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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개인정보 보호의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

로 민간부문, 특히 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기

업의 개인정보 이용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간의 충돌을 해결

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보호범위와 그 개선방향을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헌

법적 기초를 살펴보았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연혁, 헌법적 근거,

법적 성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범위 획정의 기본 방향성을 설

정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과 비교대상이 될 수 있

는 해외의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개

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인 개인정보 정

의 규정 및 개인정보의 보호 정도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정의 규정의 해석을

통해 국내법상 개인정보의 보호범위를 획정하였다. 개인정보의 표지

를 기준으로 개인정보 해당 여부의 판단 및 해석기준을 설정한 후,

그 기준에 따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암호화 익명화 정보, 공개된

정보, 사물 정보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를 검토하였다. 개인정보의

개념 범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보호의 한계가 있는바, 개인정보보

호법상 핵심 권리인 동의권과 정정 삭제권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

호의 내용 및 그 한계에 대해 간략히 논의하였다.

제5장에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범위의 문제

점과 그 개선방향을 살펴보았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기관

의 해석 태도는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에 중점을 둔 나머지 개인정

보의 보호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획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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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기술

을 이용한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의 자유를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

해 개인정보 정의 규정 해석 시 개인정보의 보호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입법적으로 민간

부문의 개인정보와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간 보호 정도의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중요 표지인 ‘식별가능성’의

차이가 있는 ‘개인식별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중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개인식별가능정보’(개인정보보

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중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 간 보호 정도의 차별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즉, 개인정보의

정의 규정에서는 현재와 같이 개인식별가능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유지하되,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등과 관련된 각종 규제방식

에 있어서는 ‘개인식별가능정보’를 차별적으로 완화하여 적용하거나

면제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개인정보보호법, 민간부문 개인정보 보호범위, 개인정보자기

결정권, 식별가능성

학 번 : 2007-2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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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물통신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대량의 정보

가 수집, 분석, 저장, 이용 가능해졌다. 개인과 기업에게는 새로운 경

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동시에, 개인정보 침

해의 위험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개인정

보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개인정

보 보호에 관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일

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고, 개인정보 수집 전 사전 동의,

개인정보 관련 법령 위반자 형사처벌 등 전 세계 유례없는 강한 규

제를 마련해 놓은 상황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

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로 정의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

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포괄적인 개인정

보 개념으로는 구체적인 실무에서 개인정보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가 쉽지 않다. 특히, 어떤 정보가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

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개인정보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

다.1) 이에 개인정보에 대한 여러 실무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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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 범위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어, 개인정보의 보호범위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개인정보가 생성되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범

위도 늘어나고 있어 개인정보의 보호범위를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

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디지

털 데이터 증가로 ‘빅데이터(Big Data)’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수집 절차 등

을 필요로 하는 정보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

다.

그런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정의 규정과 이에 대

한 관련 기관 등의 해석 태도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보호범위가 지

나치게 넓게 획정되어 자유로운 정보 유통과 관련 산업 발전을 가

능성을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분 아래

개인과 기업의 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하여 다른 헌법적 가치, 즉, 영

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침해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

라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 보호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헌

법합치적인 정보질서와 정보 이용의 자유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

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2)

공공부문의 경우는 공권력에 의해 사인의 자유가 일방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는 부분이므로, 공권력 행사를 최대한 통제하는 방

향으로 법제가 마련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3) 하지만 민간부

문의 경우 충돌되는 두 기본권, 즉, 한쪽 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

1) 윤주희 외, “개인정보의 범위에 관한 연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연구결과보고

서, 2014.10, 2면

2) 이민영, “개인정보에 관한 법리의 재조명”, 「정보통신정책」 제17권 16호,

2005, 23면

3) 문재완, “프라이버시 보호: 신화에서 규범으로”,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을 위

한 정책연구보고서(프라이버시 정책연구 포럼)」, 2013. 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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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과 다른 한쪽 사인의 정보 이용의 자유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이

룰 수 있도록 법제화 되어야 할 것이며4), 개인정보의 보호범위의 해

석에 있어서도 충돌하는 기본권 모두가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

도록 관련 법령을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는 주로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가

해당됨을 전제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제 내용 및 그 개선 방안

에 대해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유형

의 개인정보가 생성되고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보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

다.5) 특히, 민간부문에 있어서는 충돌되는 기본권인 정보주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정보처리자의 정보이용의 자유 모두가 최대

한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헌법적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민

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의 보호범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민간부문에

서도 특히 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기업의 개

인정보 이용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간의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범위의 해석방향과 개선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4) 문재완, 전게논문, 2면

5) 윤주희 외, 전게보고서,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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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부문, 특히 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기업의 개인정보 이용의 자유와 개

인정보자기결정권간의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보호범위

와 그 개선방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및 이

용에 관한 헌법 규범적 기초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범위에 관한

해외 사례를 선행적으로 검토한 후,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의 일반

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보호범위 및

개선방향을 검토하기로 한다.

제2장에서는 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헌

법적 기초를 살펴보기로 한다. 정보화 사회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의 문제와 헌법적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

호 법리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본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의 법익

이라고 볼 수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연혁, 헌법적 근거, 법적

성격 등을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기본권 충돌 관계에 있는 정보

이용의 자유와의 균형 잡힌 보장을 위한 해결 방안에 대해 살펴보

기로 한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과 비교대상이 될 수 있

는 해외의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특

히,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인 개인정

보 정의 규정 및 개인정보의 보호 정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제4장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정의 규정의 해석을

통해 개인정보의 보호범위를 획정해 보기로 한다. 개인정보의 표지

를 기준으로 개인정보 해당 여부의 기준을 설정한 후, 그 기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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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암호화 익명화 정보, 공개된 정보, 사물

정보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므로 보호의 한계가 있

는바, 개인정보보호법상 핵심 권리인 동의권과 정정 삭제권을 중심

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내용 및 그 한계에 대해 간략히 논의하도록

한다.

제5장에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범위의 문제

점과 그 개선방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민간부문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간의 조화로운 보장을 위한 법 해석 방향과 입법 방향을 살펴

보기로 한다.

위와 같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문헌

연구 방식을 따른다. 또한, 법해석론적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에 대

한 헌법 규범과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을 명확히 하였고, 비교법적

방법을 통해 외국의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검

토하여, 우리나라의 법리를 검토하는 지침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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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의 헌법적 기초

제1절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의 규범적 의미

Ⅰ. 정보화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

정보화 사회란 정보 그 자체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증대하고 이

를 바탕으로 정보의 생산, 유통 및 이용이 기존 사회를 새롭게 바꾸

는 사회를 말한다.6) 무형적 지식과 정보를 주요 생산자원으로 이용

하는 정보화 사회에서는 첨단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 유무선 네트

워크 기술 등을 통해 여러 가지 파생정보들이 새로운 정보와 부가

가치로 재창출되고 평가받는다.7) 정보화 사회에서는 개인정보가 대

규모로 유통된다.

특히,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물통신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인해, 대량의 정보가 수집, 분석, 저장, 이용되는 ‘빅데이터(Big

Data)’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빅데이터(Big Data)’란 대용량의 데이

터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의 관리 및 분석 체계로는 감당하기 어

려운 정도의 대용량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되지만,8) 최근에

는 양적인 의미를 벗어나 대규모 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을 포괄하는

6) 김일환, “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

29집 제3호, 2001, 87면.

7) 김준우 외, “개인정보보호법제에 대한 소고: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을

중심으로”, 「경희법학」 제47권 제3호, 2012, 43-44면

8) 이창범, “개인정보보호법제 관점에서 본 빅데이터 활용과 보호방안”, 「법학논

총」 제37권 제1호, 2013, 509면; 김정숙, “빅 데이터 활용과 관련 기술 고찰”,

「한국콘텐츠학회」 제10권 제2호, 2012, 34-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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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로도 사용된다. 결국 빅데이터는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관리 분석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통해 실시간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기술을 의미하는 개념9)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빅데이터의 특징

으로는 일반적으로 3Vs, 즉, 데이터의 규모(Volume), 데이터 처리

및 분석의 속도(Velocity), 데이터의 다양성(Variety)을 들 수 있

다.10)

스마트 기기, 착용형 기기11) 등을 통해 개인의 취향, 행태뿐만

아니라 감정, 습관에 관한 데이터까지 수집되고 분석될 수 있는 빅

데이터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는 재난, 재해, 질병, 범죄 예방 등을

위해, 기업은 고객의 요구에 맞춘 제품 개발, 마케팅, 서비스 등을

위해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는 기업에 있어서는 위기이자 새로운 기회로서, 빅데이터 활용

을 통해 경영을 혁신하고, 생산성 향상, 고객 욕구에 부합하는 신제

품 개발에 성공하는 기업은 향후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못한 기업은 도태될 수 있다.12)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의 대표적 사례로는 아마존닷컴

(Amazon.com)을 들 수 있다. 아마존닷컴은 회원들의 구매 패턴을

파악한 후 자동화된 알고리즘으로 개인에 맞는 쿠폰을 생성하여 고

객에게 전달하는 서비스와 이전에 특정 상품을 구입한 사람이 다음

9) 곽관훈, “기업의 빅데이터(Big Data) 활용과 개인정보의 보호의 조화”, 「일감

법학」 제27호, 2014, 128면

10) 성준호,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검토”, 「법학연구」

제21권 제2호, 2013.4, 311-312면

11) ‘착용형 기기’는 손목시계, 안경 등과 유사 동일하게 몸에 부착하여 상시 이용

이 가능한 기기로서, ‘사용자 신체의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사용자와 소통할

수 있는 전자기기’로 정의되며, ‘구글 안경’(Google Glass), ‘스마트 워치’(smart

watch) 등이 있다.(채은선, “착용형 기기 관련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개선방

안”, 「NIA PRIVACY ISSUES」 제12호, 2014, 1-3면)

12) 곽관훈, 전게논문, 1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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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어떤 상품을 구입했는지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컨대, 유아용 세발자전거를 구입한 사람은 곧 안장벨트를 구매한

다는 패턴을 이용하여, 유아용 세발자전거를 구매한 고객에게 안장

벨트의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것이다.13) 또한, 패션업체인 자라(Zara)

는 전 세계 매장에서 판매되는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상품 수요

예측, 각 매장별 적정 재고 산출, 최적화된 상품별 가격 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자라만의 ‘애널리틱스(Analytics)’14) 방식을 통해 실

시간으로 필요한 의사 결정을 내리고 있다.15) 그밖에도 손목시계와

같은 착용형 기기 등을 통해 이용자의 수면 패턴, 식습관, 복용 약,

운동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용자에게 최적의 식단, 운동

코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 이처럼 기업들은 빅데이

터를 활용하여 상품 수요를 예측하고 각 매장별 적정 재고를 산출

하여 원가를 절감할 수도 있으며, SNS 등을 통해 이용자의 라이프

정보를 수집하여 해당 이용자에게 적합한 상품, 건강정보 등을 제공

해 줄 수도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빅데이터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서 큰 의

미를 갖고 있는 반면,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본인의

개인정보가 활용되어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

아진다. 미국의 대형 체인형 잡화점인 타깃(Target)사의 사례는 이

를 잘 보여준다. 타깃사는 한 매장에서 물건을 한꺼번에 구입하는

임신 여성들의 구매 행태와 칼슘, 마그네슘, 편안한 옷, 무취의 대용

13) 곽관훈, 전게논문, 135면

14) ‘애널리틱스(Analytics)’는 복잡한 연산을 수학적 최적화나 고도의 알고리즘을

통해 실시간으로 분석해 그 결과를 도출하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으나, 정형화

된 개념은 아니며 빅데이터로부터 의미있는 가치를 얻어내기 위한 다양한 접

근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김근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기업의

Big Analytics 환경 변화”, 「정보처리학회지」 제19권 2호, 2012, 71면; 장영재,

“빅데이터의 활용 –경영을 과학으로-”, 「상장협」 춘계호, 2013, 109면; 곽관

훈, 전게논문, 131-132면)

15) 곽관훈, 전게논문, 135-1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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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로션 등과 같이 통상 임신 4-6개월의 여성이 보이는 구매 행태

를 보인 미니애폴리스에 사는 한 고등학교 여학생에게 이메일로 아

가용 침대와 옷을 살 수 있는 쿠폰을 보냈다. 이에 소녀의 임신 사

실을 몰랐던 아버지는 타깃사에 항의 메일을 보냈으나, 결국 아버지

는 뒤늦게 딸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후 타깃사에게 사과를 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일화이다.16)

이용자들이 빅데이터 서비스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

려를 갖는다면 관련 정보의 제공 자체에 상당한 거부감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빅데이터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

이다.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는 기업의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위

한 전제조건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정보화 사회의 빅데이터 산업

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보호되면서도, 이러한 정보들이 자

유롭게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17)

Ⅱ.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문제에 대하여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기준

과 내용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와 제한적으로 적용

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18) 민간부문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규범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므

16) The New Times, 2012. 2. 17. TIME Techland(김진환, “개인정보 보호의 규

범적 의의와 한계 –사법(私法) 영역에서의 두 가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144호, 2014, 61면에서 재인용)

17) 곽관훈, 전게논문, 137면

18) 김민호 외, “개인정보보호 규제 합리화 방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과보고

서, 2013.11, 47-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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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규율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될 것

으로 사료된다. 왜냐하면 공공부문에서는 정보처리자인 국가가 잠재

적인 기본권 침해자에 해당하지만, 민간부문에서 정보처리자는 정보

주체와 같은 사인(私人)으로서 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주체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의 보

호 및 이용의 관계에서 정보주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정보처

리자의 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에 근거한 정보 이용의 자유와

충돌하는 양상을 띠게 된다.19)

국가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률의 근거 없이

는 개인정보를 조사, 처리할 수 없는 반면, 사인들은 원칙적으로 자

유롭게 정보를 수집할 권리 및 계약 자유에 관한 권리 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교환할 수 있다. 그러므

로 사인간의 개인정보 문제에 대해 필요한 조정을 가하는 것은 이

익형량에 근거한 입법자의 과제이다. 따라서 민간부문의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간 이익 형량시 일방적으로 특정 이해관계에 따라서만

결정하여서는 안 된다.20)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

률」이 시행된 이래 개인정보 보호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

분되어 규율되어 왔고21),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보호의 경우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

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분야별 개별 법률로 규율되었다. 하

지만 개인정보 보호의 적용 규범 흠결 상황에 대처할 필요성이 꾸

준히 제기됨에 따라, 2011년 3월 29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괄

적으로 규율하는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2011년

19) 이창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연구 –개인정보처리의 자유와 충돌 해결을 중

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2009.8, 2면

20) 김일환, 전게논문, 87면

21) 김준우 외, 전게논문, 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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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22)

따라서 이하에서는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보호범위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보호범위를 확정

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을 균형 있게 보장하기 위한 개선방향

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2절 개인정보자기결정권

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과 연혁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

개인정보 보호는 자신에 관한 정보의 생성과 유통, 소멸 등에

주도적으로 관여할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으

며,23)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되어 있는 헌법상의 권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통상이다.24)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자가 스

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22)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적 기초와 과제”, 「저스티스」 통권 144호,

2014, 20면

23) 권건보, 전게논문, 13면

24) 김진환, 전게논문, 2014.10., 52면; 황성기, “개인정보 보호와 다른 헌법적 가치

의 조화”,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보고서(프라이버시 정책연

구 포럼)」, 2013, 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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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25) 국내에서는 이와 관

련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자기정보관리통제권’, ‘자기정보관리

권’,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 ‘자신에 관한 정보의 통제권’, ‘정보의

자결권’, ‘정보자기결정권’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용어상

의 차이에 불과 할뿐 개인의 정보에 관한 통제 권한을 인정하는 기

본적인 정신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26)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1983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조사판결(Volkszählungsurteil)에서 처음 인정된 독일의 정보자

기결정권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미국에서 논의되는 정보

프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와 동일한 개념이라 볼 수 있다.27)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연혁

가. 미국의 프라이버시권

미국 연방헌법은 명시적으로 프라이버시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

지만, 미국에서 프라이버시권은 불법행위상의 권리에서 헌법상의 권

리로 격상되어 왔다.28) 또한, 미국에서 프라이버시권은 가정(home)

이라는 사적 공간에 대한 보호에서 시작되어, 의사결정의 자율성 보

장, 자기정보 결정권 등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이다. 29)

프라이버시권이 처음으로 독자적 권리로서 논의된 것은 1980년

워랜(Samuel Wrren)과 브랜다이스(Louis Brandeis)가 공동으로 작

25) 헌법재판소 2005. 5. 26.선고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결정

26) 권건보, 전게논문, 14면

27) 이민영, 전게논문, 31면

28) 이창민, 전게논문, 7면

29) 문재완, 전게논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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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 논문 “프라이버시 권리론”(The Right to Privacy)30)에서였다.

그들은 “프라이버시 권리론”에서 “혼자 있을 권리”(right to be

alone)로서 프라이버시권은 문명인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이므로 헌

법상의 포괄적인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31)

워랜(Samuel Wrren)과 브랜다이스(Louis Brandeis)가 집중한

사안은 신문들이 사적 정보와 가십을 공개함으로써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문제와 본인의 승낙 없이 찍은 사진을 공개하는 문제였

고32), 이는 “사적 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는 것이었다.33) 그들은 프라

이버시 권리를 “대세권”(the right as against the world)으로 보고

이에 “일반적 프라이버시 권리”(the general right to privacy), “혼자

있을 일반적 권리”(the general right to be let alone), “불가침의 일

반적 인격권”(the general right of inviolate personality)의 성격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법원의 궁극적 임무는 개인이 자신에 관한 사실

공개를 금지하는 것을 허용하는데 있다고 보았다.34)

워랜과 브랜다이스는 프라이버시가 절대적 권리가 아님을 강조

하면서 그 한계를 도식화하였다. 즉, 1) 프라이버시 권리는 공공의

또는 일반적 이익이 되는 사항의 공개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2)

공표가 명예훼손법(law of slander and libel)상 특권이 부여된 보도

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성격이 사적인 것일지라도 금지되지

아니하며, 3) 구두 공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서는 특별한

손해가 없는 경우 법적인 구제가 되지 않으며, 4) 사실의 공개가 자

30) Warren and Brandeis, “The Right to Privacy”, 4 Harvard L. Rev., 1890,

pp. 193-195(백윤철 외, 「인터넷과 개인정보보호법」, 한국학술정보, 2012, 101

면에서 재인용)

31) 문재완, 전게논문, 3면

32) 백윤철 외, 전게서, 101면

33) 박경신,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원초적 성격과 ‘구글 스페인’ 유럽사법재판소 판

결 평석”, 2014 프라이버시 정책연구 포럼 토론회, 2014.6, 1면, 9-16면

34) 백윤철 외, 전게서, 1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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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 의한 것이거나 그의 동의에 의한 것일 때에는 프라이버시 권

리는 소멸하며, 5) 공개된 사항의 진실성은 항변이 될 수 없으며, 6)

공개하는 자의 악의(malice)의 결여는 항변이 될 수 없다고 하였

다.35)

프라이버시권이 개인정보보호권으로 확대된 데에는 1967년 콜

롬비아 대학의 교수인 알란 웨스틴(Alan Westin)이 그의 저서 「프

라이버시와 자유」(Privacy and Freedom)를 통해 대량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36)

웨스틴은 프라이버시를 “개인, 집단 또는 기관이 자신에 관한

정보를 언제, 어떻게, 또 어느 범위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것인

지 결정할 수 있는 요구”라고 정의하여, 자기정보에 대한 관리, 편집

및 삭제의 권리를 프라이버시권으로 이해하였다.37) 웨스틴은 개인정

보에 대한 권리는 자신의 사적 인격에 대한 결정권으로서 재산권으

로 정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물권법상의 제도와 같은

적법절차의 보장들이 적용되어, 개인정보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

이 아닌 사람이 해당 정보를 유통할 경우 그 정보기구나 정부에게

특별한 의무나 책임이 발생된다고 하였다.38)

웨스틴의 발표 내용은 후에 소위 “공정정보관행”(fair

information practice)이라는 이름으로 각국의 법 또는 정책으로 확

산되어 갔다. 공정정보관행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는

잠재적으로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가 되고, 정

보주체는 대량으로 자동화된 형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수집, 유통 및 이용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

35) 백윤철 외, 전게서, 102면

36) 박경신, 전게논문, 9-16면

37) Alan Westin, PRIVACY AND FREEDOM, 1967 (문재완, 전게논문, 4면에서

재인용)

38) 박경신, 전게논문, 9-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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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를 직접 규제하는 ‘행위규제’에

대비되는, 프라이버시의 침해 위험이 높은 자동화된 대량 개인정보

의 처리에 대해 절차적 통제를 가하는 ‘위험규제’라고 볼 수 있다.39)

미국은 1973년 보건복지성의 자동화된 개인정보시스템에 관한

자문위원회가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이러한 움직임은 1980년의

「OECD 프라이버시 보호 및 개인정보 국제유통 가이드라인」40)(이

하 ‘OECD 가이드라인’이라 함)과 1981년의 「EU 자동처리 개인정

보협약」41)(이하 ‘EU 협약’이라 함)으로 이어졌고, 이후 인터넷 시대

가 열리면서 「1995년 EU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개인의 보호 및 자

유로운 정보유통에 대한 지침」42)(이하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이라

함)이 발표되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EU 협약이

나 EU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우리나라와 비슷한 포괄적인 개인

정보보호법을 제정하였다.43) 그러나 정작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

정보 이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는 점 등을 우려하여 포

괄적인 형태의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사기업이 다루는

정보에 관하여는 의료정보와 관련한 「건강보험 이전 및 책임에 관

한 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 금융정보와 관련한 「공정신용보고법(Fair Credit

Reporting Act)」 등과 같이 내밀의 영역과 관련되는 분야에 대해서

만 개별법으로 법제화하였다.44)

39) 박경신, 전게논문, 197-198면

40) OECD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O.E.C.D. Dos.C 58 final(September 23, 1980)

41)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Automatic Processing of Personal Data, ETS No. 108, Strasbourg, 1981

42)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43) 박경신, 전게논문, 196-197면

44) 박경신, 전게논문, 1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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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독일의 정보자기결정권

미국의 프라이버시권에 해당하는 독일의 법적 개념은 인격권으

로 볼 수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기본법상 인간 존엄성

조항(제1조 제1항)과 자유로운 인격 발현 조항(제2조 제1항)을 근거

로한 인격권을 중심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및 그 구제를 파악하고

있다.4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83년 인구조사판결

(Volkszählungsurteil)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정보자기결정권을 인정

하였으나, 독일에서 자기결정권은 인구조사판결

(Volkszählungsurteil)을 통해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아니라 일반적

인격권의 하나로 널리 인정되어 오던 것이었다.46) 독일기본법상 자

기결정권은 현대적 정보처리 하에 등장한 일반적 인격권의 구체화

로서, 그 헌법상 근거는 독일기본법 제1조 제1항과 결합한 제2조 제

1항을 통해 보호되는 일반적 인격권이다.47)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인구조사판결(Volkszählungsurteil)에서

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정보의 사용과 공개에 대해 원칙적으로 개인

스스로 결정할 권리이며, 정보자기결정권이 보장되지 못할 경우 개

인의 독자적인 자기결정에 따라 계획하고 결정할 자유가 방해받을

뿐 아니라 시민의 행동, 협력 능력에 바탕을 둔 자유민주주의적 공

동체의 기본적인 기능 조건이 결여되어 공공복리도 약화될 수 있다

고 판시하였다.48)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과 인간의 존엄은 각 개인

45) 문재완, 전게논문, 4면

46) 이창민, 전게논문, 10면

47) 김일환 외, “개인정보보호와 언론”, 「세계의 언론법제」 통권 24호, 2008,

83-161면

48) BVerfGE 65, 1(이창민, 전게논문, 11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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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자신의 사적인 삶의 형성을 위한 자율적인 영역을 확실히 보

장해 주며, 제3자 또는 공중에게 이러한 사적인 영역에 해당되는 사

항을 공개할 것인지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한다고 보았다.49)

하지만 정보자기결정권은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며, 비례성의 원

칙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구조사계획은 명백

하고 정당한 국가과제 이행이라는 목적이 있어야 하며, 조사방법과

계획은 적합하고 필요한 것이어야 하며, 입법자는 법률에 구체적이

고 명확하게 이용 목적과 범위를 규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50)

독일의 일반적 학설과 판례는 인격권을 개인의 주관적 권리로

서 국가 권력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사인 간에도 통용될 수 있는

대세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인 간 인격권

의 침해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손해배

상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대세적 효력이 인정되는 다른 권리와 달리 그 내포와 외연이 불확

정적이고 그 한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인격권 침해의 대세효에 대

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51)

이처럼 유럽은 프라이버시권의 보호이익을 개인의 인격권 보호

로 보고 있으며, 그 인격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

의 사생활 영역’ 및 ‘자유로운 인격 발현의 기본여건’을 보장한다. 개

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유로운 인격 발현의 기본여건’으로 사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자기 모습을 보장할 수 있는 핵심 권리 내

용으로 볼 수 있다.52)

49) 이창민, 전게논문, 11-12면

50) BVerfGE 65, 1(이창민, 전게논문, 11면에서 재인용)

51) 문재완, 전게논문, 5면

52) 문재완, 전게논문,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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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토

이처럼 프라이버시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미국과 유럽의

차이는 크다. 미국은 프라이버시의 가치를 자유에서 찾는 반면, 유

럽 국가들은 프라이버시의 가치를 인격권 보호로 보고 있다.53)

미국은 공권력에 의해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상황을 가장 우

려하며, 언론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는 인식으로 인

해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54) 반면 유럽은 정보자기결정권을 프라이버시권의 핵

심적인 내용으로 파악하며, 원하지 않는 언론 보도로 인해 일반인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한다.55) 예컨대, 스위스

연방법원은 1983년 Societe Suisse 사건에서 공문서와 생존자의 회

고에 기반 하여 제작된 한 사형 집행된 범죄인의 사연을 TV 다큐

멘터리로 방영하지 못한다고 판시하면서, 범죄인의 신원에 관한 대

중의 알 권리는 일정 시간이 흐르면 사라지고 이 경우 범죄인의 잊

혀질 권리가 알 권리에 우선한다고 판단하였다.56)

살피건대, 기본적으로 프라이버시권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구분을 전제로 사적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개념이므로 개

인정보자기결정권이 핵심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사적

영역의 보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권리는 ‘사회적 구속성’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며,

프라이버시권, 인격권도 마찬가지로 절대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53) 문재완, 전게논문, 2-3면

54) 문재완, 전게논문, 2-3면

55) 문재완, 전게논문, 2-3면

56) 문재완, 전게논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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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다.57) 결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의 정도 및 한계는 사

적 영역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위험성 여부에 따라서 결정지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OECD 가이드라인이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없는 정보’에 대

해서는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나,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이 ‘정보주체

의 이익이 정보처리자의 이익을 압도’하는지 여부에 따라 수집동의

권 설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위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58) 또한,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적용범위가 자동

화된 또는 구조화된 파일링시스템 정보로 한정되는 것도 대량으로

자동화된 형태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위

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므로, ‘자동화된 구조화된 파일링시스템’의

정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위험성 여부

에 따른 일정한 가치판단에 따라 해당 규정을 해석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59)

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 명문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판례와 학설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을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그 헌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견해가 나뉜다.60)

57) 문재완, 전게논문, 5면

58) 박경신, 전게논문, 9-16면

59) 박경신, 전게논문, 9-16면

60) 문재완, 전게논문,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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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설의 태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우리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인가에 대해

서 학설은 대부분 긍정설의 입장이지만, 헌법상 근거에 대해서는 다

음과 같이 견해가 나뉘고 있다.

제1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서 개인정

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를 찾는 견해로서 헌법 제17조의 사생

활의 비밀과 자유는 소극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한다.61)

제2설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는 개인정보자

기결정권도 포함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근거를 헌법 제17조에서 찾는 견해이다.62) 헌법 제10조는 보충적인

권리이므로 헌법 제17조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근거가 된다고 한

다.63)

제3설은 헌법 제10조와 제17조 등을 종합하여 이해하는 견해이

다.64) 정보화 사회에 있어 프라이버시권은 소극적 권리뿐만 아니라

적극적 권리로서 개인정보에 대하여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발전하였으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서 개인정보의 개념은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상 제10조

의 규정에 의해 직접적으로 보장되고, 간접적으로 제16조 주거의 자

61) 김철수, 「헌법학 개론」, 박영사, 2003, 569면

6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5, 451면

63)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9, 584-585면

64) 김일환 교수는 제17조와 함께 제10조도 함께 근거가 된다고 한다.(김일환, 전

게논문, 87면 이하); 백윤철 교수는 헌법 제10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를 통

합적으로 해석하여 그 근거를 도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백윤철, “헌법상 개

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 「법조」통권 548호 , 2002.5, 1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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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8조 통신비밀의 자유에 의해

서 보장된다고 한다.65)

제4설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를 헌법 제10조 제1

문 전단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연계된 제10조 제1문 후단의 행복

추구권에 근거가 있는 일반적 인격권에서 찾고, 헌법 제17조 사생활

의 비밀과 자유를 일반적 인격권에 근거를 두는 포괄적 개인정보자

기결정권의 특별규정으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따라서 사생활과 관련

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제17조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사생

활 영역의 정보가 아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위해서는 일

반적 인격권에 근거한 일반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보충적으로 적

용된다고 한다.66)

2. 판례의 태도

가. 헌법재판소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의 개별 기본권 규

정이나 개별 규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닌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

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지문날인제도 사건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로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를 둔 일반적 인

격권 또는 위 조문들과 동시에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규정 또는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원리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개

65) 백윤철, 전게논문, 179면

66) 정태호, “현행 인구주택총조사 법제의 위헌성”, 안암법학회 발표문, 2002,

218-2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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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호하려는 내용을 위 각 기본권들 및 헌법

원리들 중 일부에 완전히 포섭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

로, 그 헌법적 근거를 굳이 어느 한두 개에 국한시키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이들을 이

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

본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을 헌법상의 개별 기본권 규정이나 개별 규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

닌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에 해당한

다고 보았다.67)

한편,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로 인간

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

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들

기도 한다. 즉, 헌법재판소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관련한

개인정보수집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

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

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라고 판시하기도 하였다.68)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과 관련하

여,「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

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

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67) 헌법재판소 2005. 5 . 26. 선고 99헌마513 결정

68) 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3헌마28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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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

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

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

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

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69), “채무불이

행자 명부”70), “수사경력자료”71), “수급자의 병명, 급여일수, 처방전

교부기관 기호, 처방전 교부번호 등의 의료정보”72), “개인의 진료정

보”73),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74), “지문”75) 등을 개인정보자기결

정권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특히, 헌법재

판소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헌 확

인 사건에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

에이감식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일련의 숫자 또는 부호의 조합

으로 표기된 것인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

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이다. 이 사건 삭제조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망할 때까지 개인정보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

권을 제한한다. 한편, 인간의 존엄권, 행복추구권, 인격권을 비롯하여

69)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1헌마28 등 결정

70) 헌법재판소 2010. 5. 27. 선고 2008헌마663 결정

71)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8헌마257 결정

72)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마1092 결정

73)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6헌마1401 결정

74) 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3헌마282 결정

75)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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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로 거론

되는 것들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

한 침해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위 기본권들의 침해 여부에 대한 판

단이 함께 이루어지므로 그 침해 여부를 별도로 다루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76)

또한, 헌법재판소는「개인정보의 종류 및 성격, 수집 목적, 이용

형태, 정보처리방식 등에 따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이 인격권

또는 사생활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이나 침해의 정도는 달라진다. 그

러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

어서는 위와 같은 요소들과 추구하는 공익의 중요성을 헤아려야 한

다. 일반적으로 볼 때, 종교적 신조, 육체적·정신적 결함, 성생활에

대한 정보와 같이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격의 내적 핵심, 내밀한 사

적 영역에 근접하는 민감한 개인정보들에 대하여는 그 제한의 허용

성이 엄격히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성명, 직명(職名)과 같이

인간이 공동체에서 어울려 살아가는 한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식별되고 전달되는 것이 필요한 기초정보들은 사회생활 영역에서

노출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정보이고, 국가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축적·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정보이다. 이러

한 정보들은 다른 위험스런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식별자(識別子)

역할을 하거나, 다른 개인정보들과 결합함으로써 개인의 전체적·부

분적 인격상을 추출해 내는 데 사용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언제나

엄격한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하기 어렵다. 한편, 자동화된 전산시

스템으로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경우, 정보에의 무단 접근, 정보결

합, 정보 전달, 공조에 의한 정보 공유 등이 시공(時空)의 제한 없이

매우 손쉽게 일어날 위험성이 크다. 이러한 위험에 노출된다면 정보

보유 자체의 정당성마저 취약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76)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1헌마28 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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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되는 정보의 범위는 가급적 최소한으로 축소되어야 하고, 또한

보유기관은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일정한 조치

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여,77) 개인정보의 종류 및 성격 등

에 따라 그 보호의 정도를 달리하여야 하는 점을 제시하였다.

나.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헌법 제10조 행복

추구권 및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의 근거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군 정보기관이 법령상의 직무범위를 벗어나 민간인

에 관한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관리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

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

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헌법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

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

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

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시하여,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및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적극적인 의미의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도출하였다.78)79)

77)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1헌마28 등 결정

78)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79) 위 판결은 전통적인 사생활 비밀 또는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것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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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대법원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소속 교사의

명단을 공개한 사건에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공시 범위를 넘어서

특정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나 특정 노동조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는 필연적으로 헌법 등에 의

하여 보호되는 교원의 인격원 등에서 비롯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내지 교원과 노동조합의 단결권에 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

라는 원심을 긍정하는 판시를 하였다.80)

그밖에 서울고등법원은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인터

넷 글 작성자의 신원(ID,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휴대

폰 번호, 가입일자)을 영장 없이 경찰에 제공한 사안에서 「개인

정보자기결정권 내지 익명 표현의 자유를 위법하게 침해하여 위

법하다.」는 판시를 하였다.81)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언론사 세무

조사 결과에 대한 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사생활의 비밀과 자

유에 포섭시켰으며82), 보안사사찰 폭로사건에서는 정보관리통제권

의 헌법적 근거를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찾은바

있다.83)

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언급은 방론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에 관한 선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인호, “개인정

보에 관한 인격적 이익의 보호법리 – 로마켓 변호사 인맥지수 사건(2008다

42430)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2011.11.19. 한국헌법학회/대법원 헌법연구회 발

표문(미공간), 15면; 홍진영,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처리의 자유 충돌

의 사법적 해결, 「민사판례연구」 제35권, 2013, 745면에서 재인용)

80) 대법원 2011. 5. 24. 선고 2011마319 판결

81) 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1나190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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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서울고등법원 1996. 8. 20. 선고 95나441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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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사회생활에서 자유로운 인격을 발휘하기

위해 사회에 묘사되는 자신의 모습을 형성하는 개별정보에 대한 통

제권을 가진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84), 인격권에 근거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도출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연혁

적으로 볼 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결국 사적 영역을 보호하고자

하는 프라이버시권에 근거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핵심적인

근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격권에 근거하여 개인정보의 공개와 사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되, 그

보호의 정도는 결국 핵심적인 근거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따라 국가

가 잠재적 침해자인 공공부문에 비해 서비스 이용 등의 목적에 따

라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민간부문에서의 보호의

정도는 다르게 상정되어야 하며,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와 내밀의 영

역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의 정도도 다르게 상정되어야 한다.

종교적 신조, 육체적·정신적 결함, 성생활에 대한 정보와 같이 내밀

한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민감한 개인정보들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

한 보호의 기준을 설정해야 하며, 성명, 직명(職名)과 같이 사회생활

영역에서 노출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정보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보호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4) 문재원, 전개논문, 8면;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2, 5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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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과 법적 성격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그

리고 어느 범위까지 타인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그 정

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개인정보의 수

집․이용․제공의 각 단계에서 정보주체에 의한 통제의 권리가 보

장되어야 한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은 처리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

게 하고, 원칙적으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 또는 공유하게 하

며, 그 처리과정에서 동의, 열람, 정정 삭제권 등을 통해 정보주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다.85)

가. 동의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정보주체가 스스로 자신에 관한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이러한 정

보주체의 권능은 일차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권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86)

공공부문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권

력의 행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므로, 법률

유보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그 근거 규정이 있어야 정당화될 수 있

다. 반면, 민간부문에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 시

85) 이인호,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 개념에 대한 해석론”, 한국정보

법학회 발제, 2015.3.10, 5면

86) 권건보, 전게논문, 17면



- 29 -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른 헌법적 기본권

이나 법익 등을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문제라

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

서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3자 제공(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목적 외의 이용

및 제3자 제공(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민감정보의 처

리(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호),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개인정보보

호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등에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규

정하고 있다.

나. 열람청구권 및 정정‧삭제청구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는 타인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는 개인정

보의 내용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자신에 관한 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자기정보 열람청구권이 포함된다.87) 개인정보보호법은 제35

조 제1항에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하여 열람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정보주체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자신의 정보에 대하여 정정

을 요구할 수 있는 자기정보 정정청구권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이며, 정보주체의 정정요구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잘못

된 부분을 정정하고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88) 또

한, 정보보유자가 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거나 법의 취지에 반하

87) 이상명,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과 전자여권”, 「법학논총」 제25집 제3

호, 2005, 161면

88) 이상명, 전게논문, 1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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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경우 정보주체가 자기정보의 삭제

를 요구할 수 있는 정보 삭제청구권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

이다.89)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 제1항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정

정 삭제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다. 처리정지청구권

최소한의 필요 범위 내에서 정당한 목적 하에 개인정보가 수집

되고, 이용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인정보처리의 원

칙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

공 등의 정보처리를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처리금지청

구권이다.90)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1항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

여 처리정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

리자는 처리 정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 처리

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37

조 제2항).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

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

89) 이상명, 전게논문, 161면

90) 김준우 외, 전게논문, 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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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

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

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

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으며(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2항 단서), 이에 따라 처리

정지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3항).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법적 성격

가. 인격적 성격

우리나라의 판례와 학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법적 성격을

인격권으로 파악한다.91) 헌법재판소는 지문날인제도 사건에서 「개

인정보자기결정권은 정보주체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을

스스로 통제하도록 함으로써 타인에게 형성될 정보주체의 사회적

인격상에 대한 결정권을 정보주체에게 유보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92)고 하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사회적 인격상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

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 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

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

91) 문재완, 전게논문, 7면

92)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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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고 하면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

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

당한다고 판시하였다.93)

그밖에 헌법재판소는 민사집행법 위헌 확인 사안에서 「채무불

이행자 명부에 기재된 사항들은 채무자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

의 명예와 관련되어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기본권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이다.」라고 판시하며, 해당 개인정보를 개인의 명예와 관련되어 인

격주체성을 특징짓는 것으로 파악하였다.94)

생각건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이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인격적 성격을 갖는다. 개인정보의 인격적 가치에 중점을 두는 경우

에는 정보주체의 정보통제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다만,

이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정보화 사회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사

회 구조 전반에 걸쳐 정보의 가치가 높아지는 사회이므로95), 개인정

보 문제를 단순히 인격 보호의 관점에서만 바라볼 수는 없을 것으

로 사료된다.

나. 경제적 성격

유럽에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법적 성격을 인격권으로 이

해하지만, 미국의 경우 상당수의 학자들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재

93)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결정

94) 헌법재판소 2010. 5. 27. 선고 2008헌마663 결정

95) 전석호, 「정보사회론」, 나남, 199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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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권으로 이해하기도 한다.96) 이들은 개인정보를 재산권의 객체로

인정하게 되면,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시장 안에서 투명하게 개인정

보가 관리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주체는 해당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들과의 협상을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재산법의 경우 집행과 관련한 규범을 갖고 있으므

로, 동의에 기초한 현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보다 우수다고 한다.97)

정보화 사회에서 기업은 고객의 개인정보 처리를 통해 소비자

인 정보주체에게 거부할 수 없는 편익을 제공하며,98) 때로는 정보

그 자체가 판매되는 경제적 거래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99)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가 최대의 가치로 인정되고, 정보의 소유는 부의 소

유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정보의 교환이나 정보활동

은 경제활동을 의미하게 된다.100) 따라서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정보

의 경제적 성격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개인

정보를 재산권으로 인정할 경우 그 양도를 인정하여야 하는데, 이는

개인정보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본

질에 반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101)

다. 검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인격적 성격뿐만

96) 문재완, 전게논문, 7면

97) Viktor Mayer-Schonberger, Beyond Privacy, Beyond Rights – Toward a

“Systems” Theory of Information Governance, 98 Cal. L. Rev. 1853, 1860

(2010)., (문재완, 전게논문, 7면에서 재인용)

98) 이인호, 전게논문, 194면

99) 이희수, “정보사회에서의 정보의 의미”, 「한국교육」, 제25권 제2호, 1998,

153면

100) 이희수, 전게논문, 156면

101) 문재완, 전게논문,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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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경제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인격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중 어떠한 가치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개

인정보 관련 법정책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102) 개인정보의 인

격적 가치에 중점을 두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정보통제가 매우 중

요한 의미를 갖게 되어 개인정보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반

면,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에 중점을 두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이

용에 주목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103)

헌법상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기본적으로 인격적 성

격을 갖고 있지만, 인격적 성격만을 고려하여 기업의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가한다면, 정보화 사회에서 사업상 필

요하거나 유익한 발전을 가져오는 정보 수집을 위축시켜 경제적 위

험을 초래하게 될 수 있다.104)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이러한 이중적

성격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를 단순히 인격

보호의 관점에서만 바라볼 수 없으며, 양 측면을 조화롭게 보장하여

야 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

인정보의 보호범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102) 황성기, 전게논문, 11면; 이인호, 전게논문, 193-197면

103) 황성기, 전게논문, 11면; 이인호, 전게논문, 193-197면

104) 서계원, “정보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의 보호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중

심으로-”, 「세계헌법연구」 제11권 제1호, 2005, 2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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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정보 이용의 자유

Ⅰ. 정보 이용의 자유

기업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상품 또는 서비스

의 생산이나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영업의 자유

에 속한다.105) 따라서 기업이나 개인이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소비자

의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영업

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이다.106)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분

아래 기업과 개인의 정보 수집 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할 경우 헌법

상 보장되는 영업의 자유 등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지나치게 치우쳐 기

업과 개인의 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107) 기

업의 정보수집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가할 경우 정보화 사회에서

영업을 위해 필요한 정보 수집을 위축시켜 경제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기업의 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유럽의 「e-Privacy 지침」108)도입을 통한 온라인 상거

래의 개인정보 활용 규제 강화가 온라인 광고의 효과를 65%나 저하

시켰다는 실증분석도 있다.109)

105) 황성기, 전게논문, 15면

106) 김일환,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법제의 분석을 위한 헌법상 고찰”, 「헌법학

연구」 제17권 제2호, 2011.6, 363면

107) 문재완, 전게논문, 1면

108) Directive 2002/58/EC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sector

109) A. Goldfarb and C. Tucker (2011), "Privacy Regulation and Online

Advertising", Management Science, 57(1), 57-71.(고학수, “개인정보보호의 법,

경제, 및 이노베이션”,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보고서(프라이

버시 정책연구 포럼」, 2013. 2, 27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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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많은 사업자들은 국내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들이 너무

엄격하여, 리스크 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호소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110) 예컨

대, 스마트 환경에 맞지 않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방법 조항 등으로

인해 비즈니스의 다양성과 혁신이 제한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책임

자와 관련 팀을 운영하는 등의 인적 비용과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기

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보안시스템

구축 및 유지 비용, 매년 이루어지는 실태조사에 따른 비용, 관제서

비스 구축에 따른 비용 등의 물적 비용들을 투입하고 있다.111)

이와 같이 민간부문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보호는 다른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과 충돌할 수 있는바,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분으로 시

행되는 법제 강화는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Ⅱ.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의 조화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문제의 경우 충돌되는 두 기본권, 즉, 한

쪽 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다른 한쪽 사인의 영업의 자유 등

의 헌법적 가치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

호법이 법제화 되어야 하며, 법원, 헌법재판소에서도 충돌하는 기본

권 모두가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인정보의 보호범위를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110) 황성기, 전게논문, 16면

111) 황성기, 전게논문,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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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두 기본권간의 가치를 비교형량한 후 덜 중요한 자유

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법제화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다른 헌법적 가치 간의 충돌을 조화시키기 위한

법익형량은 개별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 및 해석을 통해서 이루어지

겠지만, 입법적 차원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와 다른 헌법적 가치와의

조화로운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112) 적어도 민간부문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보호’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유일한 목적이 될 수 없으며,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간의 조화로운 균형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

다.

112) 황성기, 전게논문,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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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개인정보 보호범위에 관한 외국의 사례

제1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980년 OECD 가이드라인113)을 채

택하였고, 이는 개인정보 보호의 국제 기준으로서 각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114)

OECD 가이드라인은 우리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유사하게 ‘식별

가능한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개인정보로 정의하고 있다.115) 하

지만 OECD 가이드라인 제3조는 프라이버시와 개인의 자유에 위협

을 가하지 않음이 명백한 개인정보는 가이드라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116)과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자동화된 정보처리에 한정할

수 있다는 점117)을 명시하고 있다. 결국 OECD 가이드라인은 ‘프라

이버시 및 개인의 자유에 위협을 가하는 정보의 자동화된 처리’에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118)

또한, OECD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 수집에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고, ‘적절한 경우’에만 인지나 동의를 요

113) OECD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O.E.C.D. Dos.C 58 final(September 23, 1980)

114) 김주영 외,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해 –이론 판례와 해설-」, 법문사, 2012,

84-87면

115) “personal data” means any information relating to an identified or

identifiable individual (data subject)

116) 3. These Guidelines should not be interpreted as preventing:... b) the

exclusion from the application of the Guidelines of personal data which

obviously do not contain any risk to privacy and individual liberties

117) 3. These Guidelines should not be interpreted as preventing:.. c) the

application of the Guidelines only to automatic processing of personal data.

118) 박경신, 전게논문,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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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다.119)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동의를 요구한다.120) OECD 가이드라인은 개인

정보에 관하여 기존의 프라이버시의 범위를 넘어서는 보호를 제공

하지만, 그 핵심적 가치는 프라이버시의 보호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21)

제2절 유럽연합(EU)

유럽연합(이하 ‘EU’라 함) 회원국들이 EU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관한 공식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1981년 유럽연합 이사

회가 채택한 EU 협약122)이지만, 위 협약은 협약에 서명한 가맹국에

대해서면 효력이 미쳤다. 이후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EU는 프라

119) 박경신, 전게논문, 6면

120)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

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121) 박경신, 전게논문, 5면

122)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Automatic Processing of Personal Data, ETS No. 108, Strasbourg,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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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버시 보호의 원칙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EU 개인정보보

호지침123)을 발표하였다.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은 OECD 가이드라

인과 함께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의 근간이 되기도 하였

다.124)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은 개인정보를 ‘식별되거나 식별될 수 있

는 자연인에 관한 모든 정보’라고 규정하면서, 식별될 수 있는 자연

인이란 식별될 수 있는 신원 확인번호나 그의 신체적, 생리적, 정신

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특질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요소 등을

참조함으로써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신원이 확인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25) EU 개인정보보호지침 역시 개인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광범위하게 정의하되, 규제 목표를

프라이버시권의 보호임을 천명한 후,126) 적용범위를 자동화된 시스

템이나 자동화되어 있지 않다면 구조화된 파일링시스템에 속한 개

인정보로 한정하고,127) 오로지 개인이나 가사생활 과정에서의 자연

123)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124) 박경신, 전게논문, 4면

125) “personal data” shall mean any information relating to an identified or

identifiable natural person ('data subject'); an identifiable person is one who

can be identified, directly or indirectly, in particular by reference to an

identification number or to one or more factors specific to his physical,

physiological, mental, economic, cultural or social identity;

126) (2) Whereas data-processing systems are designed to serve man; whereas

they must, whatever the nationality or residence of natural persons, respect

their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notably the right to privacy, and

contribute to economic and social progress, trade expansion and the

well-being of individuals;

127) (15) Whereas the processing of such data is covered by this Directive

only if it is automated or if the data processed are contained or are

intended to be contained in a filing system structured according to specific

criteria relating to individuals, so as to permit easy access to the personal

data in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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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의한 개인정보처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128)129)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의무화

하고 있지만 “정보처리자의 이익이 정보주체의 이익보다 우선할 경

우” 이익형량을 통해 동의의 의무가 면제된다.130) 이익형량에 있어

정보처리자의 이익은 프라이버시권이 될 것이며, 결국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권이 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의 정보처리자의 이익

에 우선할 경우에만 해당 동의가 의무화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131)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은 제정된 후 현재까지도 EU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132), ICT

기술의 발달로 점차 복잡해져가는 정보화 시대의 현실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시행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은 2012년 유럽위원회의 「EU 개인정보보호규칙

안」133)을 시작으로 구속력이 강화된 규칙(regulation) 형태의 개정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134) 기존 EU 회원국들은 EU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반영한 각국의 관련 국내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기 때문에

각 회원국 간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상이하였으나, EU 내 일관된

법의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규칙(regulation)이 시행된다면, EU 회

원국의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제공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135)「EU 개인정보보호규칙」136)은 현재 EU 각료

128) This Directive shall not apply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 by a

natural person in the course of a purely personal or household activity

129) 박경신, 전게논문, 6면

130) 박경신, 전게논문, 8-9면

131) 박경신, 전게논문, 8-9면

132) 함인선, “EU의 ‘1995년 개인정보지침’에 관한 법적 고찰”, 「법학논총」 제33

호 제1호, 2013. 4, 281면

133) Proposal of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134) 박노형 외, “EU 및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및 감독체계 개편내용 분석”,

방송통신위원회 연구결과보고서, 2014.12, 3면

135) 박노형 외, 전게보고서, 1-2면

136)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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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Council of The EU)의 최종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137)

EU 개인정보보호규칙의 주요 쟁점으로는 ‘잊혀질 권리로서 삭

제, 접근, 수정에 관한 권리’, ‘고지에 기반한 동의(Informed

consent)’ 등이 있다.138) ‘잊혀질 권리’와 관련하여 정보주체는 구글

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기업들을 상대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삭

제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고지에 기반한 동의’와 관련하여 정보주

체는 사전 고지에 기반 한 동의를 통해 해당 정보의 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한 유효한 동의의

조건이 더욱 강화되게 될 예정이다.139)

제3절 독일

독일은 1970년 헤센(Hessen)주가 세계 최초로 개인정보보호법

을 입법화한 이래 1977년 「연방정보보호법」을 제정하였다. 그 후

1983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인구조사판결(Volkszählungsurteil)에

서 법적 토대위에서 행해진 데이터 처리라 할지라도 관계자의 기본

권을 침해한다면 그 처리를 불허한다고 판시하면서,140) 일반적인 인

137) 한은영,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Data Protection) 강화 추진”, 「정보통

신방송정책 동향」 제26권 7호 통권 575호, 2014. 4, 62면

138) 윤주희 외, 전게보고서, 30-43면

139) 박노형 외, 전게보고서, 46면

140) BVerfG, Urteil v. 15. Dezember 1983, Az. 1 BvR 209, 269, 362, 420, 440,

484/83: Das Volkszählungsurteil ist eine Grundsatzentscheid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vom 15. Dezember 1983, mit der das Grund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als Ausfluss des allgemeinen

Persönlichkeitsrechts und der Menschenwürde etabliert wurde. Das Urteil

gilt als Meilenstein des Datenschutzes. Anlass war eine für April bis Mai

1983 geplante, aufgrund des Urteils erst 1987 modifiziert durchgeführ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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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권의 법리로부터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도출하였다. 위

판결은 독일 내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개념이 구체적으로 확립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141)

최근 독일 개인정보보호 당국은 EU 개인정보보호규칙 초안이

공표된 후 그 적정성에 대해서 논쟁 중이다.142) EU 개인정보보호규

칙은 강행법적 성격을 갖고 있어, 동 규칙이 시행된다면 독일 연방

정보보호법을 대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143)

제4절 영국

영국 개인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8)은 개인정보를

“신원확인이 가능한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로부

터 또는 정보처리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보유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정보로부터 식별 가능한 것을 말하며, 이에는 당해 개인에 관

한 의견 표명 및 당해 개인과 관련하여 정보처리자나 그 밖의 다른

사람이 드러낸 일체의 의견이 모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144)

Volkszählung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윤주희 외, 전게보고서, 44

면에서 재인용)

141) z. B. § 1 Landesdatenschutzgesetz Schleswig-Holstein (윤주희 외, 전게보

고서, 44면에서 재인용)

142) baden-wuerttemberg.datenschutz.de; datenschutzzentrum.de.(윤주희 외, 전

게보고서, 45면에서 재인용)

143) 윤주희 외, 전게보고서, 45면

144) “personal data” means data which relate to a living individual who can be

identified— (a)from those data, or (b)from those data and other information

which is in the possession of, or is likely to come into the possession of,

the data controller, and includes any expression of opinion about the

individual and any indication of the intentions of the data controller or 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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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정의 규정에서 고유식별자를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식별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른 정보’를 정보처리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로 한정하고 있다.145) 영국 또한 EU 회원국으로서 강행법적 성

격을 갖고 있는 EU 개인정보보호규칙이 시행된다면 동 규칙이 영국

개인정보보호법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제4절 미국

미국의 경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를 규율하는 개인정보

관련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는 연방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규율하는 「1974년

프라이버시법(The Privacy Act)」146)과 각 주 단위로 규정된 프라

이버시 관련 법률들이 있다.147)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는 일반법을 두지 않고 시장의 자율 규제에 입각하여 소비자의 권

리를 보호하되,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개별 영

역별 보호 법제를 갖고 있다.148) 「의료정보보호법(HIPPA, The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66)」,

「금융정보 보호법(GLBA, Graman Leach-Bliley Act)」, 「아동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OPPA, Children's Online Privacy

other person in respect of the individual;

145) 이인호, 전게논문, 12면

146) The Privacy Act

147) 구태언,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제상 ‘개인정보’ 정의의 문제점”, 「개인정보보

호법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보고서(프라이버시 정책연구 포럼」, 2013. 2, 41

면

148) 윤주희 외, 전게보고서, 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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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on Act) 등이 그 예이다.149)

개인정보 보호기구에 있어서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총괄하

는 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공공부문에서는 예산관리국(OMB: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이 프라이버시법에 따라 예산

부분에 한해 연방정부의 프라이버시 정책을 정립하고 있고, 민간부

문에서는 연방거래위원회(FTC: The Federal Trade Commission)가

아동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한 거래관행과 관련한 개인정

보 보호 등의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150)

제5절 일본

일본은 2003년 OECD 가이드라인과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참고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個人情報の保護うに關する
法律)」(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함)을 제정하고, 2005년 4월 1일

부터 시행하였다.151)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생존하

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생년월

일 기타 기술(記述) 등에 의해 특정한 개인을 식별하는 일이 가능한

것(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

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여,152)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과 거

의 동일하게 개인정보를 정의하고 있다.153)

149) 윤주희 외, 전게보고서, 52면; 김한가희 외, “스마트폰 클라우드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유형 및 관계 법령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 제23권 제1호,

2013. 3, 222-231면

150) 김한가희 외, 전게논문, 222-231면

151) 구태언, 전게논문, 42면

152) 성낙인 외,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08,

7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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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우리의 개인정보보호법처럼 ‘성명, 생년월일 기타 기술

(記述) 등’에 의하여 그 정보 자체로 식별되는 경우와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조합하여 식별이 가능한 경우를 모두 개인정보에 포함시

키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과 경제산업성이 2014년 공동으로 고시

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경제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한 가이드

라인(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についての経済産業分野を対象とす
るガイドライン)」은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조합할 수 있는’의 의

미는 예를 들어 통상의 작업범위에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접

근해서 조합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다른 사업자에게 조회(照會)

해야 하는 경우 또는 당해 사업자 내부에서도 취급부문이 다른 경

우 등 조합(照合)이 곤란한 상태를 제외 한다”고 밝히고 있다.154)

한편, 일본은 2014년 6월 기술 발전에 따라 확대된 개인정보의

회색지대를 해소하고, 개인 식별을 어렵게 한 데이터를 타사에 전달

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개인

정보보호법 개정 초안을 발표하였다.155) 즉, 개인정보의 범위와 관련

하여, 각종 ID번호와 사용내역처럼 ‘어디의 누구’라고까지는 식별할

수 없어도 특정단말과 대응하여 ‘어떤 인물’의 정보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식별 비특정 개인정보’로 분류하고, 이를 보호대상

에 포함시키고 있다.156) 또한, 개인정보에 익명화 조치를 할 경우 본

인의 동의 없이도 제3자 제공 등의 이용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157)

153) 구태언, 전게논문, 42면

154) 이인호, 전게논문, 13면

155) 윤주희 외, 전게보고서, 63면

156) 윤주희 외, 전게보고서, 63면

157) 윤주희 외, 전게보고서, 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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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내법상 개인정보의 보호범위

제1절 서설

개인정보 보호범위의 명확한 설정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을

조화롭게 보장하는 개인정보보호 체계 확립에 필수적으로 선행되어

야 할 문제이다.158) 개인정보의 보호범위는 결국 개인정보 개념의

범위와 일치하므로, 본 장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정의

규정의 해석을 통해 개인정보의 보호범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

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로 정의한다(제2

조 제1호). 다른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159)(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이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160)(이하 “위치정보보

호법”이라 함) 등에서도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정의하고

있다.

158) 임규철, “개인정보의 보호범위”, 「한독법학」 제17권, 2012, 353면

159) 정보통신망법 제2조(정의) ① 6.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

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

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

다)를 말한다.

160) 위치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2. "개인위치정보"라 함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

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

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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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정의 규정으로부터 “개인에 관한 정보”

표지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표지를 추출할 수 있는바, 각

표지의 해석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범위의 기준을 설정해 보고자 한

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암호화 익명화 정보, 공

개된 정보, 사물정보 등이 개인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

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개인정보의 보호범위에는 개인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뿐만 아

니라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로 보장하는지 문제도 포함되는바, 국내

법상 개인정보의 보호의 정도와 한계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특히,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핵심 권리인 동의권과 최근 유럽사법재

판소의 판결로 이슈가 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지

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제2절 개인정보 보호범위 판단 기준

Ⅰ. ‘개인에 관한 정보’ 표지

개인정보의 ‘개인’의 의미에 대해서는 ‘개인적’ 정보로 이해하는

시각과 ‘개인에 관한’ 정보로 이해하는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161)

‘개인적’ 정보로 이해하는 시각은 사적인 정보만을 개인정보로 보는

관점으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근거를 사적 영역을 보호하는 프

라이버시권에서 찾는 관점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개인에 관한’ 정보로 이해하는 시각은 개인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

161) 권건보, 전게논문, 17-18면



- 49 -

를 개인정보로 보는 관점으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근거를 인격

권에서 찾는 관점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162)

생각건대, 개인정보보호법 해석상 개인정보는 ‘개인적’ 정보가

아닌 ‘개인에 관한 정보’이다. 헌법재판소 또한 「개인정보자기결정

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

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

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

까지 포함한다.」고 결정하며,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

는 일체의 정보를 개인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인격권에 근거하고

있지만, 연혁적으로 볼 때 핵심 근거는 프라이버시권으로 볼 수 있

다. 그러므로 핵심적인 근거인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받을 수 있는

‘개인적’ 정보에 대해서는 그 보호의 정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와 내밀의 영역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의 정도는 다르게 상정되어야 하며, 종교적 신조,

육체적·정신적 결함, 성생활에 대한 정보와 같이 내밀한 사적 영역

의 민감한 개인정보들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보호의 기준을 설정

하여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개인에 관한 정보’ 표지와 관련된 개인정보 구성요

소인, 1) 살아 있는 개인, 2) 특정 개인과의 관련성, 3) 정보의 임의

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162) 권건보, 전게논문, 17-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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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살아 있는 개인

개인정보보호법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개인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 보면, 캐나다와 같이 사망한 자에 관

한 정보도 개인정보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는 국가도 일부 있으나,

일본,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

보만을 개인정보의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163)

이에 따라 ‘사자(死者)의 정보’, ‘배아 태아의 정보’, ‘법인의 정

보’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보호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 사자(死者)의 정보

개인정보보호법은 명시적으로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개인정보로 정의하므로, 살아있는 자연인인 한 개인의 나이, 국적

(외국인), 거주지 등은 묻지 않고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사자(死

者)의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법 규정에서

는 인정사망이나 실종선고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

정 내지는 간주되는 자에 대한 정보도 개인정보로 볼 수가 없다.164)

개인정보보호법상 사자(死者)의 정보를 개인정보에 포함하지

않는 이유는 개인정보의 보호법익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인격권

으로서 상속이 불가능하여 사자(死者) 정보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주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165) 다만, 사망자의 정보가

163)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2011. 12, 6면

164) 임규철, 전게논문, 230면

165) 행정안전부, 전게서,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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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와 유족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보이거나 유족 등의 사생활

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망자 정보인 동시에 관계되는 유족의

정보이기도 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고 한다.166)

생각건대, 사자(死者)의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는 법적 보호대상이 아닌 개인정보일 뿐이고, 사

자(死者)의 개인정보가 아닌 것은 아니다.167) 따라서 사자(死者)의

정보라도 일부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호범위에 포

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캐나다의 경우 사후 20년

이내의 개인정보는 보호대상에 포함시키고, 뉴질랜드에서는 주민등

록관계법에 의해 등재된 정보는 사자(死者)의 정보라 하더라도 예외

적으로 개인정보성을 인정한다고 한다.168)

인격의 사후적 보호의 근거는 사자의 인격적 이익의 사후적 효

력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169) 참고로 독일은 사자(死者)의 인

격권 주체성을 긍정하였다(BVerfGE 30, 127/194).170) 사후에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자신의 사생활이 공개될 것을 염려해야만 한다

면 이미 생존 당시에 인간으로서의 인격권에 침해를 입게 되는 것

이므로 사후에 인격을 보호하지 않는 것은 기본권의 가치질서와 조

화될 수 없다.171)

166) 행정안전부, 전게서, 6면

167) 윤주희 외, 전게보고서, 198면

168) 윤주희 외, 전게보고서, 198면

169) 허명국, “독일에서의 사자(死者)의 인격보호와 인격권의 간접적 침해에 관한

소고 – BGH Urt.v.06.12.2005 – VI ZR 265/04를 중심으로”, 「한림법학

FORUM」 제20권, 2009. 12, 130-152면

170) 독일에서 인격의 사후적 보호를 인정한 최초의 판례는 1968년 Meohisto 판

결로서 원고가 자신의 부친이 사망한 후에 부친에 대하여 잘못된 묘사가 들어

있는 소설의 배포 중단을 요청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독일연방대법원은 저

작인격권이 저작권자의 사망 후에도 인정돠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적 인격권

도 권리주체의 사망 후에도 지속된다고 판시하였다.(허명국, 전게논문, 144면;

윤주희 외, 전게보고서, 1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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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배아․태아의 정보

‘배아’의 정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수정 후 착상 전의 배

아는 헌법상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배아 생성

자가 배아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갖는다고 판시하였다. 즉, 아

직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은 이상 현재의 자연과

학적 인식 수준에서 독립된 인간과 배아 간의 개체적 연속성을 확

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일반적이라는 점, 배아의 경우 현재의 과학기

술 수준에서 모태 속에서 수용될 때 비로소 독립적인 인간으로의

성장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수정 후 착상 전의 배아가 인간

으로 인식된다거나 그와 같이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회

적 승인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헌법상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헌

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인격권의 한 유형으로서 배아생성자의

배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였다.172)

반면, ‘태아’는 형성 중인 인간으로서 생명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므로,173)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정

보도 개인정보성이 있다.174)예컨대, 출생 전 태아의 게놈분석을 통하

여 얻어진 유전자 정보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

라 개인정보에 속한다.175) 그러므로 태아의 정보에 대해 법정대리인

171) MünchKomm/Rixecker, Anh. zu §12 Rn. 33.(허명국, 전게논문, 144면에서

재인용)

172) 헌법재판소 2010. 5. 27. 선고 2005헌마346 결정

173)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바81 결정

174) Weichert, in: Däubler/Klebe/Wedde/Weichert, BDSG, § 3 Rn. 10;

Bergmann/Möhrle/Herb, BDSG, § 3 Rn. 5 und 10; Schaffland/Wiltfang,

BDSG, § 3 Rn. 4.(임규철, 전게논문, 232면에서 재인용)

175) 윤주희 외, 전게보고서, 2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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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명시적인 동의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해당 정보를 수집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다. 법인의 정보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개인’의 정보로 한정하므로, 법인

이나 단체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컨대, 법인 또는 단체의 이름,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주소

및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자산 또는 자본의 규모, 주가, 영업실적,

납세실적, 영업비밀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

는다.176)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볼 때, EU,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에서는 법인의 정보를 보호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반면, 오스트리

아, 덴마크, 룩셈부르크는 자연인과 함께 법인의 정보도 개인정보보

호법의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177)

하지만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 데이터베이스나 직원 인사

기록 등 해당 정보 자체가 개인정보성이 인정되는 자료의 경우 해

당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또한, 1인 회사처럼 해당 법인의

상황이 그대로 사업자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경우, 1인 회사

의 법인 정보는 해당 기업의 사업주의 개인정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178)

176) 행정안전부, 전게서, 7면

177) 윤주희 외, 전게보고서, 201면

178) BGH NJW 1986, S. 2505.(임규철, 전게논문, 234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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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 개인과의 관련성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즉, 특

정한 개인에 대한 사실, 판단, 평가 등 그 개인과 관련성을 지닌 정

보여야 한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특정

개인의 정체성(identity)을 구별하거나 밝혀낼 수 있는 정보 또는 교

육상황, 재정상황, 건강 상태 등 특정 개인의 과거 및 현재의 상황

이나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정보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반면, 특

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공되었거나 통계적으로 변환된 경우,

예컨대, 특정 단체 임원들의 평균 연봉, 특정 대학의 해당연도 졸업

생의 취업률 등의 정보에는 특정 개인과의 관련성이 없고 식별이

어려우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179)

그런데, 여기에서의 관련성이 있다는 의미가 about(‘대한’으로

해석)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related(‘관련이 있는’으로 해석)를 의미하는 것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180) 영국 Durant v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사건에서 원

고는 자신의 이름에 관한(about) 어떤 데이터도 개인정보에 해당한

다고 주장하였지만, 영국법원은 개인과 관련성(related)을 가진 정보

여야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바 있다.181)

생각건대, 개인정보보호법은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

는 정보까지도 개인정보의 범위로 인정하고 있어, 개인정보의 범위

가 지나치게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182) 따라서 특정 개인과 관련이

179) 행정안전부, 전게서, 7면

180) 윤주희 외, 전게보고서, 142면

181) Michael John Durant v. Financial Services Authority(2003), EWCA Civ

1746 Court of Appeal(윤주희 외, 전게보고서, 141-143면에서 재인용)

182) 윤주희 외, 전게보고서, 1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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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 정보만을 개인정보라고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

서 EU와 영국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련성의 개념을 눈여겨 볼 필요

가 있다. EU는 내용, 목적, 결과라는 세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관련

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영국은 어떠한 정보이든

그 정보가 그 개인과 일정한 관련을 가진 정보라도 그것이 관련성

을 갖지 않고 단순히 언급만 된 정도에는 개인정보의 관련성을 부

정한다.183)

3. 정보의 임의성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를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정보의 종류, 형태, 성격, 형식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

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한, 모든 종류 및 모든 형태의 정보가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184)

예컨대, 특정 개인의 신장, 체중, 나이 등 객관적 사실에 관한

정보에서부터, 직장에서 직원에 대한 근무평가나 금융기관에서 개인

의 신용도 평가 등 그 사람에 대한 제3자의 의견․평가와 같은 주

관적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또한 개인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반드시 사실이거나 증명될 필요는 없으며, 심지어 부정확

한 정보 또는 허위의 정보라도 특정한 개인과 관련성을 지닌다면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185)

정보의 처리 형식이나 처리 매체에도 제한이 없다. 컴퓨터 등에

저장된 문서, 파일 등 전자기적 형태의 정보, 종이문서에 기록된 수

183) 김민호 외, 전게보고서, 140-165면

184) 행정안전부, 전게서, 7면

185) 행정안전부, 전게서, 8면



- 56 -

기 형태의 정보, 녹음된 음성정보, CCTV에 찍힌 영상정보, 기타 문

자․부호․그림․숫자․사진․그래픽․이미지․음성․음향․영상․

화상 등의 형태로 처리된 정보도 모두 포함될 수 있다.186)

앞서 살펴본 것처럼, OECD 가이드라인, EU 지침, 미국, 일본

등 외국의 관련 법제에서도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

한 모든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또한, 개인정

보의 종류, 형태, 성격, 형식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

지 않으므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한 모든 종류

및 모든 형태의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187)

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표지

1. ‘식별 가능성’의 판단 방법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즉,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어야 한다. 여기서 ‘식별’이

란 특정 개인을 다른 사람과 구분하거나 구별할 수 있다는 의미이

다.188) 이때, 개인의 ‘특정성’은 개인정보 개념의 구성요소이지만 그

것만으로는 개인정보의 요건을 충족하기에 부족하고, 개인의 ‘식별

성’이 있어야만 보호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게 된다.189) 개인정보의

개인 식별성이란 정보주체의 입장이 아닌 ‘다른 사람’, 즉 정보처리

자나 일반인이 그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

186) 행정안전부, 전게서, 8면

187) 행정안전부, 전게서, 11-14면

188) 행정안전부, 전게서, 8면

189) 행정안전부, 전게서,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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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190)

예컨대,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특정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신원정보, 학번 사번과 같이 학교․직장․단

체 등 소속된 곳에서 특정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정보, 고객관리

정보, 결제정보와 같이 기업의 고객 중에서 특정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정보 등이 이에 해당한다.191) 반면, ‘2015년 1월 19일(생년월일)

에 출생한 여자(성별)가 2015년 5월 30일 아주대병원 소아과에서 감

기로 타이레놀 3일치를 처방받았다.’는 정보의 경우 그 주체가 ‘누군

가 특정한 개인’이라는 점은 명백하지만, 그 개인의 ‘식별성’은 인정

하기 어렵다. 생년월일과 성별만으로는 위 정보의 주체가 누구인지

식별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

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로 정의한다(제2

조 제1호). 이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그 내용상 ‘개인식별정보’(개인

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중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

보’)와 ‘개인식별가능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중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

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간의 구별이 가능하다.192)

‘개인식별정보’의 경우 해당 정보에 고유식별자가 포함되어 개

인을 식별하는 방법과 해당 정보에 고유식별자는 없지만 해당 정보

에 포함된 다른 요소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을 식별하

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

190) 구태언, 전게논문, 36면

191) 행정안전부, 전게서, 8면

192) 황성기, 전게논문,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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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여, 고유식별자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을 예시하고 있다. 반면, ‘개인식별가능정보’의

경우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하는 방법으로 개

인을 식별하여야 할 것이다.

다른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일반적으로 OECD 가이드라인이나

EU 개인정보보호지침에서처럼 개인정보를 ‘개인이 식별되거나 식별

가능성이 있는 정보’로 규정하는 추세이다. 즉, ‘직접적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면 ‘간접적으

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까지도 개인정보로 포함하는 경향이

다.193)

예컨대,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은 개인정보를 “자연인을 식별하

거나 식별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any information relating to

an identified or identifiable natural person)”로 정의하고 있으며, 독

일의 「연방정보보호법(Bundesdatenschutzgesetz)」 제5조 제1항은

개인정보를 “자연인의 신원을 식별하거나 또는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주체에 관한 인적 및 물적 환경에 대한 일체의 정보”로 정의하고,

프랑스의 「정보처리․축적 및 자유에 관한 법률(Loi n˚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ė)」

제3조는 “개인정보는 기명이나 무기명의 형식에 관계없이 직간접적

으로 자연인의 신원을 식별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이 처리하는 정보”라고 정의한다.194)

193) 임종인 외, “주요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동향 조사”,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연구

결과보고서, 2009.6, 6-7면

194) 심우민, “스마트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입법전략”,「언론과 법」제12권 제2호,

2013, 1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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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합의 용이성’의 해석

가. 문제의 소재 

개인정보보호법은 해당 정보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

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까지 개

인정보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호 괄호 부분). 그런데 ‘다른 정보

와 쉽게 결합하여’라는 용어는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많은 해석의 여

지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결합의 용이성’의 해석이 개인정보의 보

호범위 획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195)

참고로 제2조 제1호 괄호 부분 중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해

석과 관련하여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만 가지고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

해 다음과 같은 견해 대립이 있을 수 있다.

제1설은 문언을 충실하게 해석하여 현재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단순한 정보이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

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만

한다면 개인정보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는 행정안전부와 방

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이기도 하다.196)

제2설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 가능성을 가진 정보

도 개인정보 범위에 포함시킨다면 개인정보의 범위가 무한정 확장

되어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그 자체로는 식별성을 갖지

않지만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성을 갖게 된다는 가능성만

195) 김진환, 전게논문, 62-63면

196) 구태언, 전게논문, 37-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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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식별성을 가진 경우

에 한하여 그 정보를 개인정보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197) 이 견

해에 따르면 다른 정보와 결합하지 않은 채 익명으로 처리되어 특

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

보로 볼 수 없다고 한다.198)

생각건대,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언 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것’을 개인정

보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현재는 식별성이 없더라도 특정 다른 정

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

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

약 제2설과 같이 실제로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로 인정한다면, 사실상 당해 정보만으로

개인의 식별성을 획득한 경우만을 개인정보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

므로 법문의 문언적 해석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제1설의 해석에 따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 가

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에 포함되는 것으로 개인정보의

외연을 확장할 경우,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한 현대사회에 있어 사실

상 거의 모든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결합의 용이성’에 대한 해석을

통해 개인정보의 범위를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대한 해

석의 기준이 정립되지 않으면 기업들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해당

데이터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그런데 최근 하급심 판결 등에서 ‘결합의 용이성’에 대한 완화된 해

석을 통해 개인정보의 보호범위를 넓게 획정하여, 기업의 자유로운

197) 정상조, “비식별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연구

결과보고서, 2010.8, 48-49면

198) 정상조, 전게보고서, 48-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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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결합의 용이성’의 해석 등 개인정보 판단기준을 제시한

하급심 판례와 이와 관련된 논의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나. 판례

‘결합의 용이성’의 해석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는 아직 없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하급심 판결에서 그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른바, ‘증권통 판결’이라 불리는 사안이다.

‘증권통 판결’은 스마트폰 증권 관련 앱(‘증권통’ 앱)의 로그인

절차를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이용자의 동의 없이 국제단

말기인증번호(이하 ‘IMEI’라 함)와 범용가입자식별모듈(이하 ‘USIM’

이라 함) 일련번호의 조합 정보, 또는 IMEI와 개인 이동전화번호의

조합 정보를 수집한 사안에서, IMEI, USIM 일련번호를 다른 정보

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로 인정하였다(서

울중앙지방법원 2011. 2. 23. 선고 2010고단5343 판결).

위 ‘증권통 판결’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은 쉽

게 다른 정보를 구한다는 의미이기 보다는 구하기 쉬운지 어려운지

와는 상관없이 해당 정보와 다른 정보가 특별한 어려움 없이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

하였다. ‘증권통 판결’은 정보의 결합에 있어 결합을 하고자 하는 정

보를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또는 어떻게 결합을 해야 하는지에 집

중하지 않았다. 비록 동일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다른 정보이더라

도,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 물리적으로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하였던 것이다.

즉, ‘증권통 판결’은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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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

다)’라고 규정하여,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

보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때 당해 정보와 결합 가능한

다른 정보가 모두 동일인에게 보유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지는

아니하고 있다.」고 하면서, 「여기서 ‘쉽게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

다’는 것은 쉽게 다른 정보를 구한다는 의미이기 보다는 구하기 쉬

운지 어려운지와는 상관없이 해당 정보와 다른 정보가 특별한 어려

움 없이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을 말

한다 할 것이다. 오늘날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종전에 쉽게 결합할

수 없었던 정보들이 쉽게 결합되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로

작용되기에 이르렀고, 따라서 기계적인 정보라 하더라도 특정 개인

에게 부여되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이러한 정보를 통하여 개

인이 식별될 가능성이 크다면 이를 개인정보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증권통 판결’은 IMEI와 USIM 일련번호는 이동전화기기

에 부여된 기기 고유번호 내지 USIM 카드의 일련번호이므로 그 자

체로는 개인이 특정되지 않으나, 이동통신사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다른 인적 정보와 결합하면 특정 개인이 식별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어 개인정보로 인정하였다. ‘증권통 판결’은 각 통신사가 IMEI,

USIM 일련번호와 관련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엄격한 통제를 가하

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제3자에 의하여 획득될 가능성이 없

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을 들어, IMEI나 USIM 일련번호

는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 가입자 정보에 나타난 다른 정보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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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 없이 쉽게 결합됨으로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로 보

았다.

다. 견해의 대립 

‘증권통 판결’에서처럼 ‘쉽게 결합하여’라는 의미를 다른 정보와

특별한 문제없이 쉽게 결합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당해 정보와 결

합 가능한 다른 정보는 무한대로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극단적

으로는 어떠한 정보도 개인정보로 인정될 수 있게 된다.199)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되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이라는 구성요건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해석론이 필

요하다.

이하에서는 ‘결합의 용이성’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① 다른

정보의 보유주체가 동일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다른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 ③ ‘결합의 용이성’의 판단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200)

 (1) 정보의 보유주체가 동일하여야 하는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

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제2조 제1호 괄호 부분)의

해석과 관련하여, 결합 가능한 ‘다른 정보’의 보유주체가 동일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견해의 대립이 있다.

199) 전응준, “위치정보법의 규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법학」 제18권

제1호, 2014, 216면

200) 전응준, 전게논문, 2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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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설은 해당 정보의 보유자가 자신이 보유하거나(혹은 보유하

게 될 개연성이 있거나) 공지된 개인식별정보를 결합해서 개인을 식

별할 수 있을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견해이다.201) 영국 개인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8)은 “정보처리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통해 식별 가능한 정보”를 개

인정보로 규정하여 위 견해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제2설은 개인정보보호의 취지상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동일인이 보유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이다.202) ‘증권통

판결’은 「당해 정보와 결합 가능한 다른 정보가 모두 동일인에게

보유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지는 아니하고 있다.」고 판시하여 위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생각건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제2조 제1호 괄호

부분)에서의 ‘다른 정보’는 정보의 보유자 자신이 보유하거나 보유할

가능성이 있거나, 공지된 정보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생각된다. 해당 정보의 보유자가 접근할 수 없는 다른 정

보는 해당 정보와 쉽게 결합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정보주체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정보가 결합되든 또는 어

떠한 방법으로 결합되든 일단 식별이 될 수 있는 정보가 된다면 그

것은 보호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향후 제

3자에 의해 획득될 수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결합의 용이성

을 인정하게 될 경우, 세상의 거의 모든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

201) 박상철, “행태기반서비스(위치기반서비스 포함) 관련 법령 정비 방안”, 「개

인정보보호법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보고서(프라이버시 정책연구 포럼)」,

2013, 124면

202) 전응준, 전게논문, 2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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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어 개인정보의 활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정보처리자가

현재 보유하거나 보유할 개연성이 있거나, 공지되어 있는 개인식별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합의 용

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래야만 정보처

리자의 예측 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다. 결합 가능한 다른 정보가 해

당 정보처리자가 보유할 가능성이 없는 정보라면, 이들이 결합되어

개인이 식별될 위험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물리적 결합의 용이성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결합의 용이성’의 의미가 정보 간의 물리적 결합의 용이성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정보주체의 ‘다른 정보’의 획득 가능성 등을 고려

한 결합의 용이성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

대립이 있을 수 있다.

제1설은 ‘쉽게 결합하여’의 의미는 결합 자체가 용이한지를 의

미하므로, 다른 정보를 획득할 가능성의 정도는 고려하지 않는 견해

이다. 이 견해는 다른 정보를 획득할 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할 경우

에도 해당 정보와 다른 정보가 특별한 어려움 없이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으로

서 ‘증권통 판결’에서 취한 견해라고 볼 수 있다.

제2설은 ‘쉽게 결합하여’의 의미는 합리적인 정도의 시간, 노력,

비용 등으로 결합 가능한 경우를 의미한다는 견해이다. 법조문의 해

석상 물리적 과학적으로 정보주체의 식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식별을 위해 불합리한 정도의 시간, 노력, 비용이 투입된다면 식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203)

203) 행정안전부, 전게서,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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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건대, ‘증권통 판결’에서처럼 다른 정보를 획득할 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함에도 결합 자체의 용이성에 근거하여 결합의 용이성

을 인정하는 경우 매우 불합리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 현실적으로

다른 정보에 대해 불합리한 정도의 시간, 노력, 비용이 투입된다면

결합의 용이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정보 처리 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무단 수집, 이용 등의 행위에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는바, 죄형법

정주의의 원칙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의 범위의 외연을 한없이 넓혀

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다른 정보를 획득하여 결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EU 개인정보보호지침 또한, 식별성의 해석에 있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보처리자나 그 밖의 자가 합

리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수단을 고려’하여 판단하라고

규정하고 있다.204) 일본의 ‘전기통신사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으로 다른 전기 통신 사업자에 대한 조회(照

會)를 필요로 하는 경우, 내부에서도 취급 부문이 다르다는 등의 사

정에 의해 조회(照會)가 어려운 경우”는 다른 정보와의 조합(照合)

이 쉽지 않은 것으로 예시하고 있다.205)

 (3) 판단 주체가 누구인지 

결합의 용이성의 판단 주체가 누구인지, 즉, 정보처리자를 기준

으로 결합의 용이성을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수사기관 등의 제3자

의 시각으로 결합의 용이성을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견해의 대

204) 행정안전부, 전게서, 9면; 김민호 외, 전게보고서, 189면

205) 전응준, 전게논문, 2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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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이 있다.206) 즉, 정보들의 결합을 통해 식별이 가능하다면 여기에

서의 결합이 쉬운지 또는 어려운지에 대해 정보처리자를 기준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제3자를 기준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207)

제1설은 정보처리자를 기준으로 결합의 용이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관련 문제가 생긴 이후 수사기

관이나 일반 공중 등의 시각으로 결합의 용이성을 판단하게 되면

일종의 사후적 고찰과 같이 개인정보의 범위를 매우 확대할 우려가

있고, 당사자의 당시 관점이 아닌 제3자의 사후적 관점에서 결합용

이성 여부를 따진다면 엄밀한 기준 없이 사회적 비난 여론에 따라

형사적 책임이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208)

제2설은 정보처리자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입장에서 결합의 용

이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개인정보처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개인정보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것은 모순이며, 제1설

에 따를 경우 개인정보의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한다.209)

생각건대, 정보처리자가 판단 주체일 경우 정보처리자의 의도나

처리능력에 따라 결합의 용이성이 판단되므로 객관적 지표가 되기

어려우므로,210) 객관적 판단자로서의 역할이 가능한 제3자가 결합의

용이성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211) 제3자가 판단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기대가능성을 가진 제3

자의 설정과 명확한 객관적 지표 확립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제3

자를 누구로 설정할 것인지에 따라 판단의 차이가 날 가능성이 크

고, 문제가 발생한 후 사건 판단을 위해 법원의 기준에서 판단을 하

206) 전응준, 전게논문, 218면

207) 김민호 외, 전게보고서, 184면

208) 전응준, 전게논문, 218-219면

209) 박혁수,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 개념의 재검토”, 「Law & Technolog

y」제10권 제1호, 2014.1, 16면

210) 김민호 외, 전게보고서, 185면

211) 김민호 외, 전게보고서, 1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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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면 개인정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늘어날 위험성도 있기 때문

이다.212)

라. 소결 

결국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는

정보처리자가 보유하거나 보유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정보와 ‘합리

적인’ 비용과 노력으로 결합할 수 있는 것인지로 해석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는 ‘쉽게 결합하여’를

‘합리적으로’라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쉽게 결합’

이라는 표현은 각각의 정보가 물리적 과학적으로 결합할 수 있다는

가능성보다는 그 각각의 정보 결합의 수단 방법이 합리적으로 이루

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또한, 물리적 과학적으

로는 해당 정보의 결합에 따른 정보주체의 식별이 가능하다고 하더

라도 식별을 위해 불합리할 정도의 시간, 노력, 비용이 투입되어야

한다면 그런 단편적인 정보들은 식별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다.213)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이 개인정보의 무단 수집, 이용

등의 행위에 형사처벌, 과태료 등의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는 경우에

는 개인정보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규제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214) 이러한 점에서 살펴볼

때, ‘증권통 판결’에서처럼 정보처리자가 사실상 구하기 어려운 정보

임에도, 해당 정보와 물리적으로 특별한 어려움 없이 쉽게 결합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결합의 용이성을 인정하는 확장적인 해석은 바람

212) 김민호 외, 전게보고서, 185면

213) 행정안전부, 전게서, 9면

214) 전응준, 전게논문, 217면



- 69 -

직하지 않다.

‘증권통 판결’은 IMEI의 경우 이동통신사의 데이터베이스를 통

해 이용자 대조가 가능하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현

실적으로 통신사가 중소 앱 운영 회사에 이용자 데이터베이스를 제

공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해킹 사고 등의 경우 해당 사고에 대한 처

벌 규정으로 단속할 수 있으므로, 해킹의 우려와 같은 막연한 가능

성만으로 개인정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215)

3. ‘식별 가능성’과 개인정보 보호범위

가. 문제의 소재

빅데이터의 성공여부는 비식별개인정보를 얼마나 많이 수집, 분

석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은 ‘개인식별가능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중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를 개인정보로 규정하여 이를 정

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제공하기만 하여도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정의에서 ‘개인

식별가능정보’ 규정을 삭제하여야 할지, 즉,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의 개인정보의 정의에서 괄호 안의 내용인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해

보고자 한다.

215) 박상철, 전게논문, 122-1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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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견해의 대립

제1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여,

개인식별가능정보를 개인정보 범위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는 견해이

다. 국민과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또한 빅데이터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라도 개인식별가능정보를 개인

정보 개념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216) 또한, 괄호 부문의

문구는 그 자체로서도 매우 불명확한 조항 일뿐만 아니라 데이터

통합을 원천적으로 차단시켜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익명화 기술을 통해 사전에 식별성

을 제거하는 예방적인 대책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217)

제2설은 현재의 정의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여, 개인식별가능정

보를 개인정보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이다.218)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괄호 부분을 삭제할 경우, 규제 혼선

을 일으킬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식별 가능성을 명문으로

완화할 경우 다른 국가들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와 충돌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한다.219) 또한, 괄호 부분을 삭제하면 특정 개인을 직접

적으로 식별하지는 못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의 구현을 통하여 간접적

인 방법으로 개인을 쉽게 식별해 내는 정보에 대한 규제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상당하므로 현재의 정의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도 주장한다.220)

216) 최경진,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성균관법학」 제25권 제2호, 2013.6, 213면

217) 이정수, “빅데이터 시대 도래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

안”, 「서강로리뷰」 제5호, 2013.9, 219면

218) 김진환, 전게논문, 64면

219) 심우민, 전게논문, 163면

220) 김진환, 전게논문, 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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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토

생각건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

여, 개인식별가능정보를 개인정보 범위에서 완전히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개인식별가능정보를 원천적으로 개인

정보에서 배제한다면 간접적인 방법으로 개인을 식별해 내는 정보

에 대한 규제의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행 개인정

보보호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빅데이터 활용에 장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한적인 해석을 통해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 간의 조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헌법재판소가 개인정보를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로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으며, 하위 입

법인 법률에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개인정보의 외연을 축소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괄

호 부분을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221) 뿐

만 아니라 현행 개인정보에 관한 정의에 개인식별가능정보를 포함

하는 것이 해외 입법례와의 조화를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인

다.

221) 황성기, 전게논문,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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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개인정보의 구체적 보호범위

Ⅰ. 암호화 정보 및 익명화 정보

1. 암호화 정보

암호화222)된 정보는 암호키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알아볼 수

없도록 일상적인 문자로 쓰인 평문을 기호 또는 다른 문자 등의 암

호문으로 변환된 정보이다. 암호화 정보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입장에서는 암호화 기술 해체를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암호화는 기술적인 수

단을 통해 타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일

뿐 그 자체의 식별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암호화 정보의 해

체를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와 시

간과 비용 상의 문제에 불과하다.223)

물론 암호화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당해 암호의 발신자 및 수신자가 용이하게 해당 정보를 개인을 식

별하는 정보로 복원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일반적으

로 그 암호에 접근한 제3자는 당해 정보로부터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224) 하

222) ‘암호화’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실수 또는 외부 공격자(해커)의 공격 등으로 인

해 개인정보가 비인가자에게 유출되더라도 그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하

는 보안기술로서, 일상적인 문자로 쓰인 평문을 암호키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

이 알아볼 수 없도록 기호 또는 다른 문자 등의 암호문으로 변환하는 방법이

다. 이는 정보의 기밀성 및 무결성, 사용자 인증 등을 위해 광범위하게 이용되

고 있다.(행정안전부, 전게서, 208면)

223) 임규철, 전게논문, 241면

224) 김주영 외, 전게서, 1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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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는 해당 정보 그 자체로 개인

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까지 개인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암호화 정보는 그

자체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지만 정보처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암

호키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암호화는 개인정보를 비개인

정보화 시키는 조치가 아니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

의 하나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은 고유식별

정보 등에 대해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

구하고 있다(법 제24조 제3항).

2. 익명화 정보

익명화(비식별화)225)된 정보는 개인의 식별자를 제거하여 더 이

상 식별성이 없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다만, 식별자가 제거된 익명화 정보라도 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를 익명화하면서 원래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원래의 데이

터와 결합되면 다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

서 익명화된 정보도 후에 다시 식별화가 되거나 다른 정보와의 결

합을 통하여 식별성이 생길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익명화된 정보에 대해서 정보주체가 신

뢰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재식별 가능성

225) ‘익명화’란 정보주체를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처리해 식별

할 수 없는 형태로 만드는 조치로서, 예컨대, CCTV로 수집되는 영상에서 얼굴

을 마스킹하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한다.(윤주희 외, 전게보고서, 212면)



- 74 -

으로 인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이다.226) 결국 식별성을 가지지 않는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재식별화를 통해 식별 가능성이 생긴다면 개

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의 익명화(비식별화) 문제는 빅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방송통신위원

회는 2014년 12월 23일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발표하

여, 현행 법령 내에서 공개된 정보 등을 합법적으로 수집,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개된 정보 및 이용내역 정보의 경우, 수집 시부터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해 개인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쉽

게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비식별화’ 조치

를 요구하였다(제3조 제1항 제1호). 또한, 그와 같이 비식별화 조치

를 한 경우 사업자 등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 이용하고

(제4조),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제10조), 이용자가 거부 의사

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자신의 서비스 제공업무 수행을 위해 내

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9조).

본 가이드라인은 현행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하에서 개인정

보 보호와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 간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한 합리

적인 기준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227)가 있는

반면, 현행 법령과 충돌될 가능성이 있으며 입법 회피를 위한 수단

이라는 비판228)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생각건대, 빅데이터 활용을

226) 임규철, 전게논문, 241면

227) 로앤비, “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발표”,

2014. 12. 23.자 기사

228) 보안뉴스 미디어,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미운오리새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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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비식별정보의 활용이 필수적인바, 가이드라인에서 개인정

보 보호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의 비식별화 정보의 기준을 설정

해 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다만, 일단 개인정보였

다가 익명화 처리를 통해 식별 가능성이 없어진 정보의 경우 재식

별화를 통해 식별 가능성이 생긴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그러므

로 비식별화된 정보에 대해서 정보주체가 신뢰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개인정보로서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229)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

는 비식별화 기술적 조치의 보호 수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Ⅱ. 공개된 정보

공개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가 개인정보의 보호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예컨대,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이

나 트위터에서 공개한 정보를 이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공개된 개인정보를 모아서 검색 데

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은 현재 빅데이터 분야의 주요 관심사항 중

하나이기도 하다.230)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

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2014. 9. 16.자 기사

229) 임규철, 전게논문, 241면

230) 윤주희 외, 전게보고서, 2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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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의 정보로서,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

보까지 포함한다.」고 판시231)하여, 공개된 정보의 개인정보성을 인

정하였다. 따라서 공개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도 개인정보의 보호범

위에 속하며, 인터넷상에서 정보주체의 자발적인 동의 없이 일률적

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책에 의해 개인정보가 검색에 노출되거나,

광고 서비스 등에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32)

생각건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개된 정보의 처리에 대한

예외 조항은 없으므로 공개된 정보에 대해 개인정보성을 인정하여

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입법적으로 검토해 볼 때, 공개된 정

보는 사적인 정보에 비해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작으므

로 그 보호의 정도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OECD 가이드라

인, 호주, 캐나다, 싱가폴, 인도 등은 “공개된 정보(publicly available

information)”를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범위에서 배제한다. 우리나라

의 경우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정보 이용의 자유 간의 조화로운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사적인 정보’ 또는 ‘프라

이버시권 침해의 가능성 있는 정보’로 한정하여 적용하는 등의 입법

적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233)

Ⅲ. 사물 정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보호대상을 사람에 관한 정

보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물 정보는 그 자체로 개인정보에 해

당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사물 정보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231)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결정

232) 윤주희 외, 전게보고서, 220면

233) 박경신, 전게논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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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을 식별해 낼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234)

같은 이유로 사물의 위치정보의 경우도 사물 정보와 마찬가지

로 개인에 관한 정보가 아니므로 개인정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사물의 위치정보를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 예컨대, 사물

과 사물 간의 통신을 매개하는 사물인터넷 서비스에서 개인의 위치

정보를 파악하거나 수집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해

당한다.235)

1. 국제단말기인증번호(IMEI) 및 유심(USIM) 일련번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권통 판결’은 스마트폰 증권 관련 앱

(‘증권통’ 앱)의 로그인 절차를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이용

자의 동의 없이 IMEI와 USIM 일련번호의 조합 정보, 또는 IMEI와

개인 이동전화번호의 조합 정보를 수집한 사안에서, IMEI, USIM

일련번호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

인정보로 인정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23. 선고 2010고단

5343 판결).

‘증권통 판결’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은 쉽게

다른 정보를 구한다는 의미이기 보다는 구하기 쉬운지 어려운지와

는 상관없이 해당 정보와 다른 정보가 특별한 어려움 없이 쉽게 결

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하

고 있다. 또한, 「기계적인 정보라 하더라도 특정 개인에게 부여되

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이러한 정보를 통하여 개인이 식별될

234) 윤주희 외, 전게보고서, 217면

235) 윤주희 외, 전게보고서, 2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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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크다면 이를 개인정보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증권통 판결’은 IMEI와 USIM 일련번호는 이동전화기기에 부

여된 기기 고유번호 내지 USIM카드의 일련번호이므로 그 자체로는

개인이 특정되지 않으나, 이동통신사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다른

인적 정보와 결합하면 특정 개인이 식별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개

인정보로 인정하였다. 법원은 각 통신사가 IMEI, USIM 일련번호와

관련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엄격한 통제를 가하고 있다는 점은 인

정하였으나, 제3자에 의하여 획득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을 들어, IMEI나 USIM 일련번호는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 가입자 정보에 나타난 다른 정보와 어려움 없이 쉽게 결합됨으

로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로 보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동통신사가 중소 앱 운영 회사에 이용자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해킹 사고 등의 경우 해

당 사고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단속할 수 있으므로, 해킹의 우려와

같은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개인정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236) 이러한 점에서 살펴볼 때, ‘증권통 판결’에서처럼 정보처리

자가 사실상 구하기 어려운 정보임에도, 해당 정보와 물리적으로 특

별한 어려움 없이 쉽게 결합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결합의 용이성을

인정하는 확장적인 해석은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는

정보처리자가 보유하거나 보유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정보와 ‘합리

적인’ 비용과 노력으로 결합할 수 있는 것인지로 해석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본 ‘증권통’ 사안에서 정보처리자인 앱 운영

회사는 이동통신사의 이용자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할 가능성이 희박

하므로, 본 사건 IMEI나 USIM 일련번호와의 결합의 용이성을 인정

236) 박상철, 전게논문, 122-1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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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 따라서 앱 운영 회사가 수집한 IMEI나 USIM 일련번호

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IP 주소

IP 주소(Internet Protocol address, 인터넷규약주소)는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장치들이 서로를 인식하고 통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특수한 번호이다.237) 기본적으로 IP 주소는 해당 컴퓨터나 디바이스

에 관한 사물 정보이므로, 그 자체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는 않는

다. 그리고 해당 IP 주소가 할당된 컴퓨터를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IP 주소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는 없다.

하지만 IP 주소를 특정 개인이나 일정 범위의 사람만이 사용하

게 되고, 그 개인이 해당 컴퓨터에 접속하여 자신의 아이디 등을 사

용하여 이름, 아이디 등과 결합한다면 식별성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

보가 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자신이 접속한 IP

주소를 파악하고, 특정 IP 주소의 위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면 해

당 IP가 할당된 단말기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며, IP 주소는 GPS

나 이동통신망 Cell-ID, Wi-Fi 등과 같은 위치 측위 기술 등과 결합

되어 분석됨으로서 개인의 식별가능성 뿐만 아니라 개인의 위치정

보까지도 습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바, 이 경우 IP 주소는 개인정

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238)

실무에서도 사안에 따라 IP 주소의 개인정보 여부에 대한 판단

이 각기 다르다. 즉,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

인」에서는 IP 주소를 개인정보로 포함한다. 반면, 서울중앙지방검찰

237) 윤주희 외, 전게보고서, 213면

238) 윤주희 외, 전게보고서, 213-216면



- 80 -

청은 2011년 11월 접속 IP 주소를 수집하는 모바일 앱을 만들어 배

포한 사건에서, “같은 AP(Access Point) 사용대역 내에서는 복수의

모바일 기기 이용자가 동일 IP 주소로 접속하고 있으며, 유동 IP 주

소의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IP 주소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본 사안

에서 IP 주소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239)

3. 쿠키(cookie)

쿠키(cookie)란 하이퍼 텍스트 기록서(HTTP)의 일종으로서 인

터넷 사용자가 어떠한 웹사이트를 방문할 경우 그 사이트가 사용하

고 있는 서버에서 인터넷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치하는 작은 기록

정보 파일을 말한다.240)

쿠키 정보를 통해 고객이 어느 상품을 클릭하고, 어떤 상품을

구매했는지, 어떤 후기를 남겼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분석

하여 해당 고객이 희망하는 것에 대해 적절한 상품을 추천하는 맞

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쿠키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는 없

지만 특정 컴퓨터를 식별할 수는 있으며, 쿠키 내용을 종합하거나

쿠키 정보와 다른 유형의 정보를 조합해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가

능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

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쿠키 정보는 개인정보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

할 것이라 생각된다.241)

239) 윤주희 외, 전게보고서, 215면

240) 윤주희 외, 전게보고서, 216면

241) 윤주희 외, 전게보고서, 216-2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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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개인정보 보호의 한계

개인정보의 범위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어느 정도로 보장하는 것이 적정한지 등의

개인정보 보호의 한계는 관련 법률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설정될 필

요가 있다.242) 이에 본 절에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핵심적인 내

용인 개인정보 동의권과 최근 ‘잊혀질 권리’로 논쟁이 되고 있는 개

인정보 정정 삭제권을 어느 정도로 보장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Ⅰ. 동의권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는 개

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므로, 이를 실질적이

고 적절한 방법으로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243)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개

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과 제3자 제공(개인정보보호법 제

17조 제1항 제1호) 및 목적 외의 이용(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민감정보의 처리(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호), 고유식별정

보의 처리(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등에 있어 정보주체

의 동의를 요한다. 즉,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를 취득, 저장, 분석

및 활용하는 각각의 단계에서 개개인에게 사전에 개인정보의 활용

242) 권건보, 전게논문, 32-35면

243) 권건보, 전게논문, 32-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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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받아야 하는 옵트인(opt-in) 방식244)을 채택하고 있다.245)

그런데, 이러한 동의 원칙은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으

로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의 역효과를 나타나고 있

다.246) 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

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

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

의 내용 등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개인정보보호법 제15

조 제2항), 상당히 방대한 내용을 고지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

라서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고지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동의하기

어려우며, 특히 스마트폰과 같이 작은 화면에서는 고지된 내용을 모

두 읽고 동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옵트인(opt-in) 방식의 동의 방식은 기업의

영업활동이나 기술개발 등을 위축시키고, 서비스의 혁신 및 다각화

를 어렵게 한다. 특히, 다양한 분석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빅

데이터 분석의 특성상 개개인에게 이러한 동의 절차를 매번 실시하

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사후에 거부의사를 밝히면 개인정보

의 활용을 중단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247)을 도입하는 것을 고

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식별가능정보에

대해서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244) 옵트인(opt-in) 방식은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개인정보를 수집 이

용 제공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정찬모 외, “개인정보 보호와 적정 활용의

조화를 위한 제도 도입 연구”, 법제처, 2009. 9, 123면)

245) 정찬모 외, 전게논문, 199면

246) 정찬모 외, “민간부문에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시 정보주체의 동의원칙”,

「정보화정책」제16권 제4호, 2009, 123면

247) 옵트아웃(opt-out) 정보주체자가 자신의 데이터 수집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할 때 정보 수집이 금지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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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개인식별가능정보를 이용한 고차원적인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져서,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옵트아웃

(opt-out)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정보주체자가 옵트아웃(opt-out)을

언제라도 쉽게 선택할 수 있고, 이를 선택하지 않으면 동의로 간주

됨을 명확히 고지한다면 정보주체자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정정 삭제청구권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

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

고(제35조 제1항),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제36조

제1항 본문).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정정 삭제의 요구를 받

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

라 정정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

려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 제2항).

다만,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

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

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일정한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

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제35조 제4항). 또한, 다른 법령에서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동법 제36조 제1항 단서), 공공기관의 통계를 위해 수집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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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국가안전보장 관련 개인정보,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한

긴급한 개인정보, 취재․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

적을 위한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열람․정정․삭제를 청구할 수

없다(제58조 제1항). 이는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면서도

다른 법익을 희생시키지 않도록 일정한 제한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248) 따라서 다른 법익과의 조화로운 보장을 위해 정정 삭제

청구권을 어느 정도 범위로 보장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정정 삭

제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

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

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 제2항). 그런데, 정

보주체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정정, 삭제하게 한다면,

서비스의 제공, 마케팅 등의 영업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있고, 예술

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249) 따라서 표현의 자

유, 영업의 자유 등의 법익을 위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정보라 하

더라도 이익형량을 통해 정정, 삭제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바

람직할 수 있다.250)

삭제청구권과 관련하여서는, 최근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가 2014년 5월 13일 소위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전 세

계적으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스페인의 변호사인 마리오 코스테하 곤살레스(Mario Costeja

248) 권건보, 전게논문, 34면

249) 권건보, 전게논문, 34-35면

250) 권건보, 전게논문,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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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nzálezㆍ59)가 그 이름을 검색어로 하는 구글 검색 결과에서 ‘연

금부담금 미납을 이유로 자신의 집이 경매에 처해졌을 때 16년 전

의 신문에 실렸던 경매 공고’를 삭제해달라는 신청을 받아주었다.

그 경매공고는 합법적인 내용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 공

개되어야 하는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는 과거의 경매공고를 검색 결과에 포함하는 것은 ‘정보수집 목적에

부적합하고 무관하고 과도하다(inadequate, irrelevant, or excessive)’

면서 구글 검색에서 제외하라고 판결한 것이다.25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사실 보고서(Factsheet)’에서 위 판

결은 잊혀질 권리가 언론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

을 능가하는 ‘우월한 권리(super right)’라고 격상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보주체의 자기 정보 삭제 권리가 절대적이지 않고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그 의미를 밝혔다. 삭제 요청은 사

안별로 처리되어야 하고, 데이터가 수집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더 이

상 필수적이거나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개인정보가 저장되

고 있을 때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부적절하고 구식

(irrelevent and outdated) 링크를 제거하는 것은 컨텐츠 삭제와 동

등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252)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판결 이후 구글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웹페이지를 통해 받고, 사안별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

리를 대중의 알 권리 등 공적 이익과 고려하여 평가한 후 삭제 요

청을 처리하기로 하였다.253) 따라서 향후에는 그 평가 기준의 타당

성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살펴 본 것처럼, 이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정 삭제청구

251) 박경신, 전게논문, 16-18면

252) 구본권, “‘잊혀질 권리’ 판결의 의미와 과제”, 정보삭제권리와 인터넷 검색 기

업의 역할 토론회(프라이버시 정책연구 포럼 토론회), 2014. 6, 25-37면

253) 구본권, 전게논문, 25-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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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정보주체자의 개

인정보자기결정권과 게시자의 법익 간 균형 있는 보장을 위해 정정

삭제청구권 행사 요건의 요건과 절차를 좀 더 상세히 규율하는 방

향으로 법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254)

254) 구태언, 전게논문, 89-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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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제1절 개인정보 보호범위의 개선 방향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기관의 해석 태도는 개인정보 보

호의 관점에 중점을 둔 나머지 개인정보의 보호범위를 지나치게 넓

게 획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할 위험

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산업의 발전

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의 자유를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

해 개인정보 정의 규정 해석 시 개인정보의 보호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식별가능정

보’(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중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것’) 규정의 ‘결합의 용이성’을 ‘정보처리자가 보유하거나

보유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정보’와 ‘합리적인’ 비용과 노력으로 결

합할 수 있는 것인지로 판단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범위를 제한할 필

요가 있다. ‘증권통 판결’처럼 정보처리자가 사실상 구하기 어려운

정보임에도, 해당 정보와 물리적으로 특별한 어려움 없이 쉽게 결합

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결합의 용이성을 인정하는 확장적인 해석은

바람직하지 않다.

입법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의 자유를 조화롭게 보장하

기 위해, 개인정보 간 보호 정도를 차별화하는 입법 방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255)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255) 황성기, 전게논문,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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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하는 통합형식을 채택하고 일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공공부문과 규범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문제와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문제를 차별화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

정도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반드시 같을 수는 없다. 시장에서의

개인정보 수집은 통상 개인이 서비스를 받고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공공부문에서 국가가 개인에 행하는 결정에

비해 그 성격이 권력적이지 않으므로, 민간부문의 개인정보자기결정

권은 공공부문의 보호 정도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는 그 내용상 ‘개인식별

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중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개인식별가능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

인정보 중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

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 간의 구별이 가능하

다.256) 개인식별정보와 개인식별가능정보는 개인정보의 중요표지인

‘식별가능성’의 정도의 차이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개인식별정보와 개인식별가능정보 간의 보호 정도 및

보호 방법의 차별화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257)

개인식별가능정보도 식별가능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정보

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의 정의 규정에서는 현재와 같이 개인식별

가능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유지하되,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등과

관련된 각종 규제 방식에 있어서는 개인식별가능정보를 차별적으로

완화하여 적용하거나 면제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창회 등 친목 도

256) ‘직접 식별 개인정보’와 ‘간접 식별 개인정보’의 구분으로 불리기도 한다(이기

혁 외, 「알기 쉬운 개인정보보호의 이해와 활용」, 인포더북스, 2011, 19-20면;

황성기, 전게논문, 20면)

257) 황성기, 전게논문,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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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5조(개인정보 수집 이용 조항),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조항)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이미 규제의 ‘개별

적 일부배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바, 개인식별가능정보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개별적 일부배제방식’을 채택하여 규제하는 것도 입법

론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258)

특히, 개인정보 동의권과 관련하여 개인식별가능정보에 대해서

는 사후에 거부 의사를 밝히면 개인정보의 활용을 중단하는 옵트아

웃(opt-out)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

다. 이를 통해 기업의 정보 이용의 자유의 조화로운 보장을 꾀할 수

있고,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옵트아웃

(opt-out)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정보주체자가 옵트아웃(opt-out)을

언제라도 쉽게 선택할 수 있고, 이를 선택하지 않으면 동의로 간주

됨을 명확히 고지한다면 정보주체자의 동의권 또한 실질적으로 보

장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결어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하는 것임과 동시에 자유롭게 이용되어

야 하는 것이다.259)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공동체 내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적절하게 공개하면서 사회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

이다. 더욱이 정보의 생산, 유통 및 이용이 부가가치로 재창출되는

258) 황성기, 전게논문, 25면

259) 이창민, 전게논문, 1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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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사회에서는 개인정보 이용이 필수적이다. 우리 헌법에서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정보처리자의

정보 이용의 자유를 보장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또한 절대적인

보장을 받을 수는 없고, 다른 충돌하는 헌법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

어야 한다.260)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인격적 성격뿐만 아니라 경제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인격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중 어떠한 가치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개인정보 관련 법정책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261) 개인정보의 인격적 가치에 중점을 두

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정보통제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어

개인정보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반면,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

치에 중점을 두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이용에 주목하게 된다.262)

헌법상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기본적으로 인격적 성

격을 갖고 있지만, 인격적 성격만을 고려하여 기업의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가한다면, 정보화 사회에서 사업상 필

요하거나 유익한 발전을 가져오는 정보 수집을 위축시켜 경제적 위

험을 초래하게 될 수 있다.26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이러한 이중적

성격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를 단순히 인격

보호의 관점에서만 바라볼 수 없으며, 양 측면을 조화롭게 보장하여

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보호범위 또한 개인정보

의 ‘보호’와 ‘이용’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최근

해킹 등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면서, 개인정보는 광범위하게 보호할수록 좋고, 엄격하게 규제할

260) 이민영, 전게논문, 40면

261) 황성기, 전게논문, 11면; 이인호, 전게논문, 193-197면

262) 황성기, 전게논문, 11면; 이인호, 전게논문, 193-197면

263) 서계원, 전게논문, 2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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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좋다는 막연한 믿음 하에 개인정보의 ‘보호’에만 초점을 맞춰

개인정보보호법이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264) 이러한 태도는 기업의

영업의 자유 등을 지나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보호’ 뿐

만 아니라 ‘이용’의 자유도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한 입법적, 법해석

적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법해석적으로는 개인정보의 보호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입법적으로는 개인정보 간 차별화

를 통해 개인정보별 보호 정도를 차별화하는 입법 방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공공부문과 규범

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문제와 공공부

문의 개인정보 문제를 차별화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

식별정보와 개인식별가능정보는 개인정보의 중요표지인 ‘식별가능

성’의 정도의 차이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의 차이가 존재하므

로, 개인식별정보와 개인식별가능정보 간의 보호 정도 및 보호 방법

을 차별화하여 규율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265) 이를 통해

민간부문에서 정보주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정보처리자의 정

보 이용의 자유 모두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보호범

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264) 문재완, 전게논문, 1면

265) 황성기, 전게논문,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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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stitutional research on the scop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focused on the scop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a 
private sector-

Park, You Young

 This study examined the protection scope in the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enhancement in order to address the conflict 

between the freedom of a company in using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self-determination to personal information in the private sector, in 

particular, for the purpose of business profit, focused 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 general law i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second chapter dealt with the constitutional basis in regard to 

the prot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n a private sector, 

establishing the basic direction in the  personal protection boundary 

based on the history, constitutional basis, and legal characteristic of 

self-determination to personal information.

The third chapter made an overall consideration the foreign law 

related with personal information which can be compared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in South Korea, in particular 

examining intensively the extent to which personal information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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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ed along with the regulation in defining ‘personal information’, a 

condition where the obligation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is 

incurred.

 The fourth chapter set the extent personal information is protected 

under the domestic law through the interpretation on the definition of 

personal information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fter establishing the criteria to interpret and determine personal 

information based on the boundary of personal information, encryption 

anonymity information, disclosed information, and the possibility of 

object information being included in personal information were 

investigated. Though it applies to the scope in the personal information, 

it has limitation in the protection, the content as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its limitation shall be discussed briefly 

focused on the right to consent, a key right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n and right to correct and delete.

The fifth chapter examined the problem in the protection scope of 

personal information under the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nd its direction to the improvement. The interpretation of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nd the related agency draw the 

boundary too broadly the protection scope of personal information as a 

result of putting emphasis on the perspectiv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erefore it not only has a risk to violate the 

freedom in the business of a company, but also has the possibility to 

undermine the development of new industry using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Accordingly, it needs to be interpreted by restricting the protection 

scope of personal information within the rational scope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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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preting the regulation as to the defini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order to ensure harmonious freedom in the use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re is the need to differentiate the protection 

degree between personal information in the private sector and personal 

information in the public sector. In addition, there is the need to 

differentiate the protection degree between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the information on which a person can be identified, from 

the personal information in the first item, the second articl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nd ‘personally identifiable 

indirect-information’(though the information does not lead to the 

identifiability of a particular person, other combined information can 

identify the person from the personal information in the first item, the 

second articl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where they 

differ in the identifiability, an important trait in terms of legislation. 

That is to say, personally identifiable indirect-information can be 

included under the definition of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differential deregulation needs to be applied along with an exemption.

Key words :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the scop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a private sector, 

self-determination to personal information, identifiability

Student number : 2007-2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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