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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 조셉 칸나타치*, ** 

 요약 

  사생활의 자유 특별보고관, 조셉 A. 칸나타치 교수는 

2019년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대한민국을 공식 방문하였다. 그는 

사생활 보호책의 개선을, 특히 정보기관 및 경찰에 의한 사찰과 

관련하여, 긍정적으로 주목하였다. 이에 기존 혹은 신규 정보당국의 

권력이 더욱 안착될 수 있도록 국내법을 개혁할 것을 권고했다. 

 

  

 

 * The summary of the report is being circulated in all official languages. The report itself, 

annexed to the summary, is circulated in the language of submission only. The appendix to 

the annex is reproduced as received, in the language of submission only. 
 **  The present report was submitted after the deadline in order to reflect the most recent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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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헌법 및 기타 법률상 사생활 보호 

 A. 정보업무 

1. 아마도 특별보고관(이하 ‘특보’)이1  목도한 가장 강렬한 사례는 바로 

2014년 4월 16일 대다수가 학교 학생인 304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된, 

세월호 재난 피해자의 가족들의 경우일 것이다. 이 사고는 법원에 의해 

당국과 선박 소유 회사의 과실이 낳은 결과라고 확인되었다. 선장은 

중과실[(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로 3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가족들이 애초 수사와 배·보상을 

요구하고자 자체적으로 모였을 때, 정부는 어떤 과정이든 중대하게 

방해하였고, 한국군 조직인 舊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는 피해자 

가족들을 사찰했다. 특보는 기무사의 이 사건과 다른 경우에서의 

월권행위로 인해 해당 군 조직이 근본적 개혁의 대상이 되어 개편되고 

국내 정보업무 권한이 박탈되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주목한다.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는 생존자 가족들에게 기무사가 근거없이 종북 세력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불법적으로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온라인 쇼핑 정보를 

포함)를 수집했음을 가리키고 있다. 기무사는 또한 가족들을 따라다니고 

그들을 염탐하기 위해 스스로를 피해자 가족으로 위장하였다. 특보는 한 

가족 구성원을 만났으며 그 나라의 최근 역사에서 최악의 참사의 

피해자들이 불법 사찰과 국가폭력으로부터, 역시, 고통스럽게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목도하고 충격을 받았다. 그토록 힘든 시기에 국가에 의해 

보호받고, 보상받고, 위로를 받았어야 할 분들이 그 대신 국가의 적으로 

인식되었다. 그 분들께 가해진 인권침해의 책임은 완전하게 규명돼야만 

하고, 밝혀진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 

Perhaps the most compelling case witnessed by the Special Rapporteur was that of 

the families of victims of the SEWOL ferry disaster on 16 April 2014, where 304 

persons died and 5 went missing, most of them school children. The accident was 

found by the courts to be the result of negligence by authorities and the company who 

owned the ferry. The captain was also sentenced to 36 years in prison for gross 

negligence. However, when families of the victims initially organized themselves to 

demand an investigation and fight for compensation, the Government severely 

obstructed any progress and the Defense Security Commands (a body of the Korean 

Armed Forces) carried out surveillance on the victims’ families. The Rapporteur 

positively notes that, due to the excesses of the Defense Security Command in this 

and other cases, that branch of the Armed Forces has been subjected to deep reform, 

rebranded and stripped of their competencies on domestic surveillance. The evidence 

presented so far seems to indicate that the Defense Security Command unfoundedly 

labelled the families of survivors as sympathizers of the DPRK Government, and 

illegally collected large amounts of personal data (including online shopping 

information). They also followed family members and disguised themselves as 

victims’ families in order to spy on them. The Rapporteur met with one of the family 

members and was appalled to see that the victims of the worst disasters in the 

country’s recent history were, again, painfully victimized through illegal surveillance 

and harassment by the State. Those who should have been consoled, protected and 

compensated by the State in such a difficult moment, were instead seen as its enemies. 

The responsibility of the violations inflicted on them must be fully clarified and those 

found responsible must be held accountable. 

 

 1 Unless otherwise explicitly indicated in the text, the word Rapporteur is, in this report, used 

interchangeably with the terms Special Rapporteur or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Privacy. 



E.  정부주도 사찰과 직접 연관은 없는, 건강정보를 포함한, 

사생활 문제와 법률 

군대 내 성소수자(LGBTI) 권리 

31. 특보는 LGBTI 개인들이 대한민국 국군에서 폭력, 차별 및 사생활의 

자유 침해에 노출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한국에서 동성관계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는 않지만 군형법 제92조의6은 남성간 성관계를 

금지한다. 결과적으로 군인들이, 종종 협박과 위협 속에서, 그들의 성적 

지향, 성 생활, 심지어 그들의 성관계 상대의 신상에 대하여 

심문받는다는 보고가 특보에게 전달되었고, 이는 그들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군은 또한 2017년 35명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다른 

남성 군인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 군인을 식별하기 위한 잘못된 용도로 

데이트 앱을 사용하였고, 그들 중 일부를 위협하여 그들의 성관계 

상대방을 식별하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제출토록 한 점이 확인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국방부는 군내 수사절차를 덜 [(사생활)] 

침범적이고 덜 위협적으로 만들기 위해 검토하였다고 밝혔다. 특보는 

LGBTI 개인들이 군에서 폭력과 학대의 공포없이 복무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일부 상관들이 때때로 국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닌 사적인 삶에 

대해 그들에게 굴욕적인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한다. 

대한민국에서 모든 남성에게 병역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특보는 사실상 모든 비이성애자 남성이 그러한 체제를 그들의 인생에서 

최소 21개월 동안이나 견뎌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충격을 받았다. 

만약 특정한 예외적 상황에서 국군 구성원의 사적 영역에 규제를 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이는 이성애와 동성 관계에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성적 지향에 근거한 모든 차별은 대한민국의 인권 의무에 반하기 

때문이다. 

The Special Rapporteur received reports that LGBTI persons are subjected to 

violence, discrimination and to violations of their right to privacy in the Armed Forces 

of the Republic of Korea. While same-sex relations do not constitute a criminal 

offence in the country, article 92-6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prohibits sex between 

men. As a result, it has been reported to the Rapporteur that members of the armed 

forces are questioned, sometimes under threats and intimidation, about their sexual 

orientation, sex life, and even the identity of their sex partners, which constitutes a 

violation of their right to privacy. The Armed Forces have also confirmed wrongly 

using dating apps to identify male military personnel who had had sexual intercourse 

with other male members of the Armed Forces during investigations in 2017 35 

individuals, and attempted to intimidate some of them to hand over their mobile 

phones in order to identify their sex partners.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tated 

that, following also the recommendation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he investigatory procedures within the Armed Forces have been 

reviewed in order to make them less intrusive and less intimidating. The Special 

Rapporteur is concerned that LGBTI individuals cannot serve in the Armed Forces 

without fear of violence and harassment, and that some of their superiors may 

occasionally subject them to degrading questionings on their intimate life, which 

should be of no concern of the State.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military service is 

compulsory for all men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pecial Rapporteur was appalled 

to learn that virtually every non-heterosexual man will have to endure such a regime 

of fear for a minimum of 21 months of their life. If there is a need to impose 

restrictions in the private sphere of members of the Armed Forces in certain 

exceptional circumstances, those should be applied equally to heterosexual and same-

sex relations, as all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is contrary to the 

human rights oblig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직장내 사생활의 자유 

38. 방문중 특보는 CCTV 및 휴대전화 앱 등 전자기기를 통한 노동자 

감시와 관련된 많은 우려를 관찰했다. CCTV 영상을 노동자 징계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여러 산업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During his visit, the Special Rapporteur observed a lot of concern regarding the 

monitoring of workers through electronic devices such as CCTV and mobile phone 

applications. The use of CCTV footage for disciplinary actions against workers is 

raising problems in various industries. 

39. 특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미 이런 관행에 대해 언급하고 

어떠한 영상정보 처리장치의 공개 장소 설치 및 운영을 매우 구체적 

상황 외에는 금지한 것을 기쁘게 주목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근로감독을 위해 CCTV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의 채택을 요구한 

바 있다. 

The Special Rapporteur is pleased to note that PIPA already makes reference to this 

practice and bans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any visual data processing device 

in open places except for very specific circumstance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has also asked for measures to be adopted that would ban the use of 

CCTV for labour monitoring. 

40. 이러한 권고들은 한국 정부에 의해 수용되었고, 이에 2019년 7월 

16일 발효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 금지를 도입했다. 

최근 개정법률은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는데 노동자를 영상장치를 통해 

감독하는 것을 포함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직장내 따돌림을 예방하고 

조치할 체제를 수립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These recommendations have been taken on board by the Korean government, which 

has now introduced a ban on workplace harassment in accordance with the revised 

Labour Standards Act, which took effect on July 16, 2019. The now amended 

legislation prohibits harassment at workplaces, which would also include the 

monitoring of workers through visual devices, and imposes obligations on employers 

to establish a system to prevent and respond to bullying in the workplace. 

 

 III.  결론 및 권고 

 A. 정보기관 감독, 안보 및 정보수집 

54. 상기 논의에 비추어, 특보는 따라서 다음 쟁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모두의 관심을 촉구하고, 긴급조치를 취하고 국회에 현재 

제출된 법률안에 대한 앞으로의 토론에서 나올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요청한다. 

In the light of the above, the Special Rapporteur therefore draws the attention 

of both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Assembly to 

the following issues and invite them to take urgent action and maximise the 

opportunity afforded by upcoming debates in the National Assembly about 

legislation currently in draft form. 



 B. 사생활 및 정보 보호 

64. … 특보는, 비록 헌법재판소가 해당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 

전이라도, 정부가 단지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관련 수사의 즉각적 

중단)만이 아니라 LGBTI 개인들이 폭력과 차별의 공포없이 복무할 수 

있도록 국군 구성원에게 성적 다양성과 사생활에 대해 훈련시키는 일에 

솔선하여 나설 것을 권고한다. 

… The Rapporteur recommends that, even before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s on the issue, the Government should take the initiative, not only to repeal 

article 92-6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and immediately halting all related 

investigations), but also training members of the Armed Forces on sexual 

diversity and privacy, so that LGBTI individuals can serve without fear of 

violence or discrimin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