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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수사기관이 제3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임의수사

로서 이용할 수 있는지와 그 범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제199조 제2항에서 임의수사로서 사실조회행위

를 규정하고 있다. 만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제3기관에 대

한 수사기관의 모든 사실조회행위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로 보는 경우에는 위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은 형해화되

는 결론에 이른다. 만일 제3기관에 대한 사실조회행위가 위 규정에 근

거하여 제한없이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 외의 제3기관에 의하여도 수집, 보유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

보주체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로 이어진다. 

   따라서 위 규정에 근거한 수사기관의 사실조회행위가 가능한 범위

를 적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제2장에서 위 형사소송법 규정과 개

별 법령의 개인정보 제공 근거규정을 살펴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사기관에 요양급여내역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례를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 개인정보가지결정권의 헌법적 근거를 개인정보자기결정

권은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있다고 고찰하면서 개인

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과 효력, 제한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개인

정보자기결정권 역시 일반적 법률유보 등 기본권 제한의 기본이론에 

따라 수사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은 

제한할 수 없고,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따라야 한다. 

   제4장에서는 위 제한의 한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개



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를 위와 같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로 

보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가능성에 관하여 발전하여 온 ‘인격

영역이론’에서 착안하였다. 이에 따라 제3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5

단계로 분류하여, 사회적 영역과 공개적 영역에서의 개인정보는 수사

기관의 사실조회행위로 수사가 가능하고, 그 외 사적 영역, 비밀 영역, 

내밀 영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필요성 심사를 거

친 영장을 통하여만 수사, 즉 제한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이 연구로 제

시하였다. 

주요어 : 사실조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3항, 제3기관에 대한 수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 영장주의

학  번 : 2017-28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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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개인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와 비등한 

수준의 사회적 관계를 맺고, 거래를 체결하고, 사적인 관계를 형성한

다. 온라인에서의 관계는 오프라인에서 맺은 관계나 거래와 동일한 수

준의 점성(효력)을 갖고, 스마트폰, 인터넷 등이 생활에 밀접하게 접촉

되면서, 비대면 거래, 비대면 관계의 편리함, 효율성, 나아가 안온함으

로 개인들은 의식적으로 오프라인에서의 관계를 회피하고 온라인을 통

한 관계맺기를 선택하기도 한다.

   온라인에서 형성되는 관계에서는, 일방의 개인정보가 관계를 맺는 

상대방 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사이트 운영업체에도 노출되고, 수집된

다. 관계맺기의 중개 역할을 포털사이트 등의 인터넷 사이트가 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공적 영역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고도화에 힘입어 개인정보의 

데이터화가 가능해졌다. 또한 데이터화된 정보는 보관이 과거에 비해 

용이해졌으며, 보관이 용이해짐에 따라 방대한 정보가 보존되는 기간

도 무기한에 가깝다.

   이와 같이 개인의 정보는 영상저장장치 등 각종 기기의 발달에 힘

입어 정보 주체가 생각하지도 못한 때와 장소에서 수집되며, 관리되기

도 한다. 

   현행법은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살아 있는 개

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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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면서 이에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

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이상 동법 제2조 제1호)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

보로서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

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로 정의하면서 이에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고 규정(이상 

동법 제2조 제1항 제6호)하고 있다.

   위 각 법률규정의 해석론은 분분1)하여 개인정보 개념의 외연은 일

도양단적으로 정의될 수 없다. 그러나 침해여부가 문제되는 개개의 사

례에서 개인정보의 범위에 포섭되는지 여부는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한편, ‘개인의 정보’ 자체가 수사기관의 수사(搜査)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 범죄를 범한 범죄인에게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수

사는 당해 범죄인, 그 개인의 정보를 떠나서 논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2항이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자기부죄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것처럼, 

정보주체가 개인의 정보를 수사기관에게 진술, 제출하는 것은 흔쾌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정보주체가 자신에 관한 정보의 생성과 유통, 소멸 등에 주도

적으로 관여2)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되는, 정보주체의 자기정보에 대

한 결정권,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관련된 문제이다. 

1) 특히 결합가능성, 식별가능성의 해석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의, 범위

2)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적 기초와 과제｣, 저스티스 통권 144호, 한국법학

원 20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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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독

립된 기본권으로 보면서, 최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제3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수사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3)한 

바 있다.

제2절 연구의 필요성 및 범위 제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헌법적 기본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에 의하여 국가작용인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효력이 미친다. 또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에 의하여 제한이 가능하다는 기본

권 제한의 일반원리도 적용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에 의하여만 보유되지 않고, 정보주체

가 아닌 제3자에게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보관, 잔존된다. 

   이러한 경우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의 규정을 위 기본권 제한이 가능한 ‘법률규정’의 일반적인 규정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하여 명확한 학계의 연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형사소송법 규정과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영장 없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통신자료를 수사기

관에 제공한 실례에 대한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례와 학계의 찬반연구

가 활발히 있어왔고, 위 규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 검사 또는 수

3) 헌법재판소 2018. 8. 30. 결정 2014헌마368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제공요청 및 

제공행위 등 위헌확인(위헌, 각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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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

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이용자의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

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이와 같이 통신자료를 제외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이 위 형사소송

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명

확한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은 국민건강보

험공단의 건강보험요양급여 자료 제공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

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수사의 구체적인 진행 단계를 심사하도록 한 후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제공행위를 문제삼았다. 그

러나 개인정보를 보유한 제3자(이하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의 ‘공

무소 기타 공사단체’를 예정하여 ‘제3기관’이라고 한다)는 수사의 구제

적인 진행 단계를 알기 어렵고, 이를 지득한 상태에서 제공여부를 판

단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바람직한지는 수사의 밀행성에 비추어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문제의식을 극단적으로 확장한다면 위 

형사소송법 규정,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위 전기통신사업법 규정,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은 사문화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을 살펴본 후, 수

사기관의 수사로 제한가능한 개인정보자기결졍권의 범위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자리매김한 개인정보자기결정

권의 헌법적 근거와 그 보호범위를 살펴본 다음, 위 개인정보자기결정

권의 헌법적 근거를 토대로, 위 수사기관의 수사로 제한가능한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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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기결정권의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의하여, 제3기관이 보유한 개인정

보 이용가능성, 즉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가능성에 집

중한다. 특히 위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개념을 중심으로 연

구되는, 법률상 개인정보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연구는 제외한다.

제2장 제3기관의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제1절 관련 법령

1. 일반규정

  가. 형사소송법 상 수사기관의 사실조회권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수사의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어지는 제

199조 제2항에서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여, 강제처분에 의하지 아

니하는 임의수사로서 수사기관이 범죄수사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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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관은 이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에 근거하여 사실조회의 

일반적인 권한이 있고, 이 규정상으로는 조회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 

자체에 제한이 없다.

   이 조항에 따라 조회를 받은 상대방에게는 보고의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견해4)도 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는 사실조회에 응하여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5). 왜냐하면 위 조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사실조회는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하는 임의수사이기 때문이다.

   위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은 수사기관이 제3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경우의 일반적인 근거조항이다.

  나.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경찰의 사실조회권한

   경찰의 사실조회행위와 관련하여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가 ‘사

실의 확인 등’으로서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 단체 등에 직

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위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과 함께 경찰이 제3기관

에 대해 일정 사항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기능

한다.

4)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제2판, 박영사, 2010. 229면

5)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위 견해에 따르더라도, 의무의 이행을 강제할 방법

이 없고 영장에 의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위 조항에 따른 사실

조회는 임의수사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 이재상, 전게서, 2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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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통신사업법 상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자료제공

   사실조회의 상대방, 즉 제3기관이 수사기관 등의 제공요청에 응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령도 있다. 대표적으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검사 

등의 요청에 의해 수사 상 필요한 퉁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전

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규정이다.

   위 조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이 재판, 수

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하여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 가입일 또는 해지일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통신자

료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군 수사기관 및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도 위 통신자료제공 요청

을 할 수 있는 수사관서로 규정하였고, 수사관서 뿐만 아니라 법원, 정

보수사기관도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제공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범죄의 수사와 공

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8조 제1항 제7호). 이 조항 

역시 수사기관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제3기관에 필

요사항의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 제3기관에서 해당 개인정보를 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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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위 조항의 ‘제3자’에 해당)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규정에 해당한다.

   아울러 위 조항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제공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은 개인정보 중 통신

자료의 경우에는 ‘수사나 재판 상의 필요 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정하였다고 해석함이 상

당하다6). 개인정보보호법은 ‘살아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

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개인정보로 정의(동법 제2조 

제1호)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위 ‘2.’항 전기통신사업법이 전기통신사

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통신자료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할 것이다. 그

러나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

해할 우려’를 자료 제공의 예외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제2절 요양급여내역 제공에 대한 헌법재판소 2014헌마368 결정

1. 사안의 개요7)

  가. 경찰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행위

  

6)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

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헌법재판소 2018. 8. 30 자 2014헌마368 결정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

청 및 제공 행위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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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건은, 서울용산경찰서장이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수석부

위원장이 철도노조 조합원 8,639명과 공모하여, 국토교통부의 '철도산

업 발전방안'에 반대하거나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2013. 12. 9.부터 

2013. 12. 31.까지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위력으로써 한국

철도공사의 여객ㆍ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 사건의 수

사과정 중에, 제3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에 피의자들의 개인

정보인 요양급여내역을 제공한 사안이다.

   위 사건에서 서울용산경찰서장은 업무방해 사건의 피의자들을 검거

하고자 한다는 사유를 밝히고, 2013. 12. 18. 위 수석부위원장의 

2010. 12. 18.부터 2013. 12. 18.까지의 상병명, 요양기관명, 요양기

관주소, 전화번호의 제공을, 2013. 12. 20. 위 위원장의 2012. 1. 1.부

터 2013. 12. 20.까지의 병원 내방 기록의 제공을 각 요청하였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찰에 대한 요양급여내역 정보제공행위

   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 12. 20. 위 위원장의 

2012. 1. 1.부터 2013. 12. 20.까지의 급여일자, 요양기관명 등을 포

함한 총 44회의 요양급여내역 및 위 수석부위원장의 2010. 12. 1.부

터 2013. 12. 19.까지의 급여일자, 요양기관명, 전화번호를 포함한 총 

38회의 요양급여내역을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제공하였다.

  다. 사실조회행위 및 정보제공행위의 근거 법령

   위 사안에서 서울용산경찰서장은 수사기관의 사실조회 권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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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법령인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사실조회조항’이라고 한다, 위 결정 설시에 따름)

을 근거로 요양급여내역을 요청하였다.

   이에 응한 제3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7호(이하 ‘이 사건 정보제공조항’이라고 한다, 상동)를 근거로 위 사

실조회 요청에 응하여 요양급여내역을 제공하였다.

  라. 심판 대상

   이 사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는 정보주체의 개

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직접적인 공권력 행사인 국민건강요양보

험공단의 요양급여제공행위의 위헌여부를 심사하였다.

   위 사실조회행위와 그 근거인 이 사건 사실조회조항, 정보제공조항

은 위헌여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먼저, 위 사실조회조항은 수사

기관에 사실조회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고, 다음으로 이 사건 

정보제공조항은 개인정보의 수사기관 제공 여부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사기관의 사

실조회에 응하거나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한 서울용산경찰서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에 어떠한 상하관계도 

없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용산경찰서장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을 

거절한다고 하여 어떠한 형태의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는 것도 아니므

로, 위 사실조회행위 역시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들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킨다고 볼 수 없다.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제공’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 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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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서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발적인 협조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

로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것이므로, 위 정보제

공행위를 기준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여부를 검토한 것이다.

2.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가. 민감정보로서의 요양급여내역 및 심사 기준

   헌법재판소는 먼저 이 사건 제공된 정보가 민감정보에 해당하는지

와 수사기관이 민감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이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

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

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

서, 예외적으로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및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제2호)에만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른 것이다.

   먼저, 경찰관이 범죄 수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제8조,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

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9조8)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8) 검찰에 관하여는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가 수사, 공소의 제기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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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하였다.

   그 다음, 요양급여정보는 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민감정보’9)에 해

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진찰ㆍ검사,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등의 요양급여와 관련된 정보로서, 요양

급여개시일, 요양기관명, 상병명, 입내원일수,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등을 포함하고, 상병명은 그 자체로 개인의 정신이나 신체에 관한 단

점을 나타내기 때문에 인격의 내적 핵심에 근접하는 민감한 정보에 해

당하며, 그 외에 누가, 언제, 어디에서 진료를 받았는지에 대한 사실 

역시 사생활의 비밀일 뿐 아니라, 요양기관명만으로도 질병의 종류를 

예측할 수 있고, 요양급여횟수, 입내원일수,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등의 정보를 통합하면 구체적인 신체적ㆍ정신적 결함이나 진료의 내용

까지도 유추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정보제공

행위에 의하여 제공된 철도노조 위원장의 급여일자, 요양기관명을 포

함한 총 44회의 요양급여내역 및 수석부위원장의 급여일자, 요양기관

명을 포함한 총 38회의 요양급여내역이 민감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았

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

권을 침해하는지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하였는데,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모두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하였다.

9) 행정자치부(現 행정안전부) 발간의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2016. 12.)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의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란 

‘개인의 과거 및 현재의 병력, 신체적･정신적 장애(장애등급 유무 등), 성적 취

향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하고 혈액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설하고 있

다. 1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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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에 대해, 서울용산경찰서장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인 정보주체들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검거하고, 이를 통해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수행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

이 정당하고, 위 목적달성을 위해 정보주체가 언제 어떤 요양기관을 

방문하였는지에 관한 정보제공은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하였다. 

   침해의 최소성에 대한 판단에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나뉘었는

데, 모든 의견은 일단 침해의 최소성을 판단하면서 ① 위 개인정보보

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

라 ‘범죄의 수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② 동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나. 다수의견 : 위헌

  

   다수의견은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는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고, 정

보주체의 소재가 이미 파악되었거나 다른 수단으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반면 민감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에 대한 정보주체의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되어 법익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여, 과잉금지원칙 위배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이

라고 판단하였다.

   다수의견은 ‘민감정보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설시한 다음, 먼저, 이 사건 정보제공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시

행령 제8조 등에서 도출되는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불가피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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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로는, 서울용산경찰

서장이 이 사건 사실조회를 하기 이전에 정보주체 중 위원장의 발신기

지국 위치추적자료를 제공받고, 정보망을 통해 현재지를 확인하였고, 

나머지 수석부위원장의 경우에도 담당 경찰관이 위 위원장과 같은 장

소를 현재지로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점을 고

려하면 요양급여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불가피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위 정보제공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것'이

라는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10).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위치추적자료 등 통신사실실확인자료 요청 등 직접적으로 정보주체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수사방법이 존재하고, 특히 2~3년 상당의 요

양급여정보는 소재파악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아 수사상 이익이 미약

함에 반해, 요양급여정보는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로서 개인의 인격 및 

사생활의 핵심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정보제공행위로 인한 청구

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는 매우 중대하다고 본 것이

다.

   

다. 소수의견 : 합헌

   이에 반해 소수의견은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는 침해의 최소성에 위

10) 한편 별개의견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 ‘민감정보’에 관한 규정은 동법 

제18조 제2항의 특별규정에 해당하므로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요건 즉 경

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제8조의 범죄 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

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만을 판단하면 된다고 본 다음, 다수의견의 이 부분 

판단과 결론을 같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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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되지 않고, 위 공익이 정보주체의 사익의 제한보다 훨씬 크고 중요

하여, 법익 균형성도 갖추어, 과잉금지원칙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였

다.

   합헌 의견(2인)은 먼저,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당시 부위원장의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는 휴대폰의 전원이 꺼져있어 확보하지 못하였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위원장 명의의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가 위원장이 실제 사용하는 그

것이라고 단정할 없고, 언제든지 전원을 끄고 이동할 수 있어 다른 정

보를 수집할 필요성이 있는데, 요양급여정보제공이 최후의 보충적인 

수사방법이라는 법적근거도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별건에서 ‘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기지국 수사에 관한 통신비밀보호법 

상 관련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11)한 이상 기지국 

수사를 들어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의 불가피성을 판단할 수 없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실조회 요청을 받은 '상병명, 요양기관명, 병원 

내방 기록' 중 검거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는 '급여일

자와 요양기관명'만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

단하였다. 이 사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한 급여일자와 요양기관명

은 정보주체의 건강에 관한 정보이기는 하나, 건강 상태에 관한 막연

한 추측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추상적인 정보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로 

11)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2헌마191등 결정, 같은 날 선고 2012헌마

538등 결정,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사의 필요성만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제대로 

된 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등 대상 범죄를 한정하거나 보충성요건을 추가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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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정신이나 신체에 관한 단점을 나타내는 상병명이나 구체적인 

진료내역과 같은 정도로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수행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한 점

을 고려하였다.

제3절 분석과 평가

1. 유사사안에서의 법원의 태도 

  가. 사안의 개요 :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자료제공 사안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사안에 대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항소심과 그렇지 않다는 내용의 1심과 대법원의 결

정이 갈린 법원의 유사 사안이 있다.

   그 사안은 네이버가 경찰에 회원의 아이디 등을 제공한 사안이다. 

네이버 카페 서비스의 회원인 게시자가 2010. 당시 벤쿠버 동계올림

픽 선수단의 귀국 당시 장관인 B가 금메달리스트인 A 선수를 환영하

며 어깨를 두드리자 A 선수가 이를 회피하는 것 같은 장면을 편집한 

사진을 자신의 ID를 이용하여 익명으로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게재하

였다. 이에 대하여 장관인 B가 게시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자, 서울종로경찰서장이 게시자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게시자

의 통신자료인 ‘ID,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 번호, 가입일

자’를 전기통신사업자인 네이버에 제공요청한 사건에 대하여, 정보주체

인 게시자가 네이버 회사를 상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내지 익명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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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유를 위법하게 침해함으로써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상

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근거조항을 살펴보면, 위 사안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등 수

사기관의 사실조회 요청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

라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자료를 제공한 사안이다. 

   본고의 위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사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이 정보를 

제공하였고, 구체적인 제공 법령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서, 개인정보보

호법이 일정한 요건을 추가적으로 요구12)한 사안이다. 따라서 사기업

인 네이버가 정보를 제공한 위 법원의 사안과는 내용을 달리한다. 그

러나 정보주체가 아닌 제3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

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위 헌법재판소 사안과 성격을 같이 하므로 이하

에서 요약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나. 항소심의 판단 : 손해배상의무 인정

   항소심13)은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였다. 그 이유에 대하여, 먼저, 

네이버가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개별 사안에 따라 제

공 여부 등을 적절히 심사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보호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침해되는 법익 상호 

간의 이익 형량을 통한 위법성의 정도,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인지와 어느 범위까지 개인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에 관한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으로 이용자

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

12) 본고 제2장 제1절 ‘3.’ 참조

13) 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1나190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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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위 게시물로 인한 장관의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정보주체의 개인정

보 보호에 따른 이익보다 훨씬 중대한 것이라거나 수사기관에게 개인

정보를 급박하게 제공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을 들었다. 이에 따라 네이버가 서울종로경찰서장에게 정보주

체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일체를 제공한 행위는 위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내지 익명표현의 자

유를 위법하게 침해함으로써 정보주체로 하여금 그 법익침해와 관련한 

손해를 입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수사기관의 개인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실

체적 심사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의무를 부정한 1심14)의 판단

을 뒤집은 것이었다.

      

  다. 대법원의 판단 : 손해배상의무 부정

   대법원15)은 항소심의 판단을 재차 뒤집고 네이버의 손해배상의무

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이 있을 때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개

별 사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 그 제공 여부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나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이 

수사를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고,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위 규정에서 정한 형식적ㆍ절차적 요건을 심사하여 

정보주체의 통신자료를 제공하였다면,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이 통

신자료의 제공 요청 권한을 남용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13. 선고 2010가합72873 판결

15)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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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익명표현의 자유 

등이 위법하게 침해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16).

2. 제3기관의 실질적 심사권한의 문제

  가. 침해의 최소성과 제3기관의 실질적 심사권한

    ⑴ 실질적 심사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침해의 최소성을 판단한 

입장

   위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제3기관이 위 정보제공행위의 목적인 

‘수사’의 내용, 진행정도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음을 전제하였다. 

제3기관의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제공행위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비례성 판단에서 ‘범죄의 수사 등

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정보주체 등의 이익을 부당

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면서, 

그 심사 결과에 따라 침해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논의로 나아갔다.

   법원의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자료제공 사안에 대한 위 항소심 역

시, 위 다수의견의 입장과 유사하다. ‘통신사업자가 사법기관에 준하는 

엄격한 심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전기통신사업자이

자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로서 그 제공 역무의 성격 등으로 인

해 상당한 공공성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는 점, 카페 등의 커뮤니티 서

16) 서울고등법원 2016. 9. 21. 선고 2016나6110 판결(파기환송심)을 거쳐 2017. 

1. 3. 대법원 2016다44813호 판결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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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는 익명표현의 자유를 그 본질적 요소로 하는 것이어서 수사기관

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피고는 일반 사인과는 달리 적절한 자

기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통신사업

자가 적어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침해되는 법익 상호 간의 이익 형량을 통한 위법성의 정도, 사

안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 및 어느 범위까지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인지에 관해 충

분히 심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즉, 제3기관이 수사기관의 사실조회행위의 구체적인 목적, 수사진

행 정도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 심사 결과로, 

다른 수단에 의해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보충적으로만 정보를 제

공하는 등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

해야하고, 이를 기준으로 침해의 최소성에 관한 과잉금지원칙이 준수

되었는지를 살핀 것이다.

    ⑵ 실질적 심사권한을 부정한 입장

   이에 반해 위 헌법재판소 반대의견은 제3기관에게 수사 진행 정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권한이 없다고 보았다. 실무적인 측면과 법률

적인 측면 모두에서 심사권한이 없다고 보았는데, ‘국민건강보험관리공

단이 정보주체의 요양급여 관련 정보 중 수사에 필요한 정보만을 구분

하여 제공할 것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곤란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사실조회행위의 필요성 내지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이유이다. 대표적으로,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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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수사기관이 다른 측면으로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던 상황

이었는지 여부를 제3기관이 알 방법도, 권한도 없다는 내용이다.

   대법원의 태도도 이와 같다.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자료제공 사안

에 대한 위 대법원 판결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개별 사안의 구체적 내

용을 살펴 그 제공 여부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도록 정한 법령상 근

거가 없고, 현실적으로도 실질적인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3기관의 심사의무를 부정하였다.

  나. 제3기관에게 실질적 심사권한 및 의무가 있는지 여부

   위 헌법재판소 다수의견과 유사하게, 제3기관의 심사권한과 의무를 

인정하는 입장을 이해하려는 견해가 있다17). 전기통신사업자, 건강보

험공단처럼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보유한 제3기관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오남용의 개연성이 크다는 현실과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 업무 

서비스의 성격이 유출될 경우 중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개인정보를 처

리하는 위험성과 정비례하여 사업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문제의식로 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제공요청에 대해 관련 법령이 정한 형식적, 절

차적 요건18)에 대해 심사한 후 해당 요건이 갖추어 진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에 반하여 실질적･구체적 심사의

17) 임규철, ｢전기통신사업자의 수사기관으로의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비판적 연구 

-고등법원(2011나19012)과 대법원(2012다105482) 판례를 중심으로-｣, 부산대

학교 법학연구 제57권 제4호, 2016. 11., 215~216면

18) 통신자료제공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① 통신자

료제공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 확인, ② 자료제공요청서에 ‘요청사유, 해당 이

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각 항목의 기재여부 확인, ③ 서면이 

아닌 요청의 경우 긴급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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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내지 심사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먼저,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위 형사소송법 등 제3기관으로 하여금 

개별 수사사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피고 수사의 진행 정도를 파악하여, 

정보제공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도록 정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19). 

   다음으로, 수사 실무상 제3기관의 실질적인 심사를 기대하거나, 요

구하기도 어렵다. 사법기관이 아닌 제3기관에게 수사기관에 통신자료

가 제공됨으로써 해당 이용자가 입게 되는 기본권 침해 등의 피해법익

과 통신자료 제공으로 달성하려는 보호법익 사이의 이익 형량이나 사

안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요구하거나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제3자에 의하여 수사의 

목적, 수사의 진행정도, 필요사유 등을 심사되는 경우 수사의 밀행성과 

효율성20)에 반하게 되는 결과로 인해, 오히려 국가작용인 수사권으로 

보호되는 국민의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크게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게다가 사실상 수사기관의 책임을 제3기관에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

한다. 만일 제3기관에게 심사의무를 부과할 경우 제3기관에게 사실상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제3기관에 대한 소송위험의 증

가가 예상되는 것인데, 이는 수사기관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책임을 

사실상 제3기관에 전가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21).

19)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해

야한다는 전기통신법 관련 규정을 실질적 심사의무의 인정근거로 삼은 위 항

소심의 판단은 무리한 해석이라는 견해로는, 권태상,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16. 3. 10. 선

고 2012다105482 판결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222권 제4호, 2018. 

6. 354면

20) 권태상, 전게논문 354면이 실질적 심사의무는 ‘수사협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실질적 심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검토한 취지도, 수사의 효율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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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제3기관에 의하여 이러한 심사가 행해질 경우, 그 과정에서 

혐의사실의 누설이나 그 밖에 별도의 사생활 침해 등을 야기할 가능성

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의 위 파기환송 판결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2012. 전기통

신사업자의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이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은 형사소송법 제215조의 압수수색영장에 의하는 것

으로 수사실무가 변화한 채 유지되고 있다. 항소심은 전기통신사업자

가 ‘개별 사안에 따라 제공 여부 등을 적절히 심사하여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실무적

으로는 실질적 심사를 위한 조치는 마련되지 못한 것이다. 이는 실질

적 심사는 현행 법령상으로는 몰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반증으로 

보인다.

3. 판단 기준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가능성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 10.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수사기관과 국가정보원이 요구하더라도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부 규정을 마련

하기로 한 것이다22).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실조회행위마다 제3기관이, 해

21) 임규철, 전게논문, 216면

22) 2018. 10. 26. 서울경제 기사(sedaily.com/NewsView/1S628VTBVR, 최종 검

색일 2019. 1. 1.), 2013.년부터 2018년 9월 현재까지 건강보험공단은 경찰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에 8만 2,344 차례에 걸쳐 총 240만 1,286건의 요양급여

내역을 제공하였다(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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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실조회행위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비례성의 원칙을 

위배하여 침해하는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심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수사기관이 제3기관 보유의 개인정보를 수사하는 것은 필요성이 인

정되는 수사의 방식에 해당하고, 법령에도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제3기관의 정보제공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

부에 대하여 개별적, 구체적인 심사가 불가능한 이상, 실무적인 일반적

인 기준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이는 결국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

가능성과 그 한계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기본권은 국가적･사회적 공동생활의 테두리 안에서 타인의 권리･공

중도덕･사회윤리･공공복리 등의 존중에 의한 내제적 한계가 있으므로,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23).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역시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공동체 

목적을 위하여 그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즉,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국가안보(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사회적 안녕질서), 공공복리(국민공동의 행복과 

이익)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이 가능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의하여도 제한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개인정보자기결정원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법률유

보, 과잉금지원칙, 본질성 침해금지 등 기본권 제한의 일반 원칙이 적

용될 것이다.

제3장 수사정보제공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관계

23) 헌법재판소 1990. 9. 10 자 89헌마8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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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1.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대한민국 헌법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기본권으로 규정되어 있

지 않다. ‘정보’라는 단어는 기본권이 아닌 제9장 경제 편 제127조 제

1항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

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조항에서 등장하고 있으나, 국가가 국

민경제 발전을 위해 특별한 정책적 배려를 통해 개발하여야 할 대상으

로 서술되어 있고24), 기본권 내지 보호대상으로서의 ‘정보’의 개념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판레와 학설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적 기본권으로 

인정하는데에서 나아가,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추세에 있음은 

이론이 없는 듯하다.

2. 학설의 태도

   자유권의 성격에 대한 실정권설, 자연권설 어느 견해에 따르더라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하한다(헌법 제37조 제1항). 또한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헌법적 

가치를 가지는 새로운 기본권이 창설되거나, 명시된 기본권에서 새로

24) 이 규정이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 함께 상승적으로 작용하여, 국가의 정보화

기술개발을 통한 경제발전과 아울러 정보불평등의 문제 해결과 같은 기본권적 

자유의 보장에도 함께 노력해야한다는 의무를 지우는 역할을 한다는 견해도 

있다 ; 이시우, ｢정보화 사회와 기본권의 변천 : 정보의 자유와 독일 법제를 중

심으로｣, 헌법학연구, 제8권 제3호, 2002. 88면



- 26 -

운 기본권이 도출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상 명시된 기본권이 

아니므로, 그 헌법상 근거에 대하여는 학설이 나뉘고 있다.

   제1설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근거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보장된다고 해석한다. 이 설은 헌법 제10조가 개별적 기

본권과 관련하여 보충적 권리의 성격을 가지고 자신에 관한 정보의 흐

름에 주도적으로 관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생활의 자

유와 관련되는 문제이므로25)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7조에서 

도출된다고 한다.

   제2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도출된다고 한다26).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

유는 소극적인 권리이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한다. 

   제3설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17조 등을 

종합하여 도출된다는 견해이다.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개인정보자기결

정권은 개인정보가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로 발

25)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6. 1243면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458면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의 내용이 되는 인격

의 자유로운 발현과 법적 안정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인격권의 일종’이

라고 해석한다.

26) 김철수, ｢헌법개설｣ 박영사, 2010. 1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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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였으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상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직

접적으로 보장되고, 간접적으로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8조 

통신비밀의 자유 등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한다27).

   제4설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존엄권과 행복

추구권의 결합을 통해 구성되는 일반적 인격권에서 그 포괄적 근거를 

찾아야 한다고 본다28).

3. 판례의 태도

  가.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및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

유에서 적극적인 의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도출한 것으로 평가된

다. 

   살펴보면, 대법원은 군 정보기관이 법령상의 직무범위를 벗어나 민

간인에 관한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관리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지가 문제된 사안29)에서,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7) 배윤철, ｢헌법상 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헌법학연구 제9권 제3호, 

2003. 229~231면

28) 정태호, ｢CCTV감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율에 대한 헌법적 평가｣, 헌

법학연구 제14권 제1호, 2008. 170면

29) 대법원 19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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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규정하고,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

해하지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헌법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

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

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

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시하였

다. 

   이후 대법원은 국회의원의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을 공개 금지 가

처분 사건에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

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

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

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

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

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으며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ㆍ수집ㆍ보관ㆍ처리ㆍ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개인정보자기결정

권을 헌법 제17조에 근거를 두었다고 설시하고,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이 정한 공시 범위를 넘어서 

특정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여부나 특정 노동조합에 대한 정보를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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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는 필연적으로 헌법 등에 의하여 보호

되는 교원의 인격권 등에서 비롯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내지 교원과 

노동조합의 단결권에 대한 침해를 가져온다’는 취지로 그 공개금지 가

처분결정을 인가30)하였다.

   그밖에 대법원은 행복추구권 외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근거로 들기도 하였는데,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

가 인터넷 글 작성자의 신원(ID,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휴

대전화 번호, 가입일자)을 영장 없이 경찰에 제공한 사안에서, 개인정

보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헌

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도출된다고 판시하였다31).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언론사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공개거부처분 취

소청구소송에서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권

리’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포섭시켰으며32), 위 사건의 상고심에서

는 헌법 제10조와 제17조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근거로 설시하였

다33). 보안사사찰 폭로사건의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거

쳤다34).

  나. 헌법재판소 결정례

30) 서울고등법원 2011, 2. 8.자 2010라1306 결정, 대법원 2011. 5. 24. 선고 

2011마319 판결로 확정

31) 본고 제2장 제3절 ‘1.’의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32) 서울고등법원 1995. 8. 24. 선고 94구39262 판결

33)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손해배상(기

34) 서울고등법원 1996. 8. 20. 선고 95나44148,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

42789 판결 손해배상(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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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에 명시된 개별 기본권 규

정이나, 개별 기본권 규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닌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법 제17조의8등 위헌확인등 사건(이른바 십지문날인제도 

사건)35)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로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를 둔 일반적 인격권 또는 위 조문들과 동시에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규정 또는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원리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호하려는 내용을 

위 각 기본권들 및 헌법 원리들 중 일부에 완전히 포섭시키는 것은 불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헌법적 근거를 굳이 어느 한 두개에 국한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개인정보자기결

정권은 이들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

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것이 대표

적이다. 

   한편,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근거를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로 들기도 하

였다.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및 졸업일자 정보를 교육정보시스템

(neis)에 보유한 행위의 위헌여부36)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35) 헌법재판소 2005. 5. 26 자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결정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등 위헌확인, 주민등록법시행령 별지 제30호서식 등 위헌 확인(기

각)

36) 헌법재판소 2005. 7. 21 자 2003헌마282 결정 개인정보수집 등 위헌확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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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

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

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

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

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

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

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

으로 한 조사ㆍ수집ㆍ보관ㆍ처리ㆍ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부수적인 기본권

이 아닌 새로운 독자적 권리로 확인하게 된 이유를, 현대사회에서의 

국가기능의 변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의 연관관계에서 설명한다.

   ｢현대에 들어와 사회적 법치국가의 이념 하에 국가기능은 점차 확

대되어 왔고, 이에 따라 국가의 급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급격히 높

아지고 있다. 국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복리증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한 개인정

보의 수집ㆍ처리의 필요성이 증대된다.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행정기관의 정보 수집 및 관리 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행

각,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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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오

늘날 국민이 급부행정의 영역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공평한 대우를 받

기 위해서는 정보기술의 뒷받침이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현

대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그 그림자도 짙게 드리우고 있다. 특히 

컴퓨터를 통한 개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가 진행되면서 개인정보의 

처리와 이용이 시공에 구애됨이 없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고, 정보처리의 자동화와 정보파일의 결합을 통하여 여러 기

관간의 정보교환이 쉬워짐에 따라 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를 모든 기관이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오늘날 현대

사회는 개인의 인적 사항이나 생활상의 각종 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

와는 전혀 무관하게 타인의 수중에서 무한대로 집적되고 이용 또는 공

개될 수 있는 새로운 정보환경에 처하게 되었고, 개인정보의 수집ㆍ처

리에 있어서의 국가적 역량의 강화로 국가의 개인에 대한 감시능력이 

현격히 증대되어 국가가 개인의 일상사를 낱낱이 파악할 수 있게 되었

다｣는 점을 들고 있다37).

  이러한 추세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신청

자에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금융거래정보

자료제공동의서와 거래금융기관의 통장사본 등 수급자 등의 금융자산 

또는 부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

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제5호 위헌 여부38), 연말정

산 간소화를 위하여 의료기관에게 환자들의 의료비 내역에 관한 정보

37) 위 99헌마513등 결정

38) 헌법재판소 2005. 11. 24 자 2005헌마112 결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위헌확인(기각,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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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위헌 여부39),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72조 제4항 위헌 여

부40),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을 때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

위 안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중 제1호의 ‘법원의 

제출명령’에 관한 부분 위헌 여부4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

조의2이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및 보존기간을 정하면서 범죄경력자료의 

삭제에 대해 규정하지 않은 것과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수

사경력자료를 보존하고 그 보존기간을 두고 있는 것의 위헌 여부42), 

부산구치소장이 청구인과 배우자의 접견을 녹음하여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접견녹음파일을 제공한 행위의 위헌 여부43), 한시적 번

호이동을 허용하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2010. 10. 15.자 이행명령 

위헌 여부44), 자신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초본을 교부받는 

경우에도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구 주민등록법 제29

조 제1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본문의 위헌 여부45), 

39) 헌법재판소 2008. 10. 30 자 2006헌마1401 결정 소득세법제165조제1항등위헌

확인등(기각)

40) 헌법재판소 2010. 5. 27 자 2008헌마663 결정 민사집행법 제70조 등 위헌확

인(기각)

41) 헌법재판소 2010. 9. 30 자 2008헌바132 결정 민사소송법 제290조 등 위헌소

원(합헌,각하)

42) 헌법재판소 2012. 7. 26 자 2010헌마446 결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

조 제1항 등 위헌확인(각하,기각) 

43) 헌법재판소 2012. 12. 27 자 2010헌마153 결정 접견 녹음파일 송부 요청 취

소(기각)

44) 헌법재판소 2013. 7. 25 자 2011헌마63 결정 이동전화식별번호통합추진위헌

확인(기각, 각하)

45) 헌법재판소 2013. 7. 25 자 2011헌마364 결정 주민등록법 제29조 제1항 등 위

헌확인(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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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의 위헌 

여부46), 정보통신망을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에게 이용

자의 본인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 제16조 제1항 및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 아이핀(I-PIN),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 

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위헌 여부47), 

개별 의료급여기관으로 하여금 수급권자의 진료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

단에 알려줄 의무를 부과한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에 관하여 규정

한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조항 위헌 여부48),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대

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중 수형인 등에 관한 부분 위헌 여부49),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 여부50)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여부를 직접적

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인터넷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46) 헌법재판소 2014. 7. 24 자 2013헌마423 결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위헌확인 등(기각)

47) 헌법재판소 2015. 3. 26 자 2013헌마354 결정 청소년 보호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기각)

48) 헌법재판쇼 2009. 9. 24. 2007헌마1092 결정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가목 

등 위헌확인(각하,기각)

49) 헌법재판소 2014. 8. 28 자 2011헌마28 결정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등(기각,각하)

50) 헌법재판소 2015. 3. 26 자 2013헌마517 결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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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해당조항은 인터넷 이용

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51).

   

4. 외국 입법례

   스위스는 헌법 제13조 ⑵에서 ‘누구든지 자신에 대한 개인적 정보

의 잘못된 사용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개인

정보자기결정권을 명시하고 있고, 유럽연합 기본권헌장 제8조는 ‘모든 

사람은 자신과관련한 신상정보의 보호권을 갖는다’(제1항), ‘전항의 정

보는 확정된 목적을 위해서 관련 당사자의 동의를 얻거나 기타 법률로 

규율된 정당한 기초에 의거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만 처리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자신과 관련하여 조사된 정보를 열람하고 또 그 

정보의 정정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제2항), ‘제1항, 제2항의 규정들

의 준수는 독립기관에 의해 통제된다’(제3항)고 규정하여 개인정보자

기결정권을 하나의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와 달리, 독일 기본법이나 미국 연방헌법에서는 개인정보자기결

정권을 보장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찾을 수 없다.

   독일은 기본법 제5조에서 ‘누구든지 자기의 의사를 말, 글 및 그림

으로 자유로이 표현･전달하고,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

부터 방해받지 않고 정보를 얻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

나, 그 전문은 우리 헌법 제21조와 같은 표현의 자유를, 후문은 정보

51) 헌법재판소 2012. 8. 23 자 2010헌마47 결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위헌)



- 36 -

향유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기본법상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

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한 인간의 존엄성 조항(제1조 제1항)과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헌법질서 또는 도덕률에 반하지 않는 한 자

기의 인격권을 자유로이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자유로운 인

격발현 조항(제2조 제1항)을 근거로 한 인격권을 중심으로 프라이버

시 침해 및 그 구제를 파악하면서52), 1983. ｢인구조사｣ 판결에서 “인

구조사법의 기본권침해성에 대한 기준은 기본법 제1조 제1항과 관련

된 제2조 제1항을 통하여 보호되어지는 일반적 인격권이다”고 설시53)

하여 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를 

끌어내었다.

   미국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프라이버시권에서 확대된 권리로 이

해된다. 미국 수정헌법은 프라이버시권 역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

지 않지만, 프라이버시권은 불법행위 상의 권리에서 헌법상 권리로 격

상되면서 의사결정의 자율성 보장, 자기정보 결정권 등으로 발전하고 

있다54).   

5. 검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52) 문재완,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헌법적 고찰｣, 세계헌법연구 제19권 2호, 2013. 

8. 275면

53) 임규철, ｢정보화사회에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연구-독일에서의 연구

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2002. 10. 235면

54) 문재완, 전게논문 2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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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등을 토대로 그 헌법상 근거를 역추적55)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에 대한 연구 실익은 개인정

보자기결정권의 기본권으로서의 성격, 보호내용 내지 보호범위, 그 제

한과 충돌의 문제 해결 방법에 있고, 공동체 사회가 처하는 새로운 환

경에 따라 헌법상 기본권의 내용 보호범위 등이 가변하는 가운데 개인

정보자기결정권이 기본권으로서 대두된 배경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

다.

   한편 이 학설 대립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

구권의 기본권성, 그 기본권으로서의 성격, 즉 보충적 기본권으로 파악

하는지 여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소극적 권리 또

는 적극적 권리 중 어느 것으로 파악하는지 여부에 따라 입장을 달리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소극적․방어적인 의미에서의 권리를 

포함하여, 정보주체의 적극적인 권리를 제외하고 논할 수 없다. 위 헌

법재판소 결정례56)가 요약한 바와 같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사회적 

법치국가의 이념 하에 국가기능은 확대되고, 개인정보의 자동화 처리 

등이 수반되면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한대로 

집적되고 이용 또는 공개될 수 있는 새로운 정보환경 하에서 헌법상 

기본권으로 자리잡게 된바, 이와 같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연혁에 

비추어 보아도 그 보호범위 내지 내용에는 결국 개인정보를 침해당하

지 않을 권리 뿐만 아니라, 정보통제 등의 적극적인 요구도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55) 헌법상 근거를 논하기에 앞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을 먼저 확정하

는 연구도 확인된다 ; 이상명,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고

찰｣, 이상명, ｢공법연구｣ 제36집 제3호, 2008. 2. 한국공법학회

56) 위 헌법재판소 2005. 5. 26.자 99헌마51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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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한 법률인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유관하게 제정되었는데, 동법 제1조가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

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

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개인정보보

호법은 한편,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

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동법 제3조 제6항)

하고 있고,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역시 소극적으로 “은

둔할 권리”, “혼자 머무를 권리”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생활을 

함부로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 “사생활의 외연과 공개여부를 결정할 

권리”로의 적극적인 권리로 확대되고 있고, 헌법 제10조는 모든 기본

권의 보장의 종국적 목적(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본질이며, 

고유한 가치로서57), 구채적인 개별 기본권과의 관계에서 보충적 권리

성을 띠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를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

과 자유로 보는 경우,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기본권으로서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의 경계는 무엇인지 역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인데, 이는 

‘개인정보’의 정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데 ‘사생활’ 중 일부가 구체화된 형태로서 개인정보가 정의되므

57) 헌법재판쇼 1990. 9. 10자 89헌마82, 형법 제241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

소원(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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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근거

로, 그 중 특유한 부분을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비하여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해당하여 

그 제한 및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 

및 침해여부를 이와 별도로 독자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개별 기본권 별로 구체적으로 연구되어온 기

본권 제한의 고유 이론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6. 개헌안

   한편, 2018. 3. 20. 공개된 대통령 개헌안은 제22조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하였고,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이 규정을 ‘정보기본권’으로 소개하였다58).

   살펴보면 개헌안은 제22조 제1항 알권리 규정에 이어서 제22조 제

2항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22조 제3항에서 “국가는 정보의 독점과 격

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

하면서, 기존 학설과 판례에서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된 개인정보자

기결정권을 제10차 헌법에 명시하였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이유로 위 특별위원회는 

‘정보화가 심화되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관

점에서 정보기본권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대체로 형성되었

58) n-opini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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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연구경과를 설명59)하였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하는 개헌

안에 따르더라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등장 배경, 기본권으로 인정할 

필요성 등에 대한 고찰을 기초로 연구되었던 기존 헌법상 근거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의미를 가지고, 명시된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자기결

정권의 성격, 내용 및 보호범위 설정, 제한이론 등을 형성함에 있어 가

치있게 재론될 것이다.

제2절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가. 의의(보호법익)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

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통

제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된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통제하고 결정할 권리를 뜻한다.

   이러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 내지 내용은 기존 ｢공공기

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폐지 이전, 익명권, 수집제한청구권, 

정보처리금지청구권, 정보열람청구권, 정보정정청구권, 정보차단청구

59) n-opinion.kr/?p=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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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정보분리청구권, 정보삭제청구권 등으로 논해졌다. 그러나, 2011. 

9.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산재되어 있던 개별 법률이 ｢개인정보보호

법｣으로 수렴하여 제정되면서, 위 개인정보와 관련한 일반법으로 기능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논해지는 추세이다.   

   아래 중 동의권은 소극적 권리의 성격을 띤다고 할 것이나, 나머지 

열람청구권, 정정･삭제청구권, 처리정지청구권, 익명권은 소극적 권리

에서 나아가 적극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은 특히 향후 확장될 가능성이 높

다. 이는 기본권의 보호영역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고, 헌법의 시대상

응성, 역사성, 현실적응력 그리고 기본권의 변천에 의해 장기적으로 그 

영역한계선이 변화하기 때문에60),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은 

정보사화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나. 법적 성격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국가나 타인에 의하

여 함부로 공개되거나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로부터 소외되어 자유로운 

인격실현을 방해받음으로써 입게 되는 해악이나 고통을 배제한다는 측

면에서 인격권의 일종이다. 또한, 소극적･방어적 성격으로서 정보주체

가 개인정보를 국가권력 등이 함부로 수집･제공･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할 권리를 의미하므로 자유권의 일종이다. 나아가 정보주체의 개인정

60) 이창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연구-개인정보처리의 자유와의 충돌 해결을 중심

으로-｣ , 2009. 4.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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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에 대해 자율적 관리와 통제를 내용으로 하는 접근･정정･삭제 등을 

요청하는 적극적 권리라는 점에서 청구권적 성격도 아울러 가진다. 

   아래 중 동의권은 소극적 권리의 성격을 띤다고 할 것이나, 나머지 

열람청구권, 정정･삭제청구권, 처리정지청구권, 익명권은 소극적 권리

에서 나아가 적극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한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에 해당한다. 정보주체

의 사적 사항이자 인격적 징표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등 특정인에게 고

유한 사항을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는 정보주

체와 인격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61).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

  가. 동의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정보주체가 스스로 자신에 관한 정보의 수

집, 이용, 제공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이러한 정보주

체의 권능은 일차적으로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권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62).

   개인정보보호법은 다방면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61) 이창민, 전게논문, 18~19면 ; 문재완, 전게논문 279면, 같은 논문 278면에 따

르면 ‘미국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재산권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견해’를 소

개하고 있으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재산권으로 이해하려는 입장은 개인정보

가 거래되는 ‘현상’에 대한 것으로서, 일신전속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본

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반한다.

62) 권건보, 전게논문.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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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동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3자 제공

(동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목적외의 이용 및 제3자 제공(동법 제18

조 제2항 제1호), 민감정보의 처리(동법 제23조 제1호), 고유식별정보

의 처리(제24조 제1항 제1호)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동의권은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결정에 기초하여야 하고, 그

러기 위하여는 정보주체가 그 정보의 수집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

러 문제점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 예컨대 충분한 설명을 통

한 동의가 요구된다63).

  나. 열람청구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는 정보주체가, 타인에 의하여 수집, 보관, 처

리되고 있는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열람청구권이 포함된

다64). 열람청구권은 정보주체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자신

에 관한 정보가 어떤 내용으로 보유되고 있는지, 어떤 목적을 위해 이

용되고 있는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준

다65).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중략)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

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동법 제3조 제5항), ‘정보주체는 개인정

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

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35조 제1항).

   그런데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내용

63) 권건보, 전게논문, 18면

64) 이상명, 전게논문, 231면

65) 권건보, 전게논문,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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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수집되고, 보유되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기 어렵다. 오프라인에서 

비대면으로 다수의 관계를 맺는 것이 가능하고, 정보의 대량처리와 재

생산이 가능해진 정보기술로 현대 국가가 정보주체의 인지범위를 넘어 

고도로 정보화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열람청구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의 정확한 소

재에 대하여 통지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전제로만 온전히 기능할 수 있

다.

  다. 정정･삭제청구권

   정보주체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열람한 결과 그 내용이 부정확하거

나 불완전한 것일 경우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정정･삭제청구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열람청구권은 무의미하게 된

다66).

   개인정보보호법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

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36조 제1

항).

  라. 처리정지청구권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66) 이상명, 전게논문, 2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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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

집하여야하는데(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2항),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원

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정보제공 

등의 개인정보 처리를 중지, 중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처리

정지청구권이다.

   이러한 처리정지청구권은 정정･삭제청구권의 사전조치로서의 의미

를 가질 수도 있다67).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

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

하여는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

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동조 제1항), ‘개인정보

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

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

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

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동조 제2

항 및 각호),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67) 권건보, 전게논문,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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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 제3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

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동조 제4항)라고 규정하여 처리정지권 및 그 절

차를 보장하고 있다.

  마. 익명권

   익명권은 정보주체가 필요이상으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을 수 

있는 권리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6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

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절 수사정보제공으로 인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효력

   정보주체는 위 개인정보결정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에 대하여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주관적 공권으

로서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공권력에 대한 직접 효력을 가지기 때

문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사적 영역에서 거래관계를 맺고, 특히 정보기

술의 고도화로 온라인으로 맺은 거래관계에서 개인정보가 용이하게 수

집, 보관되며, 대기업과 대량의 온라인거래를 맺는 경우가 빈발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가 문제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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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는 이러한 사적 영역에서 어느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활용

할지 여부, 그 후 상대방에게 남아있는 개인정보를 삭제, 폐기요청할지 

여부 등 스스로 활용한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개인정

보자기결정권은 이와 같이 사적 영역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와 같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대

사인적 효력으로 보호될 수 있다.

2. 수사기관의 정보주체에 대한 수사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대국

가적 효력

   기본권은 국가작용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그 구속력에 차이가 있

을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작용을 구속한다. 

   국가기관인 수사기관이 범죄가 발생한 경우 범죄의 혐의 유무를 밝

혀 공소제기와 유지여부를 결정하는 활동, 즉 수사는 국가기관의 준사

법작용이고, 따라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효력

에 기속된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

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없다.

   수사기관이 제3기관이 아닌, 정보주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수사활

동을 하는 경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효력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경우이다. 예컨대 정보주체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을 통하여 범

죄혐의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와 같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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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수사결과, 수사정보와 결합하여 범죄혐의를 분명히 하는데에 이

용하는 등의 경우가 그것이다.

   이러한 경우의 수사기관의 활동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

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이자,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공권력68)

의 행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로서 권리구제

형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기 위

하여는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69)이 

규정하고 있는 임의수사는 정보주체의 동의권에 기한 수사, 즉 정보주

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의 수사에 활용하도록 제공함에 동의

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수사를 의미한다.

   그러나 정보주체가 이러한 수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제

199조 제1항 단서의 규정과 같이 강제처분을 수반하는 강제수사를 통

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인데, 동법 제215조 규정

의 압수, 수색, 검증 영장으로 대표되는 강제수사는 ‘법률의 규정’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3. 제3기관에 대한 수사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68) 헌법재판소 2012. 2. 23.자 2008헌마500 결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

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위헌확인 등(기각,각하)

69)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

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

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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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제3기관이 보유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그런데 개인은 타인의 관심과 식별로부터 벗어나서 개인내부에 홀

로 머물고자 하는 욕구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맺음으로서 관계 속

에서 개인의 위치를 매김하고 안존하고자 하는 욕구를 동시에 가진다. 

그러한 관계들로 구성되는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인 개

인에 의하여 보유되는 것보다 위와 같이 정보주체와 사적･공적 관계를 

맺은 제3기관에 잔존, 보유되는 경우를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정보주체가 아닌 제3기관에게 보유된 개인정보가 범죄혐

의와 관련되어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본고에서의 주된 쟁점임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본고 제2장 제1절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경우에

는,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 수반되지 않는 임의수사에 해당한다. 수사

기관이 제3기관에 개인정보를 조회하여 요청하고, 제3기관이 수사기관

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제3기관은 수사기관의 사실조회 행위에 

협조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 이에 응할 의무70)71)가 부과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70) 반면, 정보통신망이나 전화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선거

관리위원회 직원은 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부호를 포함한다)ㆍ주민등

록번호ㆍ주소(전자우편주소ㆍ인터넷 로그기록자료 및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정

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ㆍ이용기간ㆍ이용요금, 

송화자 또는 수화자의 전화번호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

고(공직선거법 제272조의3 제1항, 제2항), 요청받은 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

다(동조 제4항). 

71) 금융기관이 금융거래정보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에 관하여는 감사원법 제27조 

제2항,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5항, 독점규제및공정거레애관한법률 제50조 제5

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 제2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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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제3기관이 임의수사에 응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 강제수사가 

가능할 것이고, 이는 정보주체에 대한 직접 수사의 경우와 같다.

  나. 제3기관이 국가기관, 공공기관인 경우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의 대국가적 효력

   제3기관이 정보주체의 정보를 보유한 국가기관, 공공기관인 경우에

는 그 국가기관, 공공단체의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제공행위는 정보주

체에 대한 고권적 행사이므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효력

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위 서율용산경찰서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정보주체인 청구인들의 요양급여내역의 제공을 요청하여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청구인들의 요양급여내역을 제공한 행위

에 대하여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위

헌여부를 심사한 것이다72).

  다. 제3기관이 사적 단체인 경우

   ⑴ 직접적인 공권력 행사가 부존재

   수사기관이 사적 단체인 제3기관에게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는 제3기관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

당할 뿐 정보주체에 대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그 

72) 위 헌법재판소 2018. 8. 30 자 2014헌마36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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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제공하는 처분행위의 당사자가 정보주체가 아니라 제3기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정보주체의 입장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에 사실적 측면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제3자의 제공행위

이므로, 제3자의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제공행위는 정보주체에 대한 직

접적인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가 부존재한다.

   헌법재판소 역시73), 경찰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정보주체의 주소,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 취득한 행위에 대한 위헌 소

원에서 수사기관이 사적 단체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정보주체의 개인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받은 행위는 처분행위의 직접성이 없다고 하였

다. ｢이 사건 통신자료 취득행위의 근거가 된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

조 제3항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에 관한 통신자료를 수사관서의 

장의 요청에 응하여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지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기통신사업자는 수

사관서의 장의 요청이 있더라도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통신자료 취득행위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아니한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헌법재판소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다74).

73) 헌법재판소 2012. 8. 23 자 2010헌마439 결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 

위헌확인 등(각하)

74) 공권력인 수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는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권력

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권력 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ㆍ관여정도ㆍ태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ㆍ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ㆍ강제수단의 발동 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

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정보주체인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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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취지에서 서울용산경찰서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정보주체

인 정보주체의 요양급여내역의 제공을 요청한 행위에 대한 판단을 구

한 사안에서 ‘그 사실조회행위만으로는 정보주체의 법적 지위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발적인 협조

가 있어야만 비로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한되므로 공

권력 행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았음 앞

서 살펴본 바와 같다75).

   ⑵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대사인적 효력

   그러나 사적 단체인 제3자가 수사기관에 정보주체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대사인적 효력이 문제된다. 따라서 이른

바 기본권의 간접효력설에 따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해당 사적단체

의 제공행위에 간접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사적 단체가 수사기관에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해당 제3자에게 손해

배상책임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 제2장 제3절 ‘1.’과 같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 그 손해배상책

구인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통신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피청

구인의 요청을 거절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고 청구인이 통신자료의 제공을 

저지하기 위해 그 과정에 개입할 수도 없는바, 이 사건 통신자료 취득행위는 

피청구인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통신자료에 대하여 대물적

으로 행하는 수사행위로서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므로 본안판단에 나아가

야 하고, 위 법률조항은 그 자체로 직접성 요건을 통과하기 어렵지만, 위 사실

행위에 대한 위헌선언을 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5항에 따라 이 사

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부수적 규범통제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75) 헌법재판소 2018. 8. 30 자 2014헌마368 결정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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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판단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한 대법원 

사안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대사인적 효력이 문제된 경우이다76).

  ⑶ 범죄피해자의 수사청구권과의 충돌

   한편, 수사기관이 수사를 위하여 제3기관에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를 요구하는 경우는 범죄피해자의 수사청구권과의 충돌에 해당하기도 

한다. 범죄피해자의 수사청구권을 인정하는 견해에서는 수사기관 자체

가 범죄위험에 대한 사회방위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 범죄피해자

가 국가의 형벌기능을 수행하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행사하는 수사청구

권으로서 위 수사가 이루어지는 측면도 주목하기 때문이다.

   범죄피해자의 수사청구권을 인정하는 견해에서는, 범죄피해자의 수

사청구권은,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국가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

한 수사를 요구하는 권리77)로 이해한다. 그 헌법상 및 법률상 근거로

는 헌법상의 재판절차진술권(제27조 제5항), 청원권(제26조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제10조), 평등권(제11조),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보장(제37조 제1항)과, 헌법상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제10조 후문),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의 수사의무78) 등의 

조항을 들고 있다79).

76) 같은 취지에서, ‘위 대법원 2012다105482 사안에서 침해되는 권리는 사법상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인격적 법익 또는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이고, 다만 그 

내용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의 영향을 받는다고 본 연구로, 권태상, 

전게논문, 350면

77) 이정수, ｢범죄피해자의 ‘수사청구권’ 보장｣, 형사법워 신동향 통권 제36호, 

2012. 9. 144면

78) 형사소송법 제195조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

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등

79) 이정수, 전게논문 146~1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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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청구권이 인정되는 법익으로는, ‘법률상 불이익’이라는 기준을 

둔다. 즉 절도, 살인 등과 같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뿐만 아니라,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과 관련된 범죄에 있어서도 어떤 불이익 

내지 법익 침해를 당한 사람은 피해자로서 형사절차법상 국가형벌권의 

발동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80).

   위 견해는 피해자가 국가에 대하여 행사하는 수사청구권의 내용을 

수사개시청구, 수사중단청구, 수사결과불복청구로 대별81)한다. 이에 

더하여, 수사를 개시한 이후 수사가 중단되기 이전까지 수사가 적정하

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것을 요구하는 수사계속청구권도 수사청

구권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사는 ‘계속 진행’됨으로

써 개시로부터 결과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범죄피해자의 수사청구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입장에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이용하는 행

위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범죄피해자의 수사청구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본권 충돌 해결에 대한 규범조화적 해석에 의한 해결방법

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수사청구권은 물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

정권에 일정한 제약이 가해질 수 있다. 이는, 결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이 제한되는 결론에 이른다.

80) 이정수, 전게논문 제154면 ; ‘위증죄가 직접적으로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

가 아니고 그 보호법익은 원칙적으로는 국가의 심판작용의 공정이라고 하여

도, 위증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재판을 받게 되는 사건 당사자는 재판절차진술

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가 된다’고 판시한 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90

헌마91 결정 등을 이 부분 참고 결정으로 들었다.

81) 이정수, 전게논문, 1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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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

가. 일반적 법률유보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는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나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8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역

시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

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다”는 일반적 법률유보 조항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위 일반적 법률유보 조항에 따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국가안전

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그 목적에 따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형태는 아래와 같다.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제한으로,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반국가적 범죄에 대한 수사, 신원조사, 대공･방첩을 위한 사찰 등의 공

권력 행사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질서유지를 위한 제한으로는 수사기관, 국세청, 선거관리

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전과조회, 계좌추적, 범죄수사, 성범죄

자의 신상공개, 공직자등의 병역사항이나 재산내역의 공개, 주민등록제

도 등이 있다.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으로는 관할 공공기관에 의한 국민건강보험의 

시행을 위한 의료정보의 조사, 복지혜택의 부여를 위한 소득 등의 조

사, 질병조사, 통계조사 등이 있다83).

82) 위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손해배상(기)

83) 권건보, 전게논문 22~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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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동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

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동 제3호),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동 제5

호)에 각각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

용할 수 있고,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동법 제17조 제1항 제2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동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

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

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

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동 제3호),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

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동 제4호), 개인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

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동 제5호),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

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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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동 제6호),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동 제7호),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동 제8

호),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동 제9

호)에, 각각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동법 제18조 제2항 본문).

   이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국가안보,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되는 경우에 대한 법률유보로서, 제15조

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할 수 있는 경우, 제18조에서 위와 

같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18조 제2항 중 제7호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본고와 관련하여 제3기관이 수사기관에 대

한 정보제공의 문제와 관련한 일반적 법률유보 규정이다.

5. 검토

   수사시관이 제3기관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는 결국 개

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 내지 침해의 문제로 귀결된다. 

   정보주체에 대한 직접적인 공권력의 행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도, 이러한 경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으로 구제받기 부적법한 것

과는 무관하게, 해당 수사에 가장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3기관이 

아닌 정보주체이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3기관에 대한 대사인적 

효력으로도, 제3기관이 공공기관인 경우 그에 대한 주관적 공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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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직접적인 효력으로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 또는 침해가 문제

된되기 때문이다. 또한, 범죄피해자의 수사청구권과의 충돌이라는 측면

에서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한이 논의될 수 있다.

제4장 제3기관의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의 헌법적 한계 

제1절 제한기준의 정립

1. 기본권 제한이론에 따른 일반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에는 다른 기본권의 제한과 마찬가지로 

법률유보, 과잉금지원칙 등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또한, 본질성 침해금지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즉, 기본권제한에 관한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을 의미하는 헌법 제37

조 제2항 전단은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준수되어야 할 

일반원칙을 규정한 조항으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법률의 형식으

로만 가능하고, 그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목적을 위하여만 가능하다84). 

   또한 국가안전보장 등의 제한 목적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하

는 경우라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84) ‘이는 곧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기본적인 헌법원리로 삼고 있는 우리 헌

법에서 개인의 정보주권에 대한 제한은 그 정보주체 스스로가 동의하거나 자

신의 대표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하여서만, 즉, 자기지배를 통하여서만 가

능하다는 것을 뜻한다.’(위 헌마513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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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그 목적달성

을 위한 방법(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그리고 그 입법에 의해 

보호하려는 공공의 필요와 제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이의 균형

성이 유지되게 하는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나아가 헌법 제37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개인의 인격자체를 훼손시

키는 등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형해화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지

경에 이르는 경우와 같이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에 따른 제한 기준

  

  가. 공개 정도에 따른 개인정보의 구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며, 반드

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도 포함된다. 

   따라서 내밀 영역이나 사사(私事)에 관한 정보는 물론, 공적 생활

에서 생성된 정보, 공개된 정보를 대상으로 한 수사기관의 수사 역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여부가 문제된다.

  나. 인격영역이론에 따른 제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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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는 내밀한 영역의 정보에서부터 공적 생활상 형성된 정보, 

나아가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하고, 본고 제3장 제1절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근거를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

과 자유로 보는 입장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의 한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과 한계에서 발전된 연구를 차용할 수 있다고 사료

된다85). 

   그 연구는 결국 헌법 제38조 제2항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

복리를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적절히 제한하

는지의 문제로서, 과잉금지원칙의 구체화된 형태이다.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이라도 그 성격에 따라 인격적 가치에 

미치는 의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공개 정도에 따라 구

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가 공개 정도에 따라 구분된다는 

측면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독일의 인

격영역이론을 참고할만하다. 가령 개인적으로 비밀로 하고 싶은 내용

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누구에게든 알려지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심

대하게 훼손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특정한 집단에게만 알려지지 않

는다면 상관이 없는 경우나 혹은 세상에 알려지더라도 그것이 사회 전

체의 이익을 위해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86).

   주로 알권리와의 충돌 영역에서, 공적 인물에 대한 언론보도의 자

유의 영역에서 발전되어 온 인격영역이론은, 영역을 유형화하는 법이

론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비판87)이 있으나, 실제 법률 규정의 적용 

85)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에 따라 그 제한가능성을 검토한 연구로, 김

민중, ｢공개된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을 동의 

없이 수집･제공한 행위에 대한 책임 -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

235080 판결을 중심으로 -｣,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2호, 2016. 9. 576면

86) 성낙인, 전게서, 12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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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그에 따른 하위 법령의 마련이 필요한 단계에서 향후 연구를 

발전시키는 선행 연구가 될 수 있다.

   위 이론은 인격의 영역을 가장 폐쇄적 성격의 영역에서부터 개방적 

성격이 강한 영역으로 단계화하여, 내밀 영역, 비밀 영역, 사적 영역, 

사회적 영역, 공개적 영역의 역순으로 국가의 개입의 정도나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보호를 강하게 이해하고 있는 이론이다. 

   독일에서는 인격영역이론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전개되어 왔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은 Wenzel의 이론으로, Wenzel은 인격의 영역을 5

단계, 즉 내밀 영역, 비밀 영역, 사적 영역, 사회적 영역, 공개적 영역

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먼저, 내밀 영역은 인간의 최종적이고 불가침적인 영역으로서, 성적

(性的)인 영역이 이에 속한다. 이 영역에 대한 보호는 절대적이라고 

한다. 

   두 번째로 비밀 영역은 이성적으로 평가할 때 공공에게 노출되어서

는 안 될 영역으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영역으로 분류한다. 사생활에 관한 일기, 개인적인 편지나 전

화통화 내용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세 번째로 사적 영역은 가족, 친구 등 친밀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지는 일상생활의 영역으로, 내밀 영역과는 달리 절대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 

   네 번째로 사회적 영역은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개인

의 생활영역으로, 직업활동, 사회활동 등이 이에 속한다. 이에 대한 보

87) 이부하, ｢공인(公人)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서울법학, 제20권 제1호, 2012. 

5. 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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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는 사적 영역에 대한 보호에 비해 제한되는 정도가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공개적 영역은 모든 사람이 인식할 수 있고, 경우에 따

라서는 인식하여야 할 영역으로, 사회적․정치적 영역 또는 국가적 영역 

등이 이에 속한다88).

   이와 같은 영역은 정밀하게 세분화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나, 개인

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정도에 대하여 가늠할 수 있는 일응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다. 인격영역이론에 따른 검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서 개인정보의 공개적 영역으로는 우리나라가 

공공복리와 사회질서유지를 위하여 취하고 있는 등록제도, 공시제도로

서 관할하고 있는 영역, 예컨대 주민등록, 부동산등기, 자동차등록의 

경우가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 영역으로는, 국가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주관하는 건강보험사업 상의 요양내역 중 건강보

험 가입여부, 정보주체가 직업활동의 결과 가입하는 직장보험 가입내

역, 국민의 해외 입출국내역, 정당활동이나 종교적 귀속에 따른 종교단

체 활동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그리고 정보주체의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통화내역, 이

메일 내용과 같은 정보는 사적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고, 정신

질병과 같이 해당 요양내역의 실제 상병(질병) 내역은 공공에게 노출

88) 이부하, 전게논문 57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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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서는 안 될 영역으로 비밀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개인의 성적 취향에 관한 정보, 정신적 장애, 유전적 정보는 

최종적인 심연의 개인정보로서 내밀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

   이와 같은 구분에 따라 공적 영역, 사회적 영역과 관련한 개인정보

를 제3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99조 2항 법률 조

항에 따라 제3기관인 공사단체가 수사기관의 임의수사에 응하는 경우

는 일응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적 영역89), 사회적 영역

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

한 경우 제3기관의 정보제공행위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른다.

   또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사적 영역, 비밀 영역, 내밀 영역에 속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여 이를 일률적으로 개인정보자

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로 볼 수는 없다. 개별 범죄피해자의 권리구제와 

국가형벌권 행사라는 수사목적, 해당 정보를 수집하는 수단의 적정성, 

비례성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는 위 공적 영역, 사회적 영역과는 달리, 아래 ‘제2절’의 검토와 같이 

영장주의의 적용하여 비례성 심사를 거쳐야 할 것이다90).

89) ‘사생활 영역이 아닌 공적 영역에서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

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본다’는 입장으로 문재완, 전게논문, 

283면

90) 유사한 취지에서, 개인정보 중 ‘사생활 보호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큰 민감정

보를 선별하여 영장주의의 적용을 검토해야한다는 견해로는 유주성,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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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관련 법령에의 적용

   제3기관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서 규

정하고 있는 경우는, 국가작용으로서의 수사목적을 위하여 해당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특정 사안에 대하여 개별 법률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

조가 그 예이다.

   위 규정을 본고에서 참고한 위 5단계 영역 구분에 비추면, 전기통

신사업법 규정의 통신자료는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및 해지일’(동법 제83조 

제3항 각호)인바, 사회적 영역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그 자체는 정

보주체가 어떠한 사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내지 사적인 내용은 포함하

지 아니한 채, 개인의 생활영역에서 발생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규정은 ‘사회적 활동으로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보유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이 임의수사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개별적 법률규정을 둔 것

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을 위와 같이 제3기관이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한 특별

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동 조항은 제공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내용을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단계적 구

의 공무소조회와 개인정보보호 - 헌법재판소 2014헌마368 사건을 중심으로 -

｣, 경찰법연구 제14권 제2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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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고려하지 아니한 조항인 점, 해당 조항도 위 전기통신사업법과 

같은 특별법으로 본다면 모든 개인정보가 제3기관의 임의적 제출에 노

출될 우려가 있는 점, 본고 제2장 제3절 ‘2.’와 같이 제3기관의 실질적

인 심사권한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보호에 관

한 특별법이 있는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이기 때문이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8조는 ‘유전

정보’와 ‘범죄경력에 관한 정보’를 수사기관이 범죄의 수사와 공소제기 

등을 위해 처리하는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는 

그 처리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등으로 정한 민감정보로 보지 않

으면서 일반적인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와 같은 수준의 보호를 정하고 

있다. 이는 각 내밀 영역과 비밀 영역에 해당한다고 평가되는 ‘유전정

보’와 ‘범죄경력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특별규정을 둔 것으로 해석된

다.

제2절 수사기관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과 영장주의와의 관계

1. 영장주의의 적용

   수사기관의 수사는 그 대상자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하게 제한하는 침익적 공권력 행사라는 점 역시 부인하기 어렵고, 

특히 내밀 영역에 속한 개인정보에 대한 수사가 이미 진행된 후에는 

이에 대한 불복절차 등의 사후적인 구제절차로도 그 침해로 인한 피해

를 되돌리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이 공적 영역, 사회적 영역의 개인

정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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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를 할 수 있음에 반해, 사적 영역, 비밀 영역, 내밀 영역에 해당하

는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이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12조, 

제16조가 정한 영장주의를 거쳐, 법관의 사전심사를 거쳐야한다고 봄

이 상당하다.

   이 경우는 영장 발부여부로 수사의 상당성, 비례성에 대한 심사를 

거친 경우로서, 비례성 심사를 거친 영장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개인정

보를 제공받는 경우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

2. 구체적인 개별 법령 확인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하면서(제1조), 동법 

제13조에서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가 보유한 정보주체의 발신기

지국 위치추적자료, 통화내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영장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는, 이를 수사기관이 제3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음에 있어 영장을 통해 

비례성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금융거래 비밀보장 등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은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정보주체의 금융거래

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하

도록 규정하면서(동법 제4조 제1항 본문),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 내지 

영장에 의하여는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항 단서 

제1호). 이와 같이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영장에 의하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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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역시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정보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

다. 

   나아가 의료법 제21조 제2항은 의료인 등이 정보주체인 환자가 아

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내용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제3항 제6호에서 ‘형사소송법 제106조(법원의 압수), 제215조(수사기

관의 영장에 의한 압수 등)’ 등의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였

다. 이는 그 내용에 따라 사적 영역(예컨대 방문일자, 방문빈도), 비밀 

영역(예컨대 질병의 내용 중 아래 내밀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 

내밀 영역(예컨대 정신적 장애, 유전적 정보)으로 구분가능한 의료정

보의 경우 영장에 의한 심사를 거치도록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위 각 정보는 주로 사적 영역 내지 비밀 영역에 대한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임의수사가 아닌 강제처분으로서 비례성 심사를 거쳐 정보

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별 법령에서 규정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벌 법령은 입법자가 일정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개별 법령이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상의 일반적인 강제수사, 즉 영장에 의한 개별 심사를 거

쳐 제3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3절 개인정보보호법 상 제공요건의 검토

1.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 민감정보의 처리

   

  가. 수사기관의 민감정보 처리에 관한 근거 규정



- 68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민감정보로서, ‘사상ㆍ신념91), 노

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92), 건강, 성생활93) 등에 관

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

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규정하면서, 개인정보처리자

의 민감정보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였고, 동법 제2조 제2호는 ‘이

용’ 및 ‘제공’도 ‘처리’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정하였다. 따라서 제3기관

이 수사기관에게 민감정보를 제공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제공받아 이

용하는 행위에 위 규정의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수사기관이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경찰관직

무집행법 시행령' 제8조,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

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9조가 '수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령에서 민감정

보의 처리를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사시관은 법령에 의하여 

민감정보의 처리가 허용된다.

  나.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심사주체 및 내용

   헌법재판소는 위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제8조가 각각 정한, ‘수

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91) 가치관을 기초로 하여 형성한 사유체계, 각종 이데올로기 또는 사상적 경향, 

종교적 신념(행정자치부, 전게서, 138면)

92) 정치적 사안에 대한 입장이나 특정 정당의지지 여부에 대한 정보(上同)

93) 각주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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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와 관련한 과잉금지

원칙 위배 여부에서 판단하면서, 정보를 제공하는 제3기관의 실질적 

심사권한과 의무가 있다는 전제에서 제3기관이 이를 심사하였는지 여

부를 검토하였다. 즉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심사주체를 제3기관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이는 위 법령의 규정에 맞지 않는 해석이다. 민감정보 처리

의 근거법령인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등은 ‘검사 및 검찰청 소속 직원은 수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하였기 때문이

다.

   위 규정에 따르면 해당 개인정보처리의 불가피성을 판단하는 주체

는 수사기관으로서, 결국 수사절차상 요구되는 효율성과 비례성에 따

라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해당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

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이 민감정보를 제공받을 불가피성이 인정

되는 경우라도 해당 사실조회행위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본고 제4장 제1절, 제2절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것

이다.

   만일 위 규정에 따라 민감정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이후, ‘해당 

민감정보를 제공받을 불가피성’이 없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수사기관

의 권한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책임은 해당 수사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그 부담은 결국, 증거로 수집한 민감정보에 대한 증

거능력 부인의 문제나 국가배상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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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정보주체 등의 이익침해

   

  가. 이익침해 심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사

기관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에 대하여는, 제3기관에게 위 대법원 2012다105482 판결

에서 설시한 ‘수사기관 권한남용 심사의무’와 동일한 별도의 의무를 법

정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94)도 있다. 위 대법원 2012다105482 판결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심사하여 수사기관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

다고 판시하면서, ‘수사기관이 통신자료의 제공 요청 권한을 남용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를 전제하였는데, 위 견

해는 위 ‘수사기관 권한남용 심사의무’와 동일한 내용이 개인정보보호

법에 정해진 것으로 본다.

   위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상, 이익침해가 있는지를 심사할 1차적인 

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 즉 제3기관이 그에 해당함은 규정상 명백하

다.

  나. 이익침해 심사의 내용

94) 김시정, 이지원, ｢전기통신사업자의 수사기관에 대한 통신자료제공행위의 위법

성 및 손해 판단기준｣, 법학평론 제8권, 2018. 4., 385~3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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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고도 다른 방법의 

수사로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이익침해 심사의 내용으

로 보았다. 즉 다른 방법의 수사로서 정보주체를 체포하고자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요양급여내역을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

정권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

다.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것’

의 요건 역시 ‘수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와 마찬

가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제공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

해하는지와 관련한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에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제3기관의 수사의 구체적인 내용, 진행 정도에 대한 실질적 

심사권한이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익침해 심사의 내

용을 위와 같이 해석할 수는 없다. 위 규정이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

지 않을 것’이라고 실질적인 침해여부 판단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고, 

‘침해할 우려’에 대 한 판단만을 요구한 규정의 해석에 비추어도 그러

하다. 

   결국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제3기관이 가지고 있는 형식적･절차적 

심사권한의 범위 내에서의 이익침해 심사는 ‘침해 우려의 제거’ 즉, ① 

문제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② 제3기관이 그

와 같은 불법성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이 명백한지95)에 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물론 제3기관이 위와 같이 객관적이고 명백한 이익침해 우려가 없

다는 심사결과에 기하여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라도, 

해당 정보제공행위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에 

95) 김시정, 이지원, 전게논문 제387면은 ‘제3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기술적, 경

제적 관리 및 통제 역량이 있을 것’도 위 심사의 내용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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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는 다른 차원의 판단이 필요함은 본고 제4장 제1절, 제2절과 같

다.   

제5장 결론

   수사기관의 수사는 특히 범죄인인 국민에 대한 침익적 작용이라는 

측면에서 국민의 기본권 행사에 큰 제한을 가하는 국가작용에 해당한

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수사는 그 태생에서 개별 국민의 범죄피해로부

터 보호하여 사회를 방위하고,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데

에 본질이 있다. 

   이러한 국가기관의 작용이 개별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

하는 목적은 결국 다른 개별 국민인 범죄피해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

는 것에 있는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수사기관을 포함한 모든 국가

기관에 의하여 침해당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이 국가안전보장, 사회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한 국가작용에 해당하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포함한 기본

권의 강화 추세가 수사기관의 수사작용과 연동됨으로써 국민과 사회가 

범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위축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서는 안된

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는 위 기본권 강화 추세에 따라 수사기관

의 수사나 수사기관에 의한 정보수집과 관련하여 기본권 침해를 인정

하는 결정을 내놓고 있고, 이는 수사의 적법절차 마련에 중요한 자료

로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수사기능의 본질적 목적으로 돌아가 볼 때에, 개별 입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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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유보조항으로 정한 이상의 제한으로 수사기능을 제한하는 것은 

개별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할 권리와 충돌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측면에서의 연구 역시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하는 수사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와 수사의무, 사회방위의무를 가진다는 측면을 

기반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제199조 제2항에서 임의수사로서 사실조회행위

를 규정하고 있다. 만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제3기관에 대

한 수사기관의 모든 사실조회행위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로 보는 경우에는 위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을 사문화하

는 결론에 이른다. 만일 제3기관에 대한 사실조회행위가 위 규정에 근

거하여 제한없이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 외의 제3기관에 의하여도 무한정으로 수집, 보유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주체의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이어진다. 

   따라서 위 규정에 근거한 수사기관의 사실조회행위가 가능한 범위

를 적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7

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헌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사생

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가능성에 관하여 발전하여 온 ‘인격영역이론’

에 착안하였다. 이에 따라 제3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5단계로 분류

하여, 사회적 영역과 공개적 영역에서의 개인정보는 위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의 사실조회행위로 수사가 가능하고, 그 외 사적 영역, 비밀 

영역, 내밀 영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필요성 심사

를 거친 영장을 통하여만 수사, 즉 제한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이 연구

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의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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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가능성으로 연구되었으나, 결국은 국민의 범죄피해로부터 보호될 

권리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충돌 및 조화의 측면에서도 

접근이 가능한바, 향후 보다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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