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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情報保護와 人權*

成 樂 寅**

1)

Ⅰ. 序論

(1) 21세기 현대사회는 정보사회를 특징으로 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

보의 대량적․집단적 유통이 이루어져 전통적인 정보의 흐름에 새로운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보편화에 따른 정보의 흐름은 전통적인 자유와 권

리의 개념과 체계 그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전통적인 자

유와 권리는 그 나름대로 새로운 변화를 초래하고 있고, 새로운 자유와 권리의 

등장에 따라 자유와 권리 개념과 체계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2) 특히 인터넷시대의 전개에 따라 정보의 흐름은 더 이상 국내적인 것에 한

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초월하고 있다. 그에 따라 우선 당해 국가 안에서의 

정보체계의 구축이나 제한이 사실상 무의미할 수도 있다. 이에 정보질서에 관한 

한 국제적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정보관련 인권의 국제적 보호는 이제 일

반적이고 표준적인 규범으로 정립되어가고 있다.

(3)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보의 개념 내지 정보의 원리 자체도 변화하고 있다. 

고전적인 언어와 인쇄매체를 통한 일차원적인 정보 개념은, 20세기의 총아로 등

장한 방송을 통한 입체적 정보 개념으로 대체된 바 있다. 그런데 오늘날 통신의 

발전에 따라 이제 전통적인 정보의 개념과 유통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

고 있다.

(4) 정보와 관련된 인권 차원에서의 논의는 그 고전적인 틀에서부터 현대적인 

틀에 이르기까지 워낙 다원적인 내용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일의적으로 정립

* 이 논문은 2002년 10월에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백주년 기념관 소강당에서 개최
되었던 서울법대와 프라이부르크법대 간의 공동심포지움(Symposium zwischen den 
juristischen Fakultaten der Uni. Freiburg und Seoul)에서 발표된 것이다.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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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정보기본권론도 제기되고 있지만 오늘날 사실

상 정보와 관련되지 아니한 기본권이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

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기본권을 중심으로 정보기본권론을 정립하는 것도 일정

한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즉 한편으로는 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활성화시키

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를 보호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율배

반적인 정보가치를 어떻게 인권의 시각에서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가 

문제로 제기된다.

(5) 본고에서는 인권이라는 큰 틀에서 정보자유와 정보보호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그 방향은 일차적으로 인권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보의 개념 및 의

의로부터 출발하여 그에 기초한 정보자유와 정보보호의 구체적 모습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Ⅱ. 情報․情報保護와 人權

1. 情報保護․情報法의 틀에 包攝되는 情報

(1) 學問으로서의 情報法

종래 정보란 언론의 자유에서 제기된 핵심적인 화두 다. 즉 정보의 전달은 언

론의 자유에서 비롯되며, 특히 언론의 자유는 단순히 인간으로서의 개개인의 자

유뿐만 아니라, 언론보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논의가 증폭되었다. 그 언론보도

의 자유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언론보도를 통하여 일반인들은 정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종래 언론의 자유 내지 언론법 차원에서의 논의는 정보사

회의 진전에 따라 언론정보법1)이라는 시각에서의 접근과 이해가 중요하게 되었

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정보법2)이라는 역을 전개하고 있으나 그 또한 기본적

으로 언론법의 틀과 새로운 정보관련법의 틀을 묶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아가 정보법의 틀을 언론정보법의 차원을 넘어 선 정보통신법의 차원에서 논의

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법도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상황이고 보면 

이를 단순히 언론법 내지 언론정보법과 구별하는 것도 특별한 의미를 갖기는 어

1) 이에 필자는 이에 관한 종합적 연구를 언론정보법(나남출판사, 1998)으로 출간한 바 
있다.

2) Roland Dumas, Droit de l'information, Paris, P.U.F., 1987; 하마다 준이치( 田純一), 
情報法, 有斐閣, 1993, 이문호 역, 장산,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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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울 것으로 보인다.

(2) 人權․基本權의 대상으로서의 情報

정보사회의 비약적 진전에 따라 헌법상 인권론(기본권론)에서의 논의도 새로운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정보사회와 관련된 기본권은 전통적인 

논의의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이론구성이 전개되고 있다. 전통적인 언론의 자유

도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과 20여년 전까지만 해도 헌법

학교과서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있던 알권리, 사생활의 비 과 자유가 새로운 개

별적 기본권으로 확고하게 자리 매김하고 있다. 알 권리는 비록 헌법상 명문으로 

인정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헌법적 가치를 갖는 개별적 기본권으로 이론과 판례

를 통하여 인정되고 있다. 사생활의 비 과 자유는 1980년 헌법이래 개별적 기

본권으로 자리잡고 있다.

헌법상 사생활의 비 과 자유(제17조)는 일응 일반적으로 용례화된 사생활보호 

내지 프라이버시보호의 원리를 헌법상 개별적 기본권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사생활보호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주거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가 개별적 기본권으

로 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 과 자유는 주거의 자유

와 통신의 자유를 제외한 나머지 사생활의 비 과 자유에 관한 사생활보호를 위

한 기본권으로 일응 이해할 수 있다. 통신의 자유 또한 정보통신 과학기술의 진

전에 따라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정보사회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이제 21세기는 인터넷 내지 정보통신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새로운 변화를 초래

하고 있다. 여기에 특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이다. 개

인정보보호권 내지 개인정보자기통제권은 개별적 기본권으로 정립되어 있지 아

니하지만 학자에 따라서는 새로운 기본권으로의 자리매김을 강조하는 견해도 제

기되고 있다. 그것은 전통적인 기본권 체계에서는 사생활보호 내지 통신의 자유

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만 이를 헌법의 기본원리라 할 수 있는 국민주권주의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직접 도출하려는 노력도 전개되고 있다.3)

3) 이인호, “정보사회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중앙법학 창간호, 1999, 41-100면; 권건보, 
“자기정보통제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4. 2 참조. 개인정보자기결정
권의 독자적 기본권성을 강조하는 견해로는, 김일환, “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
와 보호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29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01, 87-112면; 김종
철, “헌법적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통제권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 인터넷법률 제4
호, 법무부, 2001, 23-4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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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과 관련된 기본권상의 문제제기는 통신 그 자체의 안전과 평온을 보호하

는 것과 더불어 통신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야기되는 사생활의 비 과 자유 

및 개인정보보호의 논의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즉 통신 그 자체의 안전과 평

온을 보호하는 것은 주로 통신의 자유의 문제라면, 통신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야기되는 사생활의 비 과 자유 및 개인정보보호는 주로 사생활보호 내지 개인

정보보호라는 시각에서 이해하고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다른 한편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전통적인 표현의 자유도 새로운 변모를 보

이고 있다. 전통적으로 언어와 문자를 통하여 구현되던 표현의 자유는 정보통신

의 이용을 통한 표현이 오히려 일반화되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을 

이용한 표현의 제한 또한 전통적인 표현의 자유의 법리를 통한 제한에 일정한 

한계가 뒤따른다. 나아가서 20세기 후반을 장식한 매스-미디어의 총아로서의 방

송도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이제 21세기에서는 통신에 그 새로운 자리를 내 

놓아야 할 처지에 이르고 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의 가속화

로 나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방송과 통신의 구별이 불명확해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법적 패러다임의 정립이 요망되고 있다.

결국 정보통신의 발전에 따라 야기되는 기본권상의 문제점은 한편으로는 헌법

상 통신의 자유의 주요한 내용이 될 것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헌법상 사생활의 

비 과 자유 및 개인정보보호의 주요한 내용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서는 표현의 자유의 문제에까지 귀결되고 있다.4)

(3) 인터넷 時代의 情報保護

정보과학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사회 곳곳에 걸쳐 인터넷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다. 인터넷은 이제 인간의 삶의 모습 자체도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인터넷의 보

편화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던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을 훨씬 뛰어 넘는 양상이 

도처에서 목격되고 있다. 그 생활 속의 삶의 변화는 한편으로는 물질적인 삶의 변

화와 다른 한편으로는 정신적인 삶의 변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원래 인터넷시대의 도래에 따라 인간의 물질적 삶의 틀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

4) 김배원 교수(“정보관련기본권의 독자적․통합적 보장을 위한 시론”, 헌법학연구 제7권 
제2호, 한국헌법학회, 2001, 79-125면)는 정보기본권의 정립을 강조하고 있다. 정보통
신의 비 보장, 정보제공권, 알 권리, 자기정보통제권을 정보 기본권의 내용으로 적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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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왔다. 전자상거래, 전자서명, 홈쇼핑 등의 활성화 등이 그것이다. 그것은 전

통적인 물질적 생활양식의 혁신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물질적 거래를 통

하여 형성된 정보의 계량화를 통한 물질적 가치부여는 그것이 단순히 인간의 물

질적 삶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적 삶에까지 파급되는 새로운 양

상을 초래하고 있다.5)

인간의 정신적 삶의 양식에도 변화는 마찬가지로 초래되고 있다. 그것은 주로 

정보전달체계의 변화로부터 기인한다. 전통적인 정보전달방식으로서의 우편, 전

화, 통신 등의 수단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정보통신수단으로 성공적으로 대치되

고 있다. 또한 정보전달자로서의 대중매체도 전통적인 신문이나 방송으로부터 통

신으로서의 인터넷으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 인터넷의 보편화현상과 더불어 전통

적인 정보전달의 양태는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인간 개개인을 

중심으로 본다면 단순히 소극적인 정보의 전달자 내지 수령자의 지위에서 이제 

적극적인 정보의 전달자 내지 수령자의 지위로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 과정

에서 개인의 내부적인 의사나 사상의 표현은 단순히 전달매체의 변화라는 외형

적인 변화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세계의 표현 내용 또한 변화를 초래

하게 된다.

여기에 정보전달매체로서의 인터넷시대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물질적 삶과 정

신적 삶을 구별하여 논의될 수 없는 한계가 따르게 마련이다. 인터넷을 통하여 

유통되고 형성되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한편으로는 개개인의 정신적 삶과 관련

되기도 하지만 동일한 행위가 동시에 개개인의 물질적 삶에도 연결되기 때문이

다. 즉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개인의 삶의 방식이나 삶의 모습은 개개인

의 물질적 삶의 정향성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정신적 삶의 가치지향성까지 드러

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들 삶의 모습은 물질적 탐욕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

라, 인간의 정신세계를 판단하는 척도로서 작동될 우려가 발생한다. 특히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어 가고 있고, 또 그러한 우려를 개개인이 느끼며 살고 있을 때, 

그것은 곧 인간의 삶의 움추림 현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에 인

5) 개인정보침해에 따라 인간생활의 위기와 그 실태에 관해서는, Simson Garfinkel, The 
death of privacy in the 21th century, O'ZReilly & Associate, 2000, 한국데이터베이스
진흥센터 역, 데이터베이스 제국, 2001; Reg Whitaker, The end of privacy, The New 
Press, New York, 1999, 이명균․노명현 역, 개인의 죽음, 생각의 나무, 2001 참조. 개
인정보침해와 관련된 판례분석에 관해서는, 강경근, “개인정보침해 국내외 판례조사 
및 분석”, 한국정보보호센터 개인정보연구 00-1, 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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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시대의 도래에 따른 개인의 삶의 보호의 중요성이 제기된다. 인터넷시대에서

의 개인의 삶과 관련된 정보는 그 자체로서 동시에 물질적이고 정신적일 수밖에 

없다.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인터넷시대의 새로운 변화양상에 부응하여 기존의 전통

적인 법규범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1970년대 이후 계속되고 있

다. 그러나 그 새로운 규범체계는 전통적인 규범체계를 던져버리고 새로이 출발

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규범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시 일정한 한계에 부닥치게 된다.

전통적인 법규범적 사고의 틀은 근대입헌주의 이래 국가권력과 개인의 관계 

및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 국가권력과 개인의 관계는 자

유주의의 원리에 따라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라는 명제에 기초해 있다. 

그것은 국가권력의 존립근거가 바로 주권자인 개인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국민주

권주의 원리의 규범적 구현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국가권력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권력일 수밖에 없다. 국가권력은 국민이 인간의 존

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한 삶을 위할 수 있도록 일련의 규제와 조정을 가한

다. 이 과정에서 국가권력은 엄청난 양의 방대한 개인정보를 보유․관리․처리한

다. 하지만 국가권력에 의한 자의적인 개인정보의 보유․관리․처리는 자칫 개인

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작동하게 된다. 이에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개인정보

를 보호하도록 하는 입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근대입헌주의의 기본관념에 입각할 때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는 단체주의

보다는 개인주의에 기초해 있다. 따라서 사적 자치와 계약의 자유에 기초한 사인 

상호간의 관계에 대하여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자치에 맡기고 있었다. 그간 2세

기 이상에 걸친 입헌주의의 전개과정에서 사적 자치의 원리는 권리남용금지의 

법리나 공서양속의 원리 등에 의하여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지만, 여전히 그 기

본틀은 변할 수도 없고 변하여서도 아니된다. 여기에 사인 상호간에 있어서의 정

보보호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된다.6)

6) 성낙인, “인터넷과 헌법상의 과제”, 법제연구 제18호 2000. 6, 21세기 인터넷시대에 
대비한 한국법제의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7-25면; 최승원,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개
인과 국가”, 공법연구 제28집 제4권 제1호, 한국공법학회, 2000; 선정원, “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 공법연구 제29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01, 113-14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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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實定法上 情報 槪念의 多元性

(1) 意義

헌법에서는 정보 개념에 관한 논의가 없다. 헌법전상으로는 제127조 제1항에

서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

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서 유일하게 정보라는 표현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정보에 관한 논의는 실정법적으로는 법률상 개념으로 돌아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행 법률 중에서도 다수의 법률이 정보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

되어 있지만 정보 개념 그 자체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 중에서도 정보와 관련된 법률이면서도 정보에 관한 개념 정의가 전혀 없는 

법률이 있는가 하면, 비록 정보에 관한 개념 정의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개념

은 일반화될 수 있는 개념으로서의 정보가 아니라, 당해 법률의 특성과 직접적으

로 연계되는 범위 내에서의 정보 개념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정보 또는 정보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법률을 중심으로 당해 

법률에서의 정보에 관한 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논의의 틀이 반드시 적정한

지에 관해서 의문이 있기는 하지만, 아래와 같이 언론법제에서 작성․취득․관리

되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취득․관리하는 정보, 정보통신을 통하여 작성․취

득․관리되는 정보로 체계화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2) 言論法制에서 作成․取得․管理되는 情報

전통적인 의미의 정보를 대변하는 즉 정보의 전달체계의 핵심을 이루는 소위 

언론관련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정보라는 개념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하지만 언론보

도를 통한 정보전달의 핵심적 법률인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과 방송법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기본목적은 바로 올바른 정보의 전달이 제1의 목적일 수밖에 

없다.

언론관련법에서 논의하고 있는 정보란 일반적으로 헌법상 논의되고 있는 정보

의 자유로부터 비롯된다. 특히 언론보도를 위한 정보와 관련하여서는 바르고 빠

른 정보가 생명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언론의 자유 창달을 위하여서는 정보원비

닉권도 보호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3) 公共機關이 作成․取得․管理하는 情報

공공기관과 관련된 정보는 주로 공공기관이 작성․취득․관리하는 정보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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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정보에 관한 논의가 주축을 이룬다.

1) 行政情報化를 위한 情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에서는 “‘행정

정보’라 함은 행정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

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문자․음성․음향․ 상 등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립하고 있는 정보의 개념은 전자정부구현이라

는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전자화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행정정보를 

의미하므로 좁은 의미의 정보 즉 전자정보로 한정되어 있다.

2) 行政情報公開를 위한 情報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2004. 1. 29. 개정법. 약칭하여 일반적으로 ‘정

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서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

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

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지칭하는 정보 개념은 전자정보의 개념보다

는 훨씬 넓은 개념으로 정립되어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작성․취득․관리하는 

개념에 한정되지 아니한다면 정보 개념을 일반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위 두 법률은 사실상 정보에 관한 구체적인 개념 정립을 하고 있는 유이한 실

정법이다. 이에 두 법률상의 정보 개념에 준거하여 정보 개념을 일반화한다면, 

“‘정보’란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3) 公共機關의 個人情報保護를 위한 情報

공공기관이 작성․취득․관리하는 정보라 할지라도 개인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이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약칭하여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한다)이 제정되어 있다. 법 제2조 제2호에서는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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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서는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제5호 “‘처리정보’라 함은 개인정보화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國家安全保障 등을 위한 國益關聯 情報

개인정보보호가 개인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면, 성격은 달리하여 국가적 차원에

서 정보보호의 필요성 또한 제기된다. 그것은 국가적 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

를 보호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로서 국가정보원법과 

국가정보원직원법․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 등이 있다.

5) 情報資源의 管理를 위한 情報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정보자원의 보호와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지식정보자

원관리법’이 제정되어 있다. 법 제2조 제1호에서 “‘지식정보자원’이라 함은 국가

적으로 보존 및 이용가치가 있고 학술․문화 또는 과학기술 등에 관한 디지털화

된 자료 또는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지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하기 위하여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동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지리정보’라 함은 지형․지물․지명 및 경계 등의 위치 

및 속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情報通信을 통하여 作成․取得․管理되는 情報

정보통신을 통하여 작성․취득․관리되는 정보는 그 정보가 특정 개인일 수도 

있고, 공공기관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의 내용 또한 때로 공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때로 비공개를 통한 보호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정보통신을 통하여 작성․취득․관리하는 정보는 보다 정보화된 체제로 발전

되어야 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1) 情報通信의 活性化를 위한 情報

정보사회의 화두는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그러한 취지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제정되어 있다. 동법 제2조 

제1호에서 “‘정보’라 함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 특정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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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체로 정보사회와 직접적으

로 관련되는 전자적 정보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부호․문언․음향 또는 상을 송신

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전기통신의 의미는 정

보화촉진기본법상의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각호에서는 그밖에 정보와 관련된 일련의 용어를 정

의하고 있다.

제2호: “‘정보화’라 함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

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제3호: “‘정보통신’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

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제4호: “‘정보보호’라 함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중에 

정보의 훼손․변조․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수단(이하 ‘정보보

호시스템’이라 한다)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밖에도 정보통신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률들이 제정되어 있다. 즉 ‘전기통

신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파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온라인디

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

신망이용촉진과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이 있다.

2) 情報通信上의 情報保護를 위한 情報

정보통신의 이용활성화를 통하여 정보사회를 구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

간 한국사회는 이에 관한 한 세계적인 수준으로 정보화가 이룩되고 있다. 이제 

정보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또한 긴요한 실정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과 통신비 보

호법이 제정되어 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에서도 통신비 의 보호를 규

정하고 있다.

통신비 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는 “‘통신’이라 함은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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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3호에서는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전자우편․회

원정보서비스․모사전송․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

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상을 송신하거나 수신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小結

정보의 개념에 관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의 작성․취득․관리의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정보의 개념을 달리하고 있다. 그것은 특히 정보이용과 정

보통신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와 정보유통의 제한을 위한 정보라는 상이점이 있

기 때문에 이를 일의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정보라는 용어 그 자체만으로 놓고 본다면 고전적인 정보의 자유에서 논의하는 

정보로부터 출발하여 현대적인 정보사회론에서의 정보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가치중립적으로 정립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

즉 정보 개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

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의 “‘행정정보’라 함은 행정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문자․

음성․음향․ 상 등으로 표현되는 것”,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

에 기록된 사항”,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정보’라 함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 특정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

성․음향 및 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종합하면 다음

과 같이 정보 개념을 정립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즉 정보라 함은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

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말한다.”

Ⅲ. 情報의 自由

1. 意義

정보의 자유는 고전적인 언론의 자유 내지 표현의 자유로부터 비롯된다. 그런

데 오늘날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국민은 단순히 소극적인 정보의 수령자에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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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정보의 참여자로서의 지위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 언론엑세스권과 더불어 정부에 대한 액세스를 의미하는 알권리의 구현으

로 나타난다.7)

2. 言論의 自由

(1) 消極的 自由에서 積極的 自由로의 言論의 自由의 再定立

현실적으로 다원적 민주주의 사회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언론의 자유 창달이 

불가결하 던 만큼, 근대입헌주의의 전개과정에서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

에서 언론의 자유를 천명하기에 이르 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나 프랑스 인권선

언 제11조에서 언론의 자유를 천명하고 있음은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생명

선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것은 곧 언론의 자유가 입헌주의의 한 핵심적인 내

용을 이룸을 의미하며, 그에 따라 언론의 자유는 이른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

로 인간의 자유와 권리의 차원에서 헌법전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자연히 언론

의 자유는 헌법학이론상 기본권론 중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한국 헌법상 언론의 자유는 규정형식이나 내용상 다소의 변용을 거치긴 했어

도 제헌헌법 이래 명문으로 규정해 두고 있다. 헌법 제21조 제1항이 언론의 자

유 보장에 관한 원론적․총론적 규정이라면,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검열 금

지, 제3항의 언론기관시설법정주의, 제4항의 언론의 사회적 책임은 각론적 규정

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본권제한에 관한 일반원칙에 관한 헌법 제37조 제2항

은 언론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일반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17조의 프라이버

시 보호, 제18조의 통신비  보호도 언론의 자유와 상호 표리의 관계에 있다.

이러한 헌법의 총론적․각론적 규범에 기초하여 이를 보다 구체화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언론기본법의 폐지 이후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과 ‘방송

법’ 등이 대표적 언론 관련 법률이며 그 외에도 각종 법률이 직․간접적으로 언

론법제의 법원(法源)이 되고 있다.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에서 언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음은 곧 이러한 헌법

규범의 정신을 구체화하는 개별적인 법률의 제정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를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실정법

상 보장해 주는 법률이 있을 것이고, 다른 한편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의 본

7) 일반적인 논의는, 성낙인, 헌법학 제4판, 법문사, 2004, 360-36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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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언론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이 뒤따르게 된다.

또한 오늘날 국제화․개방화시대의 진전과 더불어 인간의 자유와 권리 보장의 

국제적인 성격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언론의 자유에 관한 국제법적인 보장도 예

외일 수 없다.8) 이에 따라 언론의 자유는 그것이 한 국가에 특유한 기본권으로

서의 성격보다는 오히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법원리로서 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정보화사회의 성숙과 더불어 언론도 국제법적인 많은 문제점을 야

기할 뿐만 아니라 정보유통이 대량화․집단화됨에 따라 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

기 위한 새로운 언론․출판 관련 법제의 정립도 요망되고 있다.

(2) 情報社會와 言論의 自由

고전적인 언론의 자유는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를 받지 않는 소극적인 권리로

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대적인 정보화사회의 성숙과 더불어 정보의 대

량적․집단적인 유통이 일방통행적인 성격을 갖는 상황 하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독자적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언론의 자유를 사회적․제도적

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의 자유(알 권리, droit de savoir, right to know, 

Informationsfreiheit)를 정립시켜 다원적인 정보가 자유로이 유통되는 메커니즘을 

만들어 이를 유지․확보하는 언론제도의 정립과, 정보를 수령하는 국민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화하기에 이르 다.

따라서 이제 정보의 자유는 공권력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접근

할 수 있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소극적 정

보의 자유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서 의사형성․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

극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적극적 정보의 자유를 포괄하게 된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19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모든 수단에 의하여 국경을 

초월하여 정보․사상을 요구하거나 입수 또는 전달할 자유를 갖는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또한 독일헌법 제5조 제1항도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

로부터 방해받지 아니하고 정보를 수집할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 헌법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고전적인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규정체제

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자유 내지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에 관해서 헌

법 제1조의 국민주권의 원리,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8) Jean Morange, La liberté d’expression, P.U.F., Paris, 1993, pp.23-26.



成 樂 寅 [서울대학교 法學 제45권 제1호 : ?∼?114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에서 그 헌법적 근거를 찾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논술의 체제도 표

현의 자유의 장에서 언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언론의 자유의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알 권리를 이해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도 “정보에의 접근․수

집․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9)

생각건대 알 권리는 세계인권선언이나 독일헌법처럼 헌법상 명문으로 인정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하는 데에는 통설․판례가 이론의 

여지가 없음은 올바른 태도라 할 수 있으나, 알 권리의 헌법상 정확한 위상 및 

언론의 자유와의 관계는 좀더 검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3. 情報通信을 통한 言論의 自由

(1) 인터넷의 普遍化와 情報通信의 安全과 自由

고전적인 기본권으로서의 통신의 자유는 이제 인터넷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변화에 처해 있다. 전통적으로 서신이나 전화 등의 통신의 보호에 한정되어 있던 

통신의 자유는 인터넷시대에 즈음하여 정보통신의 자유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통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서 더 나아가서 인터넷 통신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는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인터넷이라는 문

명의 이기에 부수하여 작동하는 소위 불온통신은 그것이 단순히 규제되어야 한

다는 당위명제를 뛰어 넘어 불온통신이 갖는 피해가 자칫 인터넷의 생활화를 저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10)

(2) 인터넷 通信의 閉鎖와 通信의 安全과 自由

정보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통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사실

상 불가능하거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에 이르고 있는 반면 또 한편에서는 

지나친 제한이 문제되고 있다.

정부는 한총련이 국내용 전용정보통신망(CUG) 및 컴퓨터통신ID를 통해 투쟁

9) 헌재 1989. 9. 4, 88헌마22; 헌재 1991. 5. 13, 90헌마133.
10) 황성기, “사이버스페이스와 불온통신규제”, 헌법학연구 제6권 제3호, 한국헌법학회, 

2000, 153-207면; 황승흠, “한국의 인터넷등급제 모델”,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0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0. 5. 20, 155-17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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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을 전파하고 내용에 이적성이 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하고 폐쇄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통신수단의 폐쇄를 통하여 컴퓨터통신망에 대한 접근 자체를 금지

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내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특히 인

터넷이 국제적 통신망으로 자리잡은 지금 미국의 외설물인터넷규제(블랙리본사

건)가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후 인터넷의 규제가 자칫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이 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다른 나라의 통신을 이용하는 경우(멕시코의 

차이파스반군세력이 미국에 홈페이지를 개설함)에는 규제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

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중국에서는 1996년 초 모든 컴퓨터네트워크에 대해 당국에 등록할 것과 

음란물 및 정치적인 내용에 대한 접근금지를 발표한 이후 최근 이를 실행에 옮겨 

외국언론 및 반중단체의 100여 개 인터넷 사이트를 봉쇄함으로써 인터넷이 생긴 

이후 가장 광범위한 통신검열이라는 점에서 현대판 분서갱유로 비판받은 바 있다.

(3) 새로운 法制의 整備

미국에서는 1995년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 of 1995)이 제정

된 바 있고 유사한 내용이 통신법(Telecommunication Act of 1996)에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이러한 규제도 미연방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미국 연방대법원은 음란물규제는 합헌이나, 

명백하고 불쾌한 통신에 대한 금지는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의 원칙에 따라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11) 이에 연방의회는 1998년에 아동온라인보호법(The Child 

Online Protection Act; COPA)를 제정하 으나 이에 대하여서도 위헌논의가 계속

되고 있다.

생각건대 인터넷 통신에 대한 규제는 음란물로부터 청소년보호라든지 국가안

전상 필요하다는 데에는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 규

제가 날로 발전하는 정보과학의 기술에 비추어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

는 데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법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 그 법을 

통한 규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제간 정보유통의 문제점이 

제기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그간 전기통신기본법에서 음란한 통신을 처벌하는 전기통신

이용음란죄(제48조의2)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불온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11) Reno v.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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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거부․정지․개선명령 등을 규정하고(제53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내

용심의제도를 규정(제53조의2)하고 있었다. 그러나 불온통신의 규제에 대하여서

는 그 개념의 애매 모호성,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에 따른 정보제공자의 피해구

제에 관한 적법절차의 부재가 문제되어 왔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결

과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

호등에관한법률이 새로 개정되어 이들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한 바 있으나12) 새

로운 비판에 직면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데 만족하여야만 했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對策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

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의 유해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

기 위하여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제

41조),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

공하고자 하는 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임

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리를 목적으로 당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에 처하도록 하며(제42조 및 제66조 제1항 제12호), 컴퓨터바이러스를 전달․유

포하거나 타인의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 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정보를 

전송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있다(제48조 및 제62조).

사실 정보통신망을 통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는 일련의 규제법

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과는 그 법제의 연원이나 입법목

적에서 근본적으로 상이한 성격을 갖고 있다. 즉 정보통신망법은 기본적으로 정

보통신 그 자체의 안전과 더불어 그 정보통신망에서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에 

관한 규제법임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법을 통해서 정보통신상에서 구현되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일련의 규제를 동시에 가하려 하 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

점을 던져준 바 있다. 앞으로 정보통신상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규제는 독자적

이고 체계적인 입법적 대응을 하여야 할 것이다.

(5) 인터넷 通信과 表現의 安全과 自由

인터넷으로 전개되는 표현의 자유를 통하여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참정권

12) 황승흠,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 발제문, 정보통신부, 2000. 7. 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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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기본권)도 실현될 수 있다. 그런데 그 표현의 자유의 중심축을 이루는 

언론의 자유는 이제 전통적인 언론법제를 통한 논의의 틀을 뛰어 넘고 있기 때

문에 어떻게 자유와 책임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되지 않을 수 없다. 인

터넷을 통한 표현은 더욱 직접적이고 직설적이며, 인터넷의 그 자유로운 표현 양

식으로 인하여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와 같은 표현의 자유

의 홍수 속에서 과연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을 위한 법리는 제대로 개발되

고 적용되고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종래 표현의 자유 특

히 언론의 자유는 개인의 언론의 자유보다는 오히려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적

인 측면이 강하 으나, 이제 인터넷시대에 있어서는 개인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남용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13) 그 중 특히 심각한 분야는 개인의 인격

적 법익과 관련되는 명예훼손14)과 사생활침해 및 외설적인 표현물이다.15)

(6) 放送과 通信의 融合에 따른 情報通信의 自由

1) 現行 放送法制의 限界

방송의 자유와 책임 및 공공성에 입각하여 제정된 현행 방송법은 기존의 방송

법 및 종합유선방송법을 묶어 이를 단일적인 법률로 정립하고 위성방송 등을 추

가한 것 이외에는 특별히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통합방송법제로서의 위상을 

갖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방송법은 전통적인 지상파방송을 중심축에 놓고, 

위성방송, 케이블방송 등을 아우르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위와 같은 인식과 제

도의 한계로 인하여 현행 방송법은 방송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할 수밖에 없으

13) 박선 , “가상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인터넷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
회 2000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0. 5. 20, 93-110면 참조: 인터넷 운 자와 관

리자의 책임에 관하여 미국에서의 논의와 한국의 판례를 소개하고 있다.
14) 인터넷상의 개인의 표현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처음으로 민사상의 명예훼손책
임을 인정한 판례가 나와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동아일보 2000. 5. 24. 참조.

15) 이해완, “사이버스페이스와 표현의 자유 ―판례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제6권 제3
호, 한국헌법학회, 2000, 86-124면 참조: 이 논문에서는 인터넷과 명예훼손 및 음란물
규제 등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 또한 연세대학교 언론연구소 학술 
세미나, 인터넷 음란물과 표현의 자유, 어떻게 규제할 것이며,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발표논문집에 수록된 논문들(성동규, “인터넷 음란물의 자율규제에 관한 연구”; 윤태
진, “인터넷 포르노그라피의 문화적 의미에 관한 연구”; 어기준․정철 , “인터넷 음
란물 현황 및 인테넷 음란물 분류기준의 한계”), 2000. 5. 18. 참조. 류시조, “가상공
간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 헌법학연구 제5집 제1호, 한국헌법학회, 1999, 218-237
면: 이 논문에서는 가상공간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대응과 갈등의 문제를 
익명성․암호문․인터넷검열․정크메일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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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에 따라 방송에 대한 공익적 규제법으로서의 성격을 피할 수 없었다. 하지

만 방송환경의 새로운 변화에 따라 기존의 지상파방송 중심의 법체계는 위성방

송, 케이블방송 등에 대한 규제에는 일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더 나아가서 시장경제와 정보통신기술이 지배하는 인터넷방송, 데이터방송 등

에 대한 법적 적용에는 부적합한 현실이다. 특히 이들 정보통신매체는 현실적으

로 정보통신관련 법제 내지 업무와 그 구획이 불투명하다. 정보통신매체에 대하

여 방송위원회가 관여할 수 있는지, 관여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것

인지에 대한 학계, 실무계, 정책당국 사이에 현실적 합의가 없는 상태이다. 정보

통신매체에 대하여 방송위원회가 관여할 경우에 야기될 수 있는 현행 방송법체

계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전통적인 공익적 규제기구로서의 방송위원회가 새

로운 기술의 진전에 따라 전개되는 정보통신매체에 대하여 전통적인 방송법체계

에서 개입할 수 있는지,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성숙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의 발전적 정립이 

바람직하지만 그 실현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2) 인터넷放送의 規制體系 整備

인터넷방송은 통신망을 이용한 방송적 특성의 대표적 융합서비스로서 현행 방

송법상의 정의가 제한적이고, 규제감독기구가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정보통신

윤리위원회로 분산되어 있어 사업자에 대한 비일관적 규제, 규제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그런데 방송위원회는 방송관련 사업자가 행하는 인터넷방송에 대

해서만 심의하도록 제한적으로 규정(방송법 제32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1조 제

1항, 제2항)하고 있을 뿐이다.

다른 한편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 및 인터넷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는 방송관계사업자 이외의 사업자가 운 하는 인터넷방송 및 인터넷서비스의 내

용심의 등의 규제감독 행사(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 동법시행령 제16조의3)를 

하고 있다.16)

16) 헌재 2002. 6. 27, 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을 금하고 이러한 전기통신에 대하여 정보
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는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포괄위
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 ‘공공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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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건대 인터넷방송에 대하여는 ‘공중이 수신할 목적’ 부분을 포함하여 통신

의 사적 비 보호원칙을 배제하고 공적 매체로서 성격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방송의 온라인 서비스, VOD서비스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간 또는 유

사실시간으로 전송’ 특성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17)

이를 통해 방송사업자가 운 하는 인터넷방송뿐만 아니라 성인인터넷방송 등

에 관한 일관된 규제기준이 적용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의의 개정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통신심의규제기능과의 정비차원에서 논의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기존의 방송개념에 본질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인터넷방송에 대하여 기

존의 방송법 내지 방송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념으로 규제하려는 것은 새로운 기

술의 발전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매체에 대한 정당한 규제도구로서 기능하

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매체의 차이에 따른 규제의 차이는 정당화된다”는 

논리에 따라 전통적인 방송법상의 매체에 대한 법제와 새로운 매체의 등장에 따른 

법제는 그 법리가 상이함에 따라 그 규율법제 또한 상이하여야 할 것이다.18)

3) 放送․通信의 統合과 放送通信委員會

방송과 통신의 통합규제체계로 시스템이 변화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설치되는 

경우, 방송과 통신의 단일 기본법으로서 방송통신법의 제정 또는 별도의 방송통

녕질서’, ‘미풍양속’이라는 것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어떠한 표현행위가 과연 이
를 해하는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법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도 어려워 이러한 불온통신의 개념을 전제로 하여 규제를 

가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함께 규제하게 되어 과잉금

지원칙에도 위배된다.
17) 입법례: 프랑스의 시청각커뮤니케이션법 제43조는 온라인커뮤니케이션서비스를 규정
하고, CSA가 그 규제를 담당(‘온라인커뮤니케이션서비스’는 모든 종류의 기호, 문서, 
상, 소리, 내용을 직접 그리고 항구적으로 저장하는 서비스로, 공중이 접할 수 있도
록 기술적 자료와 서비스 창작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규정(시청각커뮤니케이
션법 제43조))하고 있다. 캐나다 CRTC는 인터넷서비스 가운데 텔레커뮤니케이션 수
단으로 전송되거나, 공중이 수신할 목적으로 전송되는 것을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
다. 독일은 방송규제기구 DLM에서 전통적 TV특성, 여론형성 측면(사실성, 의제 제안 
등)을 고려하여 미디어서비스와 텔레서비스인지 규정하고 있다. 호주는 온라인서비스
법(1999)  제3조에 인터넷콘텐츠를 ‘데이터저장장치를 갖추고, 인터넷 전송서비스를 
사용하여 접속하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지만, 전자메일, 채팅서비스, 실시간으로 접속
한 정보는 제외하고 있다.

18) 박선 , “인터넷방송의 의의와 헌법적 성격”, 헌법학연구 제6권 제2호, 한국헌법학회, 
2000, 158-17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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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위원회법의 제정이 불가피하다.

그 경우 방송통신법은 방송에 관한 일반사항과 방송위원회 설치를 규율하고 

있는 방송법과 통신의 일반적 사항 및 통신위원회 설치 등 정보통신분야의 기본

법에 해당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화촉진기본법을 통합․정비하여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19)

4. 알 權利(情報의 自由)

(1) 意義와 機能

현대적인 정보화사회의 진전은 이제 전통적인 민주주의의 법리뿐만 아니라 법

의 패러다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일찍이 장 자크 루소

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에서 실천된 바 있는 직접민주주의적인 이상을 근대 

입헌주의에서의 이상적인 모델로 제시한 바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직접민주

주의를 국가생활 속에서 전면적으로 실천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대입헌주의에서의 민주주의는 代議民主主義를 원칙적인 모델로 
정립시킨 바 있지만, 대의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直接民
主主義的인 요소를 가미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대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은 비록 직접민주주의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정에 

직접 참여하고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될 수 있게 되었다. 정보를 대

량적․집단적으로 수집․관리․처리할 수 있는 기술적 발전에 힘입어 이제 국민

은 단순히 국가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소극적인 수령자의 입장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체적인 입장에서 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서 액세스(access)할 수 있게 되었다.

현대 情報化社會의 전개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에 관해서도 종래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 거나 혹은 외면당하 던 사항들이 새로이 그 중요성을 

인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 새로이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연구가 최근에 국내외적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에 따

른 법적․제도적 장치가 한층 강화되어 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권자인 국민

이 오늘날 만연되고 있는 정치적 소외현상으로부터 일탈하여 널리 국정상황을 

19) 입법례: 미국은 통신법에 의하여 FCC를 설치하 고, 이탈리아는 1997년 방송통신법
의 제정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두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법을 별도로 
마련하여 CRTC의 설치, 직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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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파악하여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을 기함으로써 현대 대의민주정치의 위

기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전통적인 관료행정의 비 주의를 극복하여 널리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20)

한편 근대 입헌주의이래 정립된 전통적인 표현의 자유의 의미도 현대국가에서 

새로운 변용을 맞이하고 있다. 종래 일방적인 정보전달체계에서 이제 다원화되고 

복합적인 정보전달체계로 변화함에 따라, 국민과 매스미디어의 관계에도 근본적

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정보의 형성 및 전달과정은 정보원―정보

수집―정보처리―정보전달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정보전달체계

에서 사실상 주도적인 입장을 유지하여 왔던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기능과 역할 

또한 새로운 변용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것은 국민이 언론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그 기본에 있어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정보원이 

사실상 매스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비롯된 고전적인 정보체계의 근본적인 변화

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생명선으로서의 언론의 자유 

특히 언론보도의 자유가 누리던 독점적인 지위는 새로운 정보전달체계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즉 고전적인 정보(원)―언론보도―국민이라는 

관계가 이제 정보원으로부터 바로 국민에게로 연결될 수 있는 정보전달체계의 

변화를 의미한다.

알 權利(right to know, droit de savoir)는 흔히 情報의 自由(Informationsfreiheit)

와 동일한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알 권리의 정립은 바로 현대적인 정보

화사회의 진전에 따른 정보체계의 근본적인 변화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알 권리는 전통적으로 정보전달체계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견지하여 

온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알 권리가 단순히 표현

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정보욕구를 충족시

켜 주고 이를 통하여 종래 소극적인 지위에 머무르고 있던 국민의 입장도 보다 

적극적인 입장, 즉 적극적으로 주권자의 입장에서 정보전달체계에 직접적으로 개

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것은 곧 전통적인 대의민주주

20) ‘국제정보자유협회’(Internatinal Freedom of Information Institute)의 창시자이며 캐나다
에서 20년 이상 정보자유법제정운동을 펼쳐 온 Gerald Baldwin은 다음과 같이 역설하
고 있다. “국민은 정치적 소외(접근불능), 인플레이션, 관료제 등 많은 문제에 관한 정
부의 구태의연한 태도에 진력이 나 있다. 필요한 것은 우수한 정보자유법의 제정을 포
함한 정부의 충분한 설명의무이다.” Tom Riley et Harold C. Relyea, Freedom of 
Information Trends in the Information Age, London, Franck Cass., 1983,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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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원리에 다소간 가미되어 왔던 직접민주주의의 원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

하 던 문제점을 알 권리의 구현을 통하여 보다 실천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알 권리는 단순히 소극적으로 정보를 

수령하는 권리의 차원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 스스로 정보를 수령하고 

이를 기초로 의사형성을 기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알 권리는 헌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간 헌법적 근거에 대하여 의

문을 제기하는 이론도 없는 바는 아니지만 학설과 판례를 통하여 헌법적 가치를 

갖는 기본권으로 인식하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나아가서 헌법상 알 권리의 구

체화는 개별적인 정보공개법의 제정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

에서도 정보공개법이 제정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21)

그간 외국에서의 알 권리에 관한 논의나 외국의 법제에 관한 논의가 헌법재판

소가 개소되기 전 또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의 단계

에서 충분히 논의22)되었다고 본다.

(2) 알 權利의 憲法的 根據

1) 意義

알 권리는 비교적 최근에 논의되기 시작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알 권리를 헌법

상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는 예는 별로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독일 헌법 제5조 제

1항23)과 세계인권선언 제19조24)에서는 알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

헌법에서도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알 권리는 헌법적 가치를 갖는 기본권으로 이해

하는 데 이론이 없다. 그런데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에 관하여서는 논란이 있다.

21) 참고문헌: 총무처, “외국의 정보공개제도”, 1996; 한국행정연구원, “행정정보공개제도
에 관한 연구”, 1992; 성낙인, 언론정보법, 나남출판사, 1998, 제3편 정보사회와 법.

22) 안용교, “국민의 알 권리에 관한 연구”, 건국대 박사학위논문, 1975; 강경근, “정보공
개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83; 김배원, “알권리에 관한 연구”, 부
산대 박사학위논문, 1989; 경건, “정보공개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 일반행정법이론체
계와의 관련에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8; 김효진, “지방자치제도상 주민참가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개에 관한 연구 ― 일본의 이론과 실제를 중심으로”, 대구대 박
사학위논문, 1997.

23) “누구든지 언어․문서 및 도형으로 자유로이 의사를 표현하고 유포하며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알 권리(정보의 자유)를 가진
다.”

24) “모든 사람은 모든 수단에 의하여 국경을 초월하여 정보․사상을 요구하거나 입수 또
는 전달할 자유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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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재판소의 태도

헌법재판소는 전통적인 언론의 자유를 중심으로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를 구

하고 있다. 그 밖에도 헌법전문, 국민주권의 원리에 관한 제1조 제1항,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에 관한 제10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제34조 제1

항, 국민의 재판청구권에 관한 제27조 등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3) 검토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알 권리를 헌법적 가치를 갖는 기본권으로 인정하 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더구나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

은 상황 하에서, 헌법이념으로부터 직접 알 권리를 도출하 다는 점에서 그 의의

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알 권리의 헌법적 기반을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파악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 이전에 국민주권주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 오히려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그것은 인간의 존엄의 실현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문

제이기도 하다. 다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알 권리의 헌법적 기초로 이해

하는 것은 자칫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의 헌법적 근거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할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란 그것이 기본적으로 생

존권적 기본권(사회권)으로서의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알 권리는 헌법 제10조와 국민주권의 원리(제1조), 그리고 헌법 제21조 

1항에서 그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3) 알 권리의 法的 性格

1) 헌법재판소의 태도(복합적 성격과 구체적 권리성)

헌법재판소는 알 권리의 複合的 性格을 인정하면서도 請求權的 基本權의 측면
을 강조하고 있으며, 알 권리로부터 직접 情報公開請求權을 도출함으로써 具體的 
權利性을 긍정하고 있다.25)

2) 國民主權과 人間尊嚴의 실현원리로서의 ‘알 권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하여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적 가치를 갖는 기본권으로

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자리잡았다. 다만 헌법상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를 표현의 

25) 헌재 1991. 5. 13, 90헌마133, 기록등사신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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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에서 찾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 즉 오늘날 알 권리는 국민주권주의의 실

천적 과제로서 등장하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알 권리의 핵심적 요소

를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알 권리를 이해하고 이를 실천적으

로 적용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알 권리의 본질을 국민주권주의의 실

천을 위하여 불가결한 것으로 이해할 경우, 알 권리는 단순히 청구권적 기본권의 

성격보다는 종합적 기본권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알 

권리의 생활권적 성질을 인정하고 있음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하여 실정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헌

법적 가치를 갖는 알 권리로부터 바로 국민의 情報公開請求權을 도출하고 있는 
것은 알 권리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상적으로는 알 권리를 국가 법질서체계에서 실천하기 위하여서는 정보공개법

의 제정이 불가피함은 당연한 논리적 결과이다.26) 이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

한법률의 제정은 이러한 공백을 메워주는 역할과 기능을 갖는다.

결국 알 권리를 헌법학적인 이해의 편의상 언론자유의 한 내용에서 논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논의의 편의적인 측면이지, 결코 알 권리가 단

순히 언론자유의 한 내용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한다. 

현대적인 정보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현재까지 국민이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원

천으로서의 언론기관의 보도를 통한 간접적인 정보의 접근․이용이 장차 언론매

체를 통하지 아니한 직접적인 정보전달체계가 일반화될 경우에는 알 권리의 위

상과 좌표도 변용될 소지가 있다.

(4) 알 權利의 內容

1) 消極的인 情報의 受領權

소극적 정보수령권이란 국민이 정보를 수령, 수집함에 있어 국가권력의 방해를 

받지 아니할 권리이다.

26) 大判 1992. 6. 23, 92추17: 대법원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제정되기 이전, 
청주시의회가 제정한 ‘행정정보공개조례’에 대해 청주시장이 ‘법령에 근거가 없어 위
법’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이사건 정보공개조례안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행정
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의 실현을 그 근본내용으로 하면서도 이로 인한 개인의 권익 

침해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들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

는 조례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

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조례는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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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공권력에 의한 보도통제이다. 정보의 전달체계에서 본

다면, 알 권리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제공되는 정보 자체가 객관적인 공정

한 정보여야 한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국

민에 대한 정보제공의 원천으로서 언론보도의 자유가 제기된다. 따라서 알 권리

와 언론(보도)의 자유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놓이게 된다. 사실 언론보도에 대

하여서는 전통적으로 공권력의 개입에 의한 정보의 왜곡현상이 특히 심각하게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나라의 민주화와 더불어 공권력에 의한 정보의 왜

곡현상은 상당부분 완화되어 가고 있다.

다른 한편 언론이 갖는 기관적인 특성 즉 언론기관은 대체로 주식회사의 형태

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의 합병과 결합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언

론기관 자체가 독점화․과점화 현상을 초래할 경우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가 

상당부분 왜곡될 소지를 안게 된다. 특히 방송매체의 경우 비록 CATV 등의 보

급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공중파 방송이 지배적인 현실에서 

이들 공중파방송의 독과점은 정보의 제공 자체가 변질될 소지를 안고 있다.

언론기업 내부의 문제 또한 알 권리에 위협적인 요소로 작동할 수 있다. 여기

에 기업으로서의 언론과 언론이 갖는 공적 과업의 조화가 요망된다. 경 과 기업

의 상호보완을 통한 편집․편성의 자유가 요망된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보도의 

자유, 취재의 자유의 문제로 귀결된다.

또한 공공기관이 국민의 알 권리의 충족을 위하여 스스로 적극적으로 공공기

관이 보유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알 권리의 실질화를 위하여 바람직한 일이

다. 실제로 이러한 정보공개의 원리는 바로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컴퓨터

화를 통하여 보다 현실화될 수 있다. 공공기관이 직접 정보를 제공할 경우조차도 

종래에 국민은 언론보도를 통하여 이를 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보의 수령이 언론보도를 통하든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정보제공을 통

하든 간에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단지 제공된 정보의 소극적인 수령에 불과하다

는 점에서 알 권리의 적극적인 구현이 요망되게 된다.

2) 積極的인 情報의 蒐集權(情報公開請求權)

국민의 입장에서 단순히 공공기관이나 언론보도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를 수

령하여 이를 취사․선택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스스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리로서 알 권리의 현대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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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관의 보도를 통한 알 권리의 실현은, 그 자체로서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

서 본다면 소극적인 정보의 수령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언론보도도 결국 

국민의 알 권리를 구현하기 위한 매체라는 측면에서 이해한다면, 취재의 자유를 

포함한 언론보도의 자유는 적극적인 정보의 수집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알 권리를 국민 개개인의 주권적 지위의 실현 또는 기본권 실현이

라는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역시 언론보도의 자유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알 권리의 적극적인 구현은 바로 정보공개제도로 달성될 수 있다. 여기에 정보

공개제도가 갖는 헌법적 가치가 논의되게 되며, 이러한 정보공개제도의 법적 제

도화가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공개제도는 기본적으로 국민 개개인이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함으로써 구현된다고 본다

면, 언론기관을 포함한 사적 기관에 대한 국민의 액세스권과는 제도 본질에서 구

별된다. 한편 언론기관도 아닌 사적기관에 대한 알 권리의 구현이 가능할 것인

지도 의문이다. 현실적으로 알 권리는 공적 권리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사적 기관 예컨대 기업에 대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오늘날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소비자보호․환경보호 

등의 시각에서 기업에 대한 규제가 법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국가

기관에 의한 규제를 통한 알 권리의 간접적인 구현이 가능할 것이고, 나아가서 

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하여서도 최소한의 목적은 달성될 수 있다.

끝으로 알 권리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도 일응 

알 권리의 관점에서도 이해될 수 있다. 즉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에 대하

여 국민 개개인이 접근․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개인의 알 권리 

충족기능을 갖는다.27) 그러나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사생활의 비 과 보호라는 

관점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시각에서 보다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다.

(5) 情報公開法制의 定立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알 권리의 정립은 개별 법률을 통해서 보다 구

체화되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1946년 행정절차법에 정보공개조항을 두었다가 

1966년에는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을 제정하여 이를 법

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나아가서 정부회의공개법(Government in the Sunshine 

27) 권건보, 앞의 논문, 138-14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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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과 정부윤리법(Ethics in Government)뿐만 아니라 정보공개와 상호보완적인 

사생활보호법(Privacy Act)을 제정하여 입법적 조치를 완비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도 행정문서액세스권법(De la liberté d’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과 사

생활보호법(Loi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을 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그에 따른 사생활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정보공개․사생활보호에 관한 일반법률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던 

시점인 1980년 제정된 언론기본법에서는 알 권리를 명문으로 인정한 바 있다. 

이 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호하고 여론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

적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복리의 실현에 기

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모든 국민은 언어․문자․상형에 의하여 자유로

이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알 권리를 

방해받지 아니한다”(제2조 제1항). “제1항…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받지 아니한다”(제4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

체는 신문․통신의 발행인 또는 방송국의 장이나 그 대리인의 청구가 있을 경우

에는 공익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제6항)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나아가서 언론기관의 정보청구권을 명시하 다.28) 그러나 언론기본

법은 그 이상적인 방향 설정에도 불구하고 언론통제법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음

으로 인하여 1988년에 사실상 폐지되기에 이르 다.

최근에 이르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996)과 ‘공공기관의 개인정

보보호에 관한 법률’(1994)이 제정되어 있다.

Ⅳ. 情報의 保護

1. 個人情報의 保護(安全과 自由)

(1) 意義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개인에 대한 정보가 광범위하게 수집․처리․관리되

고 있고, 이에 따라 개인은 자신에 관한 정보에 관하여 직접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을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보주체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

28) 박용상, “언론기본법”, 김철수 편, 정치관계법, 박 사, 1983, 127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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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실질화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정보관리 시스템을 설치

할 때에는 ① 일정한 종류의 기록의 금지, ② 개인정보 수집방법의 제한, ③ 개

인의 의사에 반한 입력의 금지, ④ 개인정보의 무제한 축적의 금지, ⑤ 자기 파

일에 대한 액세스권의 보장, ⑥ 개인정보의 정정권의 보장 등이 요망된다.

(2) 個人情報保護를 위한 國際的 立法動向

헌법이념의 구체화 법으로서의 프라이버시 내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적 

동향은 대체로 1970년대 이후 각국에서 법률제정과 더불어, 국제기구를 통한 법

률제정의 준칙제공 등으로 오늘날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29)

정보의 집단적․대량적 흐름은 동시에 국제간의 정보유통(TDF, Transborder 

Data Flow)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OECD는 1980년 9

월 23일 ‘프라이버시보호 및 개인정보의 국제적 이전에 관한 가이드라인’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을 이사회 권고안으로 채택한 바 있다. 동 권고안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

용에 관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일반

적인 가이드라인을 규정한 것이다. 그 내용은 ① 수집제한의 원칙, ② 데이터 내

용의 원칙, ③ 목적 명확화의 원칙, ④ 이용제한의 원칙, ⑤ 안전보호의 원칙, ⑥ 

공개의 원칙, ⑦ 개인참가의 원칙, ⑧ 책임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

인은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에 관해서도 타당하다고 하겠다. 다만, 그 집행

방법에 관해서는 아직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 또한 1989년에

는 국제연합 인권위원회에서 “컴퓨터 처리된 개인 파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결의한 바 있다.30)

EU에서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1995년 EU의회와 이사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개인정보의 처리 및 자유로운 전송에 관한 개인보호 지침’(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s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95/46/EC)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다. 동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각 회원국

29) Ian Walden & John Angel, Telecommunications Law, London, Blackstone Press, 2001.
30) 백의진 외, “국가간 개인정보유통에 관한 정책연구”, 한국정보보호센터, 정책연구 00- 

1, 2000; Blaise Tchikaya, Le droit international des télécommunications, Paris, PUF, 
19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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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국내법 원칙의 차이를 제거하고 공통된 법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회

원국은 1998년 말까지 동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일치하도록 국내법을 

제․개정해야 한다.31) 특히 동 지침은 EU 수준으로 적절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

지 않는 국가에게로 개인자료의 전송을 금지하고 있어 EU 회원국과 교역을 하

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EU는 1997. 12. 15. 동 지침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문에 있어서 개인정

보의 처리 및 프라이버시보호에 관한 지침’(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 97/66/EC)을 채택하 다.

獨逸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텔레서비

스데이터보호법’(Teledienstedatenschutzgesetz; TDDSG)을 제정하여 1997. 8.부터 

시행하고 있다. 1977년에 ‘연방데이터보호법’(Bundesdatenschutzgesetz)을 제정하여 

공적부문과 민간부문이 보유하는 개인정보를 포괄적으로 보호하여 왔다. 그러나 

정보통신에 있어서는 그 이상으로 개인정보의 남용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의 

연방데이터보호법의 특별법으로서 위 TDDSG를 제정한 것이다.

동 법률은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기본원칙(제3조)으로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정보주

체의 동의나 법률에 의한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게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하며(제4조), 한편으로 서비스제공자에 의한 개인정보

의 이용이 가능하게 하되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그 

본래의 이용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를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제5

조 및 제6조). 또한 이용자에게는 무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다(제7조). 마지막으로 동 법률은 위 법률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

기 위하여 ‘연방데이터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데이터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제8조).

美國은 1974년의 연방프라이버시법(Privacy Act of 1974), 1988년의 컴퓨터연결

및프라이버시보호법(Computer Matching and Privacy Protection Act of 1988),32) 

31) EU 회원국들의 입법현황에 대해서는 권건보, 앞의 논문, 167면 이하 참조.
32) 변재옥, “미국에서의 사생활 보호법제”, 정보의 수집․관리와 사생활 보호, 한국공법
학회, 1989, 73면 이하; 변재옥, “입법소개: 1988년의 컴퓨터연결 및 프라이버시 보호
법”, 미국헌법연구 제1호, 미국헌법연구소, 1990, 33-5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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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의 전자통신프라이버시법(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of 1986),33) 

1996년의 전자정보공개법(Electronic Freedom of Information Act of 1996), Video 

Parivacy Protection Act of 1988 등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정보통

신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여러 법안들(Personal Information Privacy of 

1997; Consumer Internet Privacy Protection Act of 1997; Data Privacy Act of 

1997; Encrypted Communications Privacy Act of 1997; Federal Internet Protection 

Act of 1997 등)이 제출된 바 있다.

이러한 흐름은 스웨덴의 데이터법(1971), 프랑스의 정보처리․축적과자유에관

한법률(La loi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1978), 국의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84) 및 수기파일을포함한개인기록액세스법

(Access to Personal Files Act, 1987),일본에서도 행정기관이보유하는전자계산기처

리에따른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1988)의 제정으로 연결된 바 있다.34) 국가에 따

라서는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 하에서 사생활보호 관련법률이 제정되

어 있기도 하다(예: 국, 독일 등).35)

이러한 각국의 입법례상 기본적인 흐름은 현대 정보사회의 법제 흐름에 비추

어 주로 정보처리된 파일을 중심으로 입법화하고 있으며, 여기에 일부 비자동화 

파일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규율대상은 대체로 공적 부문과 사적 부문

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36)

(3) 公的 部門에서의 個人情報保護

1) 公共機關이 保有․管理․處理하는 情報

공공기관이 원활하게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엄청난 양의 정보를 보

33) 김일환,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연구 제10호, 미국헌법학회, 
1999, 325-400면; 박 철,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 헌법연구 제6권 
제1호, 한국헌법학회, 2000, 252-276면 참조.

34) 기타 캐나다의 프라이버시법(1982), 덴마크의 공적기관데이터파일법․민간기관데이터
파일법(1978), 오스트리아의 데이터보호법(1978), 노르웨이의 개인데이터파일법(1978), 
뉴질랜드의 윙가웨이․컴퓨터센터법(1976), 룩셈부르크의 전자계산기처리개인데이터이
용규제법(1979), 아이슬랜드의 개인데이터처리법(1981), 핀란드의 데이터보호법(1987)등
이 있다.

35)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문헌: 법제처,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 법제자료 제150
집, 1989; 박 도, 정보사회의 전개와 입법적 대응, 한국법제연구원, 1992.

36) 입법례에 관한 기본적인 흐름도는, 성낙인, 언론정보법, 나남, 1998, 544-54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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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리․처리할 수 있는 입법적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그 정보 속에는 엄청난 

개인정보도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 한편으로 이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처리

하는 정보의 궁극적 주체는 주권자인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 충

족과 국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널리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이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들 공

공기관이 보유․관리․처리하는 정보로 인하여 개인의 삶과 관련된 개인정보보

호가 소홀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제

정하여 개인의 개인정보보호를 기하고 있다.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라는 갈등

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정보공개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국정

의 투명성확보라는 명제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공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 두 개의 서로 상충되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배려가 요망된다.37)

아무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공적 차원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를 위한 기본법이다. 그것은 바로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야기되는 개인의 사생

활보호를 위한 입법적 배려이다. 그 이후에 전개된 인터넷시대에 있어서도 여전

히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할 수 있다.

2)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制定

한국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은 1993년 정기국회에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이 제정(1994.1.7.)되어 1995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 및 그 내용은 이미 입법예고 단계에서 그 명칭까지 엇

비슷했던 일본의 행정기관이보유하는전자계산기처리에따른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

법률과 거의 비슷하다.38)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특징과 문제점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39)

37) 김용섭,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충돌과 조화”, 공법연구 제29집 제3호, 한국공법
학회, 2001, 167-199면; 권건보, 앞의 논문, 233면 참조.

38) 日本 總務廳行政管理局, 逐條解說 個人情報保護法, 第一法規, 1988; 총무처, “선진국의 
개인정보 보호제도와 정보시스템 안전관리(일본편)”, 1992. 12; 掘部政男, “일본에 있
어서의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사회의 공법적 대응, 한국공법학회 국제학
술대회 논문집, 1989, 19-66면.

39) 상세는, 성낙인, 언론정보법, 나남, 1998, 제3편 제2장 제2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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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규제대상기관이 정보수집․처리기관으로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있다. ‘공

공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적 부문에서의 

개인정보에 관한 한 이 법의 규율 밖이다. 따라서 사적 기관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법제의 정립이 요망된다.40)

둘째, 규제대상 정보가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한정되어 있다. 

이 법률의 규율대상은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한정된다는 점에

서 공공기관이 처리한 수기파일에 대하여서는 이 법의 규율 밖이다.41)

셋째, 처리정보에 대해서만 열람․정정청구권이 인정되고 있다. 이 법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 중 파일의 형태로 보유하는 정보, 즉 처리정보에 

대해서만 사전통보(제6조), 개인정보 처리상황의 공고(제7조), 개인정보파일 대장

의 작성(제8조)을 하도록 규정하여 이 범위 내에서만 개인에게 열람․정정청구권

을 인정하고,42) 그 외의 정보에 대해서는 안정성 확보(제9조), 비 유지의무(제9

조) 등 외부유출이나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소극적인 측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적극적인 개인의 정보통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법적용상 차이가 

있는 처리정보와 개인정보의 구분을 위해서는 개인정보파일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43)

넷째, 개인정보의 수집․보유범위․이용의 제한이 규정되어 있다. 개인의 기본

적 인권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한 

수집이 금지된다.44) 법 제4조에서 명시한 사상, 신조 외에 종교, 가문, 혈통, 인

종 등도 이 부류에 속한다. 또한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데 당사자가 

수인불가능한 신고를 요구할 수 없을 것이며 그럴 경우 당사자는 이러한 정보수

집을 거부할 수 있다.

다섯째, 처리정보에 대한 ‘액세스권’이 보장되어 있다. 비록 개인정보가 공공기

40) 이렇게 되면 사회보장금고 등은 물론, 보건공역무에 참여하는 사설병원, 공역무평가권
자, 공역무를 수행하는 공법인에 의하여 임무가 부과된 사법인까지 포함된다. 
L.Imbert, “L’informatique,” Jurisclasseur, 1984, Fascicule n° 274, pp.3-4.

41) 입법례: 컴퓨터 파일만(스웨덴, 국, 일본), 비자동화 파일 포함(미국, 프랑스, 독일, 캐
나다, 덴마크).

42)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권건보, 앞의 논문, 251면 이하 참조.
43) 총무처, 앞의 책, 38면.
44) 독일의 국세(인구)조사판결(1983. 12. 5), BVerfGE 65, 1(43): “현대적인 정보자료처리 
시스템 하에서 자기의 인적 자료에 대한 무제한한 수집․저장․사용․교부로부터 개

인을 보호하는 것은 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일반적 인격권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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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 의하여 수집․관리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주체가 자신에 관한 정보

의 내용과 유통을 지배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생활보호의 적극적 개념에 비추어 

당연한 요청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상 처리정보의 열람․정정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공무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처리정보에 

대한 통지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45)

(4) 私的 部門에서의 個人情報保護

1) 綜合的 立法의 未備

개인정보보호는 정보사회에서 비롯되고 있음에 비추어 그것은 공공부문과 사

적 부문의 구별이 불투명해질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종래 개인에 

관한 정보는 주로 공공기관이나 언론기관 등만이 제대로 수집․관리할 수 있었

으나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재벌기업 등 사적 기관도 이들 기관 못지 않게 엄

청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사

적 기관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규율까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법제도 취하고 

있지만 우리의 법제는 공공기관에 한정하고 있다. 이에 사적 기관에 의한 개인정

보에 관한 규율을 보다 체계화시킬 수 있는 법제의 정립이 요망되고 있다.

그간 우리 나라에서도 사적 기관에 의하여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수집․처리 

등에 따라 이미 많은 문제점이 적시되고 있다. 행정전산망․동창회명부․신용카

드업자 등이 보유․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홍보물 발송대행업체에게 유출된 

사례, 수집이 금지되고 있는 개인정보가 통신판매업체의 통신판매에 이용되고 있

는 사례, 전국적으로 수백 개에 이르는 개인정보 전문유통업체 및 브로커의 개인

정보 판매행위가 드러난 사례,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몰래 팔아 넘긴 사

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46)

현재 사적 부문에 관한 통일적인 규율법제가 없는 상황 하에 개인의 금융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 보장에관한법률(제4조, 제12조)에서, 개인의 

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의이용과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기타 형법(제184조),47) 의료보험법(제71조의3, 제75조), 증권거래법(제5조, 제208

45) 권건보, 앞의 논문, 250면 참조. 
46) 신원득, “정보화시대의 도래와 소비자 신용정보 보호”, 신용카드 제6권, 1995. 3, 43- 

45면 참조.
47) 한편 개정 형법에서는 컴퓨터 관련 범죄를 유형별로 삽입하고 있다. ① 컴퓨터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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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신용카드업법(제14조, 제25조) 등에서도 비 누설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적 부분에서의 개인정보보호가 법제적으로 미흡한 상황에

서 이를 보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요구가 제기되어 왔지만 사적 부문에서의 규율이 갖는 한계로 인하여 이의 

현실적 구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록 사적 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인터넷시대에 있어서 정보통신망을 이

용한 개인정보보호가 사적 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의 핵심적 과제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사적 부문에서의 개인정

보보호에 관한 핵심적 입법이라 할 수 있다.

2) 私的 部門의 事實上 一般法으로서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

에관한법률’의 제정

원래 이 법률은 1985년에 제정된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 그 

모태이다. 1998년에는 이 법률을 대체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로 

개정되었다. 이 법률의 개정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 

최소한의 입법적 조치를 가한 바 있다.48) 그런데 사적 부문에서의 정보보호에 관

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어 마침내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탄생되었다. 즉 이 법률은 이제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서 오히려 정보통신망 이용

에 따라 야기되는 역기능에 대처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와 불법정보로부터의 

개인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49) 그러나 불법정보에 관한 문제는 개인정보보

호의 문제와는 그 접근시각이나 규제의 방식이 상이하므로 이를 따로 규율하여

야 할 것으로 본다.50)

범죄의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서 전자기록 위작변작죄(공전자 위작변작(제227조의 2)),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제228조), 위조공문서행사죄(제229조), 사전자기록의 위작․
변작(제232조의 2),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제234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제347조의 
2) 등이 규정되어 있고, ② 컴퓨터 파괴범죄의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는 컴퓨터 업무
방해죄(제314조 제2항), 재물․데이터 손괴죄(제366조)가, ③ 데이터의 스파이(부정입
수․누설)범죄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컴퓨터 데이터 탐지죄(제316조 제2항) 및 권
리행사 방해죄(제323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48) 이때 진행된 연구의 상세는, 성낙인(책임연구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연구사업, 1999 참조.

49) 개정에 관한 논의의 기본적 의의와 내용은,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2000. 7. 20; 김철완․이민 , “인터넷 개인정보보호
에 관한 법제도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책 00-10, 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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個人情報保護와 관련된 主要內容51)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법률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의 적용대상범위가 확대되어 실질적인 개인

정보보호일반법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on-line서비스

제공자뿐만 아니라 off-line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개인정보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 다.

둘째, 개인정보처리 위탁과 업의 양수 등에 따른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

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이용자의 자기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통제권을 강화하고 있다. 자신의 개

인정보보호에 대하여 열람 및 정정요구권 등을 통하여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52)

넷째,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구제와 분쟁을 신속․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조정 결과에 대하여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다섯째,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을 설치하고,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정보보호관리체

계의 인증과 분쟁조정위원회의 운 과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운 을 담당한다.

(5) 인터넷시대의 自由와 그 制限

1) 私的 部門에서의 個人情報保護의 限界

사실 정보의 공개와 공유의 이면에서 개인의 사사로운 사생활의 보호는 정보

의 대량적․집단적 유통에 따라 새로운 인식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여기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사적 기관이 보유․관

리․처리하는 정보에 대한 법적 규제의 틀은 사실상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가 개

별적․단편적으로 규제의 틀을 마련해 가고 있다. 그런데 사적 기관이 보유․관

리․처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이를 국가권력의 개입이라는 차원에서 일원적으로 

50) 송동수, “정보화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중심
으로”, 법학논총 제24호, 단국대, 2000. 12, 30-32면.

51) 개인정보보호와 청소년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다음의 사항도 개정되었
다. 벌칙조항과 관련하여서는, 강동욱, “정보통신망이용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를 위
한 형사법적 대응방안에 관한 고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인
권과 정의 제280호, 대한변호사협회, 1999. 12, 25-45면 참조.

52) 정준현, “개인정보보호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의 문제점 검토”, 선문대 사회
과학논집 제3권, 2000. 12, 377-37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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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하기에도 일정한 한계가 뒤따르기 때문에 이를 보다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53)

특히 인터넷 상에서 야기되는 사생활보호에 관한 한, 무한대적인 정보의 유통

에 비하면 그 규제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설사 그 규제가 국내법적인 차

원에서 정립된다고 하더라도 국경을 초월하는 인터넷의 특성상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할 우려가 있다. 여기에 국내법적인 규제가 갖는 한계가 있다. 비록 국내

법적으로 규제를 가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칫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의 성

격을 지울 수가 없다. 그런데 사전검열은 헌법상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

제로 사전검열은 행하는 것 자체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그 규제는 사후

적인 것에 불과할 것이나, 그 규제는 즉각적으로 또 다른 사이트로 이행하게 되

어 전파 속도나 위력에 비추어 본다면 실정법적인 규제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

를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 규제는 자연히 비법적인 방법으로 이행할 수밖

에 없게 된다. 비법적인 방법으로서의 규제는 그것이 처벌이라는 국가적 규제의 

차원보다는 그 규제를 수용함으로써 오히려 실질적으로 정보를 보유․관리․처

리하는 기업이나 당사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과 권장의 형태로 나

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도 모를 일이다.54)

2) 個人情報保護를 위한 指導監督․權利救濟 總括機構의 必要性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지도감독과 일차적인 권리구제를 총괄하는 기구로 정립

시키는 방안을 비교법적 시각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프랑

스의 국가정보자유위원회,55) 국의 데이터보호등록관,56) 독일의 연방데이터담당

관,57) 스웨덴의 데이터감독위원회 등이 참조될 수 있다.

53) 주덕규, “한국의 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숭실대 법학박사학위논문, 1998; 박 철,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 헌법학연구 제6권 제1호, 한국헌법학회, 
2000, 252-276면 참조.

54) 정 화, “사이버스페이스와 프라이버시권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을 중심
으로”, 헌법학연구 제6권 제3호, 한국헌법학회, 2000, 50-85면 참조.

55) 위원회의 지난 10년간의 운용실제에 관해서는 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 Dix ans d’informatique et libertés, Economica, 1988, pp.64-75.

56) 1987년 5월 15일에는 1984년 데이터보호법보다 개인정보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수
기파일 포함) 액세스권을 확대한 개인기록액세스법(Access to Personal Files Act 
1987)이 제정되었다: S.Chalton and S.Gaskill, Data Protection Law, Sweet and 
Maxwell, 1988.



2004. 3.] 情報保護와 人權 137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총괄기구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각국의 입법례가 다소

간 상이를 보이고 있다. 그것은 크게 내부규율과 외부규제로 구별할 수 있다. 즉 

정보처리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기구로서는 ① 정보처리자 내부의 자율규제에 

맡기는 방식(미국, 일본), ② 감독기관에 의한 외부통제방식(프랑스, 스웨덴, 

국), ③ 양자를 절충하여 모두 채택하는 방식(독일)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외부규제를 통한 감독기구를 설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통제․감독하는 경

우에도 어떤 성격의 기구가 통제․감독임무를 수행할 것인가에 관해서 ① 옴부

즈만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스웨덴, 프랑스, 독일), ② 독립된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프랑스, 캐나다), ③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 하에 행정위원회를 설치하

는 방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한 앞으로 사적 부문도 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밖에 없

을 뿐만 아니라 이 경우를 어차피 사적 부문에 관한 공적인 관리가 불가피할 것

인 바 그 관리를 행정청에서 담당할 경우 정보시스템에 대한 지나친 공적 개입

은 자칫 정보사회에서의 정보처리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른 적

극적인 제도적 장치가 요망된다.

2. 通信의 안전과 자유

(1) 通信秘密保護

통신의 자유란 개인이 그 의사나 정보를 편지, 전화, 전신 등의 통신 수단에 

의해 전달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해 그 내용, 당사자 등을 공개당하지 아니

할 자유를 말한다.

사생활의 비 과 자유와 더불어 넓은 의미에서 사생활보호의 범주에 속하면서

도 현대적인 정보사회의 진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밖에 없는 통신의 자유에 

관하여서는, 헌법 제18조에서 사생활의 비 과 자유와는 별개의 기본권으로서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 을 침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통신의 자유를 따

로 규정하고 있다.

전기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이제 전통적인 통신비 보호의 역에 관한 새

로운 문제점을 야기한다. 특히 쌍방향통신과 화상을 통한 통신이 현실화되고 있

57) A.Richter, Datenschutz, 1982, S.142; 김선욱, “독일연방데이터보호법상의 데이터보호
담당관제도”, 인권과 정의 제193호, 대한변호사협회, 1992. 9, 55-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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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점에서 전기통신을 이용한 당사자간의 사적 통신이 도청 등에 의해 침해되

고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법제적인 정비는 현실적으로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

닌 것 같다. 특히 그간 한국에서의 통신비 의 보호문제는 주로 공적 부문에서의 

통제가 주로 논의되어 왔으나 1992년 대통령선거 당시의 소위 ‘초원복집사건’에

서 드러났듯이 사적 부문에 의한 통신비 의 침해문제도 동시에 심각한 현안문

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통신비 보호법’이 제정되었다.58)

한편 통신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종교의 자유․학문의 자유와 같이 내면적 

정신활동의 자유와는 달리, 표현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외면적 정신활동의 자유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통신의 자유는 사생활보호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표현행

위를 보호하려는 것인 점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와는 구별된다. 즉 언론․출판은 

대외적인 표현행위임에 대하여 통신의 자유는 제한된 한정적 범위 내에서의 대

내적인 의사표시의 비 을 보호하려는 점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와는 구별된다. 

따라서 통신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언론․출판의 자유와 같은 대외적인 의사전

달과정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통신의 자유

는 사생활의 안정을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2) 監聽의 原則的 禁止

1) 監聽禁止

통신제한조치 중 가장 문제되는 것이 바로 ‘盜聽’이다. 통신비 보호법에서는 

‘監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것은 불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도청

에 대칭되는 의미에서 적법절차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라는 점에서 감청이라 표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신제한조치 중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

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 상을 청취하거나 

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해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

을 말한다”(통신비 보호법 제2조 제7호).

전기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도청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

에 따라 각국에서는 감청을 위헌으로 보아 이를 규제하는 입법을 제정하기에 이

58) 외국의 입법례: 김진수, “제외국에 있어서의 통신에 관한 비 의 보호와 도청에 관한 

규정”, 법제 제264호, 법제처, 1989. 4, 12-34면; 박 도, “주요국가의 도청방지법제”, 
한국법제연구원, 현안분석 93-3,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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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 다. 미국에서는 감청은 수정헌법 제4조 위반으로 보아 1968년 종합범죄및가

두범죄법(Omnibus Crime Control and Safe Street Act)을 제정하 다. 국에서도 

1985년에 감청법(Interception of Communication Act)이 제정되었다. 독일에서도 

기본법 제10조의 통신의 자유의 법리에 따라 1968년 감청법(Abhörgesetz)이 제정

되었다.59) 프랑스에서도 1991년에 전기통신을통한통신의비 에관한법률(Loi n° 

9-646 du 10 juillet 1991, relative au secret des correspondences émises par la 

voie des télécommunications)이 제정되었다. 이들 법률에서는 원칙적으로 감청을 

금지하되, 다만 엄격한 요건 하에 감청을 허용하고 있다.

비교적 최근에 제정된 프랑스 감청법은 이미 1973년부터 논의되어 1981년에 

재차 문제된 바 있는 감청법 제정의 필요성이 마침내 현실화된 사례이다. 특히 

동법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유럽인권재판소(La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가 프랑스는 유럽 인권협약 제8조를 위반하고 있다는 1990년 4월 24

일 판결에 자극된 것이기도 하다.60)

통신비 보호법도 원칙적으로 감청을 금지하고 있다: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

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

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녹취하지 못

한다”(제3조).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제14조 제1항). 다만 일정한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 감청 등과 같은 통신제한조치가 허용되고 있다.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

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제4조). 감청에 따라 지득한 내용은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제11조), 감청으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도 제한된다(제12조).

이와 관련하여 전화교환수가 업무수행과정의 일환으로 행한 監話 도중 범죄행
위를 청취한 경우, 또는 수사기관 또는 피해자의 의뢰에 의하여 통신의 발신장

소․발신인을 탐지하는 경우(역탐지)는 넓은 의미의 감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현행범이론에 입각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본

다.61)

59) 이 법에 대해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합헌판결을 내린 바 있다, BVerfGE 30, 1.
60) Jean Morange, Droits de l’homme et libertés publiques, P.U.F., Paris, 1996, pp.178-180.
61) 권 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3, 445면; 안용교, 한국헌법, 고시연구사, 1989, 470- 

4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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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監聽의 例外的 許容

통신비 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청은 금지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일정한 법적 요건 하에 

도청이 허용될 수 있다. 통신비 보호법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법 

제7조)․통신제한조치에 대한 긴급처분(법 제8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는 설령 범죄수사를 위한 경우에도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통신의 자유

의 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5조․제6조).

즉 통신비 보호법상 감청에는 일반감청, 특별감청과 긴급감청을 허용하고 있다.

一般監聽은 ㉠ 통신비 보호법 제5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내란죄․외환죄 등 

약 150종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

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

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 검사의 청

구에 의하여 법원이 허가할 수 있다. 법원이 감청청구에 대하여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발부하는 허가서에는 감청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 등을 

특정하여야 한다. 감청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법 제5조․

제6조).

一般監聽은 사전에 법원의 허가서 발부라는 사법적 통제아래 시행되기 때문에 
법리상 용납될 수 있다. 그러나 첫째, 법원의 허가서가 사실상 장의 발부에 유

사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감청당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

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매우 높

다. 특히 헌법상 장주의가 의미하는 특정성․공개성․ 장제시와는 달리 감청

은 일반성․비 처분성․ 장제시의 결여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사실상 헌법상 

장주의에 대한 예외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그 적용이나 실행은 매우 한정적․

특정적이어야 한다. 나아가서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희생되어야 하는 개인의 사생활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운용되

어야 한다. 둘째, 외국에서의 통신비 보호법을 통한 감청이 주로 조직범죄나 국

가안전보장에 관련된 범죄에 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일반감청의 대상이 되

는 범죄의 종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어서 자칫 감청의 일반화로 

나아갈 우려가 있다. 그것은 곧 기본권제한의 일반이론으로서의 비례의 원칙(과

잉금지의 원칙)이 의미하는 기본권제한법률의 목적의 정당성․방법의 적절성․피

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에 반할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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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別監聽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
이 특히 필요한 때에 행하는 감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

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 외국․외국인 등인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감청할 수 있다. 감청기간은 원칙적으로 6월을 초과할 수 

없다(법 제7조). 특별감청은 일반감청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로서 국가안전보장이

라는 국가의 존립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히 외국기관 및 외국인 등에 

대하여서는 대통령의 승인만으로도 감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적법절차에 대한 중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하여서도 입법상 상호주의

의 원칙에 따라 법원의 허가제도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緊急監聽은 일반감청이나 특별감청에서 정한 절차를 밟을 수 없는 긴급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처분에 의하여 행하는 감청을 말한다. 이 경우 감청을 집

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나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법원의 

허가나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감청을 중지하여야 한다(제8조). 

특히 긴급감청을 위한 긴급처분의 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대

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 다는 비판

을 받을 수 있다.

3) 監聽制度의 問題點

첫째, 감청은 송․수신의 양당사자가 전제되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송․수신 

내용의 대부분은 당해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며, 그것

은 특히 송․수신의 제3당사자에 사생활까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감청절차도 

엄격하여야 하겠지만 감청내용의 처리과정에 있어서도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둘째,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감청을 행한 이후에, 당해 목적을 달성하여 감청

을 종료한 이후에는 당사자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감청사실을 통지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당사자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의 실현으

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셋째, 감청은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범죄수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행하여지는 최

후․최종적인 수단이어야 한다. 감청의 지나친 확대는 자칫 개인의 사적 역을 

형해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국민생활이 날로 정

보통신수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감청의 우려는 자칫 국민생활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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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감청은 긍극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원은 사

전․사후에 허가서를 발부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통신비 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법원의 허가건수가 매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청허가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법원은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법적용을 하여야 할 것이다.

(3) 電氣通信事業者의 通信秘密保護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에서는 통신비 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

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 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전기통신

사업자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서에 의하여서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Ⅴ. 結論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정보과학에 비하면 법과 제도의 정비는 매우 뒤늦게 진

행되고 있다.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곳에 새로운 정보과학의 발전이 앞서나

가고 있는 형국이다. 정보과학에 대한 규제는 자칫 정보과학의 발전을 저해할 수

도 있다. 특히 사적 부문에서의 정보통신의 전개는 전통적인 공법적 규율의 한계

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규제를 하자니 전통적인 규제의 도구나 틀로서 갖는 

한계가 뒤따르고, 규제를 하지 않자니 불법적인 정보통신이 남용되고 있어, 이러

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여기에 공법적 규제와 더불어 사적

인 자율규제가 조화를 이루어 나갈 때 정보통신의 발전은 더욱 사회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