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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성명에 대한 경실련 환영 논평 총 매

인권위 제도개선 촉구,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김성훈 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 발표를 환영한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잘못된 인식과 부처 간
대책마련에 우왕좌왕하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미 있는 의견 제시는 박수 받아 마땅하다
이젠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개선 촉구를 계기로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개인정보보호 정
책을 수립할 때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일 최근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가인원위원회는 실명제 기반의 개인정보 처리 관행
개선 주민등록번호의 관련 법제 재정비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기업의 강제적 동의 관행 개선
개인정보 수집 유통 관리의 구조적 개선 등을 촉구했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헌법적 가치인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잘못된 제도와 금융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을 촉구
한다
첫째 주민번호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라 주민번호는 출생 후 사망 시까지 평생 유지되는 고유한
식별번호로 원칙적으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위험성이 평생 유지
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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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금융지주회사법

신용정보보호법 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라 영업목적 채권추심

신용정보 공유를 이유로 수많은 업체들이 개인정보를 공유하도록 허용하여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을 훼손시키고 있다
셋째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
해서는 당사자 하나하나가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시킨다 따
라서 유출에 따른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넷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보장하라 현재 개인정보감독체계는 인
권위를 비롯하여 안행부 금융위 금감원 미창부 방통위 등에 산재돼 있다 이에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다섯째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마케팅 이용을 금지하라 회원가입 및 서비스이용을 위해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홍보나 판매 권유를 위해 동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는 원칙적
으로 금지해야 한다 또한 계열사 제휴사 간의 업무위탁과 포인트 공유를 이유로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이용 공유하는 행위도 최소화시켜야 한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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