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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A needs to be more transparent with the new passenger screening system and its

functioning to build the citizen trust. The system is needed to be not only effective but

supported by Congress and the general public. Until this occurs, skepticism will underlie any

discussion about its effectiveness in balancing the protection from terrorism with respect to

individual liberties. CAPPS II can be a viable system if it is developed appropriately. The

objectives of the study are to introduce the security program in the U.S. aviation security

policy and to discuss privacy problems when it applies. Korea also needs to study a

harmonious plan with the basis of global approach mind in the case of considering the

transferring of passenger information from other states for the purpose of security.

Key Word : CAPPS(Computer Assisted Passenger Profiling System), TSA(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TIA(Total terrorism Information Awareness), SEVIS(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DHS(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서 론서 론서 론서 론I.I.I.I.

테러 사태 이후 미 정부는 자국 영토를 출입하는 항공기 승객 및 승무원의 개인 정보를 미9/11 ,

행정부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다양한 법규들을 채택하였는데 특히 항공사는 미 세관 및 국경보,

안국 이 항공기 승객 기록 에 내장된 탑승객 정보에 접근할(CBP) Passenger Name Record(PNR : )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부과 착륙 금지 도착 지연 등의 불이익을 당할, , ,

수 있다고 명시 하고 있다[1].

테러에 맞선 대응은 민주 사회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에는 틀림없지만 이 과정에서 개인의 기

본권 및 자유 프라이버시 및 정보 보호 권리 포함 또한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상업적 용도로( ) .

수집되어 항공사 및 관련 예약 시스템에 저장된 개인 정보를 공공 기관이 접근하도록 허락하DB

는 행위는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경우일 뿐만 아니라 정보 보호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 이러.

한 승객 정보 이전을 요구하는 미국의 요청은 연간 최소 만명의 승객에 대해 데이터마이닝10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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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 국에 의한 감시 통제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Mining) 3 ·

다 그러나 테러와 최근의 런던 테러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사회적 경제적 파장이 엄청나고. 9/11 ,

그에 따른 후유증 또한 심각한 상황임을 간과할 수 없다 현대의 테러리즘은 무차별적이고 대량살.

상을 목표로 하여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고 그로인해 발생하는 사회적인 불안과 정부에 대한 시민

들의 불신을 갖게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즉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을 잃는 것만으로 끝나는. ,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후유증으로 결국 정부가 시민들로부터 질타와 외면을 받아 정권자체의 존

립에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차원을 넘어 국제.

사회 공통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서 세계가 함께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미국의 항공보안정책 분석미국의 항공보안정책 분석미국의 항공보안정책 분석미국의 항공보안정책 분석II.II.II.II.

과 보안정책 강화과 보안정책 강화과 보안정책 강화과 보안정책 강화1. 9/111. 9/111. 9/111. 9/11

테러 이후 미국의 보안정책 변화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방안을 살펴보면 미국 정부는 국토9/11 ,

보안 강화를 위해 활발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첫 번째로 애국법 을 제정하여 테러 방지 및 차단을 위해 적절한 도구 제공을(Patriot Act)

위한 미국의 단결 강화 법안 은 발생 주 만에 법제화되어 입법 구조에 많은 변화를(USAPA) 9/11 6

가져왔으며 미 법기관의 감청 및 수사권을 대폭 확대시켜 연방 감청법의 프라이버시 보호 규정을,

현저하게 약화시켰다 이 법은 년 테러가 터진 후 일 만에 테러 예방 차원에서 만들어. 2001 9/11 45

졌는데 올해 말로 년의 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총 개 조항의 애국법은 연방수사국 의5 . 215 (FBI)

권한을 대폭 확대했다 는 테러 용의자로 판단되면 영장 없이 가택수색 이동도청 계좌추적을. FBI , ,

할 수 있다 인터넷 메일 조회와 의료기록 조사도 가능하다 그러나 시민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e- .

논란도 많았다 도서관 조항 에 의해 는 도서관과 서점에서 누가 무슨 책을 대출 또는 구입했. ‘ ’ FBI

는지도 영장 없이 조사했다 전미도서관협회 는 지난달 미국 내 만 개 도서관의 에. (ALA) " 6 4000 40%

서 이용자가 조사받는 것을 우려해 대출을 포기한 사례가 있다 며 이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애국법이 논란을 빚자 콜로라도 등 개 주와 개 카운티 의회는 지난해 애국법 반대 결의. 7 378

안을 통과시켰으나 최근 런던 테러의 영향으로 이 법의 효력은 무기한 연장됐다.[2]

두 번째 미국 방문객 및 신원 표시 기술인 을 제안하였다 년 월 미국 정부, US VISIT [3]. 2003 10 ,

는 테러 및 범죄행위 예방을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비자를 자동으로 추적 검색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하여 년까지 미국의 주요 개 국경 및 입국심사 장소에서 가동할 계획, 2005 50

이라고 발표했다 단 이미 생체인식 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일부 국가는 대상에서 제외되도[4]. , ID

록 하였다 이 시스템의 개발이 완료될 경우 외국 주재 미국 영사관 관리들이 비자 신청자의 지문. ,

과 사진을 테러리스트 및 범죄자 와 차적으로 대조한 후 미국 국경 관리자들이 외국인 입국자DB 1 ,

의 지문과 비자 서류상의 지문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테러 및 범죄용의자의 입국을 차단하게 된다, .

또한 비자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여행기록과 비자 정보를 분석하고 경고 신,

호를 보내게 된다[5].

세 번째 유학생 및 교환 방문자,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SEVIS :

정보 시스템 가 있는데 이는 테러 이후 비이민자와 유학생의 감시 추적 관리를 위해 만들어) 9/11 , · ·

진 인터넷 기반 시스템으로 년 월 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민국 학교 미대사관이 하나, 2003 2 15 [6]. , ,

의 시스템으로 미국비자 획득부터 미국 입 출국 출결석 사항 등의 일련의 모든 행동을 감시할 수· ,

있도록 학교가 정부에게 학생의 개인신상 정보 학업 정보 입국 심사 허가 내역 전공과목 변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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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및 징계 정보 등과 같은 학생 정보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

네 번째 국토안보부 의 설치를 들 수 있다 미 정부는,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 DHS) .

새롭게 나타나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관리기술과 최신 기술의 이점을 살려,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설 조직으로 개 기관을 통합하여 약 억불 예산규모의 국토안보, 22 380

부를 정식으로 설립하여 더 많은 법적 강제력과 정보 공유권을 가졌지만 그것은 매우 제한된 수준

의 정보자료 공개 의무만을 가졌다[7].

다섯 번째 와, Total Terrorism Information Awareness(TIA) Computer Assisted Passenger

프로그램의 도입을 추진하였다Profiling System (CAPPS ) .Ⅱ Ⅱ

미국의 국민 및 항공기 이용 여행객들의 테러 및 범행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테러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이러한 국가안보 계획들은 불가피하게 프라이버시 보호와 충돌하

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그 대표적인 침해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와 이다 이러TIA CAPPS .Ⅱ

한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에 대한 미 정부의 대응으로는 설립 근거법에 제한적인 프라이버시DHS

조항을 포함하여 시민권리 담당관 과는 별도로 프라이버시 담당관(Civil Right Officer) (Privacy

을 두도록 규정하고 프라이버시 담당관은 프라이버시법 준수 여부 자체 규정에 대한 프라Officer) , ,

이버시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의회에 제출할 연간 보고서의 작성을 담당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

가 범국가적 시스템이나 카드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다 또한 국토안보부에 프라DHS ID .

이버시국 을 설치하여 약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어 연방기관의 개인정보 수(Privacy Office) 350

집 사용 제공 등과 관련된 프라이버시보호법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 .

와 프로그램의 도입배경 이행 그리고 프라이버시 관련 논의의 분석을 통해 향후TIA CAPPS ,Ⅱ

한국정부의 정보사용 노력에 표본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보안 프로그램과 프라이버시 문제점보안 프로그램과 프라이버시 문제점보안 프로그램과 프라이버시 문제점보안 프로그램과 프라이버시 문제점2.2.2.2.

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Total Terrorism Information Awareness(TIA)Total Terrorism Information Awareness(TIA)Total Terrorism Information Awareness(TIA)Total Terrorism Information Awareness(TIA)

프로젝트는 의TIA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DARPA) Information

임무 중 하나로 정부가 수집 축적한 시민의 개인 기록들을 분석하여 모든Awareness Office(IAO) , ·

사람들의 정보서명 을 획득하고 이를 통해 잠재적 테러리스트와 범죄자를(Information Signature) ,

추적할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수집된 에는 국민의 금융기록 의료 기록 통화 기록 그DB , ,

리고 여행 항공기 승객 등 기록 등이 포함되고 있다 프로젝트의 핵심 성공요인 및 프라이( ) [8]. TIA

버시 침해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초대형 정보 를 들 수 있는데 프로젝트는 분석의 정확성DB TIA

을 위해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 수집이 불가피하고 수집된 개인정보는 중앙 집중화된 거대한 에, DB

보관하게 되어 이러한 정보가 유출 오용될 경우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야기할 수 있게 된다, · .

그렇기 때문에 거대한 양의 정보에서 패턴이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분석툴 및(Discovery Tool)

데이터마이닝의 개발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변경될 수 있는 개인의 행동을 몇 가지.

변수를 이용하여 성향별로 분류하는 것은 완전할 수 없으므로 테러리스트 및 강력 범죄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잘못 판명된 많은 시민들이 정부로부터의 불필요한 감시 감독을 받게 될 소지가 많·

은 단점이 있다 따라서 개개인의 인식과 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생체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

는 이미 얼굴 인식이나 걸음걸이 등과 같은 기술들을 통하여 멀리에서 사람을 인식할 수DARPA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에 예산을 조성하고 생체 기술을 이용하여'Human ID at a Distance'

개개인을 식별하고자하므로 다양한 생체정보의 수집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서도 프라이버시 침해,

가 야기되고 있지만 현재 와 체결중인 미국의 개 주는 년 월 일까지 표준ICAO 188 2010 4 1 IC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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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발부받아야 된다 현재 개주가 그렇게 하는 반면에 개MRPs(Machine Readable Passports) . 110 40

주 이상이 년 말까지 나 생체인식 여권으로 교체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2006 e-passport [9].

프로젝트에 대한 주요 반대로 시행 보류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우선 미 상원은 연방 데이TIA '

터베이스로부터의 시민 보호법 안 을 제안 하여 행정부가 프로그램의 범위와 예산에( )' ('03. 7) TIA

대한 상세 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그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지급을 중단토록 하였고 정부기관의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고 단순추정 에 근거한 정보 탐색을, (Hypothetical Scenarios)

금하게 하였다 그리고 상하원 양원 협의회는 프로그램과 이의 이행을 위해 만들어졌던 정보. TIA ,

인지사무국 의 철수를 년 최종 국방비 지출안(Information Awareness Office: IAO) 2004 (Final

에 포함 시켰었다defense spending bill for 2004) ('03. 9) .

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CAPPSCAPPSCAPPSCAPPS

의 도입은 폭발물 감지를 위해 모든 여행객의 가방을 검사 하기보다는CAPPS I (Full screening) ,

선별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년 노스웨스트 항공이 개발했고 미국은 년부터 시행하였다1996 1998

의 주된 골자는 승객이 항공사에 제공하는 정보 결제정보 등 에 기초하여 경험적 데[10]. CAPPS I ( )

이터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여행객들에게 위험점수 를 부여하여 모든 승객을 분류하고자 만들어' '

진 시스템으로서 위험 수준에 따라 초록 노랑 빨강으로 분류되며 빨강으로 분류된 승객의 경우, , ,

에는 심각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법집행 기관의 조치가 필요 탑승거부 등 함을 의( )

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테러 이후 미 국회가 제안하여 추진된 는 국토안보부[11-12]. 9/11 CAPPS II

가 항공사로 하여금 에 승객사진이 포함된 신원확인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고 동 승객정CAPPSⅠ

보를 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는 먼저 승객정보 최대 년 보유 를 정부의 요주의TSA [13]. TSA ( 50 )

인물 명단 과 대조하고 차로 민간의 금융 의료 신용 상거래 등도 점검(Terrorism watch lists) , 2 · · · DB

하여 테러리스트뿐만 아니라 공항안전과는 무관한 경찰 수배자 및 범죄자들의 검거를 의도하고, ,

있다.

TicketTicketTicketTicket
AgencyAgencyAgencyAgency

Security Security Security Security 
AuthorityAuthorityAuthorityAuthority

승승승승

객객객객

예약예약예약예약

무선검색시스템무선검색시스템무선검색시스템무선검색시스템
수하물검색수하물검색수하물검색수하물검색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탑승탑승탑승탑승
및및및및

탑재탑재탑재탑재

항항항항
공공공공
사사사사

승객승객승객승객////예약정보예약정보예약정보예약정보

공항공항공항공항
CheckCheckCheckCheck----InInInIn

DeskDeskDeskDesk

TICKETTICKETTICKETTICKET

승객정보승객정보승객정보승객정보

항공정보항공정보항공정보항공정보
D/BD/BD/BD/B

승객승객승객승객
D/BD/BD/BD/B

칼라코드부여칼라코드부여칼라코드부여칼라코드부여조회조회조회조회

스마트카드여권스마트카드여권스마트카드여권스마트카드여권

그림 승객 사전 검색 시스템의 적용 모식도그림 승객 사전 검색 시스템의 적용 모식도그림 승객 사전 검색 시스템의 적용 모식도그림 승객 사전 검색 시스템의 적용 모식도< 1> [14]< 1> [14]< 1> [14]<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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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을 보면 승객이 처음 항공 티켓을 예약하기 위해 여행사 또는 공항의 발권소로 접촉을< 1>

하게 된다 그러면 여행사나 각 공항의 발권소에서 항공사로 승객의 예약정보를 확인하게 되고 항.

공사는 신원조회 요청을 받은 고객에 대한 칼라코드 를 부여하게 되고 그 칼라코드 를 부여받은‘ ’ ‘ ’

승객은 공항에서 을 하게 된다 여기서 칼라코드는 각각 레드 옐로우 그린 등의 방식Check in . ‘ ’, ‘ ’, ‘ ’

으로 구분되어지는데 가령 항공기의 이용수가 빈번하고 사회적으로 안전하다고 분류된 사람들에,

게는 그린코드 그 수준이 보통인 사람들에게는 옐로우코드 사회적으로 위험인물에 속할 경우는‘ ’, ‘ ’,

레드코드 를 부여하게 된다 이때 승객과 수하물은 부여받은 칼라코드 에 따라 단계별로 무선검색‘ ’ . ‘ ’

시스템과 수하물검색시스템을 거치게 되는데 칼라코드별로 보안검색의 단축 또는 증가될 수 있게

된다 그 후에 고객은 탑승수속을 완료하게 된다. [14].

에 대한 주요 반대 이유를 살펴보면 프라이버시 옹호자들은 이 시스템이 불법적으로CAPPS II

사생활을 침해할 뿐 아니라 착오 시 무고한 승객에게 누명을 씌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DB .

또한 필요이상으로 많은 개인정보가 필요 이상의 기간동안 최대 년의 보유기간 정부에 의해 보, ( 50 )

관되는 것은 지나치며 미래에는 시스템이 정부 건물들과 공공장소 그리고 배 기차 버, CAPPS II , ,

스와 같은 모든 운송수단에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배치될 수 있을 것이라 우려를 하고 있다 이.

에 대한 국토안전부의 대응으로는 다양한 이익집단 및 프라이버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프,

라이버시 책임자를 고용하여 계획을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비행 중의, CAPPS Ⅱ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고 개인정보 수집의 제한을 두어 은행기록 신용('03. 7) ,

기록 의료기록 등은 미사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을 단축하여 대부분, .

의 승객정보는 여행이 끝난 즉시 삭제되도록 하였다 다만 몇몇 높은 위험 을 보유한 승객들[15]. , ' '

의 정보 보유 기간은 여전히 고려 중에 있다 그리고 상업적 정보제공자에 의한 정보[16]. CAPPS

의 사용 금지를 들 수 있는데 가 부정확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될 경우 승객들CAPPS II

이 문의할 수 있도록 를 설치하였고 이들은 승객들의 잘못된 정보의 근Passenger Advocate Office

원이 어디인지를 알아내고 이를 수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테러리스트와.

동명이인인 경우 잘못 판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었으나 수정안에서는 신원확인을 추가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제거하였다 그러나 는 여, . CAPPS II

전히 정보주체의 정보 열람 및 수정과 관련한 사법적인 강제 권한 개인 정보 유출의 기록의무, , ,

보관 가능한 정보범위의 제한 등을 포함한 다양한 프라이버시 보호 규정으로부터 예외적용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미 의회의 반응을 살펴보면 상하원 양원 협의회는 년 예산에[17]. 2004 DHS

가 시스템의 효율성을 국회에 보증할 때까지GAO(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CAPPS II ,

교통안전국이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을 금한다 라는 내용을 포함시켰었다 하CAPPS II .’ ('03. 9).

지만 최근의 근황을 보면 의회의 국정조사 결과 새로 도입된 항공기 승객검색 시스템 담당 공무,

원들이 연방 사생활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지 불과 몇 주 만에 국토안보부,

가 이 프로그램에 대한 감시감독을 완화하고 승객들의(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상업적 데이터베이스를 테러리스트 검색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압력을 의회에 가하고 있다.

내년에 국토보안에 대한 연방자금지원안을 수정하며 논란을 빚고 있는 보안비행프로그램으로 비

행기 탑승객 중 테러리스트를 가려내기 위해 현재 승객의 신원 및 개인 배경 등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외에도 국토보안부의 장관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 효율적이며.

사생활 침해위험이 전혀 없다는 점을 확인한 이후 국토보안부가 입안한 수정안은 보안 비행 프로

그램을 국내 공항에도 확대 적용하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의회의 국정조사 담당기구인 정부.

회계감사원 은 월 보안비행이 요건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The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3

열 개의 테스트 중 지금까지 개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현재 항공사 기반의 승객검색프9 .

로그램을 중앙 집중화하려 했던 오랜 의회의 노력은 통일되고 확대된 테러리스트 감시 대상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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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교하여 승객정보를 확인하는 데에만 그치도록 제한될 것이다 교통안전국은 내달 두 개의 항.

공사를 이용하여 항공보안 운영시험을 계획하고 있으며 년 일반승객 전체 검색으로 확대할 계2006

획이다[18].

프라이버시 문제점 해법프라이버시 문제점 해법프라이버시 문제점 해법프라이버시 문제점 해법

는 전 세계 공항의 안전을 강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를CAPPS II . CAPPS II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미 교통안전국은 국제간의 협력을 모색하는 한편 대내외적으로 국가차

원의 대중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미 교통안전국은 에 대해서 국민과 입법부가 걱정하는 요지를 어떻게 감소시켜 사용가CAPPS II

능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고 어떻게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어떤 정보를

분류하여 선택하게 되는지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들의 정책에 대해 반대 또는 지원하는.

조직들 간에 규칙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 정부 민간단체 그리고 비정부 조직 전문가와 변호사. , , IT

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 그들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형성해야 한다 이 위원회의 책임은 시민들.

에게 효과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과정을 발전시키고 설계하는 것인데 이런 상호협력적인 노력

은 지금의 반대 세력을 감소시킬 것이다 시민들의 반감을 줄일 수 있는 보다 다양한 방법은.

의 디자인 개발에서부터 대중을 활발히 끌어들이는데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시스템CAPPS II .

의 활성화에 대해서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하지만 프라이버시와 자유에 대.

한 관심과 국가안전보장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숙제이다 테러리스트로부터의 위협.

을 억제하기 위해 시민들의 정보를 공급하는 것은 국가 정책에 있어서 중대한 결정이다. CAPPS

를 사용하여 일반 시민들의 어떠한 정보가 공개되어 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미 교통안전국II DB

은 밝힐 필요가 있다 법규를 준수하는 어떠한 승객도 테러리스트 공격으로 자신이 희생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 교통안전국은 테러를 막기 위해서 승객들과 몇몇의 자유를 타협하.

여 의 정책을 흔쾌히 수락하게끔 할 수 있다 그러한 정책이 적합하게 개발된다면CAPPS II . ,

는 생존력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다 미 교통안전국은 시민들의 믿음을 구축하고 의회CAPPS II .

와 일반 대중에게 지지받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과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보다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개개인의 자유를 위한 존중과 테러리즘으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상호 균.

형을 맞추기 위한 의 유효성에 대한 기초가 확립될 것이다CAPPS II [19].

결론결론결론결론III.III.III.III.

국민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미국 정부의 국가보안 노력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했

던 시도들이 여러 프라이버시 관련 단체 및 집단의 반대에 의해 보류되거나 무산되었고 한국 정부

도 행정 편의성 등의 이유로 꾸준히 개인정보의 수집 축적 및 이용을 증가시키고 있으나 최근 보· ,

호와 이용의 가치가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사용에 앞서 프라이버시.

와 관련하여 야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이에 대한 명확한 대안 제시 없이는 개인

정보를 사용하고자 하는 노력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현재 국가간 항공기 승객 정보 이전을 요청하는 국가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많은 나라들이 승객

정보사용에 대한 글로벌적 접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제 국에 대한 공정성 문제 및 다양한3

환경을 고려한 기준을 만들고 난 후의 글로벌적 접근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또한 보안을 목적으로 다른 국가로부터의 항공기 승객 정보의 이전을 고려할 경우 이러한 글로벌,

적 접근을 염두에 두고 조화로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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