회(연도)

전체

법률안건

수

의원발의 법률안 정부제출 법률안

제출건수 비율 제출건수 비율

제15대(96-00) 1,951 1,144 59% 807 41%

제16대(00-04) 2,507 1,912 76% 595 24%

제17대(04-08) 7,489 6,387 85% 1,102 15%

제18대(08-12) 13,913 12,220 93% 1,693 7&

제19대(12-16) 17,822 16,729 94% 1,093 6%

제20대(16-19.6) 20,394 19,468 95% 926 5%

[표 3-9] 제15대 ~ 제20대 국회의 의원입법 및 정부입법 비율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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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하여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지 15일이 경과되지 않으면 의사일정

으로 상정될 수 없도록 그 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위원회가 상정되면 법

률안의 제안자의 취지설명이 이루어지는데, 법률안의 대표발의자가 이를 

담당한다. 그 다음 절차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 이는 소속위원이 능률

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제점, 타당성 여부 등을 심사하는 과정이다. 네 번째 위원회 심사의 

단계는 대체토론으로 본 절차에서는 법률안에 대한 단순 찬반의 토론이 

아닌 제안자와의 질의 및 답변, 안건의 문제점과 수정방향에 대한 논의 

등 일반적 토론이 이루어진다. 전문적인 내용의 법률안의 보완을 위해서 

공청회와 청문회가 개최될 때에는 재적위원의 1/3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

다. 그 절차에 대해서는 국회법 상으로는 명시되어있지 않으나 통상적으

로 대체토론 이후가 된다. 국회법 제58조 제6항에 의거하여 제정법률안 

및 전문개정법률안은 공청회가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되지 않는 한 개회

는 의무사항이다. 이후 위원회는 안건을 의무적으로 상설소위원회에 회

부하여야 한다. 소위원장은 심사와 보고를 거쳐 그 내용과 결과를 위원

회에 보고한다. 소위원회의 소집은 심사 절차 내 뿐만 아니라 폐회 중에

도 가능하며 회부된 법률안 또한 의안 심사가 가능하다. 이후 절차로는 

의안을 하나씩 심사하는 축조심사가 이루어지면 이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

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회법 제58조 제5항에 근거하여 제정법률안 및 전문

개정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공청회와 청문회의 개최와 마찬가지로 의무

사항이다. 마지막 위원회 심사 절차로는 찬반토론 이후 표결이 이루어진다.

 세 번째 절차로 법제사법위원회 주관 아래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심사가 진행된다. 체계 심사는 법률안의 위헌 여부, 상위법 및 다른 법

률과의 충돌 등에 대한 심사를 의미한다(황해봉, 2008). 반면, 자구 심사

는 법률안의 내용적 측면에 대해 이루어지는데 법률 간 용어의 통일성 

검토, 용어 쓰임의 적합성 등 심사가 이루어진다(황해봉, 2008). 그러나 

법사위는 위원회 심사를 거친 원안, 수정을 심사하는 것으로 그 심사 범

위는 어디까지나 법률안의 정책적 의도나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닌 체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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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의 심사에 한한다(황해봉, 2008). 이는 구체적으로, 체계 및 자구에 

대한 수정의결 및 그 결과를 소관위원회에 통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

관위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심사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한다. 심사 

절차는 앞서 제시된 위원회 심사절차와 일반적으로 차이 없이 취지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체토론-축조심사-찬반토론-표결의 절차를 따른

다. 그러나 앞서 소관위에서 법률안에 대한 심사가 이미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취지설명 및 찬반토론의 절차를 생

략하도록 국회법 제8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가 끝나면 전원위원회의 심사가 

이루어진다. 전원위원회는 위원회 중심의 본회의 법안심사가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의원 전원의 위원회를 의미한다. 전원위원회의 개최

는 국회법 제63조2 제1항에 근거하는데, 위원회의 심사를 받거나 정부조

직 관련 법률안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의 주요의안이어야 

한다. 이는 곧, 전원위원회의 담당 직무이다. 또한, 전원위원회 개최는 

재적의원의 1/4 이상의 요구를 필요로 한다. 이후 전원위원회의 심사결

과는 본회의에 보고된다.

 전원위원회의 심사 이후에는 본회의 심의가 이루어진다. 이는 국회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절차로, 재적의원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에 의한 

출석 및 찬성을 통해 국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이다. 심

사와 심의는 용례에서 구별되는데 심사는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절차를 

의미하며 심의는 본회의에서 사용된다. 본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과 거치지 않은 안건의 분류에 따라 그 절차가 다르다. 이는 

국회법 제93조11)에 의거한다. 전자에 대해서는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11) 제93조(안건 심의)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

니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거나 그 중 하나를 생

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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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를 거친 후 질의와 토론 이후 표결한다. 반면 후자에 대해서는 

안건 제안자가 취지를 설명하고 질의, 토론, 표결의 절차를 거친다. 이 

중,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의에서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거나 또는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본회의에 상정되

는 안건은 다음의 다섯 가지이다.

출처: 황해봉(2008) 저자 재구성

 본회의는 재적의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가 선포되며 보고와 발

언이 이어진다. 이후 의사일정이 상정되어 의사일정순서에 따라 1개의 

안건씩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2개 이상의 안건이 동시에 

사정 가능하다. 뒤이어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이 이루어지는데, 전자는 위

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을 대상안건으로 해당 소관 위원장 또는 위원장

을 대리한 소속위원이 보고자가 되어 이루어진다. 후자는 위원회의 심의 

중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과 위원회가 제안한 안건 등이 해당

된다. 심사보고와 제안설명 이후에는 질의토론이 이루어지며 마지막으로 

근거 의제 안건
국회법

제66조

제3항

위원회에서 가결(원안 또는 수정)되어 위원회의 심사보고서가 의장

에게 제출되고 의장이 그 보고서를 인쇄·배부하여 그 안건을 의사

일정에 상정함으로써 의제가 되는 경우
국회법

제51조

위원회에서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 기타 의안을

입안·제출하여 본회의의 의제가 되는 경우
국회법

제87조

제1항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이라

도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

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의 의제가 되는 경우
국회법

제85조

제2항

위원회가 이유없이 안건의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여

의장이 중간보고 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제가 되는 경우

관례
안건의 성질상 관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되어 의제가 되는 경우

[표 3-10]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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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이 이루어진다. 표결 절차는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

되지 직전 국회 내 절차의 마지막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표결은 

의장이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 재적의원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에 의한 출석 및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전자투표

이나 장비 고장 등 특별한 사유 및 경우가 있을 때에는 기립투표로 대체

될 수 있다(국회법 제112조 제1항). 기명   무기명 투표와 호명투표 또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경우, 중요 안건으로 의장의 제의, 의원 동의의 

본회의 의결, 재적의원 1/5 이상의 요구로 표결이 이루어진다.

 이후 관례적으로 의장이 법률안의 정리를 담당, 이에 대한 법사위 

전문위원의 확인 이후 사무국 의안과에서 정부로 이송하는 유인물을 준

비함으로써 이후의 정부이송절차를 거친다.

 국회를 거쳐 정부로 이송된 안건에 대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

하거나 이의가 있을 시에는 이의서와 함께 국회로 환부 및 재의를 요구

하여야 한다.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거나 또는 국회에 재의

를 요구하지 않으면 해당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국회에 재의된 법

률안에 대해서는 국회 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 2/3 이상의 

이전과 동일 의결 절차를 거치고 의결이 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법률

로 확정되거나 확정 법률이 정부 이송 이후 5일 후 공포가 없으면 국회

의장이 공포한다. 정부 이송 이후 15일 이내 대통령의 공포가 이루어지

면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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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법률안처리과정(2021)

[그림 3-3] 의원입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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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조직 과정 모형에서의 데이터 3법에 대한 종합적 의제

 이러한 표준운영절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신용정보법의 개정법률안 입법과정을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분석이 

가능하다. 먼저, 조직 과정 모형의 이론적 관점에서 탐색되는 종합적   

핵심적 차원의 데이터 3법의 문제점은 데이터 3법과 관련된 조직(부처)

의 임무 구분이 상호 간 충돌, 모호하여 구체적 지침을 주지 못해 조직

의 임무와 역량이 불분명하다는 것이었다. 이는 즉, 조직 목표에 대한 

순응, 업무 수행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데이터 3법 관련 업무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서들이 각자의 모

호해진 업무 수행 기준을 판단하지 못했다. 그리고 목표에 대한 순차적

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신용정보법의 담당 부처 간 업무의 분장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있었다. 데이터 3법 개정의 골자는 따라서 관련 부처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조직 임무와 목

표를 분명히 분장하여 본 부서들의 목표에 대한 순차적 접근을 정비하는 

것에 있었으며 이를 위하여 기존 법률들 간 중복 조항 및 용어 정의의 

혼동에 대한 정비 등이 중심이 되어 개정입법 작업이 이루어졌다. 데이

터 3법은 2020년 1월 9일에 동시에 제안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는 각 법률에 포함되어 있는 상호 간 부처 업무 및 중복 조항의 조정 

등 내용적으로 관련이 크며 각 법률 간의 의결을 전제한 결과였기 때문

이다.12) 이에 구체적으로 의원입법과정의 표준운영절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신용정보법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개정 내용

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12)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2018년 11월 15일에 제364회

국회(정기회)에서 ‘데이터 3법’으로 동시 발의된 바를 기준으로 하였다.



a.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적 표준운영절차13)

 먼저, 의원입법의 첫 번째 과정인 의안접수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법률안(대안)의 제안은 2020년 1월 9일에 이루어졌다. 이는 기본적으

로 2018년 11월 15일에 제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재근 의원의 대표발

의안을 기반으로 하였지만 제안일 기준 이전 총 19건의 발의안을 통합한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이었다.

13) 이어지는 분석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 법제위 심사, 본회의 심의 등 국회 전

체 회의록에 대하여 토론 내용 및 절차를 대상으로 하였다.

의안명
대표

발의(제출)자
발의(제출)
일자

경 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2016.12.8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17.7.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2017.5.11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17.7.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2017.1.12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17.7.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2017.5.30
국회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17.9.18.)

[표 3-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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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2017.12.8
국회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18.1.3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정의원 2018.3.5
국회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18.8.2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2018.3.5

국회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18.8.2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2018.3.9

국회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18.8.2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규환의원 2018.7.2
국회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18.8.2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2018.9.20
국회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18.11.1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2018.11.15
국회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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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2018.11.16
국회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18.11.2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2018.11.22
국회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18.11.2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진복의원 2018.12.14

국회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19.3.1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2018.12.31

국회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19.3.1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2019.2.11
국회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19.3.1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2019.2.20
국회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19.3.1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2019.3.20
국회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19.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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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위원회 심사(2019)

가. 대안접수

 데이터 3법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2020년 1월 9일의 대안 접수

를 기준으로 한다. 이는 2019년 11월 15일,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

안심사소위원회의 위 19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거치지 않고 이를 통합하

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결정되었다. 이후 행정안전위원회는 2019

년 11월 27일,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1차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받아들여서 행정안전위원장을 제안자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

 조직 과정 모형의 관점에서 법률안 대안에 제시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련 조직의 목표와 임무를 명

확히 하는 것에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중앙행정기관으로의 격상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시켰고 이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편성되었다. 이에 따라 독립적인 인사와 

조직, 예산 권한과 더불어 의안제출 건의권과 국회 및 국무회의 발언권

을 부여하였다. 더불어, 기존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와 관련, 그 근거가 

모호, 혼동되었던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사안들14)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였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컨트

14) 개인정보파일 등록, 개인정보보호지침 수립, 개인정보 유출통지, 개인정보보

호 인증,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 개인정보영

향평가, 침해사실 신고접수(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운영) 등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2019.9.9
국회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19.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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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타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치이다(안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14까지, 제63조). 개인정보는 신용정보와도 중첩되는 영역이 있는

데 관련하여 개정된 신용정보법에서는 개인신용정보와 관련하여 금융위

원회의 관할이 아닌 금융회사 외 상거래 기업 및 법인에 대해 그 감독권

을 보호위원회에 이관하여 자료제출의 요구, 출입권, 시정명령, 과태료 

등의 권한을 부여하여 개인정보와 신용정보의 관련 체계를 정비하였다

(제38조제5항, 제42조의4제1항 등).

ㄴ. 데이터 3법의 중복 규정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의 개인정보 관련 업무가 이관되면서 기존 개

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신용정보법의 중복 및 유사 조항, 

또 부처별로 나뉘어 있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도 개인정보 보호법으

로 일원화되어 중복 규제가 완화되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내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이 삭제되고 국외로 이전 시 국내 대리인, 보호 조치 및 

국외 재이전, 국내대리인 등 기존 법률과 다르거나 정보통신망법에만 있

는 규정을 특례로 규정하였다(안 제17조, 제18조, 제39조의3에서 제39조

의15까지의 신설 및 제30조 개정).

ㄷ. 개인정보에 대한 범위의 규정

 기존 법률에서는 무엇이 개인정보로 규정되는지 그 정의가 다르고 

모호하여 관련 부처와 조직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명확하지 않았다.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

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이라는 정의 내에서 

‘쉴게 결합하여’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다

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기준을 제시하여 보다 명확히 하였다(제2조 제

1호). 나아가, 익명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신설하여 개념 간 구분을 제시하였다(제58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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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가명정보

 개정안은 데이터 활용에 필수적인 가명정보의 개념을 새로이 도입하

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의 구

분을 하고 가명정보는 공익적 기록보존, 통계, 연구 등의 목적 등으로 처

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가명정보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보안시

설의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단독적으로 결합가능하게 하였다. 반출은 전문

기관의 승인을 통해서만 허가하였다.

출처: 이양복(2020)

ㅁ.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

한 수집목적 및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 등 반영 후 정보주체의 활용에 대

한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나 이용하는 것이 가

능하도록 개선되었다(제15조 제3항, 제17조 제4항). 그러나,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련 안전성 

정의 활용가능범위

개인정보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보

사전적이고 구체적인 동

의를 받은 범위 내 활용

가능

가명정보

추가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

다음 목적에 동의 없이

활용 가능

1) 통계작성(상업적 목

적 포함)

2) 연구(산업적 연구 포

함)

3) 공익적 기록보존 목

정 등

익명정보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복원 불가능)

조치한 정보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

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활용

[표 3-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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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조치를 하도록 의무화되면서 보완 조치가 이루어졌다. 또한, 정보 활

용에 있어서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이슈인 특정 개인에 대한 식별 행

위의 금지와 더불어 위반 시 형사처벌, 과징금 등을 부과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였다(안 제28조의4, 제28조의5, 제28조의6 신설).

나. 소관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로, 2020년 1

월 9일에 위원회 대안이 제안되기 앞서서 소관위원회의 제371회 국회(정

기회) 제11차 전체회의가 2019년 11월 27에 개최되었다. 본 회의는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안을 행정안전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의결하는 일정이었다. 본 위원회 심사에는 위원장

을 포함한 21인의 출석 위원과 1인의 청가 위원, 2인의 출석 전문위원 그

리고 행정안전부 장관 및 경찰청장의 정부 측 참석자가 2인 출석하였다.

 첫 번째 절차로는 위원장에 의한 의사일정에 대한 상정이 이루어졌

다. 총 98개의 의사일정이 일괄되어 상정되었으며 이 중 개인정보 보호법

은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19항까지였으며 이를 

통합한 위원회 대안이 제20항으로 의사일정이 상정되었다.

 두 번째로는 법안심사소위원장이 소위원회가 심사한 91건의 법률안

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제1항 ~ 제19항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한 제20항의 

위원회 대안이 제안되기로 결정되었음이 발표되었고 대안의 주요 내용이 

보고되었다.

 이후, 법안심사소위원회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해 토론이 진행되

었다. 이는 출석 위원과 행정안전부장관 간의 이의 및 수정 내용 의견에 

대한 토론으로 구성되었고 의원들의 질의를 거쳤다. 위원장은 이러한 법

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에 대한 회의 중 논의가 다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

을 들어, 위원회 업무 수행의 순응과 갈등의 준해결을 통해 소수 의견을 

포함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다시 반영하도록 하여 토론을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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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절차로 위원장은 해당 회의 의사일정 제20항 개인정보 보호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행정안전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을 이의 제기와 

가결의 과정을 거쳐 선포하였다.

다.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 회의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는 총 2번의 전체회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2019년 11월 27일에 회부가 되었고 동년 동월 29일에 제371회 국회(정기

회) 제12차 전체회의를 통해 상정이 이루어졌다. 해당 회의에서는 상정과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이루어졌다. 본 회의에서는 법사위 통과

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2020년 1월 9일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통해 체계   자구 심사가 처리되어, 수정가결되었다. 해당 회

의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격상 및 방송통신

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능 이관(안 제63조, 제7조

의2에서 제7조의14), 개인정보와 가명정보, 익명정보의 구분, 가명정보 처

리시 안전성 확보(안 제28조의4, 제28조의5, 제28조의6 신설), 정보통신망법 

관련 개인정보 보호 규정의 삭제와 특별 규정(제39조의3부터 제39조의15까

지 신설과 안 제17조, 제18조, 제30조 개정)의 체계   자구 심사가 이루어

졌다.

 2019년 11월 27일에 이루어진 법사위 회의에는 총 15인의 출석 위원, 

1인의 청가 위원, 4명의 출석 전문위원, 국회사무총장 그리고 6인의 정부 

인사가 참여하였다. 위원장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의사일정 제3항 개인

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였고 전문위원이 이에 대해 개인정

보 개념의 명확화, 처리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의무 부과, 감독기구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련 법률의 유사, 중복 규정 일원화 및 이관의 자구 

수정을 보고하였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참석하여 대체토론이 이

루어 졌으나, 당시 급작스러운 상정 일정으로 인한 논의의 어려움 및 데이

터 3법 내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외한 관련 논의 필요 법안인 정보통신망

법이 상정되지 못한 점을 들어 위원장은 전체회의에 계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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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의 해당 안건에 대한 계류 이후 

2020년 1월 9일 제374회 국회(임시회)에서 다시 제2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회되었다. 해당 회의에는 총 14인의 출석 위원과 1인의 청가 위원 그리

고 3인의 출석 전문위원, 장관을 비롯한 8인의 정부 측 인사 그리고 법원

행정처장이 출석하였다. 상정은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이 각각 정

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그리고 신용정보법으로 일괄 이루어졌다. 

기존에 2019년 11월에 계류되었던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은 당시 제

안설명 및 검토보고가 종료되고 대체토론 과정에서 새로 상정된 정보통신망

과 함께 논의가 필요하여 제6항인 정보통신망법의 검토보고가 이어졌다.

 보고 이후에는 대체토론이 이어졌으며 당시 질의를 했던 채이배 의

원을 중심으로 데이터 3법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위원장의 재량으로 이의 

문의를 거쳐 원안에 대한 의결과 가결을 거쳤다.

라. 국회 본회의 심의

 법사위의 가결을 걸친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 위원회 대안

으로 2020년 1월 9일 제374회 제2차 국회(임시회) 본회의의 심의를 거쳤

다. 해당 법률안은 의사일정 제189항으로 국회의장을 통해 상정되었다. 뒤

이어 법률안에 대한 정의당 소속 김종대 의원의 토론 신청으로 이에 대한 

반대토론이 이어졌다. 이후 국회의장은 토론 종결 선포를 통해 해당 법률

안에 대한 의결을 선언, 전자투표 형식으로 의결이 진행되었다. 총 재석 

의원 151인 중 찬성 116인, 반대 14인 그리고 기권 21인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원안가결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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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정부이송 및 공포

정부이송은 2020년 1월 23일에 곧바로 이루어졌으며 동년 2월 4일에 

공포번호 16930번을 부여받고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공포되었다.

b.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적 표준

운영절차15)

 먼저, 의원입법의 첫 번째 과정인 의안접수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제안은 2020년 1월 9일에 이

루어졌다. 이는 기본적으로 2018년 11월 15일에 제출된 더불어민주당 소

속 노웅래 의원의 대표발의안을 기반으로 하였지만, 제안일 기준 이전 

총 28건의 발의안을 통합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이었다.

15) 이어지는 분석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 법제위 심사, 본회의 심의 등 국회 전

체 회의록에 대하여 토론 내용 및 절차를 대상으로 하였다.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경 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1 황주홍의원 2016.8.22.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16.1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
토론
-제34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17.1.18.) 상정 및
소위회부

2036 강효상의원 2016.9.1.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16.1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
토론
-제34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17.1.18.) 상정 및
소위회부

[표 3-13] 정보통신망법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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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경 과

2160 이은권의원 2016.9.6.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16.1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
토론
-제34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17.1.18.) 상정 및
소위회부

3237 민경욱의원 2016.11.3.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17.9.2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
론 및 소위회부

3780 백재현의원 2016.11.23.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17.9.2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
론 및 소위회부

4602 강길부의원 2016.12.26. -법안심사소위에 직접회부

6042 정부 2017.3.8.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17.9.2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
론 및 소위회부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
(2018.8.23.)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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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경 과

6501 이재정의원 2017.3.30. -법안심사소위에 직접회부

6618 윤영석의원 2017.4.5. -법안심사소위에 직접회부

11776 추혜선의원 2018.2.6.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18.9.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
론 및 소위회부

11973 변재일의원 2018.2.14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18.9.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
론 및 소위회부

12200 고용진의원 2018.2.28.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18.9.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
론 및 소위회부

12283 오세정의원 2018.3.5.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18.9.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
론 및 소위회부

12308 진선미의원 2018.3.5.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18.9.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
론 및 소위회부

13240 이찬열의원 2018.4.25.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18.9.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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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경 과

론 및 소위회부

13613 박선숙의원 2018.5.17.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18.9.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
론 및 소위회부

14280 변재일의원 2018.7.9.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18.9.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
론 및 소위회부

14716 민경욱의원 2018.8.2.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18.9.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
론 및 소위회부

15646 추경호의원 2018.9.20. -법안심사소위에 직접회부

16622 노웅래의원 2018.11.15. -법안심사소위에 직접회부

16887 이상민의원 2018.11.29.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19.3.1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
론 및 소위회부

18561 윤상직의원 2019.2.11. -법안심사소위에 직접회부

21642 박명재의원 2019.7.24. -법안심사소위에 직접회부

21716 김성수의원 2019.7.30. -법안심사소위에 직접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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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위원회 심사(2019)

 

가. 대안접수

 데이터 3법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2020년 1월 9일의 대안 접

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는 2019년 12월 4일,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

사소위원회(제371회 국회)에서 위 28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치지 않

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결정되었다. 이후 동년 

동월 동일, 제371회 국회(정기회)에서의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회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의 대안을 기반으로 과학기술정보방

송통신위원장을 제안자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

 조직 과정 모형의 관점에서 법률안 대안에 제시되어 있는 정보통신

망법의 개정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

련 조직의 목표와 임무를 구분   정비하여 명확히 하는 것에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경 과

22025 박성중의원 2019.8.19. -법안심사소위에 직접회부

22325 박선숙의원 2019.9.4. -법안심사소위에 직접회부

-법안심사소위에 직접회부2019.10.8.이상민의원22850

23917 박광온의원 2019.11.20. -법안심사소위에 직접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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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개인정보 보호법과 상충하는 유사 및 중복 조항의 정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본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을 삭제,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를 이관하여 

통합하는 것에 그 핵심이 있다(안 제22조 삭제 등). 예컨대, 기존 정보통

신망법 내 제4장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에서 개인정보 정의, 개인정보 처

리의 위탁,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 대한 지정, 개인정보보호 인증, 민감한 

정보와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처리제한, 안전조치에 대한 의무, 손해배상, 

정보주체의 권리 등 개인정보 관련 규정은 모두 삭제되었다.

ㄴ. 삭제된 일부 규정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내 특례 규정 이관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내에 있던 혼재하여 있던 개

인정보와 관련된 조항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제6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

혜’가 특례 규정으로 신설되었다. 본 장에 해당하는 사항들은 법률이 

일원화되면서 삭제된 정보통신망 규정 중 개인정보 보호법과 내용이 다

르거나 정보통신망법에만 존재하는 규정들인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

용, 동의철회, 개인정보에 대한 국외 이전, 국내 대리인, 손해배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례 규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을 규제대상으로 명

시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아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즉,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범위로 

설정한다(강달천, 2020).

ㄷ. 소관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소관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2020년 1월 9일에 위원회 대안이 제안되기 앞서서 소관위원회의 제371회 국

회(정기회) 제7회 전체회의가 2019년 12월 4일에 개회되었다. 본 회의는 정보

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정보통신망의 개정안을 행정안

전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의결하는 일정이었다. 본 위원회 심사에는 위원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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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16인의 출석 위원과 3인의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그리고 방송

통신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정부 측 참석자가 2인 출석하였다.

 첫 번째 절차로는 위원장에 의한 의사일정에 대한 상정이 이루어졌

다. 총 29개의 의사일정이 일괄되어 상정되었으며 이는 전부 정보통신망

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8항까지 이를 통합한 

위원회 대안이 제29항으로 의사일정이 상정되었다.

 두 번째로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장이 소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28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제1항 

~ 제28항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결정되었음이 발표되었고 대안의 주요 내용이 보고되었다.

 이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해 토론

이 진행되었다. 이는 출석 위원 간의 이의 및 수정 내용 의견에 대한 토론

으로 구성되어, 의원들의 질의와 답변을 거쳤다. 위원장은 이를 법사위에 미

리 계류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을 위해 부대의견에 추가하

고자 이의를 물었고 마지막 절차로 위원장은 해당 회의 의사일정 제29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을 가결의 과정을 거쳐 선포하였다.

ㄹ.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 회의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는 2019년 12월 5일에 회부가 되었고 2020

년 1월 9일에 제374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를 통해 수정가결을 

통한 의결이 이루어졌다. 해당 회의에서는 아직 해당 법률안에 남아있던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의 개인정보 관련 규정(제4조제2

항, 제6호의2, 제22조제3항)을 삭제하고 당시 계류 중이었던 개인정보 보

호법에 이관해야 한다는 수정 사항이 논의되었다. 또한 공포 후 시행 전 

개정법률의 반영(안 제64조3)이 필요하다는 수정 사항도 있었다. 법사위

에 제출된 개정안에서는 기존 법률의 제64조3을 삭제하고 이를 개인정보 

보호법(대안) 제39조의15(과징금의 부과 등에 대한 특례)로 이관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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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를 개정하는 정보통신망법이 2019년 12월 10일에 공포되었고 2020

년 6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이관되어야 할 규정은 기존 제64조3

이 아닌 2019년 11월 19일에 이미 본회의 의결된 정보통신망법의 제64조

3이므로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안에서 제64조의3제7항 및 제8항을 삭제하

여야 한다는 수정의견이 도출되었고 이관의 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대

안)에 반영되도록 수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2020년 1월 9일에 이루어진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사위 회의에

는 총 14인의 출석 위원, 1인의 청가위원, 3인의 출석 전문위원, 8인의 정부 

인사가 참여하였다. 상정은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이 각각 정보통신

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그리고 신용정보법으로 일괄 이루어졌다. 기존에 

2019년 11월에 계류되었던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은 당시 제안설

명 및 검토보고가 종료되고 대체토론 과정에서 새로 상정된 정보통신망과 

함께 논의가 필요하여 제6항인 정보통신망법의 검토보고가 이어졌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6항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정

보통신망법의 위원회 대안에 대한 체계   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했다. 이

에 대해 결과를 보고한 보고위원 및 참석 위원 간 대체토론이 있었다.

 대체토론 이후에는 전문위원의 수정을 반영한 본 대안으로 의결이 

이루어졌으며 위원장의 가결로 선포되었다.

ㅁ. 국회 본회의 심의

 법사위의 가결을 걸친 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 

위원회 대안으로 2020년 1월 9일 제374회 제2차 국회(임시회) 본회의의 심

의를 거쳤다. 해당 법률안은 의사일정 제190항으로 국회의장을 통해 상정되

었다. 토론의 절차 없이 국회의장은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선언, 전자

투표 형식으로 의결이 진행되었다. 총 재석 의원 155인 중 찬성 137인, 반

대 7인 그리고 기권 11인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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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 정부이송 및 공포

 정부이송은 2020년 1월 23일에 곧바로 이루어졌으며 동년 2월 4일에 

공포번호 16955번을 부여받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공포되었다.

c.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적 표준운영절차16)

의원입법의 첫 번째 과정인 의안접수에 따라 신용정보법 개정법률안

(대안)의 제안은 2020년 1월 9일에 이루어졌다. 이는 기본적으로 2018년 

11월 15일에 제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 의원의 대표발의안을 기

반으로 하여 총 6건의 발의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이었다.

16) 이어지는 분석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 법제위 심사, 본회의 심의 등 국회 전

체 회의록에 대하여 토론 내용 및 절차를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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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무위원회 소관 위원회 심사(2019)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경 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

추경호의원 2016.11.16

-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정무위원회(2016. 11. 16.)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

박선숙의원 2016.12.21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5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17. 3. 21.)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

송희경의원 2017.11.27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정무위원회(2017. 11. 2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

박선숙의원 2018.5.11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18. 8. 2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

김병욱의원 2018.11.15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6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18. 12. 2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

추혜선의원 2019.8.22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19. 8. 22.)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

위원회안 2019.11.28

-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19. 11.

28.)에서는 위 6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

[표 3-14] 신용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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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안접수

 데이터 3법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2020년 1월 9일의 대안 접수를 기

준으로 한다. 이는 2019년 11월 28일,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

사제1소위원회에서 위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치지 않고 이를 통합하

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결정되었다. 이후 제11차 정무위원회는 

2019년 11월 29일, 제371회 국회(정기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서 정무위원장을 제안자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

 조직 과정 모형의 관점에서 법률안 대안에 제시되어 있는 신용정보법 

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조항 정비 및 신용정보와 관련된 가명정보, 개

인정보자기결정권, 마이데이터(MyData)의 도입 등 조직의 임무 및 신용정보

와 관련성이 많은 업무들에 대한 문제 해결 접근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ㄱ. 금융분야에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의 명확화

 개정안에서는 데이터 활용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로서 가명정보

(특정 개인의 식별이 불가능한)가 도입되어 시장조사 등의 통계 작성, 산

업 연구를 포함한 학계의 활용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가 신설되었다(제32조제6항제9호의2·제9호의4 및 안 제2조

제15호·제16호). 가명정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정보회사 등

에 대해 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하였으며 기술적   물리적   관리

적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였다. 특정 개인이 식별되는 정보 발생 

시에는 즉시 중지 및 삭제의 의무를 부과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익명처리에 대한 금융위원회 지정 데이터 전문기관의 적정성 평가 

이후에는 더 이상 개인 추정이 불가능한 전보로 추정하여 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였다. 정보결합 시에도 데이터 전문기관만

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고 이를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전달할 시에는 가명

처리, 익명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안 제17조의2, 제26조의4, 제32조

제6항제9호의3 신설). 가명처리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을 시에는 금융위

원회가 전체 매출액 중 3/100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5천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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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벌금 부과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규정도 본 개정안에서 다

루어졌다(안 제42조의2제1항제1호의4, 제50조제2항제7호의2 신설).

ㄴ.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법집행 강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대하여 독립적 관리감독기구로서 위상을 높였

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검사권과 시정명령,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자료제출요구, 출입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여 그 독립적 기능을 강화하였다.

ㄷ.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유사 및 중복 조항 정비

 개인정보의 일반법인 개인신용정보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의 일부 규

정을 금융분야에 적합하도록 특별법인 신용정보법에 수용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또한, 유사   중복 조

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내 해당 조문을 적용하였다.

 

ㄹ.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대한 규제 개선

 기존 법률에는 신용정보의 수집, 제공, 생성 등 관련 개념이 포괄적

으로 정의되어 있었는데 이를 전환하였다.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개인

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 등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이 중에서 기업

신용조회업은 각 업무의 특성(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기업정보조회업무, 

기술신용평가업무)에 맞게 세분화하였다(제8호의2·제8호의3, 안 제2조제

8호 신설).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판단하는데 이를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

하여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이 새로 도

입되었고 그 관리 체계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외 신용

카드업자가 겸영업무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하였다.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타 업무를 겸영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를 폐지하면서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보호와 신용질서가 저해되지 않

는 업무에 대해서 허용이 이루어지면서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다. 허가된 

업무의 명확화, 이와 관련한 업무들인 신용정보회사 등의 업무체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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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데이터 분석과 컨설팅 등 또한 허용되어 신용정보회사 등이 빅데이

터 산업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11호, 제11조의2 신설). 나아

가, 신용평가 및 조회회사들이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상태를 평가할 때 성

별 · 국적 등 신용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요소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

하고 공정성 · 정확성 · 투명성 등의 원칙에 따라 평가 업무를 수행하

도록 하는 영업행위 규제가 도입되었다. 더불어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

사, 기업신용조회회사에 대해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었다(안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6까지 신설).

ㅁ.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MyData)의 도입

마이데이터(MyData)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인의 신용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본인에게 제공

하는 행위를 말한다(법제처, 2020). 마이데이터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금융회사가 선정하여 사용하는 접

근매체를 통한 신용정보의 수집이 금지된다. 하지만 금융회사 등으로부

터 신뢰성과 안전성 등이 보호되어 개인신용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강화

하였다. 더불어,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등을 겸영업무로 허용하는 등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개인 금융소비자의 자산 및 신용, 정보관리를 지

원하는 신(新)금융 데이터 산업으로 육성한다(제11조제5항, 제11조의2제6

항, 안 제2조제9호의2·제9호의3, 제22조의8 및 제22조의9 신설 등).

ㅂ.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도입

 개인 신용정보주체가 본인 개인신용정보를 정부 및 공공기관 또는 

금융회사와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한 전송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 제도

를 도입하였다(안 제33조의2 신설). 이와 더불어, 개인 신용정보주체가 

자동화평가에 대한 설명과 결과를 안내 받을 권리의 요구권, 그에 대한 

재산출을 요구 권리를 새로이 도입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자신의 

정보의 적극적인 대응권이 보장되었다(안 제3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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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관위원회 심사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소관위원회는 정무위원회로, 2020년 1월 9일에 

위원회 대안이 제안되기 앞서서 소관위원회의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1

차 전체회의가 2019년 11월 29일에 개최되었다. 본 회의는 법안심사소위

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안을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의결하는 일정이었다. 본 위원회 심사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19인의 출석 위원과 3인의 청가위원, 3인의 출석 전문위원 그리고 금융위

원회 소속 위원장, 사무처장을 비롯한 정부 측 인사가 5명 출석하였다.

 첫 번째 절차로는 위원장에 의한 의사일정에 대한 상정이 이루어졌

다. 총 7개의 의사일정이 일괄되어 상정되었으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의사일정이 통합되어 제7항의 위원회 대안 의사일정으로 상정되었다.

 두 번째로는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소위원회가 심사 및 의결한 91

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제1항 ~ 제6항의 

신용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수정한 제7항의 위원회 대안이 제안

되기로 결정되었음이 발표되었고 대안의 주요 내용이 보고되었다.

 이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해 토론이 진

행되었다. 마지막 절차로 위원장은 해당 회의 의사일정 제7항 신용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무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을 이의 제기와 가결의 

과정을 거쳐 선포하였다.

다.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 회의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는 총 2번의 전체회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2019년 11월 29일에 회부가 되었고 2020년 1월 9일에 제374회 국회(정기

회) 제2차 전체회의를 통해 수정가결이 이루어졌다. 2019년 11월 29일에 

이루어진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에서는 법사위 통과가 이

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2020년 1월 9일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

회의를 통해 체계   자구 심사가 처리되어, 수정가결되었다. 해당 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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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개정안 제2조제15호 및 제17호 등에서 각각 가명조치 및 익명조치

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정의에서는 ‘조치’의 내용을 사용하지 않

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서는 가명처리 및 익명처리라고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통일성 차원에서 가명처리 및 익명조치에 대한 용어 

정비의 수정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안 제45조의2에서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추제의 보호를 위한 필요 조치 명령의 규정에 대한 예측 불확실

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강(자료제출, 처리중단, 시정조치, 공시 등)을 정

의하는 수정의견이 제시되었다. 개정안 내 제50조(벌칙) 제2항제5호의2에

서 제22조의9제1항제1호 위반에 대한 형벌과 과태료(5천만원 이하의 벌

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제52조(과태료) 제3항

제4호의8에서 제22조의9제1항제1호 위반에 대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의 이중적 형벌을 명시하고 있어 이것에 대한 수정의견이 제시되었

다.

 2019년 11월 29일에 이루어진 법사위 회의에는 총 15인의 출석 위원, 

1인의 청가 위원, 4명의 출석 전문위원, 국회사무총장 그리고 6인의 정부 

인사가 참여하였다. 위원장은 정무위원회의 소관의사일정 제6항 신용정보

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다른 법률안 제5항 

및 제7항과 함께 상정하였고 수석전문위원이 이에 대해 체계 및 자구 수

정을 비록한 개정안 내 이중 형벌 과태료의 부과 문구 수정을 보고하였다. 

대체토론이 이루어졌으나 본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 과정은 없었

으며 당시 개인정보 보호법의 계류를 사유로 전체회의에 계류됨이 선포되었다.

 37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의 해당 안건에 대한 계류 이후 

2020년 1월 9일 제374회 국회(임시회)에서 다시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가 

개회되었다. 해당 회의에는 총 14인의 출석 위원과 1인의 청가위원 그리

고 3인의 출석 전문위원, 장관을 비롯한 8인의 정부 측 인사 그리고 법원

행정처장이 출석하였다. 상정은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이 각각 정

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그리고 신용정보법으로 일괄 이루어졌다. 

기존에 2019년 11월에 계류되었던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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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 및 검토보고가 종료되고 대체토론 과정에서 새로 상정된 정보통신

망과 함께 논의가 필요하여 제6항인 정보통신망법의 검토보고가 이어졌다.

 보고 이후에는 대체토론이 이어졌으며 당시 질의를 했던 채이배 dml

원을 중심으로 이전 회의에서 논의되지 못했던 정보통신망법 중심의 데

이터 3법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위원장의 재량으로 이의 문의를 거쳐 원

안에 대한 의결과 가결을 거쳤다.

라. 국회 본회의 심의

 법사위의 가결을 걸친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 위원회 대안

으로 2020년 1월 9일 제374회 제2차 국회(임시회) 본회의의 심의를 거쳤

다. 해당 법률안은 의사일정 제191항으로 국회의장을 통해 상정되었다. 뒤

이어 법률안에 대한 정의당 소속 추혜선 의원의 토론 신청으로 이에 대한 

반대토론이 이어졌다. 이후 국회의장은 토론 종결 선포를 통해 해당 법률

안에 대한 의결을 선언, 전자투표 형식으로 의결이 진행되었다. 총 재석 

의원 152인 중 찬성 114인, 반대 15인 그리고 기권 24인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원안가결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마. 정부이송 및 공포

정부이송은 2020년 1월 23일에 곧바로 이루어졌으며 동년 2월 4일에 

공포번호 16957번을 부여받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로 공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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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 정치 모형

 1) 이론적 변수 및 구성요소

 정부 정치 모형은 일관된 전략적 목표가 아니라 여러 정치 행위자 

간 각자의 목표, 이해관계와 입장 등에 의한 정치적 교섭의 결과로 정부 

행동을 설명한다. 본 모형이 갖는 기존의 합리적 행위자 모형 및 조직 

과정 모형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Allison & Zelikow(2018)에 따르면 ‘정부’, ‘국가’ 등 단일 행위

자의 합리적 행위자 모형과 달리 정부 정치 모형에서는 다양한 참여자들

이 행위자가 되며, 이들의 정치적 협상의 과정을 거쳐 그 결과물로 정부

의 행동이 도출된다. 본 모형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은 다음

과 같은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진다. 첫 번째, 참여자들은 단일의 사안에

만 주목하지 않고 다양한 국내 문제에 주목한다. 두 번째, 단일의 목표

가 아닌 참여자의 다양한 신념, 목표 등에 따라 행동한다. 세 번째, 합리

적 단일의 선택이 아닌 정치 행동을 통해 결정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점

에서 조직 과정 모형은 정부 행동을 조직 내 절차, 프로그램에 의한 조

직의 산출물로 규정하지만 정부 정치 모형에서는 의사결정 참여자들에 

의한 협상의 결과로 규정한다. 본 모형은 의사결정 참여자들 중 대통령 

등 조직의 최고 의사결정자 및 중심적 지위의 참여자의 권한 내지 의도

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핵심적인 명제로 채택한다. 이는 

권한이 공유된다는 사실에 기반한다. 이러한 이론상의 권력과 현실에서 

나타나는 권력의 차이에 대한 정부 정치 모형적 분석은 Richard 

Neustadt의 1960년도에 출판된 ‘Presidential Power and the Modern 

Presidents: The Politics’에서 찾아볼 수 있다. Neustadt는 여러 부처의 

권력 공유, 대통령이 갖는 설득의 권력, 과정에 따른 교섭 등 대통령이 

참여하되 그의 명시적 권력이 절대적이지 않으며 현실에서 실제 발생하

는 권력의 상호작용 설명하면서 정치 과정을 분석하였다.

 앞서 제시된 두 개의 모형과 마찬가지로 정부 정치 모형 또한 네 가

지 기본 요소(분석의 기본단위, 조직 개념, 지배적 추론 패턴, 명제)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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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 있다. 이는 Neustadt의 연구에서 출발하였으며 본 모형의 가정과 

개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설명한다.

 첫 번째, 정부 정치 모형에서 분석의 기본 단위는 정치적 결과물로

서 정부의 행동이다. Allison & Zelikow(2018)은 이를 구분하여 각각의 의

미를 정의한다.‘정치적’이라는 것은 결정 및 행동이 도출된 활동이 본

질적으로 정부를 구성하는 인사들 사이에서 정식 채널을 따라 진행된 흥

정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결과물’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

로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권한과 이해관계를 가진 관리들이 상

호 타협하고 갈등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두 번째, Allison & Zelikow(2018)가 제시한 정부 정치 모형의 조직 개

념은 다음의 네 가지 질문으로 구성된다. 이는 누구의 이익과 행동이 정

부 결정 및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의사결정자의 인식과 선호, 

입장 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각 의사결정자들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각 의사결정자들의 입장과 영향

력, 행동 등이 조합되어 도출된 정부의 최종적인 의사결정 및 행동이다.

 먼저, 누구의 이익과 행동이 정부 결정 및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정부 정치 모형에서의 행위자는 직무수행자가 

된다. Allison & Zelikow(2018)은 쿠바 미사일 사례에서 미국 정부 내 직

위에 따라 네 개의 부류로 분류한다. 이는 각각 우두머리(Chiefs: 대통령

과 장관), 참모(Staffs), 인디언(Indians: 각 부처 내 주요 보직에 있는 임

명 관료 및 고위 직업 관료) 그리고 임시 경기자(Ad Hoc Players: 의회, 

언론, 이익단체 등 특정 관련 인사들)로 이루어진다. 직위는 이러한 직무

수행자들의 재량적 업무와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규정한다. 그러나, 직

무수행자들의 업무는 공식적인 직위만을 반영하지 않고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인지, 책임, 인성 등 주관적   개인적 요인까지 반영한다. 따라서, 

개별 정책결정자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개인적 요인에 따른 직위의 영향

력을 예측하는 확실한 지침은 존재할 수 없다.

 두 번째, 의사결정자의 인식과 선호, 입장 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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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인지에 대한 조직 개념이 필요하다. 이는 네 가지로 축약된다. 첫 번

째는 부처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이다. 이는 조직 과정 모형에서 제시된 

조직 간의 상호작용과도 관련이 있다. 정치적 협상의 결과물인 정부 행

동의 도출 과정에 참여한 의사결정자들은 자신의 조직을 대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의사결정자들은 자신이 소속된 조직의 이익과 특성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목표와 이익이다. 이는 조직에 대한 우선순위 

인식 편향과도 관련 있지만 이보다 확장되어 개인적, 조직적 더 나아가 

정치적 이익까지도 포함한다. 직업 관료가 조직의 안정 이익을 추구하고 

대통령과 정당 등은 정치적 이익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그 예시이다. 세 번째, 이러한 이익은 여러 차원에 존재하며 이를 종합

한 이익의 합산이 곧 결정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자의 입장이 된다. 네 

번째, 이익의 합산뿐만 아니라 최종 결정 기한 또한 결정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자의 중요한 입장이 된다. 정책 의제가 생기면 의사결정자는 이

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주체적으로 사안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쉽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안의 최종 기한이 임박하게 되면 

의사결정자는 이에 영향받아 입장을 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불가피한 상

황이 된다. 나아가,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국면 또한 의사결정자 특히, 

조직의 지도자에게는 입장을 정하게 되는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한다.

 세 번째, 각 의사결정 참여자가 정부의 행동 및 결정에 미치는 영향 

즉, 권력의 요소 역시 정부 정치 모형의 조직 개념을 이룬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요소가 섞여 있는데 교섭상의 이점, 이를 사용하는 기술과 의

지 그리고 이 두 가지에 대한 다른 의사결정 참여자들의 평가이다. 교섭

상의 이점은 다시 다음의 몇 가지의 요소들로 구성된다. 직위에서 비롯

된 공식적 권한과 책임, 행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에 대한 통제, 

문제를 규정하고 방안을 확인하며 실행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

보에 관한 전문지식과 통제, 조직의 수장이 어떤 형태의 의사결정이 이

루어지는지를 결정하게 하는 정보력, 국내정치 등 영역에서 다른 의사결

정 참여자의 목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 인간관계 그리고 카리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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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 나오는 개인적 설득력, 앞서 제시한 교섭상 이점을 가진 다른 사

람에 대한 영향력 등이 있다.

 네 번째, 각 의사결정 참여자의 입장과 영향력, 행동이 어떻게 맞물

려 정부의 의사결정 및 행동을 도출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된다. 먼저 정치 과정 중 협상은 행동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행동 채널은 특정 사안에 관해 정부가 행동

을 취하는 정식 수단이다. 이는 누가 언제 정치 과정의 협상에 참여하는

지는 정하고 그 구조를 결정하며 조직의 어느 부서가 집행부서가 되는지

를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 이는 행정 부처가 될 수도 있고 의회와 의회 

내 위원회, 독립기관, 법원 등이 해당한다. 정치 과정 중 협상에서의 규

칙도 중요하다. 이는 헌법   법률   판례 등부터 관습이나 문화 등에 의

해서도 결정된다. 이렇듯 규칙은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것 또한 포

함하며 명확하거나 심지어 모호하기도 하다. 규칙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 번째, 자리를 만들고 자리를 차지하는 방법과 자리에 주어진 

권한과 행동 채널을 규정한다. 두 번째, 허용되는 정부의 결정과 행동의 

범위를 한정한다. 세 번째, 교섭, 연대, 설득, 위협 등 특정 행동을 인정

하는 한편, 이는 다른 행동을 불법적   비도덕적 또는 부적절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결과로서 행동이 정부의 의사결정 및 

행동을 도출을 설명한다. 정부 행동은 의사결정 참여자들의 선호를 산술

적으로 합한 것이 아닌 중요한 선택에 대해 서로 공유된 권력과 권한을 

이용해 각자의 이익을 반영하는 결정의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다. 

그러나 각자 업무의 조건 및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 행동의 결과를 

선택하기 위한 의사결정 참여자들의 정치 과정은 협상으로만 진행되지는 

않는다. 협상 이후에는 결국 결정이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결

정은 이루어지고 집행의 주체 또한 정해질 수 있지만 실제로 집행이 이

루어지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이다. 결국 결정은 단번에 이루어지

는 결과가 아니며 이후에 또 다른 결정 즉, 연속적인 과정과 절차를 거

쳐야 한다. Pressman과 Wildavsky의 Implementation(1973) 연구에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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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것과 같이 결정과 집행은 인과에 있어서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선형적 

관계가 아니며 결정이 집행되는 과정 그 사이에는 다수의 절차들이 존재

한다. 이것이 여러 개일 때, 의사결정 참여자는 각자 원하는 결과의 가

능성이 높은 결과물을 지지하고 채택하려고 한다. 협상 중 이에 반대하

는 참여자는 반대로 집행을 지연하려고 하거나 다른 맥락의 문제를 새로 

제기하는 등의 행동을 한다.

 세 번째, 정부 정치 모형의 이러한 조직 개념을 정리하여 모형의 추

론 패턴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 행동은 정부 내 개인 및 집단 간

에서 발생한 협상의 결과물로 그 설명력은 행동 채널, 의사결정 참여자

의 입장, 선호 사이에서의 협상으로 생긴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한 정부 정치 모형의 일반적 명제는 그 상황적 

복잡성으로 인해 규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앞선 논의들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은 관점에서 제시가 가능하다. 첫 번째, 해결해야 하는 사안과 

정치적 결과물 사이에서는 협상 과정을 구성하는 많은 요인들이 존재한

다. 협상에 참여하는 의사결정 참여자들의 각자 선호와 입장은 정부 행

동을 좌우할 수 있다. 또한, 행동 채널에 따라 의사결정 참여자의 강점

과 약점이 달라진다. 그러나, 이러한 강점과 약점의 전환은 행동 채널 

자체 뿐만 아니라 같은 행동 채널의 지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이는 우

두머리(Chiefs)가 정책을 공식적으로 결정해도 인디언(Indians)이 그 결정

의 집행에서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두 번째, 행동과 

의도의 측면에서 정부 행동이 반드시 정부의 의도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

며 이는 특정 행위자가 자신의 의도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닌 각자 결

과물에 기여한 상호 협상과 흥정의 결과물이다. 그럼에도, 그 결과물은 

정치적 맥락에서 조직의 선호와 대략적으로 일치하는 편이다. 세 번째, 

전략적 문제의 해결책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분석보다 각 의사결정 참여

자의 입장과 이익에 따라 전략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대책이 마

련되는 문제와 의사결정 참여자들이 초점을 두는 해결책에서 괴리가 발

생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 때, 정부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는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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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두머리(Chiefs)와 인디언(Indians)의 관심이 겹칠 때 발생한다. 또한 우

두머리의 결정은 최종 기한에 영향을 받는다. 네 번째, 의사결정 참여자

는 다양한 요구에 당면하고 그에 따라서 우선 순위와 입장 등을 결정한

다. 이 때, 다양한 요구에 해당하는 근거와 단서는 공식적 직위에 대부

분 해당한다. 다섯 번째, 우두머리와 인디언의 관계가 중요하다. 정책결

정과정과 집행과정에서 대통령 등 우두머리와 인디언이 받는 압력은 서

로 다르다. 대통령은 일정 등 물리적 제한 때문에 여러 사안 중 주목을 

끄는 부분을 먼저 채택하며, 사안의 불확실성이 사라질 때까지 결정의 

모호함, 흐릿함(fuzziness)를 유지한다. 반면 이러한 정책결정의 모호함, 

흐릿함을 집행의 명료함으로 전환하는 것은 인디언이다. 이는 즉, 문제

의 성격을 규정하고 대안을 구체화하는 역할은 대개 인디언임을 의미한

다. 인디언은 우두머리(대통령)의 주목을 받고 각자 자신의 업무와 행동

에 대한 우두머리의 선택을 확신시키기 위해 서로 경쟁하며 사안을 행동 

채널에까지 끌고 간다. 여섯 번째, 의사결정 참여자들은 다수의 의제들

을 다루는 반면, 최종 기한의 임박 때문에 물리적 제약에 의한 정책결정

을 해야 한다. 더욱이 이들이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을 강력

하게 주장한다. 일곱 번째, 국가의 행동은 외교 관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의사결정 참여자는 국내 정치 상황에서 성과를 추구함으로써 일

부 외교적 목표 달성을 추구한다. 여덟 번째, 협상의 과정 중 의사결정 

참여자들의 집단적 선택 과정의 기능은 제한적이라도 합의를 구하는 것

이다. 아홉 번째, 여러 의제와 사안의 결정이 최종 기한에 의해 긴박하

게 진행되고 그 물리적 제약 때문에 우선순위가 높은 사안들이 집중된

다. 이 때, 다른 의사결정 참여자들의 의제들은 낮은 우선순위에 의해 

경시된다. 열 번째, 우선순위 등 사안   의제   문제에 대한 인식의 주관

성이 모두 달라 의사소통이 어려워진다. 열한 번째, 의사결정 참여자들

은 동시에 협상에 참여하기 때문에 의견을 표현함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

다. 열두 번째, 정부 정치 모형에서는 대체로 세 부류의 의사결정자 참

여자(직업관료, 타 부처에서 수평이동한 경우, 정치적 지명 인사)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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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들의 분류 차이는 대체적으로 정권교체에서 자신의 직위를 보장

받기 위하여 순응의 규칙을 지향하느냐 혹은 임시직으로서 단기적 성취

를 지향하느냐에서 비롯된다.

 정부 정치 모형을 정리하자면 이에 근거한 분석은 ‘누가’ 정책의

사결정에 참여하여 거래   협상   흥정을 통해 정치적 결과로 정부 행동

을 도출하는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1962년 10월에 발생한 소련 

미사일 위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상충되는 판단에 대해 정

책결정자들의 전혀 다른 시각에 초점을 둔 모형이다. 정부 정치 모형의 

분석은 ‘봉쇄’라는 다양한 의사결정자 참여자들의 흥정의 결과로 정부 

행동이 결정된 것에 대한 이들의 행동을 밝힌다. 이들은 권력을 공유하

면서 서로 다른 문제를 바라보았다. 즉, 진행 중인 정책 논쟁의 맥락에

서 특정한 날의 미사일 발견, 행동이 필요하다는 식의 문제 규정, 가능

한 방안 중 일부 강조 등 요소가 종합되어 ‘봉쇄’가 결정되었다.

 이렇듯, 정부 정치 모형의 네 가지 기본 요소(분석의 기본 단위, 조

직 개념, 지배적 추론 패턴, 명제)를 종합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

지의 표준 질문들이 도출된다(Allison & Zelikow, 2018).

a. ‘누가’ 데이터 3법 개정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가? 선택과 행동

을 정하는 데 누구의 견해와 가치가 중요한가?

b. 의사결정 참여자들의 인식과 선호, 사안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c. 선택과 행동에 대해 각 의사결정 참여자들이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d.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 참여자들의 서로 다른 인

식과 선호, 사안에 대한 입장을 종합하는 기존의 절차 즉, ‘행동 

채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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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 검증 및 사례분석

 이렇듯, 제3모형에 근거한 표준 질문들을 적용하여 데이터 3법(개인

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신용정보법)의 입법과정을 분석하자

면 다음의 구체적 질문이 도출된다.

a. 데이터 3법의 개정 입법은 누가 참여하여 이루어진 정치적 결과물

인가?

 이와 관련되어 정부 정치 모형의 이론적 분석틀을 적용하면 데이터 

3법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가설이 도출되어 뒤이어 이에 대한 검증과 분석

을 하고자 한다.

가설 4 : 데이터 3법의 개정 입법은 데이터 신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

적 목표의 대안으로 채택되었지만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입

법은 국회 내 정치적 행위자들의 흥정과 협상으로 도출된 

정치적 결과물이다.

 정부 정치 모형에 의해 그에 대한 논리적 귀결로 도출된 본 가설의 

데이터 3법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입법과정이라는 정식 채널을 통해 결과

물로서 통과되었다는 것은 지지된다. 그러나, 의사결정에 있어서 참여자 

간의 완전히 정치적 과정에 의한 흥정의 발생으로 인하여 도출되었다고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여 본 가설은 제한적으로 지지된다.

 Allison(1971; 2018)이 정의하고 있는 ‘정치적 결과물’이란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선택된 것이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와 권한을 가진 관리

들이 정식 채널을 따라 흥정한 결과’이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데이터 3

법은 데이터 경제와 관련된 신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기존 법적 

근거와 제도적 환경이 구축되지 않은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

라, 입법과정 내 정치 참여자들의 흥정으로 도출된 결과라는 것이다.



- 110 -

 정부 정치 모형에 따른 데이터 3법의 입법과정에 대한 이러한 가설

을 검증 및 분석하기 위해서는 제3모형에서 가장 핵심적인 조직 개념 구

성요소인 ‘누가’ 참여하는지에 따라서 검증과 분석이 실시되어야 한

다. 데이터 3법 개정 입법과정 관련 참여자들은 입법과정에 참여한 국회

의원 및 부처 장관 등 정부 측 인사와 대통령 4차산업혁명위원회로 대표

되는 데이터 관련 민간 전문가와 업계 종사자 등이다17).

A. 국회의원 및 부처 장관 등 정부 측 인사

 데이터 3법이 국회 내 의원입법의 절차라는 공식 채널을 통해 통과

된 만큼, 국회에 속하여 입법과정에 참여하였던 국회의원 및 부처 장관 

등 정부 측 인사들은 정부 정치 모형에 따른 공식적   명시적 참여자들

이다. 이들은 각각 국회 또는 정부라는 조직을 대표하여 입법이라는 집

단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이에 따라 각자 지위에 맞게 입법이라

는 일정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받음으로써, 직무수행자로

서 참여자로 정의된다. 이들은 Allison이 제시하는 네 부류의 참여자 중 

실질적인 입법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참모진(Staffers) 내지 인디

언(Indians)에 해당된다. 또한 정의 그 자체에 있어서는 Allison은 ‘발언

권이 있는 의원’을 임시 경기자(Ad Hoc Players)로 정의내렸기에 이에

도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입법과정 내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중심으로 누가 

참여하여 어떤 정치적 흥정이 발생하였는지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를 위하여 데이터 3법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그리

고 신용정보법 각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17) 이어지는 분석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 법제위 심사, 본회의 심의 등 국회 전

체 회의록에 대하여 참여 위원 및 정부 측 인사의 발언을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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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개인정보 보호법

가. 소관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관상임위원회 심사는 2019년 11월 27일에 제371회 국회(정기회)로 

이루어졌다. 이 날 상정된 98건의 의사일정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법 관

련 의사일정은 제1항부터 제20항까지였다. 이 중 제19항까지의 법률안이 

통합되어 제20항의 위원회 대안과 함께 상정되었다. 상임위원회에 앞서 

위원회 대안이 의결되었던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소위원장 이채익 의원이 

법률안에 대한 보고를 마친 후, 질의 토론에는 위원장 전혜숙, 홍익표 

의원, 김영우 의원, 정인화 의원, 이진복 의원, 이재정 의원, 김병관 의원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이 참여하였다. 

 홍익표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안에서 진료기록부 및 환자에 

관한 기록 등 용어의 사용이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서의 정의와 달

라 그 적용에 대한 사항을 지적하였다. 그는 곧 해당 법이 명시하고 있

는 가명처리에 따라 유럽연합의 GDPR(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의 적정성 

평가, DNA 등 가명정보 처리 불가능성을 이유로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

험법의 우선 적용을 주장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 및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 모호성에 대해 

행안부 장관은 전문가 의견 등 향후 검토의 뜻을 밝혔다. 

 정인화 의원은 뒤이어 개정안(대안)의 정보 주체의 제공 동의에 대한 

폭넓은 허용의 법률 개정,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등을 지적하였다. 

 이재정 의원은 홍익표 의원의 논리와 같이 위원회 구성의 원칙 중시 

또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관련 민간 정보에 대한 제반 구성이 허술

하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나아가, EU에서 평가한 국내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의 미흡성과 함께 개정안의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과 충돌 문제 즉, 

개인정보 암호화 방식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진복 의원은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가 ‘공익적 기록보존, 통계, 연

구 등’으로 명시된 점을 불문명하다는 점을 지적하여 산업적 목적의 과

학적 연구,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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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함께 심사 중인 신용정보법의 개정안에 대하여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 등 명시에 대해 본 법률안과 충돌 및 재논의의 위험이 었어 본 

법안을 소위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법안소위에 참여했던 김병관 의원은 정보주체 동의, 암호화에 대한 

지적이 GDPR과 동일하게 작성했다는 점을 들어 개정안이 이를 보완하

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과 개정안의 충돌 문

제에 대해서 개정안은 일반법이며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은 특별법이기 때

문에 이를 직접적으로 규율하지는 않는다는 관점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김병관 의원은 개정 법률안이 마련될 수 있었던 것은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관 아래 학계와 산업계, 시민단체, 정부가 참여한 규제 개혁 해커톤 

회의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논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이를 

반영한 것이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이며 이것이 합의 및 통과되어야 데

이터 활용을 기초적 법률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을 호소하였다. 

 이후에는 위원장 소관으로 논의된 의견들이 법안심사소위로 이관되

고 또 부족하다면 국회 내 수정안으로 발의한다는 점을 들어 토론이 종

료 및 위원회 대안이 의결되었다.

나.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법제사법위원회의(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에서는 

2019년 11월 29일에 제3항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으로 개인정

보 보호법(대안)이 제4항과 일괄 상정되었다. 상정 이후 전문위원 정연호

의 검토보고를 거쳐 대체토론이 진행되었다. 참여자로는 위원장 여상규

를 비롯하여 송기헌 의원, 채이배 의원, 김도읍 의원, 박주민 의원, 채이

배 의원, 정점식 의원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이 참여하였다. 송기

헌 의원은 본 개정안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안의 여야 합의 통과를 통한 기간 내 보완을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확인하였다.

 그러나 채이배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제6장) 내 정보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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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그대로 개입되어 있는 구체적 부분이 많으며 이를 송기헌 의원의 

주장과 달리 바로 법사위 심의 통과가 이루어지면 비가역적이라고 주장

하였다. 그는 가명정보 등 민감한 사항이 데이터 3법의 권리 보호 목적

을 감안한다면 따로 작성되어야 할 사안이며 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담

는 것을 어려우며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과도 상충한다고 주장하였

다. 이에 따라 법사위에서 이와 같은 개정사항을 논의하여 2소위로 보내

야 하며 급하게 법률을 처리하는 것은 비가역적인 사태를 불러올 수 있

다는 절차적으로 개정안 통과 시 위험성에 입각한 주장을 하며 법안 통

과를 반대하였다. 

 송기헌 의원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 합의 하

에 소관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위험성 등에 대한 보안조치가 문제가 없

을 것이며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한 사안임을 주장하였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도읍 의원 역시 이는 원내교섭단체 대표의원들의 

합의 사안인 만큼 통과를 지지하였다.

 박주민 의원은 개정안의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과의 충돌 및 행

안위 심사에서의 특별법의 우선 적용 논의에 대한 확인 여부를 행정안전

부장관에게 확인하였다.

 그러나 채이배 의원이 송기헌 의원을 비롯한 다른 토론참여 의원들

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장하였던 법안 통과의 시급성과 개인정보 처리, 

법률 충돌 문제의 논의 해결에 반대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안이 

정보 제공을 허용한 것과 달리 의료법과 국민건강 보호법에서는 진료 정

보 등 제삼자 제공을 금하고 있으며 이를 허용하는 대안인 가명처리 및 

익명 처리가 과학적 목적의 제공, 상업적 목적의 제공, 그리고 학술적 연

구 등 실질적 영역에서 적용하기 모호하며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

한다. 이 과정 중에 송기헌 의원 및 금태섭 의원 등 위원들 간 논의의 시

점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였다. 정점식 의원은 이전 논의에서 채이배 의원

이 주장하는 개정안의 위험성 논의를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해 확인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들의 질의를 종합하여 의결 통과의 필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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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의원들의 질의가 소관위에서 이루어졌고 이후 가이드라인 및 

시행령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당일에 급작스럽게 상정되었음을 감안

하여 심층적 검토가 어려웠기에 검토의 시간이 필요하며 관련 법인 정보

통신망법이 통과되지 못한 사유로 다음 전체회의에 계류시켰다.

다.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이후 개회된 법제사법위원회의는 2020년 1월 9일에 제374회 국회(임

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본 회의에서는 계류되었던 개

인정보 보호법(대안)과 함께 정보통신망법(대안)과 신용정보법(대안)이 동

시 일괄 상정되었다. 검토보고는 전문위원 권태현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법의 체계   자구 검토 결과만이 이루어졌다. 이후 의사일정 제7항인 개

인정보 보호법과 제8항인 신용정보법에 대한 대체토론에서는 위원장 여

상규를 포함하여 채이배 의원, 이재정 의원, 송기헌 의원, 장제원 의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이 참여하였다.

 채이배 의원은 지난 법사위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논의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개정안에서 체계 및 자구와 관련하여 발견된 정보 주체 

보호 관련 개인정보 열람 및 삭제에 있어서 가명처리 개인정보에 개정안

이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밝혔다. 이를 통하여 실명 정보를 취급하는 최

초 정보처리자가 가명처리를 실명 정보로 전환하는 것(재식별)에 있어서 

개정안이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 지적하여 정보 주체

의 동의 없는 활용만이 강조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이는 법안의 내

용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였고 2소위에 다시 체계 및 자구 심사를 거쳐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한 후 이루어져야 하며 그대로 개인정보 보호

법과 신용정보법이 통과되는 것은 문제 있다는 점을 제시하며 2소위로의 

계류를 요청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채이배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가명처리를 위

한 재식별 처리는 필요하나 재식별 처리 자체가 금지되어 있고 재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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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어렵기에 이에 대한 보완은 개인정

보보호위원회 차원에서 향후 이루어질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이재정 의원은 채이배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개인정

보 주체들의 권리 보호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나 법사위 권한 내에서 수

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였다.

 송기헌 의원은 법안 통과의 관점에서 여야 합의라는 국회의 대전제

에서 법사위의 해당 개정안들의 통과가 현 산업환경에 요구되는 적절한 

수준의 합의와 존중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위원들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채이배 의원은 이에 다시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의 문제에 대해 입

법 취지와는 다른 법문이 될 수 있음을 재차 강조하며 본 개정안의 통과

가 개인 인권 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이것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심사가 다시 이루어져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2소위

로, 신용정보법은 정무위원회로 반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금융위원장은 신용정보법 통과에 대해 기존 공청회 및 절차에 의한 

논의를 거쳤음을 주장하며 이는 채이배 의원이 발언한 것과 상통한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하였다.

 장제원 의원과 박지원 의원은 의결을 요청하였으며 이 가운데 위원

장을 중심으로 채이배 의원과 제6항, 제7항, 제8항의 가결 시 순서가 혼

동된 것에 대한 논쟁이 있었었으나 위원장의 재량으로 마무리되어 제8항

까지의 가결이 선포되었다.

 이후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그리고 금융위

원회 은성수에 대한 정갑윤 의원, 채이배 의원의 현안질의가 있었다.

 채이배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내 의료정보를 포함한 가명처리에 

의한 정보 활용의 민감성 문제에 개정안 내용에 대한 질의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하였다. 민감 정보를 가명 정보로 만들어 다시 활용하는 것을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서 통과하게 되면 정보 주체의 보호

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이관으로 발생

하는 문제 중 누락된 사항이 법사위에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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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장은 누락된 바가 행정안전부와 합의되었다

는 입장을 밝혔다.

 정갑윤 의원은 데이터 3법이 여야의 합의로 통과된 것에 반해 언론 

보도에서는 야당이 이를 저지하여 일찍이 통과되지 못했다는 인상을 남

겼으나 실제로 산업적 급변하는 환경에 야당은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지지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 측 인사인 행정안전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 금융위원장에게 야당에 대한 언급을 해주기를 표현하였

다.

 위원장은 질의를 마침으로써 의결하였다.

라. 국회 본회의 심의

 국회 본회의 심의는 2020년 1월 9일에 제374회 제2차 전체회의로 개

회되어 진행되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189회 의사일정으로 대안을 상

정하였고 김종대 의원이 이에 대해 반대토론에 나섰다.

 김종대 의원이 본 개정안에 반대한 이유는 개정안 중 제28조2제1

항18)의 가명 정보 처리에 대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처리된 개인 

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국민 개인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는 점을 들었다.

 반대토론 이후 국회의장은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하였고 재석 151인 

중 찬성 116인, 반대 14인, 기권 21인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본회의 심의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18)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

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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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정부이송 및 공포

 2020년 1월 23일에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되었으며 2020년 2월 4일에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행정부에 의해 공포되었다.

b. 정보통신망법

가. 소관상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상임위원회 심사는 2019년 12월 4일에 제371회 국회(정기회)로 

이루어졌다. 이 날 상정된 29건의 의사일정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법 관

련 의사일정은 제1항부터 제29항까지 전부였다. 이 중 제28항까지의 법

률안이 통합되어 제28항의 위원회 대안과 함께 상정되었다. 상임위원회

에 앞서 위원회 대안이 의결되었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소위

원장 김성태 의원이 법률안에 대한 보고를 마친 후, 질의 토론에는 위원

장 노웅래, 박대출 의원, 김성수 의원, 윤상직 의원, 그리고 방송통신위

원장 한상혁이 참여하였다. 

 박대출 의원은 데이터 3법의 신속한 처리에 동의를 하되, 정보통신

망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는 과정 중 소위에서 제시한 6개 

항 중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였다. 이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제외되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루어지는데 이를 박대출 의원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

 김성수 의원은 14세 미만의 보호 조항에 대해 법사위에서 추후 개인

정보 보호위원회에서 반영이 되면 해당 조항을 삭제하기로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것에 대해 확인 절차를 거쳤다. 이후 위원장의 가결이 이어졌

으며 방송통신위원장의 인사로 마무리되었다.

나.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의는 2020년 1월 9일에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본 회의에서는 계류되었던 개인정보 보호

법(대안)과 함께 정보통신망법(대안)과 신용정보법(대안)이 동시 일괄 상



- 118 -

정되었다. 검토보고는 전문위원 권태현에 의하여 정보통신망법의 체계   

자구 검토 결과가 이루어졌다. 이후 의사일정 제6항인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대체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채이배 의원이 전문위원 권태현에게 확인

을 하는 절차를 거쳤다.

 채이배 의원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개인정보 보

호법으로 이관되고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삭제한다는 조항이 해당 위원회

에서 안이 만들어졌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본 내용이 수정안으로 담겨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후 위원장의 가결을 거쳐 심의가 종료되었다.

다. 국회 본회의 심의

 국회 본회의 심의는 2020년 1월 9일에 제374회 제2차 전체회의로 개

회되어 진행되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190회 의사일정으로 대안을 상

정하였다. 이는 반대토론 없이 바로 재석 155인 중 찬성 137인, 반대 7

인, 기권 11인으로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본회의 심의에 가결되었음

을 선포되었다.

라. 정부이송 및 공포

 2020년 1월 23일에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되었으며 2020년 2월 4일에 

정보통신망법으로 행정부에 의해 공포되었다.

c. 신용정보법

가. 소관상임위원회(정무위원회)

 소관상임위원회 심사는 2019년 11월 29일에 제371회 국회(정기회)로 

이루어졌다. 이 날 상정된 7건의 의사일정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의사일정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전부였다. 이 중 제6항까지의 법률안이 

통합되어 제7항의 위원회 대안과 함께 상정되었다. 상임위원회에 앞서 

위원회 대안이 의결되었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소위원장 유동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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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안에 대한 보고를 마친 후, 질의 토론에는 위원장 민병두, 추혜

선 의원, 김병욱 의원, 금융위원장 은성수가 참여하였다.

 추혜선 의원은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본 법안을 통한 데이터 산업의 

발전과 혁신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체계 정비에는 찬성하지만 정

보 주체의 자기 결정권이 제약되는 것에는 반대하였다. GDPR에 비추어

도 본 개정안은 가명조치에 대해 모호한 규정을 하고 있으며 이는 본 개

정안에서 다뤄지는 정보처리자가 가명조치에 사용한 추가정보의 별도 분

리, 보관, 삭제 등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하는 것과는 매우 다름을 

시사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감독 체계의 일원화 및 독립성 확보에도 본 

개정안은 주무 부처인 금융위가 감독권한까지 갖는 것은 감독 체계의 기

본적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고 과도한 권한에 의한 부처 이기주의임을 주

장하였다. 신용정보회사의 겸업 또한 보안을 약하게 만들며 SNS에 올린 

게시물을 동의 없이 정보회사가 활용하는 문제 역시 프라이버시와 표현

의 자유를 침해함을 지적하였다. 법 형식상으로도 정보 결합에 있어서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여전히 중복되어 규제가 강하다는 지적도 

함께 주장하여 본 소관위원회에서 통과하는 것이 아닌 계류를 요청하였

다.

 그러나, 위원장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법률안을 통합하

여 제7항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가결을 선포하였다.

나.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법제사법위원회의(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에서는 

2019년 11월 29일에 제6항의 정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으로 개인정보 

보호법(대안)이 제5항 및 제7항과 일괄 상정되었다. 상정 이후 정상수 수

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대체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에는 위원장 

여상규를 비롯하여 채이배 의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참여하였다.

 채이배 의원은 신용정보법의 통과에 대해 이후 정보통신망법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어 계류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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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위원장은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 보호법이 전체회의에 

계류되어 있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후 전체회의에 계류하

였다.

다.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이후 개회된 법제사법위원회의는 2020년 1월 9일에 제374회 국회(임

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본 회의에서는 계류되었던 개

인정보 보호법(대안)과 함께 정보통신망법(대안)과 신용정보법(대안)이 동

시 일괄 상정되었다. 검토보고는 전문위원 권태현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법의 체계   자구 검토 결과만이 이루어졌다. 이후 의사일정 제7항인 개

인정보 보호법과 제8항인 신용정보법에 대한 대체토론에서는 위원장 여

상규를 포함하여 채이배 의원, 이재정 의원, 송기헌 의원. 장제원 의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이 참여하였다19). 이후 위원장의 선포를 통해 가결

이 진행되었다.

라. 국회 본회의 심의

 국회 본회의 심의는 2020년 1월 9일에 제374회 제2차 전체회의로 개

회되어 진행되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191회 의사일정으로 대안을 상

정하였고 추혜선 의원이 이에 대해 반대토론에 나섰다.

 추혜선 의원이 본 개정안에 반대한 이유는 데이터 3법 내 개인에 대

한 재식별의 활용을 허용하면서 감독체계가 미비되었다는 점, 정보 주체

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이에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신용정보

법이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점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앞서 추혜선 

의원이 소관위원회에서 주장하였던 바와 같이 SNS상에서 정보회사가 정

보 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물을 활용하는 점, 금융위의 과도한 감독 권

한, 정보 결합 등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중복 및 이중 규제를 사

19) 이하 대체토론과 가결 등 절차는 앞서 제시했던 개인정보 보호법이 신용정

보법과 함께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토론 및 질의 내용에 있어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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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신용정보법의 통과를 반대하였다.

 반대토론 이후 국회의장은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하였고 재석 152인 

중 찬성 114인, 반대 15인, 기권 23인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본회의 심의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마. 정부이송 및 공포

 2020년 1월 23일에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되었으며 2020년 2월 4일에 

신용정보법으로 행정부에 의해 공포되었다.

바. 국회의원 및 장관 등 정부 측 인사의 관점에서의 정부 정치 모형 

관점에서의 분석

 이렇듯 데이터 3법의 입법과정 내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참여자인 

국회의원 및 부처 장관 등 정부 측 인사들의 입법 경쟁이 발생하는 지점

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데이터 3법의 개정안의 정비 부족으로 인한 

법률안 통과의 계류 그리고 개정안의 신속한 입법 바로 그것이다. 이러

한 법률안 통과의 경쟁 지점은 정부 정치 모형에서의 구성요소이자 변수

인 참여자 각자의 입장과 선호, 최종 기한의 임박 및 매우 많은 안건에 

대한 결정으로 인한 제한적 정책결정, 참여자의 권한을 이용하여 상호 

간의 경쟁으로 각자 사안의 채택 그리고 흥정 등으로 설명된다.

 입법과정의 토론에서는 참여자 각각의 입장이 잘 포착된다. 즉, 위원

장은 의결과 가결을 포함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려고 한다. 정부 측 인

사인 행정안전부 장관 및 금융위원회장, 방송통신위원회장은 국가적 목표

의 대안인 데이터 3법의 법률안 통과를 위하여 질의에 대답하고 데이터 

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결을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회의록에 의하면 데이터 3법의 입법통과는 데이터 경제의 산업적   

환경적 요구에 의하여 여야의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이다. 때문에 

다수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에 동의하는 행태를 회의록에서 관찰이 가능

하였다. 실제로 자유한국당 소속 정갑윤 의원은 데이터 3법의 통과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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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요구에 의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것에 비해 언론에서는 야당으로 

인해 장기간 계류된 것처럼 비추어진 것을 부정한다는 직접적 언급을 통

해 참여 국회의원들 다수가 법률안 통과에 찬성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채이배 의원 등은 정보 주체의 권리 약화 등 개정안 내용 자체의 

문제점을 이유로 여야 합의 이전에 개정안 문제에 대한 수정이 먼저 이루

어져야 함을 제시하며 계류 등을 통한 입법통과의 반대입장을 표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치적 과정 즉, 흥정의 결과물로 데이터 3법이 

입법되었다고 하기에는 다른 변수들의 작용도 존재한다. 회의록에서는 

위원장 및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통해 데이터 경제의 기반 마련을 위한 

시급성에 의하여 더 이상 입법을 계류할 수 없다는 논리 아래 데이터 3

법 입법통과의 최종 기한이 임박하였음이 제시된다. 또한, 위원회 심사

와 본회의 심사에는 하루에 90건에서 200건 가량의 다수 안건들이 동시

에 가결 및 심의가 이루어진다. 이에 위원장 및 국회의장은 정책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적은 제한적 환경에 놓여 가결 및 의결의 업무를 진행하

게 된다. 이 과정 중에서 입법통과에 대한 반대토론 등은 동료 국회의원

에 의한 일종의 발언 저지 환경의 조성 또는 위원장 재량의 가결 절차 

도입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실제로 회의록에서는 반대 의견이 개진되었

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불만의 의견이 직접적

으로 표출되었는데 물리적 한계 등의 이유로 위원장이 가결을 진행한 정

황도 포착된다. 이는 흥정과 합의의 결과로 입법통과가 이루어졌다고 보

기는 어렵다. 또한 정부 정치 모형에서는 우두머리와 인디언의 관계에서 

참여자들이 각자의 경쟁을 통해 사안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끌고 가며 

자신의 사안이 우두머리에게 채택되기를 위해 경쟁한다고 제시하지만, 

데이터 3법의 입법과정 회의록에서 사안의 채택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포

착하기는 어려웠다.

 오히려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최종 기한의 임박과 매

우 많은 사안으로 인한 제한적 정책적 결정으로 입법이 이루어졌다는 설

명에서 더 나아가 쓰레기통 모형(Garbage Can Model)에서의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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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인 진빼기 결정(Choice by Flight)가 더욱 높은 설명력을 지닌다

(Cohen, March and Olsen, 1972). 본 결정방식은 해결이 필요한 문제와 

관련된 다른 문제들이 있어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관련 문제들이 

스스로 다른 의사결정기회를 찾아 떠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의미한다

(정정길 외, 2020). 예를 들어 예산통과 심의를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있

을 때, 정부는 이를 추후 논의에서 거론하기로 하고 예산을 통과시키는 

경우가 있다. 본 데이터 3법의 입법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결정 방식이 

포착된다. 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법사위 수정가결 과정 중 채이배 의원

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 우선 의결이 필요함을 표현하며, 이후 논의는 시

행령 등에서 다룰 수 있다는 발언, 위원장이 토론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후 논의를 수정안을 통해 발의할 수 있다든지, 추후 후

속 조치를 통해 보완한다는 발언으로 가결을 우선하는 등의 회의록 중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종합하면 데이터 3법의 입법과정에서 정부 정치 모형에 의해 서로 

다른 입장의 참여자들이 정치적 흥정을 거친다는 명제는 지지되지만 의

사결정 즉, 입법통과가 정치적 결과물로서 도출된다는 명제는 다소 설명

력이 떨어진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 및 부처 장관 등 정부 측 인사의 관

점에서 정부 정치 모형에 따른 가설의 검증은 제한적으로 지지된다고 분

석할 수 있다.

B. 대통령

 대통령은 국회의원과 같이 직접적인 입법과정의 참여자는 아니다. 

하지만, 공식적 지위로서 대통령의 권위를 무시할 수는 없다. 실제로 문

재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의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데이터 3법을 꾸준

히 강조하였다.20) 이는 2017년 현 정부가 수립되고 난 이후, 4차산업혁

20) 2020년 1월 16일 과기정통부 및 방통위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대

통령은 데이터 3법의 입법통과가 DNA 산업을 발전시킬 법적 기반이 될 것

임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도약을 위한 잠재적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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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위원회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되고 실제로 2017년 10월에 설립되는 등 

꾸준히 강조되었던 의제였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의 논의는 데이터 3

법의 입법과정에 반영되기도 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김병관 의원은 이를 언급하였다. 또한 대통령은 입

법과정 중 마지막 공포의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입법통과를 마무리하

여 입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대통령은 신산업의 육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데이터 3법의 입법이라는 대안을 선택하여 일부 입법과정 내외

의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타당하다. 하지만 대통령이 정부 정치 모형의 

가장 핵심적인 변수 중 하나인 ‘정치적 흥정’으로 입법과정에 참여한 

것은 아니며 일방향적인 과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가설

이 온전히 타당하다고 분석하기는 어렵다.

C. 4차산업혁명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공무원 등 정부 인사뿐만 아니라 데이터 경제 

산업의 주축이 되는 학계, 산업계, 법조계 등 전문가들과 시민단체가 주

축이 되어 참여하는 위원회이다. 이들로 구성된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

터 3법 간담회를 개최하고21) 3년간 8차례의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활용의 조화 등 관련 의제를 다루어 데이터 3법의 개정을 

이끌었다고 평가되는 참여자이다22).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소관심사위원회 심사에 참여했던 김병관 의원은 개정 법률안이 마련될 

을 이끌어 내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을 발언하였다.
21) 본 간담회는 관련 전문가들의 데이터 활용의 애로사항 및 향후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중 개인정보의 추가

적 이용 제공 기준(제14조 2항) 및 데이터 결합기관 한정(제29조 2항)의 보

완 및 본 개정안과 신용정보법 시행령 간 부조화를 논의하였다.
22)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의 조화를 위한 제도 정비의 논의가 제1차, 제3차 해

커톤 의제로 다뤄졌으며 본 의제는 데이터 3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

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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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던 요인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관 아래 학계와 산업계, 시민

단체, 정부가 참여한 규제 개혁 해커톤 회의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

정 논의가 결정적이었다는 점을 발언하였다. 그는 이를 반영한 것이 개

정안 개인정보 보호법이며 이것이 합의 및 통과되어야 데이터 활용을 기

초적 법률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을 호소하였다. 이처럼 데이터 3법 개정

안의 입법내용에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본 위원회가 입법과정이라는 공식 채널에서 직접적 참여자로 

참여했다고 분석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이들의 정치적 흥정도 공식적

인 참여자들의 비해 부족하였다는 점에서 본 가설을 적용하기에는 제한

적으로 타당하다고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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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제 1 절 연구 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의 출발점은 연구 질문이 왜 그리고 어떻게 정립되었는지에 

대한 정책 분야 내 학술적 배경에 있다. 즉, 연구 질문인 ‘대한민국은 

IT 강국으로 평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관련 입법적 기반인 개인

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신용정보법은 왜 데이터 3법으로 

2020년에 입법 통과되었는가’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하는 것이 본 연구

의 시작이다. 이는 곧 본 연구가 위치하고 있는 선행 연구들의 학술적 

맥락과 직결된다.

 데이터 3법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주로 법률의 내용 자체

에 대하여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는 곧, 데이터 3법 개정 이후에도 지속

되는 법적인 쟁점 및 향후 개선과제 등에 관한 미래지향적인 법적 연구

들이 주를 이루었다. 급변하는 혁신적 데이터 경제의 환경과 더불어 신

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   정책적 대응이 공중의제(public agenda)로서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었다. 이에 데이터 3법의 개정은 그 법적   제도

적 기반이 마련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의제로 자리잡았고 그 논의는 현

재에도 유효하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적   정책적 중요성에 반해, 이에 

대한 정책적인 관점에서의 학술적 성과는 선행 연구에서 확인하기 어려

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 연구의 환경에서 데이터 3법의 입

법과정에 대한 정책적인 관점에서의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의하여 본 연구 질문을 채택 및 도출하였다. 본 연구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이러한 연구 질문에 대한 해답의 제시 및 검증을 위해서는 단일적으

로 ‘왜’에 대한 해답만을 도출할 수는 없었다. 연구 질문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3법을 둘러싸고 있는 정책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였

으며 데이터 3법의 입법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절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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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누가’ 입법과정에 참여했는지에 대한 실증적이며 동시에 다각

적   복합적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었다. 이를 위해 Allison 

모형을 이론적 분석틀로 기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나아가, 구체적 

연구 방법으로 본 모형에 최종원(1989)의 연구 방법론을 결합하여 2020

년 1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이터 3법의 입법과정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데이터 3법의 입법과정 분석을 위해 Allison 모형을 채택한 

이유는 본 모형이 갖는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이론적 우수성 때문이다. 

Allison 모형은 이를 구성하는 세 가지 모형 즉, 합리적 행위자 모형(제1

모형)과 조직 과정 모형(제2모형) 그리고 정부 정치 모형(제3모형) 각각

의 개념적 렌즈(Conceptual Lenses)를 통해 현상이 나타난 인과관계를 밝

혀내는데 모형별 독립적인 분석과 동시에 하나의 Allison 모형으로서 상

호 보완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하여 이론으로서 입체적인 정책결정과정을 

보여준다. 정책결정은 그 실존적 과정이 다양하며 복잡하다. 예를 들어, 

데이터 3법의 입법과정을 분석하는데 Kingdon(2011)의 정책흐름모형에 

따르면 문제 흐름과 정치 흐름 그리고 대안 흐름을 결정하는 정책 선도

자(policy entrepreneur)의 관점에서 열리는 정책의 창(policy window)가 

핵심적인 변수이겠지만 이 가운데 의원입법과정이라는 표준운영절차는 

그다지 고려되지 않는다. 하지만 분석에서도 확인하였듯이, 입법이 이루

어지는데 있어서 국회 내 절차는 법의 형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

다. Allison 모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인적 요소를 비롯한 국회 절차 

또한 분석 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다양한 관점에서의 분석 설명력을 제

공한다. 이를 통해 Allison 모형을 활용한 많은 선행 연구들이 그 시작이

었던 외교 정책부터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는 것까지 다양한 연구 주제

에 적용되었으며 이는 본 모형이 이론적으로 명료하되, 동시에 현상에 

대한 복합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Allison 모형에 대한 논리적 귀결로 도출되는 가설로서 핵

심을 이루는 ‘왜(제1모형)’, ‘어떻게(제2모형)’그리고 ‘누가(제3모

형)’에 대한 변수를 중심으로 데이터 3법의 입법과정에 대한 가설을 정

립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론의 논리적 귀결로서 가설에 대한 검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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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본 연구 방법은 최종원(1989)의 방법론을 차용한 것으로, 해당 연구

는 Allison 모형을 통해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 당시 반독점 및 공정

거래법의 입법과정에서 두 정권 시기 동안의 반독점 및 공정거래법의 계

류 및 입법통과가 이루어진 요인에 대한 규제와 정부결정의 관점에서 검

증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Allison 모형과 해당 연구의 방법론적 융합을 

통해 Allison 모형이 갖는 이론적 강점과 더불어 데이터 3법의 입법과정 

중 당시 쟁점에 대한 실증적이고 입체적인 분석 및 연구 결론에 대한 도

출이 가능하였다.

 연구의 분석 결과로서, 제1모형을 통한 첫 번째 가설(가설 1)23)은 짖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권이 교체되는 전후 시점이었던 2016년에서 

2017년도는 국내외적으로 세계경제포럼(WEF)의 ‘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논의와 인공지능 ‘알파고(AlphaGo)’와 

이세돌 기사의 바둑 대국 등으로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와 AI, 사물인터

넷 등 데이터 경제 기반 신산업에 대한 공중의제(public agenda)로서의 

논의가 진행되던 시점이었다. 더욱이 당시에는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이 

이루어지는 불안정한 정치적 환경이었기에 새로이 집권한 정부는 이렇듯 

사회적   정치적 요구가 뒤따르는 위기와 기회의 상황에서 정권 초기에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신산업 육성’이라는 국정과제를 수립   목표하

였다. 제1모형의 두 번째 가설(가설 2)24) 는 이러한 정부의 목표 달성의 

대안으로 데이터 3법을 선택하였다는 점에서 지지된다고 분석되었다. 이

는 데이터 3법이 대안적 수단으로서 입법과정을 거친 경로가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에 있다는 것에 요인이 존재한다. 정부입법은 정부가 제출

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와 정부 간 다수의 수정 및 검토 절차가 필수적으

로 요구되고 반복적으로 환류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

요된다. 이와 비교하여 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하는 의원입법은 국회 내

23) 데이터 신산업 관련하여 이전 정부의 입지가 현 정부로 이어지는 정치적

맥락을 고려하였을 때, 현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한 국내외적 위

협과 기회의 상황에서 이를 통한 신산업 성장을 목표하였다.
24) 정부는 신산업 육성의 목표 달성을 위한 합리적 대안 수단의 선택으로서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을 통한 데이터 3법의 개정 입법을 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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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입법과정만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부담이 

적다. 데이터 3법은 의원입법으로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었으나 그 최초의 

출처는 의원을 통한 정부안이었다. 이를 중심으로,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국정과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율성 중심의 합리적 판단 아래 데이터 3

법의 의원입법을 통한 통과를 대안으로 선택하였다는 분석이 가능하였다.

 제2모형을 통한 세 번째 가설(가설 3)25)은 지지된다고 분석되었다. 

제2모형에 따르면 데이터 3법의 입법통과는 국회 내 소관위원회 심사, 

법제위 심사, 본회의 심의 등 조직별 심사 및 심의에 관한 목표가 있으

며 이에 따른 표준운영절차(SOP)에 의해 이루어졌다. 입법이 이루어지게 

된 환경에는 데이터 경제에 법적   제도적 기반 정비 및 마련에 대한 산

업계와 학계 그리고 사회적 요구가 있었다. 이에 국회에서는 데이터 3법 

통과라는 여야의 합의 하에 문제 탐색이 이루어졌다. 곧 문제점이란 기

존 데이터 3법 내에는 관련 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

회, 금융위원회 등 조직 업무가 명확화되지 않았다는 점, 용어 정의의 

중첩 등 각 법률 간 상호 충돌 등이 중심이 되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이

를 해결하여 데이터 관련 조직 업무 명확화를 중심으로 표준운영절차인 

의원입법절차에 따라 심사와 심의, 가결이 이루어져 이를 통해 데이터 3

법의 개정이라는 국회 조직 산출물이 도출되었다.

 제3모형에 따르는 마지막 네 번째 가설(가설 4)26)에 대한 검증은 제

한적으로 지지된다고 분석되었다. 이는 입법과정의 참여자로서 국회의원 

및 장관 등 정부 측 인사, 대통령 그리고 4차산업혁명위원회로 구분되어 

이루어졌다. 국회의원과 정부 측 인사는 입법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

여 정치적 흥정을 거쳤지만 이들이 이를 통하여 완전한 정치적 흥정의 

결과물로서만 입법을 통과시켰다고 분석하기는 어려웠다. 입법과정에는 

25) 조직적 루틴의 행태적 지속성을 고려하였을 때, 데이터 3법의 입법과정은

당시 데이터 경제 기반 신산업 발전의 환경적 자극에 대응하여 절차에 따

라 이루어졌다.
26) 데이터 3법의 개정 입법은 데이터 신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적 목표의 대안

으로 채택되었지만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입법은 국회 내 정치적 행위자들

의 흥정과 협상으로 도출된 정치적 결과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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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통과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고 가결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참

여자로서 의원과 위원장 사이에서 정치적 과정으로서의 흥정은 관찰되었

다. 그러나 입법 통과는 정식 채널인 입법과정 이전 여야 합의라는 정치

적 전제 아래 위원장의 가결 제안을 통해 주로 이루어졌다. 이는 제3모

형이 제시하는 결정의 최종 시간에 대한 압박과 다수 사안에 대한 물리

적 제한 등을 통해 설명이 가능하지만 흥정 중 일방향적인 성격을 보였

으며 중요 변수인 흥정에 의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

되었다. 나아가, 데이터 3법의 입법통과는 오히려 쓰레기통 모형의 의사

결정 방식인‘진빼기 결정(Choice by Flight)’가 높은 설명력을 제공하

였다. 실제로 회의록에서는 장관 등 정부 측 인사가 우선적 의결이 시급

함을 주장함과 동시에 후속 조치를 통한 보완을 발언하기도 하였다. 데

이터 3법 개정안이 2020년 1월에 통과되었음에도 2021년 11월 현재까지 

데이터 3법 내 가명처리 및 정보주체에 대한 권리보호에 대한 논의, 시

행령에 대한 후속 조치 논의 등 관련 사안들은 지속되고 있기에 ‘진빼

기 결정’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 또한 정치적 흥정을 통해 입

법과정에 참여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대통령은 직접적인 입법과정의 

참여자는 아니지만 입법과정 중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공포를 거치기에 

이에 참여한다. 또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립과 이를 통한 데이터 3법

의 입법과정 내 정책적 반영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공식적 지위를 통한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하였을 때 참여자가 맞다. 하지만, 이는 일방향적 

영향력으로의 성격이 크며 입법과정이라는 공식 채널을 통해 직접적으로 

정치적 흥정에 참여했던 것은 아니기에 가설은 제한적으로 지지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또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간담회

와 해커톤 회의를 통해 도출한 데이터 3법 개정안의 논의를 입법과정에 

반영시켰지만 이들이 직접적으로 입법과정에 참여한 것은 아니기에 가설 

4는 제한적으로 지지되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본 연구가 갖는 궁극적인 의의는 연구 

질문의 배경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였듯이 주로 법적 분야와 관련 개선 쟁

점에서만 연구되었던 데이터 3법에 대해 정책적 연구를 실시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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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다. 그리고 이를 Allison 모형과 최종원(1989) 연구의 방법론적 융합

을 통해 선행 연구들에서 학술적 기여도가 증명되었던 Allison 모형의 이

론적 강점과 더불어 이론의 논리적 귀결로서 가설의 도출 그리고 이에 

대한 증명을 통해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 분석은 데이터 3법의 입법과

정 중 당시 쟁점에 대한 실증적이고 입체적인 분석을 수행하여 연구 결

론을 도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는 정책결정의 차원에서 데이터 

3법의 입법과정이 해석될 수 있음을 제시한 것에 본 연구의 정책학 분야 

내 시사점이 있을 것이다.

 

제 2 절 연구 한계

본 연구는 연구 질문에 도달하기 위하여 Allison 모형의 합리적 행위

자 모형, 조직 과정 모형 그리고 정부 정치 모형을 통해 다각적이며 모

형 간 상호 보완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세 가지 모

형에 따른 사례분석 중 어느 모형과 변수가 사례 검증에 있어서 더 높은 

설명력을 제공하는지 비교가 어렵다는 것에 연구적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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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ata 3 Act, the subject of this study, has an important status 

as an administrative, policy,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essential for 

revitalizing the data economy represented by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the Internet of Things (IoT), which are recently 

being discussed as important resources. On the other hand, policy 

discussions have been made that the exist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nd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could hinder the development of new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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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based industries and this should be improved. Accordingly, the 

three laws were integrated and reorganized into the 'Data 3 Act' and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on January 9, 2020.

 The starting point of this study is that compared to the policy 

importance of the Data 3 Act,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were mainly 

discussed from a future-oriented perspective on legal fields and related 

improvement issues.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review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Data 3 Act at the policy level, and from this 

background,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ere adopted and derived.

‘Even though Korea was evaluated as an IT powerhouse, why w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nd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which are the 

legislative bases related to data, passed in 2020?’

 In order to derive the answer to the research question, it was not 

possible to derive only the answer to 'why'. It wa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policy environment of the Data 3 Act, and it was 

necessary to conduct an empirical and complex analysis of the procedures 

of the Data 3 Act and who participated in the legislative process.

 As a research method, the Allison model was analyzed based on 

the theoretical analysis frame. Furthermore, the research methodology 

of Choi(1989) was combined with this model as a specific research 

method and applied to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Data 3 Act, which 

passed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n January 2020. 

The reason why the Allison model was adopted in this study to analyze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Data 3 Act is because of the analytical 

excellence of the policy-making process, which is the strength of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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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The Allison model identifies the causal relationship that has 

occurred through the Rational Actor Model (Model 1), the Organizational 

Process Model (Model 2), and the Governmental Politics Model (Model 

3), which enables complementary analysis of the policy-making process 

as one Allison model. The policy-making process is complicated to 

analyze in a single theory. The Allison model shows a different 

theoretical strength from other single theories in that it provides more 

diversified explanatory power through conceptual lenses from different 

perspectives. Through this, many preceding studies using the Allison 

model have been applied to various research topics ranging from foreign 

policy, which was the beginning, to analyzing the policy-making process.

 This study established and verified hypotheses about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Data 3 Act, focusing on the variables of 'Why (Model 

1), 'How (Model 2), and 'Who (Model 3)' that make up the core as a 

logical consequence of the Allison model. As a logical consequence of 

the theory, the methodology of this study, which verified the 

hypothesis, borrowed the methodology of Choi(1989). This study aimed 

to derive empirical and multi-dimensional analysis and research 

conclusions on issues at the time during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Data 3 Act, along with the theoretical strengths of the Allison model 

and the methodological fusion of the study.

 The results of this study according to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Hypothesis 1 (Considering the political context in which the 

previous government's position in relation to the new data industry 

leads to the current government, the current government aimed to 

grow new industries) and Hypothesis 2 (the government chose rational 

alternatives to achieve the goals of fostering new industries) were 

supported. This can be explained by the unstable political environment 

in which impeachment took place, along with discussions on arti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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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igence and social agenda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2016 

and 2017, and the "president" and "government" set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s national tasks. In addition,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Data 3 Act is explained as a reasonable alternative choice to achieve 

the goal as the Data 3 Act is legislated through legislation by the 

members of a National Assembly rather than by complicated 

government legislation.

 Second, Hypothesis 3 (Considering the behavioral persistence of 

organizational routines,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Data 3 Act was 

followed by procedures in response to environmental stimuli for the 

development of new industries based on the data economy at the time) 

was supported. This was explained through the passage of the Data 3 

Act as an output of the National Assembly organization by the SOP, 

including the review of the competent committee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review of the Legislation Committee, and the deliberation 

of the plenary session.

 Lastly, Hypothesis 4 according to the Model 3 (the revised 

legislation of the Data 3 Act was adopted as an alternative to the 

national goal for the development of new data industries, but legislation 

to materialize it is a political outcome derived from bargaining and 

negotiations by political actors in the National Assembly) was partially 

supported. It was divided into government personnel such as National 

Assembly members, Minister, who is a direct and indirect participant in 

the legislative process, the president,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mmittee. Officials from the government, including 

lawmakers and ministers, are participants in direct policy decisions, and 

their political bargaining was observed through discussions, reviews, and 

deliberations during the legislative process. However, the legislative 

passage is difficult to see only as a political outcome through comp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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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gaining, and in addition to bargaining, which is an important 

variable, decision-making due to imminent final deadline and physical 

restrictions on many issues, or "Choice by Flight" of the Garbage Can 

Model. The president participates in the legislative process through his 

or her official status by the president's announcements, but it is limited 

to analyze that the results of the Data 3 Act were derived as political 

bargaining due to its indirect and one-way. Lastl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ommittee applyed the discussion to the revision of the Data 

3 Act drawn through meetings and hackathon meetings in the legislative 

process, but the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the hypothesis was limited 

because they did not directly participate in the legislative process.

 This study attempted to suggest that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Data 3 Act can be interpreted in terms of policy decision-making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such research and the derivation of 

research results. In addition, it was intended to contribute to research 

in the fields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studies on the three 

data laws that were insufficient in previous studies.

Keywords : Data 3 Act, Allison Model, Legislative Process, Policy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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