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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논문은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내용을 개관하고 문제점을 도출한 뒤, 민사

법, 특히 불법행위법이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제가 개인정보 보호의 가치와 자유로운 정보 이용의 가치 가운

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운 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민사법, 특히 불법행위법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기여하

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제2장에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와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내용을 개관한다. 먼저 우리나라에 큰 향을 미친 독일과 미국, EU에서의 논의

를 소개하고, 우리 법이 이를 어떻게 수용하 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우리 법에

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성격과 내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도 논의한다. 우

리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고, 그 운 상의 문제점을 짚어본 

뒤 ｢개인정보 보호법｣의 구체적인 해석론을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그 

뒤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을 때 정보주체가 취할 수 있는 민사적 

구제수단을 개관하고, 민사적 구제수단의 역할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살펴본

다. 우선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요건 판단이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미세하게 조정하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규제의 경직성과 비효율

성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자기

결정권 침해 행위를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용⋅제공 유형과 개인정보 유출 유

형의 둘로 나누어, 각각의 유형에서 쟁점이 되는 성립 요건을 중심으로 검토한

다. 이처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에 관하여 논의한 뒤에는 

위자료 산정 문제도 살펴본다. 이어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마련되어 있는 손해배상책임 관련 특칙들, 즉 고의⋅과실의 증명책

임 전환, 3배배상,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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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에서는 민법상 금지청구권과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마련된 금지청구권 

유사의 권리에 관하여 살펴본다. 개인정보 보호법제상 금지청구권 유사의 권리

들은 민법상 금지청구권보다 정보주체에게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수단으

로 기능할 수 있다. 그에 따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사건에서는 민법상 금

지청구권이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하기 어렵지만, 가령 잊힐 권리나 프로파일링 

관련 권리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상 금지청구권 유사의 권리들을 통하여 정보주

체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전히 민법상 금지청구권이 의

미를 가질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지나치게 엄격하고 경직되어 있다. 형

사적⋅행정적 제재를 통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개인정보처리자 등

을 처벌하거나 규제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사건

을 예방하고 억지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높은 수준

의 행위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적⋅행정적으로 

무거운 제재를 가한다. 그런데 이러한 제재를 가하는 것을 정당화하기에는 여전

히 법의 내용에 대한 불명확성이 크다. 특히 형사적 제재의 경우에 적용되는 죄

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비추어보면 더욱 그러하다. 형사적⋅행정적 규제

가 엄격하게 작동할수록 자유로운 정보 이용이 필요 이상으로 위축될 가능성도 

커진다. 형사적⋅행정적 규제가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형사적⋅행정적 규제에는 과소집행 혹은 과잉집행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전적인 사고 예방의 역에서 형사적⋅행정적 제재가 중요한 역할

을 한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민사적 구제수단의 역할을 확대하여 형사

적⋅행정적 제재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여러 법적 장치 가운데 형사적⋅행정적 제재의 

비중을 줄이고 민사적 구제수단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정당화되려면, 민사적 구

제수단의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개인정보 보호법제 

아래에서 정보주체에 대한 민사적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

다. 특히 정보주체가 입은 손해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그러하다. 개인정보 보

호법제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좀 더 쉽

게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 특칙들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칙들이 실제로 

정보주체의 권리 구제에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민사적 구제수단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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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보주체가 좀 더 쉽게 구제수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실제로 구제수단을 취할 유인이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

인정보 보호법제의 관련 규정들을 개정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구체

적인 법 위반 사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

소송 제도를 개선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 또한 구제

수단에 관한 유인을 부여하는 측면에서는 위자료를 현실화하고 법정손해배상의 

하한액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요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불법행위법, 구제수단, 개인정보 보호법

학  번: 2014-3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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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정보처리기술이 발전하면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그 

빈도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1) 정보처리기술은 우리의 개인정보를 신속하

고 효율적으로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 주지

만, 그와 같이 수집⋅이용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될 위험은 우리를 불

안하게 한다. 이처럼 수집⋅이용되는 개인정보는 우리 자신에 관하여 매우 상세

한 정보를 담고 있고, 손쉽게 검색될 수 있으며, 거의 구적으로 보관될 수 있

기 때문이다.2) 이에 더하여 최근 몇 년 간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이러

한 불안을 더욱 강하게 하 다.3)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제4)는 점차 

그 규제 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5) 침해를 사전

 1) 권 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동의 제도에 대한 고찰”, 전남대학교 법학논총 제36권 
제1호 (2016), 673면. 

 2) Jerry Kang, “Information Privacy in Cyberspace Transactions”, 50 Stan. L. Rev. 1193, 1199 

(1998).

 3) Fred H. Cate & Robert Litan, “Constitutional Issues in Information Privacy”, 9 Mich. 

Telecomm. & Tech. L. Rev. 35, 60 (2002)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느끼는 
불안은 구체적이기보다 추상적인 것인데, 이는 정보주체가 정보 수집, 이용, 보호 등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4) 이하 본문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그에 관한 규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령들, 즉 ｢개
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포괄적으로 가리킬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5) 국내 연구 가운데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외에 ‘개인정보권’, ‘자기정보통제권’ 등의 용
어를 사용한 선행연구도 발견된다. 전자의 예로 권헌 , “개인정보권의 헌법적 수용”, 토
지공법연구 제35집 (2007); 김종철, “헌법적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권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 선진상사법률연구 제4권 (2001); 송오식,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합리적 구제방안 - 

사권으로서 개인정보권의 정립을 위한 시론 -”, 전남대학교 법학논총 제36권 제1호 
(2016); 이민 , “개인정보권의 침해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정보통신정책 제18권 제8호 
(2006. 5) 등. 후자의 예로 권건보, 개인정보와 자기정보통제권, 경인문화사 (2005); 권형
준, “자기정보통제권에 관한 고찰”, 헌법학연구 제10권 제2호 (2004); 성준호, “개인신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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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예방하고 억제한다는 기조는 형사적⋅행정적 제재 강화로 이어졌다. 그에 따

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높은 수준의 행위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

사적⋅행정적으로 무거운 제재를 가하는 형태의 개인정보 보호법제가 자리 잡

게 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제재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 입장

에서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지 않는 행위인지를 사전에 명확

히 알 수 있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과되는 행위의무의 내용이 명확하

지 않다면, 형사적⋅행정적 제재를 통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적절히 

예방할 수 없을뿐더러, 개인정보 처리를 둘러싼 이해관계인들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기 때문이다. 형사적⋅행정적 제재가 주는 위축효과도 무

시하기 어렵다.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행위와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행위 사이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이용자는 필요 이상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기 쉽다. 요컨대 법 규범의 내용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형

사적⋅행정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개인정보 이용이 지나치게 위축되는 결과

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개인정보 보호법제,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은 시행된 지 10년이 채 되지 않는 

젊은 법이다. 오랜 시간 동안 법원의 판결과 학계의 논의를 거쳐 해석론이 정립

되어 있는 다른 법 분야와 비교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관한 해석론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인 ‘개인정보’ 개념의 해석에 관하여도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

고 있다. 가령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는데, 개인을 알아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때 개인을 알아보는 

주체는 누구인지 등, 개인정보 개념의 해석을 두고도 명확하게 답하기 어려운 

문제가 적지 않게 제기될 수 있다. 이처럼 법의 내용에 대한 불명확성이 큰 상

황에서 형사적⋅행정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다. 특히 형

사적 제재의 경우에 적용되는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비추어보면 더욱 

그러하다. 

형사적⋅행정적 규제를 통한 예방과 제재에 개인정보 보호의 초점이 맞추어

보의 수집, 이용 및 처리에 있어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에 관한 검토”, 헌법연구 제
22권 제1호 (2014) 등. 다만 ‘개인정보권’이나 ‘자기정보통제권’ 등의 용어가 ‘개인정보자
기결정권’과 실질적으로 다른 권리를 가리키는 것 같지는 않다. 이 글에서는 헌법재판소
와 대법원이 사용하는 용어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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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는 상황에서 민사적 구제수단은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 다. 물

론 사전적인 사고 예방의 역에서 형사적⋅행정적 제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제와 같이 아직 해석론이 견

고하게 자리 잡지 못한 분야, 기술의 변화 속도에 큰 향을 받는 분야에서는 

형사적⋅행정적 제재를 통한 예방과 제재가 언제나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민사적 구제수단의 역을 넓혀 해석론을 견고하게 쌓아나

가는 한편 법 개정을 통하여 적시에 대응하기 어려운 사회 문제에 유연하게 대

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이 논문은 형사적⋅행정적 제

재에 집중되어 있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논의를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넓히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특히 불법행위법의 관점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의 문제

를 다루고자 한다. 정보처리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법적 문제들은 분

명 새로운 것이다. 그러나 법이 이처럼 새로운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은 완전히 

새로운 것일 수 없다.6) 개인정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개인정보자기결

정권은 완전히 새로운 권리가 아니라 오랜 시간 우리 법에 뿌리를 내려온 인격

권에서 도출된 권리이다. 정보주체에게 주어지는 민사적 구제수단 역시 오래 전

부터 불법행위책임의 효과로 인정되어 온 여러 구제수단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새로운 상황에 알맞게 변형된 것이다. 그러므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처리,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새로운 현상에만 

집중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되어 온 불

법행위 분야의 법리들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사건에도 중요한 통찰을 제

공해 줄 수 있다.7) 나아가 불법행위 분야의 법리들은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설

계하고 규제 기준을 정하는 데에도 요긴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요컨대 인격권과 불법행위법에 관한 기존의 법리를 충실히 이해하고, 그 토대 

위에서 개인정보를 둘러싼 새로운 법적 문제에 합리적이고 신축적으로 대응해 

 6) Edward J. Bloustein, “Privacy as an Aspect of Human Dignity: an Answer to Dean Prosser”, 

39 N.Y.U. L. Rev. 962, 963 (1964)은 새롭게 등장한 기술이 한 사회에 일정한 위험을 야
기할 때 법제도가 그에 대응하는 방식은 완전히 새로운 법제도를 마련하여 그 위험을 제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비슷한 위험에 대응해 온 기존의 법제도를 통하여 그 위험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한다. 

 7) Bloustein (1964), P. 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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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와 같은 논의를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논의가 인격권이나 불법행위

법 등 기존의 법리와 단절되고 분리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의 법리와 유기적

이고 연속적인 관계를 이루며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규제, 형사처벌, 민사책임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동

원되는 법적 수단의 틀 안에서 민사법적 구제수단이 차지하는 위치와 여러 법

적 기제 상호 간의 관계를 논의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8)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이 논문은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내용을 개관하고 문제점을 도출한 뒤, 민사

법, 특히 불법행위법이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제가 개인정보 보호의 가치와 자유로운 정보 이용의 가치 가운

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운 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민사법, 특히 불법행위법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기여하

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제

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되, 필요한 경우 외국의 법제를 소개하고 외국의 논의

를 검토하는 방법을 취하기로 한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논문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민사법적 보호’를 

다룬다. 그러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민사법적 보호’를 어떻게 상정하는지

가 이 논문의 연구 범위를 결정한다. 아래에서는 이 논문이 상정하는‘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민사법적 보호’의 범위를 개관한다. 

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8) 이러한 논의의 필요성에 관하여는 권 준, “해킹(hacking) 사고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과실판단기준”, 저스티스 통권 제132호 (2012. 10), 6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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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한다.9) 그런데 ‘자신에 관한 정보’가 ‘개인

정보’의 개념과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개인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 중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

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참조). 이 논문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일반법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제상의 개인정보자기결정

권 문제를 다루는 논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이 상정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모든 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제가 ‘개

인정보’로 정의하는 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 논문의 제2장 제1절에서 상세하게 다룰 예정이다.

Ⅱ. 민사법적 보호

1. 민사법적 구제수단

권리가 가지는 가치가 보호되려면 그 권리가 침해된 경우 권리자에게 그에 

관한 구제수단이 부여되어야 한다.10) 이 점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민사법

적 보호’ 문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을 때 정보주체가 취할 수 있는 

민사법적 구제수단의 문제와 연결된다. 구제수단(remedies)은 원래 미법상의 

개념으로, 부당한 불이익을 입었거나 곧 입을 것으로 인정되는 당사자에게 법원

이 허락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의미한다.11) 법원은 실체법(substantive law)에 근

거하여 당사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입었는지 판단하며, 절차법(procedural law)에 

따른 심리 과정을 통하여 그러한 판단에 이르게 된다. 이 점에서 구제수단법

(law of remedies)은 실체법적 성격을 가지기도 하고, 절차법적 성격을 가지기도 

한다고 설명된다.12)

우리 법에는 이러한 구제수단들이 권리 침해에 대한 법적 효과로 규정되어 

 9)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결정; 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3헌마
282,425 결정;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6헌마1401,1409 결정 외 다수. 대법원 판
결로는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
77970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등. 

10) 양창수⋅권 준, 민법 II 권리의 변동과 구제 제3판, 박 사 (2017), 3면. 

11) Douglas Laycock, Modern American Remedies 2nd ed., Aspen Publishers Inc. (1994), P. 1.

12) Laycock (1994),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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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구제수단법’을 독자적인 역으로 보는 접근 방식은 우리 법에 다소 낯

선 것이기도 하다.13) 그러나 최근에는 ‘구제수단’이라는 용어가 민법학에서도 

사용되고 있고,14) 개별 법령에 규정된 구제수단들을 아울러 통일적으로 접근하

려는 시도도 발견된다.15)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구제수단’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며, ‘구제수단법’의 측면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민사법적 보호 문제를 다

루기로 한다. 

2. 민법상 구제수단

민법상 구제수단은 계약에 근거한 것과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계약 위반의 효과로 인정되는 채무불이행책임(민법 제390조)은 전자로, 부당이

득반환책임(민법 제741조 이하)과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 이하)은 후자로 각

각 분류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채무불

이행책임, 부당이득반환책임, 불법행위책임을 각각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채무불이행책임과 부당이득반환책임은 실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사건에서 

불법행위책임과 같은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정보주체가 가해자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와 가해자 

사이에 계약관계가 있어야 한다. 나아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되거나, 적어도 계약에 따른 부수의무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 상대방이 준

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행위의무가 계약에서 도출되지는 않는다. 가령 정보통신

13) 김차동, “금지(유치)청구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대한민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 한양
대학교 법학논총 제26집 제4호 (2009), 224면. 

14) 가령 김재형,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언론과 인격권 (박 사, 2012) 

(이하 각주에서 위 논문을 인용할 때에는 “김재형 (2012a)”로 표기한다); 김봉수, “독일매
매법상 물건하자로 인한 매수인의 구제수단 - 우리 민법 개정안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민사법이론과 실무 제18권 제1호 (2014); 김재형, “민법상 구제수단의 다양화: 이행⋅추
완⋅금지청구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서울대학교 법학 제57권 제4호 (2016); 최준규, “환
경소송과 임시구제수단”, 저스티스 통권 제164호 (2018. 2) 등. 또한 양창수⋅권 준, 민
법 II 권리의 변동과 구제 제3판, 박 사 (2017)에서는 책의 제목 자체에서 권리구제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15) 김차동 (2009); 김차동, “민사적 구제수단의 행, 형사적 구제수단에 대한 비교우위”, 한양
대학교 법학논총 제31권 제1호 (2014); 백경일, “소액다수 피해에 대한 사법상 구제방안
들”, 전북대학교 법학연구 제51권 (201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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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계약과 같이 계약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의무를 명시하

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 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다하 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채무불이

행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은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된다.16) 판례도 법률상 의무 위반과 계약상 의무 위반을 구분하지 않고 사

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하 는지 여부를 기준

으로 판단하고 있다.17) 

한편 정보주체가 가해자에게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다. 특히 

부당이득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로서

는 이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실익이 있다. 또한 손해배상액보다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고 증명하는 것이 쉬운 경우, 손해배상액보다 부당이득액이 큰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실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사건

에서 피해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국내에서도 이에 

관한 학술적 논의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책

임을 묻는 경우에는 고의나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가해자에게 전환되므로(개

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묻

는 것보다 더 불리하다고 할 수 없다.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려면 상대방의 이익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손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역시 손해배상액을 증명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부당이득액이 위자료와 같은 손해배상액보다 높은 

경우도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18) 무엇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사건에서

는 대부분 정신적 손해가 문제되는데, 부당이득법은 재산상 이익관계를 조정하

는 법이므로 이 점에 관한 한 별다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19)

16) 박설아,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민사책임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에 대한 분석 -”, 조선대학교 법학논총 제25권 제1호 (2018), 

277-278면도 같은 취지이다.

17)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4904, 24928, 24935 판결. 

18) 가령 뒤에서 살펴보는 ‘경품 응모권 1mm 글씨 고지 사건’에 관한 하급심 판결의 경우 
피고가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판매하고 얻은 이익은 건당 2,000원에 불과하 으나, 같은 
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는 100,000원이었다. 

19) 이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관하여 재산상 손해와 부당이득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는 것
과 대비된다. 이에 관한 국내 문헌으로는 안병하, “인격권 침해와 부당이득반환: 침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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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민사법적 보호의 맥락에서 채무불이행책임과 

부당이득반환책임은 불법행위책임만큼의 비중을 가지기 어렵다. 실제로도 개인

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민사법적 구제는 주로 불법행위법을 중심으로 이

루어지고 있고, 이와 관련된 학술적 논의 역시 마찬가지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불법행위책임을 중심으로 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

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논의하기로 한다.

3. 개인정보 보호법제상 구제수단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가 취할 수 있는 구

제수단을 여럿 마련하고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정정청구, 삭제청구, 처리정지청

구 등 금지청구 형태의 구제수단이다. 두 번째 유형은 3배배상, 법정손해배상 

등 손해배상청구 형태의 구제수단이다. 이에 더하여 고의⋅과실의 증명책임 전

환, 단체소송과 같이 절차법에 관한 규정들도 마련되어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마련된 구제수단들은 민법상 구제수단의 특칙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우선 정정청구, 삭제청구, 처리정지청구 등 금지청구 형태의 구제수

단들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효과로서 인정되는 금지청구권과 무관하지 않

다.20) 물론 개인정보 보호법제상 금지청구권 유사의 권리들은 그 요건 측면에서 

민법상 금지청구와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민법상 금지청구권과 개인

정보 보호법제상 금지청구권 유사의 권리들은 권리 침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이

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구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21) 구제수단의 기능적 측면에서 접근하면, 개인정보 보호

법제상 금지청구권 유사의 권리들은 민법상 금지청구권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

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 금지청구권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제의 측면에서 본 퍼블리시티권 도입 불필요성”, 민사법학 제68호 (2014. 9); 이지민, “퍼
블리시티권과 부당이득: 미국 법에서의 시사”, 민사법학 제68호 (2014. 9) 참조. 권태상, 

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구성, 경인문화사 (2013), 365면 이하도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부
당이득 문제를 다룬다. 

20) 이동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4호, 비식별화, 비재산적 손해 - 이른바 약학정
보원 사건을 계기로 -”, 정보법학 제21권 제3호 (2018), 257면도 개인정보 보호법제상 금
지청구권 유사의 권리들이 인격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21) 김차동 (2009), 2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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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금지청구구의 요건과 효과를 참고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제상 금지

청구 관련 구제수단들의 요건과 효과를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제상 구제수단과 달리 민법상 금지청구에 관하여는 많은 판례

와 학술상 논의가 축적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제상 

구제수단 관련 논의를 더욱 풍성하게 해줄 수 있다. 나아가 민법상 금지청구권

에 관한 기존 법리와 격리된 채 논의되던 개인정보 보호법제상의 금지청구권 

관련 제도에 더욱 높은 이론적 체계성과 법질서 정합성을 부여할 수 있다.

3배배상, 법정손해배상 등 손해배상청구 형태의 구제수단들 역시 민법상 손해

배상청구의 특칙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제상 손해배상 

규정을 이해할 때에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출발점으로 삼는 것

이 요긴하다. 고의⋅과실, 인과관계, 손해 등 민법 제750조와 동일한 요건에 관

하여는 제750조에 관하여 축적된 해석론을 적용할 수 있다. 법 위반행위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고유한 요건에 관하여는 가해행위, 위법성과 같이 제750조

의 요건 가운데 ‘법 위반행위’로 치환될 수 있는 개념의 해석론을 참고하는 것

이 도움이 된다. 이를 통해 자칫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틀 안에 고립되어 해

석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문제를 전체 법질서의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고의⋅과실의 증명책임 전환, 단체소송과 같이 절차법에 관한 규정들은 민법

상 구제수단의 특칙이라기보다 소송법상 증명책임, 당사자적격에 관한 특칙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절차법적 특칙들은 정보주체에게 구제수단의 문턱

을 낮추어 주는 역할을 하므로, 민사법적 보호의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다. 이러한 특칙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제에만 특유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특

칙들이 어떻게 해석되고 운 되는지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을 둘러싼 이

해관계가 달리 조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마

련된 구제수단들을 다루면서 절차법적 특칙들도 함께 다루기로 한다. 

제3절 연구의 구성

이 글의 본문에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개

인정보 보호법제의 내용과 그 운 상의 문제점, 민사적 구제수단의 역할을 다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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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제2장),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제3장), 개인정보 보호법제상 

구제수단(제4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그러한 논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함으로써(제5장) 글을 끝맺으려고 한다. 

제2장에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와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내용을 개관

한다. 먼저 우리나라에 큰 향을 미친 독일과 미국, EU에서의 논의를 소개하

고, 우리 법이 이를 어떻게 수용하 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우리 법에서 개인정

보자기결정권의 성격과 내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도 논의한다. 우리 개인정

보 보호법제의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고, 그 운 상의 문제점을 짚어본 뒤 ｢개인

정보 보호법｣의 구체적인 해석론을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그 뒤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을 때 정보주체가 취할 수 있는 민사적 구제수

단을 개관하고, 민사적 구제수단의 역할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살펴본

다. 우선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요건 판단이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미세하게 조정하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규제의 경직성과 비효율

성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자기

결정권 침해 행위를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용⋅제공 유형과 개인정보 유출 유

형의 둘로 나누어, 각각의 유형에서 쟁점이 되는 성립 요건을 중심으로 검토한

다. 이처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에 관하여 논의한 뒤에는 

위자료 산정 문제도 살펴본다. 이어서 개인정보법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에 마련되어 있는 손해배상책임 관련 특칙들, 즉 고의⋅과실의 증명책임 전

환, 3배배상,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민법상 금지청구권과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마련된 금지청구권 

관련 권리에 관하여 살펴본다. 개인정보 보호법제상 금지청구권 유사의 권리들

은 민법상 금지청구권보다 정보주체에게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에 따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사건에서는 민법상 금지청

구권이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하기 어렵지만, 가령 잊힐 권리나 프로파일링 관

련 권리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상 금지청구권 유사의 권리들을 통하여 정보주체

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전히 민법상 금지청구권이 의미

를 가질 수 있다. 

제5장에서는 먼저 제2장부터 제4장까지 논의되었던 내용을 요약⋅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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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러한 논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살펴보고, 이 글에서 본격적

으로 다루지는 못하 지만 앞으로 연구가 필요한 과제들을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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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 보호법제

제1절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은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22) 그에 

따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형성

되어 왔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

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한다.23) 그리고 위와 같은 개인정

보자기결정권의 개념 정의는 오늘날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24)

아래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에 큰 향을 미친 독일과 미국, EU의 논의를 각각 

소개하고, 우리 법이 이를 어떻게 수용하 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우리 법제 아

래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성격과 내용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도 논의한다.

22) 최근 헌법개정에 관한 논의에서는 정보 관련 기본권을 신설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2018. 3. 26. 국회에 제출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의안번호 
2012670)에는 “자기정보통제권”이라는 새로운 기본권이 포함되어 있고(안 제22조),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의 주요의제에도 ‘정보기본권 조항 신설 여부’가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정보기본권은 알 권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정보문화향유권, 국가의 
정보격차 해소 의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권이다. 정보기본권 관련 의제에 관한 설명
으로는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15. 정보기본권 신설 여부”,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 http://www.n-opinion.kr/?p=1696 (2018. 6. 14. 확인). 참고로 위 위원회는 국회법 제44

조에 따라 2017. 12. 29. 국회 내에 구성되었다.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안번호 2011152) 참조. 

23)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결정; 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3헌마
282,425 결정;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6헌마1401,1409 결정 외 다수. 대법원 판
결로는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
77970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등. 

24) 서론에서 밝힌 것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맥락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하여 
논의할 때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을 개인정보 보호법제가 ‘개인정보’로 정의하
는 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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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인정과 수용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25)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개념에 관한 논의는 독일의 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26)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독자적 기본권으로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례27)에서도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 판결28)의 향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프라이버시권29) 관

련 논의는 미국의 향을 적지 않게 받았다.30) 특히 불법행위법의 역에서 프

라이버시권 침해 문제는 미국의 논의를 소개하고 이를 우리 불법행위법에 맞게 

재단하는 방식으로 논의되는 경우가 많았다.31)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

권은 헌법 제10조에 근거한 자기결정권의 한 유형이기도 하지만, 헌법 제17조에 

근거한 사생활권의 한 발현이기도 하다.32) 이 점에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자기

결정권 개념에는 독일과 미국의 향이 모두 배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유럽연합(EU)의 향을 강하게 받은 

25)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독일어의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을 변형하여 
받아들인 것이다. 

26) 고학수, “개인정보보호: 규제체계에 관한 논의의 전개와 정책적 과제”, 고학수 편, 개인정
보 보호의 법과 정책 개정판 (박 사, 2016), 20면; 채성희,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잊혀
진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위한 변명”, 정보법학 제20권 제3호 (2017), 306면. 이하 각주에
서 후자의 논문을 인용할 때에는 “채성희 (2017b)”로 표기한다. 

27)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결정.

28) 1983년의 인구조사 판결(BVerfGE 65, 1)을 말한다. 

29) ‘프라이버시권’은 미국의 ‘right of privacy’ 혹은 ‘right to privacy’를 번역한 단어이다. 우
리 헌법은 ‘사생활의 자유와 비 ’을 보호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제17조), 이에 기초한 
프라이버시권 관련 논의에서는 ‘사생활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
각된다. 그러나 미국의 프라이버시권 개념은 우리 헌법의 사생활권 개념과 정확히 일치
하지 않고, 개인이 자신의 사적 역에 관하여 가지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권리로 이해
되고 있다. 그에 따라 미국의 논의를 소개하는 부분에서는 ‘프라이버시’ 혹은 ‘프라이버
시권’이라는 용어를, 우리 헌법의 사생활권에 관한 논의에서는 ‘사생활의 자유와 비 ’ 

혹은 ‘사생활권’이라는 용어를 각각 사용하기로 한다. 

30) 가정준, “미국법이 민법에 미치는 향 분석”, 민사법학 제52호 (2010. 12), 232-233면은 
불법행위법의 역에서 미국 법의 향을 크게 받은 분야로 프라이버시권을 든다. 

31) 예컨대 양창수, “사생활 비 의 보호 - 사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76호 
(2003. 12), 44-45면. 

32) 이 점에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독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차이를 보인
다. 독일에서는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일반적 인격권의 근거가 되는 독일 기본법
(Grundgesetz) 제1조 제1항 및 제2조 제1항에 근거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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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평가된다. 1995년에 마련된 ｢개인정보 처리에서 개인의 보호 및 개인정

보의 자유로운 이전에 관한 지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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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DPD”라고 한다)의 향이 그것이다.33) 최근 EU가 새로운 ｢개인정

보 보호규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이라 한다)을 마련

함에 따라, EU의 개인정보 보호 논의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향이 더욱 확장되

었다. GDPR은 일정한 요건 아래 그 장소적 적용 범위를 EU 역외로 넓히고 있

어(제3조), 우리 기업에 대하여도 GDPR이 적용될 가능성이 생겼다. 나아가 최근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는 EU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법을 개정하는 경우도 늘어

나고 있는 추세이다.34)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

다는 점에서도 EU의 개인정보 보호 논의는 참고할 가치가 있다. 

1. 독일의 정보자기결정권

가. 일반적 인격권

독일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모태가 되는 일반적 인격권(allgemeines 

Persönlichkeitrechts) 개념이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중반의 일이다.35) 물론 

인격권에 관한 이론적 토대는 19세기부터 마련되어 있었으나, 이에 관한 명문의 

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사법적(私法的)으로 보호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36)

첫 번째 어려움은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 규정인 독일 민법 제823조 제1항이 

불법행위책임의 구성요건으로 ‘타인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소유권 또는 기타 

권리의 위법한 침해’를 들고 있다는 점이었다.37) 즉 어떤 권리나 이익이 위 유

33) 최경진, “EU와 미국의 개인정보 규율체계 개선 동향”, 고학수 편,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개정판 (박 사, 2016), 616-617면. 

34) 문재완,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의 특징과 최근 발전”, 외법논집 제40권 제1호 
(2016. 2), 2면. 

35) James Q. Whitman, “The Two Western Cultures of Privacy: Dignity Versus Liberty”, 113 

Yale L. J. 1151, 1180 (2003), 

36) Spickhoff, Online Grosskommentar, BGB (2017), § 823, Rn. 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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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 포섭되지 않으면 그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

상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독일 연방 대법원은 이른바 ‘독자 편지(Leserbriefe) 판

결’38)에서 일반적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민법 제823조가 적용됨을 분명히 하

고, 위 판결 이래 일반적 인격권은 민법 제823조 제1항의 ‘기타 권리’에 포함되

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39)

두 번째 어려움은 무형적 손해(Immaterieller Schaden)에 관한 규정인 구 독일 

민법 제253조가 비재산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에 관한 금전 배상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 근거 규정에 해

당하는 구 독일 민법 제847조는 신체, 건강, 자유,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의 경우에만 비재산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인격권 

침해의 경우 피해자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다툼이 있었다.40) 이에 대하

여 독일 연방 대법원은 이른바 ‘기수(騎手, Herrenreiter) 판결’41)에서 인격권 침

해의 경우에도 그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가 금전으로 배상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후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도 위와 같은 연방 대법원의 태도를 지지함에 따

라,42) 두 번째 어려움도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43) 

일반적 인격권 개념은 자유의지를 중시하는 독일 철학의 풍토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이해된다.44) 칸트로 대표되는 근대 독일 철학은 개인의 자율성이 그가 

37) 이 부분 번역은 양창수, 독일민법전 2015년판, 박 사 (2015), 609면을 참고하 다. 

38) BGHZ 13, 334. 이 사건에서는 변호사인 원고가 자신의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고(주간지)

에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는데, 피고가 이를 ‘독자 편지’란에 게재한 행위가 
문제 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서신 게재를 철회(Widerruf)할 것을 청구하 고, 

연방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 다.

39) Spickhoff (2017), § 823, Rn. 1077. 

40) 안병하, “독일 인격권 논의의 근래 동향 -카롤리네(Caroline)와 말레네(Marlene)-”, 한독법
학 제17권 (2012), 83-84면. 

41) BGHZ 26, 349.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말을 타고 있는 사진을 제약회사인 피고가 성적흥
분제 광고에 도용한 행위가 문제 되었다. 연방 대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 다.

42) BVerfGE 34, 269. 이른바 ‘Soraya 판결’ 혹은 ‘독점 인터뷰(Exklusiv-Interview) 판결’로 알
려진 이 사건에서는 피고(잡지사)가 이란의 왕비 던 원고와의 인터뷰를 허위로 게재한 
행위가 문제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 고 연방 대법원은 이를 인
용하 다(BGH Warn 64 Nr. 278). 이에 피고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 는데, 연방 대법원은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 다.

43) 현재는 제847조가 삭제되고, 같은 내용이 제253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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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성의 핵심이라고 보기 때문이다.45) 이처럼 자유를 ‘결정

론(determinism)’과 반대되는 의미로 이해하는 독일에서는 인격권이 개인으로 하

여금 그 자아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 파악되었다.46) 이러한 철

학적 토대 위에 마련된 독일 기본법(Grundgesetz)도 인간의 존엄성을 핵심적인 

가치로 파악한다.47) 독일 기본법은 제1조 제1항에서부터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

될 수 없음을 선언하고, 제2조에서 ‘인격을 자유로이 실현할 권리’를 보장한다. 

그러므로 일반적 인격권은 인간의 존엄성,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헌법상의 요청에서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권리라고 설명되기도 한다.48) 

한편 독일 기본법에는 우리 헌법과 달리 사생활에 관한 기본권 조항이 존재

하지 않아, 독일에서는 사생활에 관한 권리 역시 일반적 인격권에서 도출되는 

권리로 이론 구성되었다. 사생활 보호의 국면에서 적용되는 이론인 역 이론

(Sphärentheorie)도 발전하 다. Hubmann의 1957년 논문49)에서 처음 제시된 이 

이론은 사적 역과 공적 역을 이분하는 것에서 나아가 인격 보호의 역을 

(i) 내  역, (ii) 개인적 또는 사적 역, (iii) 사회적 역, (iv) 공적 역으로 

나누고, 각 역에 대하여 각각 다른 정도의 보호를 부여하고자 한다.50) 역 

이론은 초기에 공간적인 기준으로 역을 나누었으나, 이후 공간, 주제, 기능 세 

차원을 고려하는 것으로 더욱 정교화되었다.51) 

44) Whitman (2003), P. 1180.

45) 이진우, 프라이버시의 철학, 돌베개 (2009), 169면. Edward J. Eberle, Dignity and Liberty: 

Constitutional Vision i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Praeger (2002), P. 81은 칸트의 철
학이 독일 민법에도 향을 미쳤다고 본다. 

46) Whitman (2003), P. 1181.

47) BVerfGE 65, 1. 

48) Hans Peter Bull,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 Vision oder Illusion?, 2. Auflage, Mohr 

Siebeck (2011), S. 40. 

49) Heinrich Hubmann, “Der zivilrechtliche Schutz der Persönlichkeit gegen Indiskretion”, JZ 

1957, 521. 

50) Karl Egbert Wenzel, Das Recht der Wort- und Bild-berichterstattung, 5. Auflage, Verlag Dr. 

Otto Schmidt (2003), S. 157, Rn. 37-38. 다만 역 이론이 각 역을 분절하여 각각 양
적⋅질적으로 다른 보호를 부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각 역은 가장 사적인 것에서
부터 가장 공적인 것에 이르는 스펙트럼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Wenzel (2003), S. 158, 

Rn. 39; Spickhoff (2017), § 823, Rn. 1236. 

51) Spickhoff (2017), § 823, Rn.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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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도입

1970년대에 들어서 정보처리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자, 일반적 인격권과 

같은 기존의 법이론으로는 새로운 기술이 야기하는 위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었다.52) 가령 개인정보 보호의 맥락에서는 어떤 개

인정보가 역 이론에서 말하는 어떤 역에 위치하는지보다 그 개인정보가 이

용되는 구체적인 맥락이 중요한데, 사생활에 관한 역 이론은 이를 적절히 포

착할 수 없다는 것이다.53) 

이러한 배경에서 독일에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개인정보 보호법제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1970년에 제정된 헤센(Hessen) 주의 정보보호법(Datenschutzgesetz)54), 

1974년에 제정된 라인란트-팔츠(Rheinland-Pfalz) 주의 정보남용방지법(Landesgesetz 

gegen Missbräuchliche Datennutzung)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 차원의 

입법은 적용 범위가 해당 주로 한정되고,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이용만을 규율하

는 한계가 있었다. 그에 따라 1977년에는 연방 차원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모두 아우르는 연방 정보보호법(Bundesdatenschutzgesetz, BDGS)이 제정되었다.55) 

한편 1996년에는 전기통신 산업이 민 화됨에 따라 이를 규율하기 위한 통신법

(Telekommunikationsgesetz, TKG)이 제정되었고,56) 전기통신사업자가 관리하는 개

인정보에 관하여는 이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57) 

다. 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승인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당시 사회적으로도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1983년

의 ‘인구조사 판결(Volkszählungs-Urteil)’58)을 통하여 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의 

52) Bull (2011), S. 23.

53) Spickhoff (2017), § 823, Rn. 1192. 이에 대한 비판으로는 Bull (2011), S. 41.

54) 이 법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이른 시기에 마련된 개인정보 보호법제라고 한다. Bull 

(2011), S. 22.

55) 이 법은 1979. 1. 1.부터 시행되었다.

56) Spindler/Schuster, Recht der elektronischen Medien, 3. Auflage, C.H.Beck (2015), TKG § 1, 

Rn. 1. 

57) 이 법은 전기통신 분야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것과 함께 전기통신 이용자의 이익, 

특히 통신의 비 을 보호하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다. Spindler/Schuster (2015), 

TKG § 2, Rn. 4.

58) BVerfGE 6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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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으로 승인하 다.59) 물론 ‘인구조사 판결’ 이전에도 일반적 인격권 개념

에서 개인이 국가의 과도한 호기심으로부터 보호를 구할 권리를 도출한 판결이 

없지는 않았다. 헌법이 개인의 모든 인격을 강제로 등록하게 하고 목록화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본 판결(이른바 ‘마이크로센서스’ 판결)60), 마약중독자를 대상

으로 한 상담소를 수색하거나 의사의 기록 카드를 압수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

된다고 본 판결61) 등에서도 부분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의 이념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인구조사 판결 이전에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를 포괄적이고 근본적으로 

다룬 판결은 없었다.62) 이처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격상

시켰다는 점에서 인구조사 판결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63) 

인구조사 판결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1983년의 인구조사법

(Volkszählungsgesetz 1983)이었다.64) 위 법에서 제1조부터 8조까지의 규정은 인

구조사, 직업조사, 주거조사, 직장조사의 내용과 방식에 관하여 정하며,65) 제9조

는 위와 같은 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규율을 정하

고 있었다. 특히 제9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인구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가 

59) 위 판결이 선고되기 전 학계의 논의에 관하여는 Erhard Denninger, “Das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und Innere Sicherheit - Folgerungen aus dem 

Volkszählungsgesetzurteil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KJ 1985, 215, 218.

60) BVerfGE 27, 1. 다만 이 판결에서는 개인의 사적 역 또는 내  역에 관한 정보의 수
집 문제가 주로 다루어졌고, 정보의 내용이나 주제와 관련 없이 개인정보를 일반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고 본 것은 아니었다.

61) BVerfGE 44, 353.

62) 연방 헌법재판소는 당시까지 개인정보 보호의 헌법적 기초에 관하여 다룬 헌법재판소 판
례가 그다지 축적되어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인구조사법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이 
사건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헌법적 기초를 더욱 포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
다. 

63) Spickhoff (2017), § 823, Rn. 1190; Bull (2011), S. 30. 

64) 인구조사법은 독일 의회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되었으나, 사회적으로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았다고 한다. 그에 따라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르 고,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위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인구
조사법에 따른 인구조사를 중단하도록 하 다. Eberle (2002), P. 89.

65) 참고로 이 법의 제2조 내지 제5조는 인구조사, 직업조사, 주거조사, 직장조사의 내용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매우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가령 제3조 제2항은 주거조
사의 내용으로 (i) 형태, 크기, 설비, 이용목적, 난방방식, 난방 에너지원, 입주 연도, 자가
인지 여부, 공공주택인지 여부, 공간의 수와 이용형태(제1호), (ii) 주택을 임차한 경우 월 
차임 액수(제2호), (iii) 비어 있는 주택인 경우 그 주택이 비어 있었던 기간 등을 묻도록 
규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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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부로 전달될 수 있고, 지역 정부는 이를 도시계획, 환경 보호 등의 목적

으로 활용하거나, 이를 등록부와 대조하여 부정확한 정보가 있을 경우 등록부를 

수정할 수 있다고 정하 다. 이에 대하여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인구조사법 제9조 제1항 내지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 다. 

우선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기본법 제1조 제1항과 결합된 제2조 제1항66)에

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allgemeinen Persönlichkeitsrecht)이 무제한적인 개인정

보의 조사, 저장, 이용, 제3자제공으로부터 보호될 개인의 권리를 포함한다고 보

았다. 그리고 그 범위에서 헌법은 자신의 개인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스

스로 결정할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며, 정보처리가 자동화된 오늘날 이러한 권리

는 더욱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하 다.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인구조사 판결에서 개인의 행동의 자유

(Handlungsfreiheit)와 인격 발현의 자유(Entfaltungsfreiheit)야말로 정보처리기술의 

발전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정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67) 구체적인 

논거는 다음과 같았다. 자신에 관한 정보가 자신이 속한 사회적 환경의 어느 

역에 알려졌는지, 타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를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는지 알지 못

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계획하거나 결정하기 어렵게 된다. 개인은 

자신의 자율적인 결정에 기초하여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

는데, 그러한 행동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하여 끊임없이 수집되고 

구히 저장될 가능성이 있는 한 개인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정

보처리가 일상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하여 개인정보

의 무제한적인 수집, 저장, 이용, 공개 등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66) 독일 기본법 제1조 제1항과 제2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번역은 헌법재판소 헌
법재판연구원, 국가별 법령집 - 독일기본법⋅헌법재판소법⋅헌법재판소규칙 (2016), 3-5면
을 참고하 다. 

제1조 ①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될 수 없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
의 의무이다. 

제2조 ①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헌법질서나 도덕률에 반하지 
않는 한, 자신의 인격을 자유로이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를 사안에 따라 더욱 구체화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
어 왔다. 가령 Bull (2011), S. 58은 직업에 관한 정보의 경우에는 직업의 자유가, 종교에 
관한 정보의 경우에는 종교의 자유가 일반적 인격권과 함께 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
거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67) Bull (2011), S.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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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가 정보 자기결정권이 언제나 제한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 것은 아니었다. 연방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인격이 독자적으로 형성되

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동체 안에서 형성된다는 점, 개인정보는 사회적 현실의 반

이기도 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우월한 공익(überwiegenden Allgemeininteresse)이 

있다면 정보 자기결정권의 제한이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그러한 제한

에는 헌법에 의거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법적인 근거는 규범명확성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충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 다. 

한편 인구조사 판결에 대한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68) 인구조사 판결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일반적 인격권이나 사생활권과 독립된 별개의 기본권으

로 파악하고, 나아가 이를 소유권에 비유될 만한 강한 권리로 격상시켰다는 점

이 주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기본권 행사의 전제조건에 불과한 것을 기본권

의 내용으로 삼았다는 점을 비판하는 견해도 있었다.69) 반대로 인구조사 판결이 

‘우월한 공익’이라는 개념을 내세워, 공권력에 의한 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쉽

게 정당화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70) 

2. 미국의 정보 프라이버시

가. 쿨리의 ‘홀로 있을 권리’

미국에서 프라이버시권(right of privacy)의 개념을 처음 다룬 것은 1888년에 출

간된 토마스 쿨리(Thomas Cooley) 판사의 불법행위법 책71)이었다. 여러 가지 법

적 권리(legal rights)를 분류하고 기술하는 부분에서 쿨리는 개인의 “홀로 있을 

권리(the right to be let alone)”는 절대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 다.72) 

68) Bull (2011), S. 45는 인구조사 판결이 선고되었던 당시에는 이를 비판하는 견해를 찾아보
기 어려웠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는 비판적인 견해를 취하는 연구가 적지 않게 발견된
다고 한다. 

69) Bull (2011), S. 45. 

70) Simitis, Bundesdatenschutzgesetz, 7. Auflage, Nomos (2011), Einleitung, Rn. 44. 

71) Thomas McIntyre Cooley, A Treatise on the Law of Torts, or the Wrongs which Arise 

Independent of Contract, Callaghan and Company (1879). 이후 미국에서 프라이버시권에 관
한 논의는 불법행위법 내지 사법적 구제수단(civil remedy)의 맥락에서 주로 논의되었다. 

Bloustein (1964), P. 964.

72) Cooley (1879),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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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의 프라이버시권 개념은 이 ‘홀로 있을 권리’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쿨리가 주창한 이 개념은 오늘날 미국에서 논의되는 프라이버

시권 개념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쿨리는 개인의 권리와 그에 대한 타인의 의무

를 대응시키면서, 개인의 ‘홀로 있을 권리’에 대응하는 타인의 의무는 ‘손해를 

가하지 않을 의무’(duty not to inflict an injury)가 아니라 ‘손해를 가하려는 시도

를 하지 않을 의무’(duty not to attempt the infliction of an injury)라고 설명하

다. 가령 구타를 시도하는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평온과 고요(peace and quite)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물리적인 폭행, 즉 구타(battery)가 행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쿨리가 위 책에서 언급한 

‘홀로 있을 권리’ 개념은 신체적인 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에 가까웠다.73) 

나. 워렌과 브랜다이스의 ‘프라이버시권’

이후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논의는 1890년 새뮤얼 워렌(Samuel D. Warren)과 

루이스 브랜다이스(Louis D. Brandeis)의 논문 “프라이버시권(The Right to 

Privacy)”74)을 계기로 활기를 띠게 되었다.75) 워렌과 브랜다이스는 쿨리가 기술

한 ‘홀로 있을 권리’ 개념에 기초하여,76) 더욱 발전된 형태의 프라이버시권 개

념을 주창하 다. 즉 개인은 자신의 생각, 정서, 감정 등을 어느 범위에서 타인

에게 알릴 것인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고,77) 이러한 권리는 개인의 인격에 관한 

권리(the right to one’s personality)의 하나로서 보호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78) 

그리고 워렌과 브랜다이스는 어떤 사실의 공표(publication)가 (i) 공익에 관한 사

항을 다룬 경우, (ii) 법정이나 의회에서의 증언과 같이 일정한 의무에 근거하여 

73) Daniel Solove, “Conceptualizing Privacy”, 90 Cal. L. Rev. 1087, 1100 (2002). 

74) Samuel D. Warren & Louis D. Brandeis, “The Right to Privacy”, 4 Harv. L. Rev. 193 

(1890). 

75) Fred R. Shapiro & Michelle Pearse, “The Most-cited Law Review Articles of All Time”, 110 

Mich. L. Rev. 1483, 1489 (2012)에 따르면 이 논문은 법학 분야에서 Coase의 1960년 논문
(R.H. Coase, The Problem of Social Cost, 3 J.L. & Econ. 1 (1960))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인
용된 논문이라고 한다. 

76) Warren & Brandeis (1890), P. 195.

77) Warren & Brandeis (1890), PP. 198-200. 

78) Warren & Brandeis (1890), P.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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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경우, (iii) 구두 진술로 이루어졌고 당사자에게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

지 않은 경우, (iv) 당사자의 승낙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개인의 프라이버

시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다.79) 나아가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으로는 손해배상청구와 금지청구(injunction)를 제안하 다.80) 

워렌과 브랜다이스의 “프라이버시권”은 학계에서 적지 않은 관심을 받았으나, 

이러한 개념이 법원의 판결에서 곧바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81) 적어도 1930

년대 이전에는 프라이버시권을 인정하는 판결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비슷한 

비중을 차지했던 것으로 보인다.82) 1902년 뉴욕 주 항소법원의 판결83)은 프라이

버시권을 인정한 선례가 없다거나 원고가 입은 손해가 순수하게 정신적인 것이

라는 등의 근거를 들어 원고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주장을 배척하 다. 한편 

1905년 조지아 주 대법원의 판결84)은 워렌과 브랜다이스의 프라이버시권 개념

을 받아들여 프라이버시권을 독자적인 권리로 인정하 다. 이처럼 1900년대에 

프라이버시권을 다룬 판결 가운데 가장 유명한 두 판결은 프라이버시권에 관하

여 완전히 다른 입장을 취하 다.

1939년에 발간된 제1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를 계기로, 프라이버시권 

개념을 인정하는 판결례가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85) 제1차 불법행위법 리스테

이트먼트 제867조는 프라이버시권 개념을 정면으로 인정하여 “자신의 사생활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자신의 초상을 공중에게 표시하지 않을 이익”이 비합리적으

로 심각하게 침해된 경우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하 다.86) 그 

79) Warren & Brandeis (1890), PP. 214-218.

80) Warren & Brandeis (1890), P. 219. 다만 금지청구의 경우에는 매우 한정된 사안에서만 허
용될 수 있다고 하 다. 

81) William L. Prosser, “Privacy”, 48 Cal. L. Rev. 383, 384-385 (1960).

82) Prosser (1960), P. 386. 

83) Roberson v. Rochester Folding Box Co., 171 N.Y. 538, 64 N.E. 442 (1902). 

84) Paveish v. New England Life Insurance Co., 122 Ga. 190, 50 S.E. 68 (1905). 

85) 초기의 판결로 Sidis v. F-R Pub. Corp., 113 F.2d 806, 809, 138 A.L.R. 15 (1940); Barber v. 

Time, Inc., 348 Mo. 1199, 1204, 159 S.W.2d 291, 293 (1942); Reed v. Real Detective Pub. 

Co., 162 P.2d 133, 137, 63 Ariz. 294 (1945); Peay v. Curtis Pub. Co. et al., 78 F.Supp. 305, 

309 (1948) 등. 

86) Restatement (First) of Torts § 867 (1939). 원문은 다음과 같다. 

§ 867 Interference with Privacy 

A person who unreasonably and seriously interferes with another's interest in not having 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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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는 개인이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것과 마찬

가지로 원하지 않는 프라이버시 침해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87) 

다만 제1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가 발간된 당시에는 여전히 프라이버시

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는 그다지 정교한 설명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그

에 따라 제1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에서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불법행위

를 구성한다는 원칙만이 단 하나의 조문으로 언급되는 데 그쳤다.

다. 프로서의 프라이버시 유형론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관한 논의는 1960년에 윌리엄 프로서(William L. Prosser) 

교수가 발표한 논문 “프라이버시(Privacy)”88)를 통하여 정교화되었다. 프로서는 

위 논문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여러 판결례를 분석하여, 프라이버시 침해

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 다. 첫 번째 침해 유형은 개인의 사

적인 역에 대한 침범(intrusion upon plaintiff’s private affairs)이다. 두 번째 침해 

유형은 개인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적 사실을 공적으로 공표하는 것

(public disclosure of embarrassing private facts about the plaintiff)이다. 세 번째 침

해 유형은 대중에게 개인에 관하여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것(publicity which 

places the plaintiff in a false light in the public eye)이다. 네 번째 침해 유형은 개

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타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appropriation, 

for the defendant’s advantage, of the plaintiff’s name or likeness)이다. 나아가 프로

서는 네 가지 경우에 각각 침해되는 이익은 서로 다른 성질의 것이라고 하면서, 

프라이버시권은 ‘홀로 있을 권리’로 대표되는 다양한 이익을 포괄하는 권리라고 

하 다.89)

프로서의 프라이버시 유형론은 미국의 프라이버시권 논의에 큰 향을 미쳤

지만,90) 그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게 제기되었다. 가령 에드워드 블루스타인

affairs known to others or his likeness exhibited to the public is liable to the other.

87) Restatement (First) of Torts § 867 (1939), comment (a). 

88) William L. Prosser, “Privacy”, 48 Cal. L. Rev. 383 (1960). 

89) Prosser (1960), P. 389. 

90) 가령 Bloustein (1964), P. 964; Vernon Valentine Palmer, “Three Milestones in the Histor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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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 J. Bloustein) 교수는 1964년에 발표한 논문 “인간 존엄의 한 측면으로서

의 프라이버시(Privacy as an Aspect of Human Dignity)”91)를 발표하여, 프로서의 

프라이버시 유형론을 정면으로 비판하 다. 블루스타인은 프로서가 프라이버시

권을 개인이 자신의 평판, 정서적 평온, 무형 자산에 관하여 가지는 이익의 합

성물(composite)로 파악함으로써 프라이버시권의 독자적인 가치를 드러내지 못하

다고 보았다.92) 프라이버시권 침해로 인하여 개인이 입는 손해는 단순히 정신

적인 고통(mental distress)이 아니라 인간 존엄성의 훼손(a blow to human dignity)

이고,93) 프라이버시권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은 단순히 개인의 사생활이 아니

라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이다.94) 그리고 이처럼 인간의 존엄성이 곧 프라이버

시권의 보호이익이라고 파악할 때 불법행위법이 보호하는 프라이버시권과 헌법

이 보호하는 프라이버시권이 조화롭게 이해될 수 있다고도 하 다.95) 또한 블루

스타인은 프로서의 프라이버시 유형론이 앞으로 문제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규율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하 다.96)

위와 같은 블루스타인의 비판은 프로서의 프라이버시 유형론이 미국 프라이

버시 법의 주류로 자리 잡는 데 그다지 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97) 

이후 프로서의 프라이버시 유형론은 1977년 제2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에 반 되어 더욱 큰 향력을 얻게 되었다.98) 제2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

Privacy in the United States”, 26 Tul. Eur. & Civ. L.F. 67, 82 (2011) 등은 프로서의 “프라
이버시”가 워렌과 브랜다이스의 “프라이버시권”만큼 미국 프라이버시권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평가한다. 

91) Edward J. Bloustein, “Privacy as an Aspect of Human Dignity: an Answer to Dean Prosser”, 

39 N.Y.U. L. Rev. 962 (1964). 

92) Bloustein (1964), P. 962.

93) Bloustein (1964), P. 974.

94) Bloustein (1964), PP. 1002-1003. 

95) Bloustein (1964), P. 994.

96) Bloustein (1964), PP. 1005-1006. 이 점은 최근의 연구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적되고 있다. 

Neil M. Richards, & Daniel J. Solve, “Prosser’s Privacy Law: A Mixed Legacy”, 98 Cal. L. 

Rev. 1887, 1918 (2010); Danielle Keats Citron, “Mainstreaming Privacy Torts”, 98 Cal. L. 

Rev. 1805, 1809 (2010). 

97) 가령 Paul M. Schwartz & Karl-Nikolaus Peifer, “Prosser’s Privacy and the German Right of 

Personality: Are Four Privacy Torts Better than One Unitary Concept?”, 98 Cal. L. Rev. 

1925, 1974 (2010)는 프로서와 블루스타인 사이의 논쟁이 프로서의 완전한 승리로 끝났다
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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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는 제652A조 제1항에서 타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로 인하여 발

생한 타인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한 뒤, 제2항에서 

프라이버시 침해로 볼 수 있는 네 가지 행위 유형을 열거하 다.99) 그리고 제

652B조부터 제652E조까지 네 조문에서 각각의 유형에 관하여 상세히 다루었다. 

제2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의 향으로, 프로서의 프라이버시 유형론은 

여러 주의 판례법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100)

라. 헌법상 프라이버시(Constitutional Privacy)와 불법행위법상 프라이버시 

(Tort Privacy)

1) 연방 대법원의 프라이버시권 승인

앞서 소개한 것처럼 불법행위법의 역에서 사권(私權)의 하나로 논의되던 프

라이버시권은 1965년에 이르러 헌법상 기본권으로 승인되었다. Griswold v. 

Connecticut 판결101)에서는 수정(受精)을 예방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의료품, 의료

기구를 사용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코네티컷 주 법102)의 위헌성이 문제 되었

다.103) 미국 연방 대법원은 프라이버시권을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으로 승인하

고, 그에 기초하여 위와 같은 코네티컷 주 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 다. 

혼인관계에 있는 성인들이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 성적 행동에 정부가 간섭하는 

98) Palmer (2011), P. 91은 프로서가 당시 제2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의 보고자
(reporter)로 활동하 기 때문에 자신의 프라이버시 유형론을 리스테이트먼트에 그대로 반
할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99) Restatement (Second) of Torts § 652A (1977). 제2항에 열거된 네 가지 유형은 일부 표현
이 달라진 것을 제외하면 프로서가 “프라이버시” 논문에서 분류한 네 가지 유형과 정확
히 일치한다.

100) Palmer (2011), P. 92; Neil M. Richards, “The Limits of Tort Privacy”, 9 J. Telecomm. & 

High Tech. L. 357, 364-365 (2011). 

101) 381 U.S. 479 (1965). 이 판결은 프라이버시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가지지만, 낙태에 관한 일련의 판결들을 이끌어냈다는 점, 헌법에 명
시되어 있지 않은 기본권의 인정 범위에 관하여 논쟁을 촉발시켰다는 점 등에서도 중
요한 판결로 평가된다. Lackland H. Bloom, Jr., “The Legacy of Griswold”, 16 Ohio 

N.U.L.Rev. 511, 511 (1989).

102) Connecticut General Statute § 53-32. 이 법은 1958년에 개정된 것이었다. 

103) 이 사건에서 피고인 Griswold는 기혼자에게 피임약을 처방하거나 피임기구를 제공하
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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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프라이버시권 침해라는 것이다. 다만 미국 연방 헌법은 프라이버시권을 명

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프라이버시권의 헌법상 근거에 대하여는 각기 다른 

의견이 제시되었다.

우선 다수의견은 권리장전(Bill of Rights)104)과 수정헌법 제14조에서 묵시적인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다수의견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역(zones of 

privacy)을 보호하는 정신을 권리장전, 특히 종교, 표현, 언론, 집회, 청원의 자유

에 관한 제1조, 민간인의 주거에 군인이 숙 (宿營)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3조, 

압수⋅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에 관한 제4조,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개인의 

생명⋅자유⋅재산을 박탈할 수 없다고 정하는 제5조,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

본권을 보호하는 제9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하 다.105) 그리고 그와 같은 프

라이버시 역은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 조항을 매개로 하여 위헌적인 주 

법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고 하 다. 이에 더하여 다수의견은 특히 혼인생활에

서의 프라이버시권은 권리장전에 표현된 여러 자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는 점도 언급하 다.

헌법에서 프라이버시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어떠한 문언도 찾아볼 수 없으

므로, 프라이버시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반대의견도 개

진되었다.106) 반대의견은 다수의견과 같이 자연법 이론에 기초하여 기본권을 승

인하게 되면 헌법 조문을 법관 개인의 특정한 편향, 사적인 관념으로 대체할 우

려가 있다고 지적하 다. 또한 수정헌법 제9조가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

도 보호된다고 정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중앙정부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며,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기본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나아가 반대의견은 사법부가 법률의 타당성, 합리성 등을 

판단함으로써 입법권을 침탈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 다.

이러한 대법관들의 견해 대립은 실체적 적법절차(substantive due process)에 관

한 서로 다른 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방 대법원은 Snyder v.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판결107)에서 적법절차 조항이 ‘기본적인 자유로

104) 수정헌법 제1조 내지 제10조를 가리킨다. 이들 조문은 1791년에 헌법으로 편입되었다. 

105) 구체적으로는 피임에 관한 자유가 이들 헌법 조항의 반 (penumbra) 혹은 발산
(emanation)에 속한다고 보았다. 

106) 반대의견은 Black 대법관과 Stewart 대법관에 의하여 개진되었다. 

107) 291 U.S. 9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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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통과 국민의 의식에 깊이 뿌리내린 것’(liberties that are ‘so rooted in the 

traditions and conscience of our people as to be ranked as fundamental’)을 보호한

다고 설시한 바 있는데, 이러한 설시는 적법절차 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유

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적법절차 조항에 의한 보호 범위를 사법부가 결정

하는 것이 정당한지 등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Griswold v. Connecticut 판결에

서 다수의견은 실질적 적법절차에 관한 논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헌법의 여러 

규정을 근거로 들었으나,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았다.108) 

2) 프라이버시권 개념의 분화

Griswold v. Connecticut 판결 이후 프라이버시권은 개인이 자신의 프라이버시 

역에 관하여 가지는 매우 다양한 형태의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 그 개념이 

확장되었다.109) 그리고 그 과정에서 헌법상 프라이버시와 불법행위법상 프라이

버시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110) 미국에서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constitutional privacy)와 불법행위법의 보호법익으로서의 프라이버시

(tort privacy)를 서로 구분하고, 사인 간의 관계에서 개인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후자라는 이해가 지배적이다.111) 이는 기본권의 제3자효 이론이 널리 인

정되는 독일과 달리, 미국에서는 헌법이 사인 간의 관계에 거의 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112) 그에 따라 헌법상 프라이버시와 불법행위법

상 프라이버시 각각에 관한 논의는 서로 향을 받되 독립적으로 전개되었다.

우선 헌법상 프라이버시에 관한 논의는 자기결정에 관한 프라이버시, 즉 개인

이 자신에게 중요한 결정을 국가의 개입 없이 스스로 내릴 권리를 중심으로 전

개되었다.113) 가령 혼인 상대방을 결정할 권리,114) 출산 여부를 결정할 권리,115) 

108) Cass R. Sunstein, “Second Amendment Minimalism: Heller as Griswold”, 122 Harv. L. Rev. 

246, 261 (2008); Bloom, Jr. (1989), PP. 516-517.

109) Judith Wagner DeCew, In Pursuit of Privacy: Law, Ethics, and the Rise of Technology 

(1997), P. 1. 

110) DeCew (1997), P. 4.

111) 이처럼 각각의 프라이버시권 개념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에 반대하는 견해로는 
DeCew (1997), P. 61 이하. 

112) 미국 연방 대법원은 기본권의 수평효(horizontal effect)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
장을 취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는 윤진수, “보통법 국가에서의 기본권의 수평효”, 윤
진수 외 공저, 헌법과 사법 (박 사, 2018), 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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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를 선택할 권리,116) 동성 배우자와 혼인할 권리117) 등이 모두 헌법상 프

라이버시의 개념 아래 인정되었다. 반면 불법행위법상 프라이버시에 관한 논의

는 사적 사실이 공표되지 않을 권리, 즉 앞서 소개하 던 프로서의 4유형론 중 

두 번째 유형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118) 특기할 만한 점은 헌법상 프라이버시

가 자기결정에 관한 여러 판결들을 통하여 점차 그 역을 확대해 온 것과 달

리, 불법행위법상 프라이버시는 여전히 그 적용 역이 지나치게 좁다고 평가된

다는 점이다.119) 불법행위법상 프라이버시의 한계는 아래에서 보는 정보 프라이

버시 문제의 맥락에서도 드러나고 있다.120) 

마. 정보 프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 개념의 발전

정보 프라이버시 개념121)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정보기술의 발달이 큰 

향을 미쳤다. 1960년대 초반 미국에서는 3세대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

하고 데이터 뱅크(data bank)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정보감시(data 

surveillance) 기술이 크게 발전하 다. 과거 사생활의 역으로 여겨졌던 행동이

나 대화가 관찰되고 기록되어 공적 역에 공개될 위험도 커졌다.122) 그에 따라 

113) W. A. Parent, “A New Definition of Privacy for the Law”, Law and Philosophy, Vol. 2, 

No. 3 (1983), P. 316은 자기결정에 관한 권리를 프라이버시권의 하나로 이해하는 일련
의 연방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면서, 프라이버시와 자유(liberty)의 개념을 서로 구분하여
야 한다고 주장한다. 

114) Loving v. Virginia, 388 U.S. 1 (1967).

115) Roe v. Wade, 410 U.S. 113 (1973).

116) Lawrence v. Texas, 539 U.S. 558 (2003).

117) Obergefell v. Hodges, 135 S.Ct. 2584 (2015).

118) Harry Kalven, Jr., “Privacy in Tort Law - Were Warren and Brandeis Wrong?”, 31 Law & 

Contemp. Probs. 326, 333 (1966).

119) Citron (2010), P. 1826 이하. 

120) 불법행위법상 프라이버시 개념이 개인정보 관련 분쟁에서 정보주체에게 적절한 구제수
단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비판으로는 Citron (2010), PP. 1828-1831; Richards (2011), P. 

375 이하.

121) 미국에서는 정보자기결정권(right of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이라는 용어가 거의 
쓰이지 않고, 주로 독일의 논의를 소개하는 맥락에서 위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
다. 미국의 ‘정보 프라이버시’ 개념은 프라이버시권으로부터, 독일의 ‘정보자기결정권’ 

개념은 일반적 인격권으로부터 각각 파생되었지만,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
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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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술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졌고, 정보 프라이버시에 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123)

프라이버시권을 ‘자신에 관한 정보를 통제할 권리’로 이해하는 견해도 그와 

비슷한 시기에 등장하 다. 가령 앨런 웨스틴(Alan F. Westin)은 1967년에 발간

된 책 “프라이버시와 자유(Privacy and Freedom)”에서 프라이버시권을 “자신에 

관한 어떤 정보가 타인에게 알려질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the 

claim of an individual to determine what information about himself or herself should 

be known to others)”라고 정의하 다.124) 나아가 웨스틴은 어느 경우에 개인정보

가 수집되고 그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될 것인지를 통제할 권리도 프라이버시

권에 포함된다고 하 다.125) 프라이버시를 위와 같이 정의하는 견해에 대하여는 

비판이 없지 않으나, 정보 프라이버시가 프라이버시의 한 유형이라는 데는 이견

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126) 

이와 같은 정보 프라이버시에 관한 주장이 힘을 얻게 되자, 미국 보건교육복

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산하 자문위원회는 1973

년 공정정보실무(Fair Information Practices, FIP) 지침(framework)을 발표하

다.127)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규범을 제시하는 대신 섹터별 

접근 방식을 취하 다.128) 그에 앞서 마련된 1970년 공정신용보고법(Fair Credit 

Reporting Act of 1970)129)을 시작으로, 1974년에는 프라이버시보호법(Privacy Act 

122) Alan F. Westin, Privacy and Freedom, Ig Publishing (1967), P. 14.

123) Alan F. Westin, “Social and Political Dimensions of Privacy”, 59 Journal of Social Issues 

431, 436 (2003); Charles Fried, “Privacy”, 77 Yale L.J. 475, 491 (1968).

124) Alan F. Westin, Privacy and Freedom, Ig Publishing (1967), P. 5. 이와 비슷한 견해를 취
한 논문으로 Charles Fried, “Privacy”, 77 Yale L.J. 475 (1968); Parent (1983)도 참조. 

125) Westin (2003), P. 431.

126) DeCew (1997), PP. 75-76. 가령 Solove (2002), P. 1114는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모든 
형태로 통제한다는 개념은 지나치게 넓어서 프라이버시 보호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고 지적한다. 

127) 위 지침 전문은 미국 법무부 웹사이트의 자료실에서 볼 수 있다. U.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Records, Computers, and the Rights of Citizens: Report of 

the Secretary’s Advisory Committee on Automated Personal Data Systems (July 1973)”,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Privacy and Civil Liberties, 

https://www.justice.gov/opcl/docs/rec-com-rights.pdf (2018. 6. 19. 확인).

128) Westin (2003), P. 436. Kang (1998), P. 1230은 이를 조각보(patchwork)에 비유한다. 

129) 15 U.S.C. § 1681. 이 법은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연방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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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974)130) 및 가족과 교육에 관한 권리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법률(Family 

and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of 1974)이, 1978년에는 신용정보보호법

(Right to Financial Privacy Act of 1978)이 차례로 제정되었다. 1986년에는 전기

통신을 통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기통신 프라이버시 법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of 1986)이 제정되기도 하 다.

정보 프라이버시에 관한 헌법상 논의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Whalen v. Roe 

판결131)이다. 이 판결에서는 뉴욕 주가 처방전이 필요한 약물의 남용을 막기 위

하여 그에 관한 기록을 의무화하는 법률을 도입한 것이 원고들의 정보 프라이

버시를 침해하는지가 주된 쟁점이 되었다. 이 판결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프

라이버시 역(zone of privacy)에 대한 보호는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결

정을 독립적으로 내릴 권리뿐 아니라 개인이 사적인 사항의 공개를 회피할 권

리도 함께 보호한다고 보았다. 다만 이 판결의 사안에서는 이익형량 판단을 거

쳐, 위와 같은 뉴욕 주의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132) 

한편 불법행위법상 프라이버시의 맥락에서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기존의 

불법행위 법리로 정보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

다.133) 프로서의 프라이버시 4유형론에서 보듯이, 불법행위법의 역에서 프라

이버시 침해는 행위 측면에서 사적 공간에 대한 침범(1유형)이 있었거나 내용 

측면에서 사적인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2유형) 인정될 수 있다.134) 그러나 정보 

프라이버시 문제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침해 행위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

므로 사적 공간에 대한 침범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전화번호나 주소와 같은 

식별정보가 반드시 사적인 사실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135) 또한 프라이버

다. Westin (2003), P. 437. 

130) 5 U.S.C. § 552a. 제명만 보면 마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일반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법은 공공 역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Agency”에 관한 미국 법
무부의 설명으로는 Department of Justice, “Overview of the Privacy Act of 1974”, U.S. 

Department of Justice, https://www.justice.gov/opcl/definitions#agency (2018. 6. 14. 확인) 참조. 

131) Whalen v. Roe, 429 U.S. 589 (1977).

132) Edward J. Eberle, “The Right to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2001 Utah L. Rev. 965, 

985-987 (2001)은 위 판결에서 연방 대법원이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리를 확장하기를 주
저하 고, 그에 따라 하급심 법원에 명확한 판단 지침을 주지 못하 다고 평가한다. 

133) Patricia Sánchez Abril, “Recasting Privacy Torts in a Spaceless World”, 21 Harv. J.L. & 

Tech. 1, 3 (2007).

134) Abril (2007),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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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침해가 성립하려면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인의 합리적인 기대(reasonable 

expectation)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다양한 형태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들은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경계를 흐리게 하여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인정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었다.136) 그에 따라 정보 프라이버시권을 재산권의 

하나로 파악함으로써 법적 보호의 공백을 메꾸려는 시도137)나 정보 프라이버시 

문제를 계약법적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시도138)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논

의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은 듯하다.

3.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 보호 논의

가. DPD

유럽연합(EU) 및 그 전신인 유럽공동체(EC)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시도는 1990년대부터 있어 왔다. EC는 1990년에 처음으로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제안을 발표하 고, 1992년에는 수정된 제안을 다시 발표하

다.139) 이후 1995년에는 전문과 총 34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DPD가 발표되었다. 

DPD는 각 회원국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함과 동시에(제1조 제1항), 각 회원국은 개인정보가 회원국 

간에 자유로이 이전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하 다(제1조 제2항).140)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2018년 5월부터 GDPR이 시행됨

에 따라, DPD는 효력을 잃게 되었다(GDPR 제94조).

135) 이러한 정보들을 공개한 행위가 프라이버시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로 Busse 

v. Motorola, Inc., 813 N.E.2d 1013, 1018 (Ill. App. Ct. 2004) 참조. 

136) Abril (2007), PP. 19-20.

137) Pamela Samuelson, “Privacy as Intellectual Property?”, 52 Stanford L. Rev. 1125 (2000).

138) Eugene Volokh, “Freedom of Speech and Information Privacy: The Troubling Implication of 

a Right to Stop People from Speaking about You”, 52 Stanford. L. Rev. 1049 (2000. 5).

139) Timoleon Kosmides, Zivilrechtliche Haftung für Datenschutzverstöße, Herbert Utz Verlag 

(2010), S. 14. 

140) 독일 연방 정보보호법은 이미 EC 지침과 비슷한 내용과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규정
하고 있었기 때문에, EC 지침 채택에 따른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고 한다. 

Gola/Klug/Körffer, BDSG Kommentar, 12. Auflage, C.H.Beck (2015), Einleitung, Rn.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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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U 기본권헌장

2012년에 마련된 EU 기본권헌장141)은 제8조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권리

가 기본권으로서 보장됨을 명확히 하 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1항). 개인정보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적절히 처리되어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에서 정한 다른 정당화 근거가 있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개인

정보가 수집된 경우 그 정보에 접근하거나 정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제2항). 

EU 기본권헌장이 이와 별개로 사생활 보호에 관한 조항(제7조)을 두고 있다

는 점으로 미루어, EU 기본권헌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권리를 사생활에 관

한 권리와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권리로 바라보는듯하다. 다만 유럽인권재판소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tHR)와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European Union, CJEU)의 판결들을 살펴보면, 개인정보에 관한 사건에서 EU 기

본권헌장 제7조와 제8조를 모두 근거로 든 사례가 적지 않다.142) 이 점에서 유

럽의 사법기관들은 개인정보 보호권의 보호 역과 사생활권의 보호 역이 일부 

중첩된다거나, 적어도 두 권리가 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GDPR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2년 1월 새로운 개인정보 지

141)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2012/C 326/02. 

142)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로 ECtHR, application no. 61496/08, B rbulescu v. Romania [2016]; 

ECtHR, application no. 47143/06, Roman Zakharov v. Russia [2015]. 유럽사법재판소의 판
결로 CJEU, Joined Cases C‑203/15 and C‑698/15, Tele2 Sverige v. Post och telestyrelsen 

and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v. Tom Watson and Others [2016]; CJEU, 

Case C‑362/14, Maximillian Schrems v. Data Protection Commissioner [2015]. 후자의 판
결은 유럽사법재판소가 미국과 EU 사이의 개인정보 이전에 관한 세이프하버(safe 

harbor) 협정을 무효화한 것으로, ‘세이프하버 협정 무효 판결’로도 잘 알려져 있다. 물
론 EU 기본권헌장 제8조에만 근거하여 판단한 사건도 없는 것은 아니다. 가령 이민귀
화국(Immigration and Nationalisation Service)이 거주신청 심사 시 작성하는 의사록을 신
청인 본인이 열람하고자 하 으나 이민귀화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는 EU 기본권헌
장 제7조가 언급되지 않았다. CJEU, Joined Cases C‑141/12 and C‑372/12, YS v. 

Minister voor Immigratie, Integratie en Asiel, and Minister voor Immigratie, Integratie en 

Asiel v. M and S [2014].



제2장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 보호법제

- 33 -

침을 제안하 다. 위 지침은 2014년 3월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의 승인, 

2015년 6월 유럽연합 이사회(EU Council)의 승인과 그에 이은 수차례에 걸친 회

의 끝에 2015년 12월에 최종안이 확정되었다.143) GDPR은 시행까지 2년의 유예

기간을 두어, 지침 시행일을 2018년 5월 25일로 정하고 있다(제99조). DPD와 마

찬가지로, GDPR 역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자연인의 보호’와 ‘개인정보의 자

유로운 이동’을 법의 목적으로 한다(제1조).

GDPR은 DPD에는 없었던 개념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다수 도입하 다. 새롭게 

도입된 개념으로는 프로파일링(profiling, 제4조 제4호), 개인정보 침해(personal 

data breach, 제4조 제12호), 유전정보(genetic data, 제4조 제13호), 생체인식정보

(biometric data, 제4조 제14호) 등을 들 수 있다. 처리제한권(right to restriction of 

procession, 제18조), 개인정보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 제20조) 등 새로운 

권리도 인정되었다. 접근권(right of access, 제15조), 삭제권(right to erasure, 제17

조), 반대권(right to object, 제21조) 등 DPD에 규정되어 있던 몇몇 권리들은 

GDPR에서 더욱 확대된 형태로 인정되기도 하 다.

법형식의 측면에서도 GDPR은 DPD보다 더욱 강화된 효력을 가진다.144) DPD

를 포함한 지침(directive)은 회원국이 달성하여야 하는 목표를 정하는 데 그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은 각 회원국이 정할 수 있다. 반면 

GDPR을 포함한 규칙(regulation)은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법 규범이

다. 또한 GDPR은 DPD와 비교하여 그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하 다.145) DPD가 

EC 법의 적용 범위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처리행위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았던 것과 달리,146) GDPR은 개인정보 처리가 EU 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정보처리자가 EU 역외에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도 GDPR의 적용 가능성을 일부 

열어두었다.147) 그에 따라 다른 국가에서는 GDPR 적용이 자국의 데이터 산업 

143) GDPR 제정 및 시행까지의 경과에 관하여는 GDPR Portal, “GDPR Timeline of Events”, 

GDPR Portal, https://www.eugdpr.org/gdpr-timeline.html (2018. 6. 18. 확인) 참조. 

144) 지침과 규칙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EU, “Regulations, Directives and other acts”, European 

Union, https://europa.eu/european-union/eu-law/legal-acts_en (2018. 6. 14. 확인) 참조. 

145) 그 밖에 EC 지침과 GDPR의 내용적 차이에 관하여는 장주봉,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
용에 관한 규제방식”, 고학수 편,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개정판 (박 사, 2016), 

245-246면 참조. 이하 각주에서 위 논문을 인용할 때에는 “장주봉 (2016a)”로 표기한다. 

146) DPD 제3조 제2항 참조. 

147) GDPR 제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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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148) 

4. 우리나라의 수용

가. 초기의 논의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말 전후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기본권으

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149) 이 시기에 개인정보자

기결정권에 관한 논의가 형성되고 발전된 것은 우리 사회가 비슷한 시기에 정

보화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가령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하

여 다룬 초기의 연구들은 “정보화사회와 프라이버시의 보호”,150) “정보사회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151)과 같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정보기술 발달로 인하

여 사생활과 개인정보에 관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위험이 있다는 문제의식에

서 출발하 다. 또한 이 시기에는 가령 신체에 관한 인격권,152) 성적 자기결정

권,153) 명예권154) 등 인격적 법익 침해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적지 

않게 발견되었다. 이처럼 불법행위법의 역에서 인격적 법익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진 것 역시 이 시기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논의가 활기를 띠게 된 배

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155)

148) 미국의 논의로 Manu J. Sebastian, “The European Union’s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How Will it Affect Non-EU Enterprises?”, 31 Syracuse J. Sci. & Tech. L. 216 

(2015); Tal Z. Zarsky, “Incompatible: The GDPR in the Age of Big Data”, 47 Seton Hall 

L. Rev. 995 (2017) 등.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GDPR이 요구하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
을 갖추기 어렵다는 지적으로는 Tiffany Curtiss, “Privacy Harmonization and the 

Developing World: The Impact of the EU’s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on 

Developing Economies”, 12 Wash. J. L. Tech. & Arts 95 (2016) 참조. 

149) 이전에도 개인정보 관련 문제를 다룬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90년대 이전의 연
구로 변재옥,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프라이버시의 권리: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서울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9); 한상범, “정보화 사회와 프라이버시”, 사법행정 제22권 제8

호 (1981); 허 민⋅신양균,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법적 고찰”, 

전북대학교 법학연구 제16권 (1989) 등.

150) 양창수, “정보화사회와 프라이버시의 보호”, 민법연구 제1권 (박 사, 1991).

151) 이인호, “정보사회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중앙법학 창간호 (1999). 

152)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153)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154)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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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정의나 그 법적 성격에 대하여 여러 주장

이 제기되었고, 외국의 논의를 소개하거나 이를 토대로 우리 법의 제⋅개정 방

향을 제시하는 글이 다수 발표되었다.156) 민사법의 역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

권에 관하여 다룬 연구는 그 수가 많지 않았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일반적 

인격권의 하나로 보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관한 구제수단을 논의한 문

헌,157) 사생활권의 맥락에서 개인정보 문제를 다룬 문헌158) 정도가 발견된다. 

비슷한 시기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의 이념이 

부분적으로나마 드러난 바 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에서

는 피고 대한민국 산하 국군보안사령부가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종교인, 교수, 

재야인사 등 민간인을 대상으로 미행, 망원 활용, 탐문채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정보를 수집한 행위가 문제 되었다. 대법원

은 위와 같은 민간인 사찰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 산하 

국군보안사령부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원고들의 기본권을 침해하 다고 보았

다. 그리고 그 기본권의 근거로는 헌법 제10조와 제17조를 들었다. 즉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

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 과 자

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헌법 규정은 개인의 사생

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

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

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

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았다. 위 판결은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155) 지원림, “90년대 채권법 판례 회고”, 민사판례연구 제22집 (박 사, 2000), 878면 이하는 
이와 같은 판례를 소개하면서, 이 시기 불법행위법 관련 판례의 특징으로 인격적 법익
에 대한 관심이 현저하게 증대되었다는 점을 든다.

156) 변재옥, “컴퓨터와 프라이버시”, 남법학 제1권 제2호 (1994); 손 수, “정보화촉진에 
따르는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의 문제에 관한 소고”, 외법논집 제5집 (1998); 성
낙인,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 남법학 제5권 (1999); 손
태우, “개인정보보호법제에 대한 최근 미국의 동향”,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42권 제1

호 (2001); 김은미, “EU의 인터넷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3권 제
2호 (2001) 외 다수.

157) 임건면, “민사법상의 개인정보보호”, 비교사법 제3권 제1호 (1996). 

158) 양창수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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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 통제권’을 가진다고 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거의 비슷한 적극적 

권리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159) 

나. 헌법재판소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승인

헌법재판소는 2005년 헌법재판소 결정160)을 통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

법상 기본권으로 승인하 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161)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

은 주민등록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하고 있

었고, 구 ｢주민등록법 시행규칙｣162) 제9조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 주민

등록발급신청서를 그 사람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파출소장에게 송

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위 법령에 근거하여 경찰청장은 청구인들의 주

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보관⋅전산화하며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할 수 있었다. 청구인들은 위와 같은 지문날인 제도가 인간

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격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 과 자유, 개인

정보자기결정권,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하 다. 위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

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새로운 

독자적 기본권으로 승인하 다.16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승인이 필요한 근거로는 “현대의 정보통신기술

의 발달에 내재된 위험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개인

의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고, 나아가 자유민주체제의 근간이 총체적으로 훼손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헌법적 보장장치”라는 점을 들었다. 

159) 정상조⋅권 준, “개인정보의 보호와 민사적 구제수단”, 법조 통권 제630호 (2009. 3), 

13면. 이인호 (1999), 75면도 이 판결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부분적이기는 하나 정면
으로 인정하 다고 평가한다.

160)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결정.

161) 2005. 3. 31. 대통령령 제189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162) 2005. 6. 28. 행정자치부령 제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163) 다만 당해 사건에서 심판대상이 된 경찰청장의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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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와 제17조가 모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가 된다고 보았다. 이에 관하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로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 과 자유,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를 둔 일반적 인격권 또는 위 조문들과 동시에 우리 헌법

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규정 또는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원리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호하려는 내용을 위 각 기본권들 및 헌법

원리들 중 일부에 완전히 포섭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헌법

적 근거를 굳이 어느 한 두개에 국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

고, 오히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이들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

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

다.164)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 다

는 점에서 지지를 받았다.165) 다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굳이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으로 볼 필요가 있었는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법적 근거를 헌법 

제10조와 제17조 모두에서 찾을 필요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다소 이견이 있었

다. 헌법 제17조가 보호하는 ‘사생활’은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새롭게 대두

된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포괄하는 탄력적인 개념이라고 해석하면서 헌법재판

소 결정을 비판한 문헌,166) 헌법 제17조는 1980년 헌법 개정 당시 사생활의 포

괄적 보호를 목적으로 신설된 조문이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역시 헌법 제17

조로부터 도출될 수 있고, 이처럼 헌법 제17조로부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도

출할 수 있는 이상 헌법 제10조를 근거로 들 필요는 없었다고 비판한 문헌167) 

등이 발견된다. 

164)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나타난 ‘독자적 기본권’의 의미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나, 기
존의 다른 기본권들과는 구분되는 보호 역을 가지고, 고유한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
는 기본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전상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비판적 검토”,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연구 학술대회 자료집 
(2018. 2. 20), 35면 이하. 

165) 손재 , “장래의 범죄수사를 위한 지문정보의 사용과 법률유보 -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2005. 5. 26, 결정(99헌마513사건)에 대한 평석”, 헌법판례연구 제8권 (2006. 12), 484면. 

166) 손재  (2006), 489면. 

167) 성낙인, 헌법학 제16판, 법문사 (2016), 1243-1244면; 이희훈,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
도의 위헌성에 대한 연구 - 헌법재판소 2005. 5. 26. 99헌마513ㆍ2004헌마190(병합)결정
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제31집 (2008), 289-2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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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법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판단

대법원이 처음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언급한 것은 2011년의 일이다. 대법

원은 대법원 2011. 5. 24.자 2011마319 결정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언급하면

서,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공개행위168)가 교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단결권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로 학생 및 학부모의 학습권⋅교육권⋅알 권리를 위

하여 반드시 필요하거나 허용되어야 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 다. 다

만 이 결정에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이익형량의 대상이 되는 권리 가운데 

하나로 언급되었을 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상세한 법리는 전개되지 못

하 다. 

한편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용어 대신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

다.169)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

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공적인 존재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공공성 및 공익성, 개

인정보 수집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 개인정보 이용의 필요성, 개인

정보 이용으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비공개 이

익)과 표현행위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공개 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 형

량하여, 어느 쪽 이익이 더욱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행위

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일반론을 전개하 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피고170)의 행위 가운데 (i) 변호사들의 개인신상정보를 기

반으로 변호사들의 인맥지수를 산출하여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행위는 변

168) 이 사건에서는 국회의원인 채무자가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한 행위가 문제 되었다. 

169) 위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는 권태상,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18권 제1

호 (2013); 이인호, “변호사의 직업적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과 보호의 법리: 로마켓 변
호사평가정보 사건(2008다42430)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언론과 법 제11권 제2호 
(2012); 홍진 ,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처리의 자유충돌의 사법적 해결”, 민사
판례연구 제35집 (박 사, 2013) 등 참조. 

170) 이 사건의 피고는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로마켓)의 운 자인 주식회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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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하 다. 반면 

(ii)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사건

정보를 이용하여 변호사들의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을 제공한 행위는 변호

사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후 대법원은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171)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

권의 개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행위의 위법성 판단 등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에 관한 법리를 전개하 다. 우선 대법원은 위 2005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

하면서,172) 피고들이 공개한 정보173)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한 행위는 원고들의 개

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 다. 나아가 대법원은 이 사건에

서 문제 된 공개행위로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공개 이익)과 해당 정보가 공개

됨으로써 침해되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비공개 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형

량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즉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위 2011년 대법원 판결에서 전개되었던 위법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 다.174) 

171) 이 사건은 위 대법원 2011. 5. 24.자 2011마319 결정과 같은 사실관계를 다룬다. 

172) 구체적으로 인용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
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 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
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 한 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

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
한다.”

173)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공개한 정보는 기관(학교)명, 교사명, 담당교과, 교원단체 및 노
동조합 가입현황 등이었다.

174) 이 점에서 이은재,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체계의 기초 - 보론”, 고학수 편, 개인정보 보
호의 법과 정책 개정판 (박 사, 2016), 52면은 위 2014년 대법원 판결이 굳이 ‘개인정
보자기결정권’ 개념을 인용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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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성질과 내용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법적 성질

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법률상 권리로서 보

호하는 것으로 출발하 다. 즉 1994. 1. 7. 제정되고 1995. 1. 8.부터 시행된 ｢공

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1995. 1. 5. 제정되고 같은 해 7. 6.부터 

시행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2001. 1. 16. 전부개정되고 같은 해 7. 1.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175) 2005. 1. 27. 제정

되고 같은 해 7. 28.부터 시행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과 같은 개별 법령들이 개인정보 처리를 규율하고 개

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 다. 

이처럼 개별 법령을 통하여 보호되어 오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앞서 살펴

본 2005년 헌법재판소 결정176)을 통하여 헌법상 기본권으로 승인되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여러 결정례를 통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헌법상 기본권의 지

위에 있음을 확인하 고,177) 대법원 역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헌법상 기본권

임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다.178)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이 보호하는 기본권이므로, 국가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행사함에 있어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따라서 개인은 공권력이 자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우 이에 대

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다.179) 또한 국가는 개인이 가지

175) 이 법률의 제명은 원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었으나, 2001. 1. 16. 법률 
제6360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하게 되었고 법률 제명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
경되었다. 

176) 헌법재판소 2005. 5. 26.자 99헌마513 결정.

177) 헌법재판소 2005. 7. 21.자 2003헌마282,425 결정; 헌법재판소 2005. 11. 24.자 2005헌마
112 결정; 헌법재판소 2008. 10. 30.자 2006헌마1401,1409 결정 외 다수. 

178)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77970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
결;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두2638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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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본권적 법익이 사인에 의하여 위법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그 법익을 보호

할 의무를 가진다.180) 따라서 국가는 사인인 제3자가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

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일정한 법적 규제를 도입할 수 있다.181)

나. 사권(私權)으로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개인정보 보호 법제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에 관한 법률｣182)인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이 국가

나 공권력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일종의 공권(公權)으로 출발하 다.183) 그러

나 정보처리기술이 발달하고 개인정보의 활용 폭이 넓어지면서, 공공 역보다 

민간 역에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이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그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 역에 공히 적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필요성도 함께 대두되었다.

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되고 같은 해 9. 30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개인정보법”이라 한다)은 이 법의 규율 대상인 “개인정보처리자”

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

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으로 정의함

으로써(법 제2조 제5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동일한 개인정보 처리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 다.184) 이처럼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를 확대

179) 권건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고학수 편,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개정
판 (박 사, 2016), 65면. 

180) 헌법재판소 2009. 2. 26.자 2005헌마764,2008헌마118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자 
2008헌가22 등 결정. 다만 위 두 결정에서는 사인인 제3자에 의한 개인의 생명⋅신체 
훼손의 경우에만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가 발생한다고 한정하 다. 

181) 권건보 (2016), 66면도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비추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를 국가의 책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182) 입법자는 이 법의 제정이유를 “국가주요업무에 대한 전산화의 확대추진과 전국적 행정
전산망의 구축등으로 개인정보의 부당사용 또는 무단유출로 인한 개인사생활의 침해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컴퓨터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개인의 권리
와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183) 그에 따라 개인정보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기 전까지는 정보통신망법이 민간 역에 적
용되는 일반법적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희정, “개인정보보호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 및 
규제기관 사이의 관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고학수 편,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개정판 (박 사, 2016), 1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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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사권(私權)으로서의 성격을 정면으로 인정하

다.185)

물론 개인정보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기 이전에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사권

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었다. 우선 판례가 취하는 간접효

력설에 근거하여,186)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조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사인 간의 법률관계에 간접적으로 

효력을 미친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 다.187) 또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인

격권의 한 부분이고, 개인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가지는 인격적 이익과 가치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명령은 국가에 대한 것일 뿐 아니라 모든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것이기도 하므로,188) 정보주체는 국가뿐 아니라 다른 사인에 대하여도 자

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이해되었다.189) 한편 개인정보 보

호법 이전에도 이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 외의 

개인 또는 단체 역시 공공기관의 예에 준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

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그 밖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이하, ｢소비자기본법｣ 제15조, ｢전자서명법｣ 제24조 등 

사인 간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관련 법제도 전체에 비추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도출하는 것이 가능하

184) 이 법의 제정이유는 이처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공히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 법제
의 도입 배경으로 “국가사회 전반을 규율하는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개인정보 처리기준
이 마련되지 못해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최근 개인정보의 
유출⋅오용⋅남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프라이
버시 침해는 물론 명의도용, 전화사기 등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
을 든다.

185) 개인정보 보호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내지 법익이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
에 나타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념과 완전히 일치하는지는 생각해볼 문제이지만, 개인
정보 보호법의 핵심적인 보호 법익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채성희 (2017b), 293면.

186) 간접효력설에 관한 설명으로는 윤진수 (2018), 3면;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11판, 박 사 
(2016), 343면; 성낙인 (2016), 961-962면 등 참조. 

187) 이창현, 사생활의 자유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집문당 (2014), 236면; 고홍석,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동향”, 민사판례연구 제40집 (2018), 1044면. 개인정보법 시
행 이전의 판례인 대법원 2011. 5. 24.자 2011마319 결정도 참조.

188) 권 준 (2016), 681면. 

189) 고홍석 (2018), 10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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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90) 

다만 인격권은 그 객체나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고 보호범위가 유동적인 권리

이므로,191) 명시적인 입법이 있을 때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 민법 제

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조 등의 일반규정만으로는 사권으로서 개인정보자

기결정권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개인정보 보호

법제는 정보주체의 권리와 그에 상응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

여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192) 사권으

로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를 설계하고, 개인정

보자기결정권이 사인에 의하여 침해되었을 경우 그 구제수단을 구체적으로 제

시한 것도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중요한 의의라고 하겠다. 

다.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인격권적 성격

권리는 그 객체와 내용에 따라 여러 갈래로 분류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인

격권은 “권리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을 누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 정의된다.193) 또한 인격권은 인격 주체가 자신이 가지는 인격적 

이익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는 지배권으

로,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는 절대권으로, 성질상 타인

에게 귀속시킬 수 없는 권리라는 점에서는 일신전속권으로 각각 분류된다.194)

우리 민법에는 인격권 보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195) 타인의 신체, 자

190) 정상조⋅권 준 (2009), 14면.

191) 양창수⋅권 준 (2017), 698-699면. 

192) 김재형, “인격권, 그 형성과 전개”, 언론과 인격권 (박 사, 2012), 10면은 성문법의 기능
으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확보를 든다. 이하 각주에서 위 논문을 인용할 때에는 
“김재형 (2012b)”로 표기한다.

193) 양창수⋅권 준 (2017), 8면; 이창현 (2014), 248면.

194) 양창수⋅권 준 (2017), 8-9면. 

195)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가 2014년 초에 마련한 민법 개정시안에는 인격권에 관한 규정
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해당 조문은 국회에 제출되지 못하 다. 해당 조문의 내용은 아
래와 같다. 

제3조의2(인격권) 사람은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 과 자유, 성명, 초
상,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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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는 제751조, 명예훼손의 경우 법원이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는 제764조를 통하여 인격적 법익의 

보호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인격권 침해에 관하여 다룬 대법원 

판결들196)에서 볼 수 있듯이, 인격권이 민법상 보호되는 권리인 것은 분명하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 근거한 권리로서, 민법상 보호

되는 인격권의 한 종류로 여겨진다.197) 그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제시된

다. 첫째,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인격을 나타내는 표지이다. 즉 개인정보는 정

보주체의 인격과 고도로 접한 속성을 가진다.198) 둘째,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결정하는 것 자체를 인격의 한 발현으로 볼 수 있다.199) 개인

정보자기결정권은 정보주체의 자율적인 자기결정을 보장함으로써 인간의 존엄

성을 뒷받침한다. 셋째,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결정과 무관하게 처리되고 유통

된다면 정보주체의 행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이 위축될 수 있다.200) 개인정

보가 정보주체의 결정과 무관하게 수집되고 이용될 경우 정보주체는 일상적으

로 감시당하는 느낌을 받게 되고, 나아가 일정한 행동이나 표현을 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다. 요컨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에 관하여 가

지는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이므로, 인격권의 한 종류로 보는 것이 타당

하다는 것이다.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재산권적 성격

개인정보에 재산적 가치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재산

권적 성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인격권으로서의 성격과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모두 갖춘 복합적인 권리 내지 혼합권으로 보아야 한다

196)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3185 판
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등. 

197) 권 준 (2012), 39면. 

198) 이상돈⋅전현욱, “정보이용동의”, 고려법학 제47호 (2006), 90면. 

199) 권태상, “개인정보보호와 인격권 - 사법측면에서의 검토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17권 제4호 (2013), 93면. 이하 각주에서 위 논문을 인용할 때에는 “권태상 (2013a)”로 
표기한다. 

200) 이인호, “제2세대 프라이버시보호법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이해”, 사법 제8호 
(2009. 6), 53면. 이하 각주에서 위 논문을 인용할 때에는 “이인호 (2009a)”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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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장201)이 그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개인정보가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처리

되고 유통되는 현실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인격권으로서의 성격만을 강조

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비판에 기초하고 있다. 현실에서는 특정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기업을 인수하거나202) 심지어 개인

정보에 값을 매겨 불법적으로 유통하는203)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비판은 경청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재산권적 성격은 정보주체의 입장에서, 개인정보처리

자⋅정보이용자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우선 정보주체의 입장

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재산권적 성격이 인정되면 재산적 손해를 배상 받

는 것이 비교적 쉬워진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퍼블리시티권에 견주어, 퍼블

리시티권 침해 시 퍼블리시티권 주체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처럼 개인

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시에도 정보주체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보는 시

각204)에서는 그 경제적 손실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런데 우리 재판실무는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가, 인격권이 침

해된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가 각각 발생한다고 보아 왔으므로,205) 개인정보자기

201) 송오식 (2016), 750-751면; 임건면, “개인정보의 의의와 귀속관계 - 민사법적인 관점에서
-”, 중앙법학 제7권 제4호 (2005), 239면; 정상조, “광고기술의 발전과 개인정보의 보호”, 

저스티스 통권 제106호 (2008. 9), 607면; 최경진,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의 해석에 있어
서 이익형량론과 일반적 이익형량 규정의 필요성에 관한 고찰”, 사법 제40호 (2017), 

106면(이하 각주에서 위 논문을 인용할 때에는 “최경진 (2017a)”로 표기한다). 행정자치
부의 설명도 이러한 입장에 기초해 있다. 행정자치부, 개인정보 법령 및 지침⋅고시 해
설 (2016. 12), 31면.

202) Editorial, “The Guardian view on digital giants: they farm us for the data”,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7/jun/18/the-guardian-view-on-digital-giants-they-

farm-us-for-the-data (2018. 6. 14).

203) 한 언론기사에 의하면 개인정보가 건당 10원부터 1000원 이상까지 값이 매겨져 불법적
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한다. 임형준, “개인정보 DB 불법거래 판치는 ‘무법천지 대한민
국’”,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338648 (2017. 5. 21. 

15:26).

204) 임건면 (2005), 238면. 

205) 물론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 정신적 손해배상의 가능성을 인정한 판례(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20206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36159 판결;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반대로 비재산적 법익(회사의 명예⋅신용)이 침
해된 경우에 재산적 손해배상의 가능성을 인정한 판례(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
40614,40621 판결)도 발견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배상이,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배상이 각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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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권을 인격권으로 파악하면 정보주체가 위와 같은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기 

어렵게 된다.206) 또한 개인정보의 인격적 속성을 강조하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을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로서 보호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

는 정당한 개인정보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된다.207) 

3) 우리 법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그러나 우리 법제에서는 여전히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인격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판례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인격권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고 있고,208) 다수의 학설도 그와 같은 견해를 취한다.209)

재산권은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다. 그런데 개인정보에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하여 개인정보를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210)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와 

분리되어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기 어렵기 때문이다.211) 개인정보는 이를 매개로 

하여 정보주체에게 접근하거나 정보주체의 선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로

소 재산적 가치를 가진다.212) 그러므로 개인정보가 가령 동산과 같이 권리자와 

완전히 분리되어 처분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213) 퍼블리시티권과 비교해 보

더라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재산권적 성격은 매우 부수적이라고 생각된다. 

된다. 

206) 박준석, “지적재산권법에서 바라본 개인정보 보호”, 고학수 편,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개정판 (박 사, 2016), 135면은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재산권으로 
파악하는 것은 이 점에서 실익을 가진다고 한다. 

207) 최경진, “초연결 고도정보화 사회에서의 개인정보와 민사법”, 사회변화에 따른 민법학
의 과제 (한국민사법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2017), 152면. 이하 각주에서 위 논문을 
인용할 때에는 “최경진 (2017b)”로 표기한다. 

208)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
49933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77970 판결. 

209) 고홍석 (2018), 1047면. 

210) 권 준 (2016), 682면. 채성희 (2017b), 325면도 개인정보에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하여
도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부수적인 측면일 뿐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한다. 

211) 임건면 (2005), 233면. 

212) 권태상 (2013a), 87면. 

213) Spickhoff (2017), § 823, Rn. 1123은 이에 더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재산권으로 
볼 경우 그 귀속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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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의 경우 권리 주체가 자신의 인격표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그

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독립된 재산권으로 보아야 한

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214) 그러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경우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그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하기 어렵다. 실제로 개인정보가 일정한 가격이 매겨져 거래되는 것

은 사실이나, 그 경우에도 정보주체에게 곧바로 어떠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개인정보에 재산적 가치가 있다는 명제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자

기결정권을 반드시 재산권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개인정보자기결정

권을 인격권으로 파악한다고 하여 개인정보가 가지는 재산적 가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인격권은 새로운 가치에 열려 있는 유연한 권리이므로, 재산적 가

치와 인격적 가치를 함께 가지는 법익을 인격권의 이름으로 보호하는 것도 충

분히 가능하다.215) 반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재산권으로 파악할 경우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에 관하여 가지는 인격적 이익이 적절히 보호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216) 한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법적 성격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

해되었을 때 정보주체가 배상 받을 수 있는 손해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

다.217)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권리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 

있고,218)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인격권 주체는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214) 남형두, “퍼블리시티권의 철학적 기반(上)”, 저스티스 통권 제97호 (2007. 4); 박준석, 

“인격권과 구별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지에 관한 고찰 - 최근의 비판론에 대한 논리
적 재반박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 제56권 제4호 (2015. 12); 이지원, “우리나라
에서의 퍼블리시티권 형성과 침해구제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법학연구 통권 제53집 
(2017. 8); 최승재,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하급심 판결 동향 분석 및 권리화방안”, 정보
법학 제19권 제3호 (2015. 12) 외 다수.

215) 김재형 (2012a), 177면은 인격권을 “새로운 권리를 인정하는 매개개념”이라고 표현한다. 

정상조⋅권 준 (2009), 20면도 같은 맥락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인격적 이익과 함
께 재산적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특수한 인격권”이라고 설명한다. 

216) Victor Mayer-Schönberger, Delete: The Virtue of Forgetting in the Digital 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9), P. 135는 정보프라이버시권을 재산권으로 볼 경우 일단 그 정보
를 타인에게 이전하고 나면 원래의 정보주체가 그에 관하여 아무런 통제권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한다. 같은 책 P. 150은 재산권에 관한 기존 법리가 개인
정보 이용의 목적과 맥락을 섬세하게 구별할 수 없다고도 지적한다.

217) 정상조⋅권 준 (2009), 15면.

218)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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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할 수 있다.219) 요컨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인격권으로 본다고 하여 반드시 

정신적 손해만 배상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인격권적 성질을 강조한다고 하여 정보주체의 권

리 보호와 개인정보 이용자의 정당한 정보 이용 사이에서 균형 잡힌 결론을 내

릴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인격권은 사람의 인격적 속성에 터 잡은 매우 다양하

고 이질적인 권리들을 포함하는 일종의 ‘권리의 다발(bundle of rights)’220)과도 

같은 개념이다.221) 그러므로 인격권이라고 하여 모두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보호

를 받는 것은 아니다. 가령 생명이나 신체에 관한 권리는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보호를 받는 인격권이지만, 명예나 성명⋅초상에 관한 권리는 합리적인 범위 내

에서 제한될 수 있는 인격권이다. 개인정보가 인격권 주체에게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는 전자보다 후자에 가깝다. 더구나 인격권은 

보호범위가 유동적인 권리이고, 그와 유사한 정도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다른 

가치들과 충돌하기 쉬운 성질을 가진다.222) 인격권 침해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에서 세 한 이익형량이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자기결정

권을 인격권으로 바라보더라도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주체의 이익과 정보 이용

자의 이익을 세 하게 형량하여 균형 잡힌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다22912 판결. 

219) 가령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판결에서는 비방광고로 기업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행위가 문제 되었는데, 법원은 해당 비방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원고가 지출한 
광고비용 역시 재산적 손해로 배상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 다. 

220) ‘권리의 다발’은 웨슬리 N. 호펠드(Wesley N. Hohfeld) 및 A. M. 오노레(A. M. Honoré)

가 발전시킨 개념으로, 물권(property right) 개념을 설명하는 데 쓰인다. 구체적으로는 
물권이 역사적으로 형성된 다양한 권리의 연합으로서 복잡한 규범적 관계에 놓인다는 
점을 설명하거나, 물권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서로 다른 권리의 조합을 가리키는 개념
이므로 물권의 본질을 하나로 정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할 때 이 개념이 동원된다. 

전자의 대표적인 저작으로 Wesley N. Hohfeld (Walter W. Cook eds.), Fundamental Legal 

Conceptions as Applied in Judicial Reasoning and Other Legal Essays, Yale University Press 

(1919), Part II; 후자의 대표적인 저작으로 A. M. Honoré, “Ownership”, A. G. Guest eds., 

Oxford Essays in Jurisprudence: A Collaborative W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1) 각각 
참조.

221) 인격권을 권리의 다발에 비유한 문헌으로는 Giorgio Resta, “The New Frontiers of 

Personality Rights and the Problem of Commodification: European and Comparative 

Perspectives”, 26 Tul. Eur. & Civ. L.F. 33, 34 (2011); Susanne Bergmann, “Publicity Rights 

in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A Comparative Analysis”, 19 Loy. L.A. Ent. L.J. 479, 

503 (1998). 

222) 양창수⋅권 준 (2017), 6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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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

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다른 인격권의 관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정보를 보호 대상으로 하는 권리이다. 그런데 개인

정보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보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개인정보와 

개인정보가 아닌 정보를 구분하는 경계도 분명하지 않다.223) 그에 따라 개인정

보자기결정권의 내용과 보호범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우선 개인정보 개념의 포괄성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를 다른 개별 

인격권의 보호범위와 상당 부분 중첩시킨다. 가령 개인정보는 성명, 초상 등과 

같이 정보주체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표지224)의 형태로 존재하기도 한다. 

그 경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는 성명권, 초상권 등 인격표지에 관한 

개별 인격권의 보호범위와 중첩된다.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내 한 사생활 

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는 사생활권

의 보호범위와 중첩된다.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담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가 명예권의 보호범위와 중첩되기도 

한다. 

이처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가 다른 개별 인격권의 보호범위와 중

첩되는 역에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독자적인 권리로서 가지는 의미가 상

당 부분 퇴색된다. 나아가 이러한 역에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다른 개별 

인격권이 일반-특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정

보에 관한 다양한 개별 법익을 아우르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권리이기 때문이

다.225) 따라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독자성 내지 특수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인격권의 보호범위와 중첩되는 역을 배제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달리 말하면, 다른 인격권 개념으로는 보호될 수 없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만의 

고유한 보호 역을 획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인격권을 유형화하고 각 

223) 권형둔, “법원재판에서 기본권의 적용법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서울고등법원 
2012.10.18. 선고 2011나19012 판결을 중심으로”, 세계헌법연구 제21권 제3호 (2015), 95

면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과 성격이 명료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224) ‘동일성 표지’라는 표현은 김상중,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국내 논의의 현황과 비교법
적 고찰을 통한 법리적 제언”, 비교사법 제23권 제1호 (2016), 3면을 참고한 것이다. 

225) 임규철, “개인정보의 보호범위”, 한독법학 제17호 (2012. 2), 2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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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의 내용과 그 법적 효과를 명확히 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서도 중요한 의

미를 가진다.226) 만약 초상권, 명예권, 사생활권 등 다양한 인격권들의 문제를 

모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문제로 포괄하여 이해한다면, 개별 인격권에 관한 

기존 법리들은 실질적으로 의미를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227)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고유한 보호 역으로는 우선 주민등록번호, 지문, 이메

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수집․이용하는 행위로부터 정보주체를 보호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그 자체로 개인의 인격과 접한 관련을 가지지는 

않지만, 특정 개인을 식별함으로써 그 개인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높일 수 있

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매개로 그에 관한 다른 정보를 수집하거나 

그의 인격 역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된다. 이 점에서 식별가능성이 높은 

정보는 보호의 필요성이 높다. 가령 주민등록번호상의 특정 숫자들이 그 자체로 

보호되어야 할 인격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주민등록정보는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연결자(key data)”라는 헌법재판소의 표현처럼,228)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면 이를 매개로 그의 다른 개인정보를 알아내거나 그

의 인격 역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이러한 정보에 대

한 보호는 개인의 인격적 역을 선제적으로 더욱 충실하게 보호하는 요긴한 

수단이다.229) 이 점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다.

개별 정보를 조합하고 분석함으로써 개인의 성향이나 습관을 파악하는 행위

로부터 정보주체를 보호하는 것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고유한 보호 역이 될 

수 있다. 정보기술의 발전은 단지 파편화된 정보들을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 정보들의 조합에 기초하여 정보주체를 분석하고 평가하며, 심지어 그의 행동

을 예측하는 것까지 가능하게 하 다.230) 가령 정보주체가 온라인으로 어떤 종

226) 김재형 (2012b), 15면은 인격권의 포괄적 성격 때문에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저
해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인격권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유형의 법적 효과를 명
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227) 박경신, “사생활의 비 의 절차적 보호규범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리: 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보호법의 해석 및 적용의 헌법적 한계”, 공법연구 제40권 제1호 (2011), 132면.

228)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바68, 2014헌마449 결정. 

229) 이동진 (2018), 273면도 같은 맥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제가 정보주체에 대한 보호의 
시점을 구체적인 법익이 침해되기 이전으로 앞당기는 역할을 한다고 평가한다. 

230) 박혁수, “빅 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 개념의 재검토”, Law & Technology 제10권 제1호 
(2014), 4면; 양천수, “현대 초연결사회와 새로운 인격권 보호체계”, 남법학 제4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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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 물건을 주로 구입해왔는지를 알면 그의 소비 성향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가 앞으로 어떤 물건을 구입할 것인지도 예측할 수 있다. 나아가 이렇

게 프로파일링(profiling)231)을 통하여 파악된 정보는 정보주체에게 불이익한 방

향으로 활용될 위험성도 있다.232) 그런데 사생활권, 명예권, 초상권 등 다른 인

격권 개념만으로는 이러한 프로파일링 행위로부터 정보주체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233) 이러한 현상은 정보주체의 성명, 초상,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특정 웹사이트의 로그인 정보, 특정 웹사이트에서의 활동 등 파편화

된 개별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234) 위와 같은 

프로파일링에 대해 그 프로파일링 대상인 개인이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

다면 그 개인은 타자(他 )에 의해 관찰되고 파악되며 분석되고 심지어 조종

(manipulation)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는 개인의 실질적인 선택의 폭을 줄여 

자유로운 인격 발현의 폭을 좁히게 된다.235) 현대적 의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016), 212면; Andrew J. McClurg, “A Thousand Words are Worth a Picture: A Privacy 

Tort Response to Consumer Data Profiling”, 98 Nw. U. L. Rev. 63, 65 (2003).

231) GDPR 제4조 제4항은 프로파일링을 “자연인에 관한 개인적인 특정 측면을 평가하기 위
하여, 구체적으로는 자연인의 업무 역량, 경제 상황, 건강, 개인적 선호, 관심, 신뢰도, 

행동, 위치, 이동 등을 분석하거나 예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모든 형태의 
자동적 개인정보 처리”로 정의한다. 

23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연구보고서,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적 대책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최경진, 2013. 7), 95-96면; 박광배⋅채성희⋅김현진, “빅
데이터 시대 생성정보의 처리 체계 - 추론된 정보의 처리에 관한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의 규율과 개선 방안에 관한 고찰 -”, 정보법학 제21권 제2호 (2017), 171면. 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 Guidelines on Automated individual decision-making and 

Profiling for the purposes of Regulation 2016/679 (ec.europa.eu/newsroom/article29/document. 

cfm?doc_id=49826), P. 5; Linnet Taylor, Luciano Floridi, & Bart van der Sloot, 

“Introduction: A New Perspective on Privacy”, Group Privacy: New Challenges of Data 

Technologies, Springer (2017), P. 4는 나아가 이러한 정보가 특정 집단에 대한 불이익으
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한다. 

233) 국내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프로파일링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아직 많지 않
다. 박광배⋅채성희⋅김현진 (2017); 채성희, “목적외 이용과 프로파일링 관련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EU 개인정보보호지침, 규칙안,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을 중심으로”, Law & Technology 제12권 제1호 (2016. 1) 정도가 있다. 

234) McClurg (2003), P. 119도 같은 맥락에서 기존의 프라이버시권 침해행위(특히 프로서의 
4유형론 가운데 네 번째 유형)와 프로파일링 행위를 비교하면서, 프로파일링은 성명, 초
상 등 정보주체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개별 정보들과 달리 정보주체의 정체성
(self)과 관련된 문제라고 설명한다. 

235) 개인은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어떤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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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바로 이러한 역에서 다른 인격권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권리로서 기능할 

수 있다.

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것은 두 가지 사고방식에 기초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정보주체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부여하

는 것이 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격적 가치를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는 생

각이다.236) 자기결정권은 자기결정에 관한 권리, 즉 개인이 자기에 관한 것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다.237) 개인이 자신에 관한 것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타인의 결정에 종속된다면, 그 개인의 인격적 가치는 

형해화(形骸化)될 위험이 있다.238) 이 점에서 자기결정권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명제는 비교적 쉽게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여러 자기결정권에서도 드러난다.239)

두 번째는 개인정보 처리 여부, 범위, 방식 등을 정보주체의 자기결정에 맡겨

두는 것이 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가장 효율적인 해결 방식이라는 생각이

다.240)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하여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를 전제로 행동하는데, 그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통제하지 못한다
면 그 개인은 잘못된 전제에 기초하여 행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에 따라 자신에 
관한 타인의 지식 정도를 알았더라면 달리 행동하 을 개인이, 타인의 지식 정도를 알
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달리 행동할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 이진우 (2009), 

209-210면; DeCew (1997), P. 64. 

236) 이러한 사고방식은 자율 그 자체에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자율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주
장하는 의무론적 입장에 기초하고 있다. 자율의 정당화 근거에 관한 권 준, “계약법의 
사상적 기초와 그 시사점: 자율과 후견의 관점에서”, 저스티스 통권 제124호 (2011. 6), 

173면 참조.

237) 김현철, “자기결정권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19권 제4호 
(2015), 360면. 

238) 권건보 (2016), 60면. 

239)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헌법재판소 2009. 11. 26.

자 2008헌바58,2009헌바191 결정; 헌법재판소 2015. 2. 26. 2009헌바17등 결정),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헌법재판소 2009. 11. 26.자 2008헌마385 결정), 환자가 질병의 
치료 여부 및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헌법재판소 2015. 12. 

23.자 2013헌가9 결정) 등. 

240) 이러한 사고방식은 자율 그 자체에 가치가 있다기보다는 자율이 효용을 증진하기 때문
에 자율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공리주의적 입장과도 연결된다. 자율의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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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은 그 개인정보를 통하여 식별될 수 있는 정보주체이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수

집하거나 이용하려고 하는 개인정보가 그 자신에게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

고, 자신의 인격적 가치와 얼마만큼 접한 관련이 있는지는 정보주체 자신이 

가장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처리 여부, 범위, 방식 등을 국가나 규제

기관이 후견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정보주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첫 번째 사고방식은 정보주체의 자기결정 그 자체를 보호하는 데 의미를 둔

다. 반면 두 번째 사고방식은 정보주체의 자기결정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에 의

미를 둔다. 첫 번째 사고방식은 정보주체의 자기결정 그 자체를 목적으로 설정

하는 의무론적(deontological), 반 도구주의적(anti-instrumental) 사고방식이고, 두 

번째 사고방식은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설정하고 정보주체의 자기결정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치시키는 공리주의적(utilitarian), 도구주의

적(instrumental) 사고방식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념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 

준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두 가지 사고방식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

한 서로 다른 이해로 이어질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자기결정 자체를 목적으로 보는 시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자기결정권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면, 정보주체의 자기

결정을 보장하는 것 자체에 보호의 초점이 맞추어진다. 개인정보 처리 여부, 범

위, 방식 등은 ‘동의’의 형태로 표현되는 자기결정에 따라야 한다. 규제법의 

역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실질적으로 그의 자기결정에 기초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제들이 강조된다.241)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일정한 고지의

무를 부과하여 정보주체의 동의가 ‘알고 하는 동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개별

적⋅명시적이며 자발적인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진다.242) 설령 그러한 동

근거에 관한 권 준 (2011), 173-174면 참조.

241) 당사자의 자기결정 그 자체를 제한하는 대신 당사자의 자기결정이 그의 진정한 의사에 
기초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꾀하는 입장을 ‘절차적 후견주의’라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는 윤재왕, “자기결정권과 후견주의 - 형법상 촉탁살인죄(제252조)의 
보호법익에 대한 법윤리학적 성찰”, 고려법학 제67권 (2012. 12), 152-153면. 

242) Omri Ben-Shahar & Carl E. Schneider, “Coping with the Failure of Mandated Disclosure”, 

11 Jrslm. Rev. Legal Stud. 83, 83 (2015)는 일정한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형태의 규제(mandated disclosure)가 개인의 자율을 강조하는 시각에 기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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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받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cost)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자기결정권이라는 지

고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희생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만큼 동

의 제도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

에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을 비교적 쉽게 인정할 수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처리한 행위는 일단 위법한 것으로 추정되며, 정보주체가 

자기결정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것 자체가 정보주체의 손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점에서 자기결정 자체를 목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은 개인정보자기결정

권을 마치 소유권이나 생명⋅신체에 관한 인격권과 같이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권리로 이해하는 견해와 연결될 수 있다.

(2) 정보주체의 자기결정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수단이라고 보는 시각

정보주체의 자기결정 그 자체의 보호보다 이를 수단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

라는 결과에 무게를 두면, 개인정보가 일정한 보호 원칙에 따라 처리되는 것에 

규제의 초점이 맞추어진다. 이러한 사고방식 아래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개

인정보 처리행위의 정당성을 판가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동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그것이 개인정보 보호, 나아가 정보주체의 편

익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그러한 완화 조치를 취하게 된다. 규제법의 역에

서는 개인정보가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되고, 처리 목적에 따라 적합하게 활용

되며,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도록 하는243) 실체적 규제들이 강조된다.244)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

에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데 좀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하게 된다. 정

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처리한 행위의 위법성을 추정하기보다

는 그 행위를 둘러싼 당사자들의 이익상황 등을 살펴 위법성을 판단할 가능성

이 높다.245) 정보주체가 자기결정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 다고 하더라도 그의 

고 본다. 

243)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개인정보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다. 

244) Omri Ben-Shahar & Carl E. Schneider, More Than You Wanted to Know: The Failure of 

Mandated Disclosure, Princeton University Press, Reprint Edition (2016), PP. 169-170은 동
의제도에 지나친 비중을 둘 경우 이러한 실체적 규제에 소홀해질 수 있고, 결국 동의 
주체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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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실제로 알려졌다거나 그 개인정보 처리로 인하여 정보주

체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정보주체의 손해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 점에서 자기결정을 개인정보 보호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입장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격권 침해로부터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라고 보는 견해와 연결될 수 

있다.246)

(3) 검토

이처럼 정보주체의 자기결정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가운데 어느 것에 무게를 

두는지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규제법의 운 , 개인정보처리자의 민사책임 인

정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자기결정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기결정 보호의 이념과 개인정보 보호의 

이념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념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자기결정 보호만을 강조하면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른 실

체적 규제를 뒷받침하기 어렵다. 자기결정에 관한 의무론적 사고를 극단적으로 

고 나가면 정보주체의 자기결정, 즉 동의가 있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국가

나 규제기관이 개인정보 처리를 감독할 필요성을 도출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개인정보 보호만을 강조하면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동의 철회에 따라 개

인정보 처리 여부가 결정되는 것을 뒷받침하기 어렵다. 자기결정에 관한 공리주

의적 사고를 극단적으로 고 나가면 개인정보가 처리 목적에 따라 적합하게 

활용되고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는 상황에서 단지 정보주체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더 이상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

245) 권 준,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 과 자유, 그리고 이익형량을 통한 위법성 판단”, 민사
판례연구 제31집 (박 사, 2009), 561-562면은 인격권 침해의 경우 위법성을 추정하기보
다 위법성 판단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이하 각주에서 위 논문을 인
용할 때에는 “권 준 (2009b)”로 표기한다.

246) 이러한 견해를 취하는 연구들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개인정보 오⋅남용의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사생활권 등 다른 인격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절차적 권리’로 표현하기도 
한다. 박경신 (2011), 148면; 김진환, “개인정보 보호의 규범적 의의와 한계 - 사법(私法) 

역에서의 두 가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통권 제144호 (2014. 10), 57-58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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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념과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내용을 논의할 때에

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자기결정 보호를 위한 권리인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를 위한 권리라는 점을 모두 염두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개

인정보 보호의 가치와 자유로운 정보 이용의 가치 사이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후자에 조금 더 무게를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을 강조하여 동의 제도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를 운 하게 되면, 다른 방식의 규제나 보호에는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형식

적으로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가 있었지만 정보주체가 실질적인 자기결

정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경우에도 단지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처리

자가 책임을 면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247)

제2절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내용과 문제점

Ⅰ. 개관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개인정보의 정당한 이용을 보장하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중요한 목

적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가치와 자유로운 정보 이용의 가치는 개별 법령의 목

적 조항에도 드러나 있다. 가령 신용정보법은 제1조에서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

용”과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  등을 적절히 보호함”이 

법의 목적임을 밝히고 있고, 위치정보법도 제1조에서 “위치정보의 유출⋅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  등을 보호”하는 것과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

화”하는 것이 법의 목적이라고 한다. 이와 달리 개인정보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

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제1조)을 법의 목적으로 정하여 정보주체의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247) 박상철, “정보보안의 법적 규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중심으로”, 고학수 편, 개
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개정판 (박 사, 2016), 301면도 사전 고지와 동의에 초점을 
맞춘 규제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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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일반법인 개인정보법과 여러 특별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이므로, 적용 대상과 적

용 범위가 가장 넓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특별법은 정보통신망법과 같

이 특정한 산업분야에 적용되는 특별법과 신용정보법이나 위치정보법과 같이 

특정한 유형의 개인정보에 적용되는 특별법이 마련되어 있다. 그 밖에 ｢의료

법｣,248) ｢보험업법｣, ｢사회보장기본법｣,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인정보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개

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들도 있다. 이 글에서는 개인정

보법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내용을 개관하되, 일부 특별법의 내용도 

개인정보법과 차이가 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일반법의 성격을 가진다. 개인

정보의 보호 대상은 개인정보이며, 주된 규제 대상은 개인정보처리자이다. 개인

정보법상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

다)”로 정의된다(제2조 제1호).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

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

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으로 정의된다(제2조 제5호). 이들 개념에 

관하여는 뒤의 ‘III. 개인정보법의 해석론’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개인정보법은 모두 9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

하여 폭넓게 규정한다. 민사법적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제3장(개

인정보의 처리), 제4장(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5장(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이다. 제3장과 제4장의 규정들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주의의무를, 제5장은 정보

주체가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각각 다룬다. 

248) 의료법상 개인정보 개념에 관한 판결로는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도953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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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 및 개인신용정보를 이용 및 보호 대상으로 한다. 신용

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를 가리키며(제2조 제1호),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 중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 정의된다(제2조 제2호). 신용정보

법의 주된 규제 대상은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이다(제2조 제5호 내지 제7호).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 및 개인위치정보를 이용 및 보호 대상으로 한다. 위치

정보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

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

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가리킨다(제2조 제1호). 그리고 위치정보 가

운데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는 개인위치정보(제2조 제2호)로서 위치정보법의 규율을 받는다.249) 

위치정보법의 주된 규제 대상은 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다(제2

조 제6호 및 제7호).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에서 각종 정보가 건전하고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250) 이 법의 제명은 원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249) 위치정보법 개선은 2017. 9. 말경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의제
에도 포함되어 있다. 2017. 12, 22.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 도출된 위치정
보법 개선방안은 개인위치정보만을 위치정보로 정의하고, 비식별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
보는 위치정보 개념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보도자료, “금융정
보의 자기결정권, 위치정보보호법 개선방향, 첨단의료기기 규제개선 및 시장촉진 방안 
논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https://www.4th-ir.go.kr/#this (2018. 6. 16. 확인).

250) 로앤비 온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2016. 12. 29), 

이인호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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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었으나, 2001. 1. 16. 법률 제6360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제명도 현재와 같

이 변경되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자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며, 제4장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23개 조

문을 두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다른 법률과 달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관계를 규율한다. 그러므로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들은 정

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당해 서비스의 이용관계에서 처리되는 이용자

의 개인정보에 대하여만 적용된다.251)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4호는 ‘이용

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이용자가 당해 서비스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그 서비스를 

이용할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252) 가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마련한 일

시적인 이벤트에 참여하는 사람도 이용자로 볼 수 있다.253) 하급심 판결 중에도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을 이용자로 본 것이 있다.254) 

5. 개별 법령들의 관계

가. 논의의 배경

개인정보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하여(제6조),255) 개인정

보법의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법과 다른 법

령들의 관계가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다. 이는 입법기술의 문제이기도 하지

251) 로앤비 온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2016. 12. 29), 

이인호 집필. 

252) 로앤비 온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2016. 12. 29), 

이인호 집필. 

253) 로앤비 온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2016. 12. 29), 

이인호 집필. 

254) 서울고등법원 2014. 1. 9. 선고 2013누14476 판결. 

255) 참고로 2014. 3. 24. 법률 제12504호로 개정되기 전 이 조문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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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입법 연혁에서 비롯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법과의 관계를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

하고 있다. 신용정보법 제3조의2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한다.256) 정보통신망법은 제5조에서 “제4장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이 법

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이 경합[하는] 때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57) 반면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의 수집, 저장, 보호 및 이용 등

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만 정하고 있다(제4조). 위치정보법이 개인정보법의 특별법이라는 

데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지만, 구체적인 규정들을 살펴보면 두 법의 적용 우선

순위가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교적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는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개인정보법을 비롯한 법령들의 입법 연혁은 개별 법령들의 관계를 한층 복잡

하게 한다. 개인정보법 제정 이전에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각각 적용되는 법

령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다. 공공부문에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

한 법률｣258)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었으나, 민간부문에서는 

여러 법령이 각각 다른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응하고 있었다. 제정 순

서대로 살펴보면, 신용정보법이 1995년에 제정되었고,259) 정보통신망법이 1999

년에 전부개정되었으며,260) 위치정보법이 2005년에 제정되었다.261) 민간부문을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통신망법은 점

차 그 적용 대상을 넓혀262)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다루는 일반법과 

256) 이 조항은 신용정보법이 2015. 3. 11. 법률 제13216호로 일부개정되면서 마련된 것이다. 

257) 이 조항은 정보통신망법이 2018. 6. 12. 법률 제15628호로 일부개정되면서 함께 개정되
었는데, 개정된 조항은 개정 이전의 조항과 달리 개인정보법과의 관계를 명문으로 규정
하고 있다. 

258) 이 법은 1994. 1. 7.에 제정되고 1995. 1. 8.부터 시행되었다. 

259) 1995. 1. 5.에 제정되고 1995. 7 6.부터 시행되었다. 

260) 정보통신망법은 1999. 2. 8.에 전부개정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 개정법률은 2000. 1. 1.부터 시행되었다.

261) 2005. 1. 27.에 제정되고 2005. 7. 28.부터 시행되었다. 

262) 구 정보통신망법(2011. 4. 5. 법률 제10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정보통신서
비스제공자 외의 자로서 재화등을 제공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이 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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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기능하 다.263) 이후 2011년에 개인정보법이 제정되어 공공부문과 민간부

문을 아우르는 일반법이 마련되었으나, 그에 앞서 존재하 던 개별 법령들의 개

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들 역시 그대로 남아 있게 되었다.264) 

나. 특별법 우선의 원칙 적용

대법원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

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법률이 상호 모

순⋅저촉되는지 여부는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그 적용범위 등을 종

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265) 이러한 원칙은 일반법인 개인

정보법과 특별법에 해당하는 개별 법령들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만 

개인정보법과 다른 개별 법령들은 규정사항과 적용범위가 서로 조금씩 달라, 구

체적인 사안에서 개인정보법과 다른 개별 법령 가운데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

지는 일의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법

의 규정과 다른 개별 법령의 규정을 확정하고 각각의 규정을 비교하여, 특별법

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사안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266) 

우선 개인정보법과 특별법에 어떤 규정사항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는 특별

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267) 개인정보법보다 특별법이 규제⋅처벌의 측면에

서 강화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그러하다. 개인정보법이 특별법보다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다소 견해 대립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특

별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68)

어떤 규정사항이 개인정보법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특별법에는 존재하는 경우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263) 로앤비 온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2016. 12. 29), 

이인호 집필. 

264) 로앤비 온주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 (2016. 7. 13), 김일환 집필.

265) 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다카24780 판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26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3. 10. 28.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해석 요청 건”에 관한 결정
도 같은 입장을 취한다.

267) 로앤비 온주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 (2016. 7. 13), 김일환 집필; 행정자치부 (2016), 35면.

268) 행정자치부 (2016), 36면; 고동원, “2015년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관한 법적 검토”, 금융정보연구 제4권 제2호 (2015), 12-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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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특별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반대로 어떤 규정사항

이 특별법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개인정보법에는 존재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신

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여러 규정사항을 매우 세 하게 규

정하고 있어, 특별법 우선 원칙의 적용 기준이 되는 ‘규정사항’의 범위를 어떻

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개인정보법 제21조는 “개인정보의 파기”라는 표제 아래 개인정보처리자

가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는 경우(제1항)와 개인정보 파기 시 필요한 조치

(제2항), 개인정보 보존 시 필요한 조치(제3항)에 관하여 규정한다. 정보통신망법 

제29조도 같은 표제 아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는 

경우(제1항), 개인정보 파기 시 필요한 조치(제2항 및 제3항)에 관하여 규정한다. 

이때 ‘규정사항’의 범위를 ‘개인정보의 파기’로 넓게 설정하면, 정보통신망법 제

29조는 개인정보법 제21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규정사항’의 

범위를 더욱 구체화하여 ‘개인정보 파기 시 필요한 조치’ 및 ‘개인정보 보존 시 

필요한 조치’ 등으로 좁게 설정하면, 정보통신망법 제29조는 개인정보법 제21조 

제3항에 해당하는 규정사항을 두고 있지 않은 셈이 된다. 그에 따라 정보통신서

비스제공자에게도 개인정보법 제21조 제3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269)

다. 개별 규정사항에 관한 검토

개인정보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정보통신망법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

는 규정사항은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개인정보 수집⋅이

용⋅제공의 요건과 방식에 관한 규정들이다.270) 두 번째는 개인정보처리자 등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규정들이다.271) 세 번째는 정보주체의 

권리에 관한 규정들이다.272) 

269)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
보 보호법｣제21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법제처 15-0641, 2015. 11. 20. 해석례 참조. 그러
나 규정사항의 범위를 위 해석례와 같이 설정하는 것은 다소 인위적인 측면이 있다.

270) 개인정보법 제15조 내지 제22조, 신용정보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위치정보법 제18조 
내지 제21조, 정보통신망법 제22조 내지 제26조의2가 이에 해당한다. 

271) 개인정보법 제29조 내지 제34조, 신용정보법 제18조 내지 제21조, 위치정보법 제16조⋅

제17조, 정보통신망법 제27조 내지 제29조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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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규정들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논의의 실익을 가진

다. 가령 개인정보법은 다른 법령과 비교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정당화사유를 가장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제15조 제1

항).273) 반면 정보통신망법상 정당화사유는 개인정보법의 그것에 비해 제한적이

다(제22조 제2항).274) 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법에는 규

정되어 있지 않지만 개인정보법에는 규정되어 있는 정당화사유에 근거하여 이

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만약 

개인정보법상 정당화사유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면, 위

와 같은 상황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반대로 개인정보법상 정당화사유가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정보통신서비

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1항을 위

반한 것이 되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위험이 있다(제71조 제1항 제1호).

규정사항의 범위를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적용되는 정당화사유’로 넓게 설

정하면 개인정보법 제15조 제1항과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2항은 서로 경합하

는 것이 된다. 반면 규정사항의 범위를 가령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사이

에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정당화사유’와 같이 좁게 설정하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개인정보법 제15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272) 개인정보법 제35조 내지 제39조의2, 신용정보법 제37조 내지 제39조, 제43조 내지 제43

조의3, 위치정보법 제24조 내지 제28조, 정보통신망법 제30조 내지 제32조의4가 이에 
해당한다. 

273)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2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3호), 정
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제4호),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
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5호),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
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제6호)가 
그것이다. 

274)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제1호),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2

호),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3호)에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
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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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의 해석에는 지나치게 엄격한 태도를 취하는 정보통신망법에 유연성을 부

여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처럼 규정사항의 범위를 좁게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타당한 해석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규정사항의 범위는 특정 조

문의 ‘조’ 또는 ‘항’ 단위로 설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에게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의 두 번

째 해석과 같이 규정사항의 범위를 좁히면, 개인정보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수범

자로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적용되는 정당화사유’를 다시 그 성격에 따

라 분류하여 자신에게 적용되는 정당화사유를 가려내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

문이다.

하급심 판결 중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법 제15조 제1항 제4

호의 정당화사유(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

한 경우)를 주장한 사건에서 개인정보법상 정당화사유를 근거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수집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본 것이 있다.275) 개인

정보법 제15조 제1항과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2항이 서로 경합한다고 본 것이

다. 위와 같은 하급심 판결의 태도는 타당하지만, 이러한 입장이 개인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의 해석론으로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는 아직 확신하기 어렵

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판례와 학술상 논의가 축적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

소될 수도 있겠으나, 근본적으로는 개인정보법과 그 특별법들을 입법적으로 정

비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Ⅱ.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일정한 요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

도록 하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들을 규정

한다. 아래에서는 개인정보법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내용을 간단히 

개관한다. 

275) 서울고등법원 2014. 1. 9. 선고 2013누144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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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의 처리

개인정보법은 제3장에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정한다. 같은 법 제2조 제

2호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는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가리킨다. 그런데 개인정보법은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 처리 행위

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구체적인 허용 요건과 방식이 법에 규정되

어 있는 것은 수집, 이용, 제공 세 가지 뿐이다. 

개인정보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을 허용하는 태도를 취한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이 허용되는 

사유는 개인정보법 제15조, 제18조, 제18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이들 정당화

사유에 관하여는 뒤의 제3장에서 상세히 살펴본다. 한편 이처럼 개인정보 처리

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태도는 일정한 유형의 개인정보

의 경우 더욱 강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민감정보(제23조), 고유식별정보(제24조), 

주민등록번호(제24조의2)가 그것이다. 개인정보의 유형화에 관하여는 이 장의 

뒷부분에서 자세히 다룬다.

2.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개인정보법 제4장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관하여 정한다. 개인정보의 안

전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는 개인정보 침해(주로 유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제29조 내지 제33조)과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사후적으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제34조)으로 나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9

조).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공개하여야 하며(제

3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제31조).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

리자는 이에 더하여 개인정보파일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야 하고(제32조),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개인정보 향평가를 시행하

여야 한다(제33조). 한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뒤에는 정보주체에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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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사실을 알리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34조 제

1항 및 제2항).

안전한 관리에 관한 의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제29조의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의무이다. 뒤의 제3장에서 보는 것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러한 조치의무를 다하 는지가 중요한 쟁

점이 되기 때문이다.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 고시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라 한다)이 

상세히 정하고 있다. 

3.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법은 정보주체의 권리에 관한 여러 조문을 두고 있다. 먼저 개인정보

법 제4조는 정보주체가 (i)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제1

호), (ii)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제2호), (iii)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권리(제3호), (iv)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제4호), (v)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

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제5호)를 가진다고 선언한다. 위 권리들은 개인정보법

의 다른 조문에서 다시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한편 개인정보법이 인정하는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서로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는 생각해볼 문제이다. 앞의 제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개

인정보자기결정권을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하

는 이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정보법상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넓은 개념이

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은 개인정보법 

제4조에 나열된 것 이외의 형태로 발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U의 향으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

가 좋은 예이다. 그러므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다. 그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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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것인지는 인격권

에 관한 기존의 법리에 기초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개인정보 처리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개인정보법의 여러 조항에서 찾

아볼 수 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제15조 제2항의 

사항을,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제17조 제2항의 사항

을,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제18조 제3항의 

사항을 각각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276) 한편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제20조 제1항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개인정보법상 정보주체의 동의는 개인정보 처리를 정당화하는 사유로 규정되

어 있다. 이 점에서 동의권은 정보주체의 사전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권리이

다.277) 또한 정보주체는 동의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개인

정보가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수집⋅이용⋅제공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동의권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가장 강력하고 전형적인 발현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핵심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278)

이러한 정보주체의 동의권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여러 규정에서 구체적으

로 나타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그 개인정보를 수집하

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제15조 제1항),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제17조 제1항). 또한 정보주체의 동의는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범위를 벗어나 그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도 한다(제18조 

제2항 제1호, 제19조 제1호). 

27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경우에도 같은 내용의 고지의무가 인정된다(제23조 제1항 
및 제24조 제1항).

277) 권 준 (2016), 685면. 

278) 김진환 (2014), 53면; 권건보 (2016), 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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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법 제35조는 정보주체의 열람청구권에 관하여 정한다. 정보주체는 자

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제1항).279) 정

보주체가 열람을 요구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3항). 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제4항).280) 

개인정보 열람청구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가운데 어느 것이 처리

되었는지, 수집⋅이용 목적은 무엇인지, 보유 및 이용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그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 일이 있는지, 개인정보 처리가 자신의 동의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시행령 제41조 제1항). 정보주체

는 열람청구권 행사를 통하여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

한 뒤, 개인정보의 정정⋅삭제청구권, 처리정지청구권, 혹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처럼 정보주체가 다음 단계의 권리 행사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열람청구권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281) 

라.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법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그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제36조), 처리정지(제37조)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파기를 직접적으로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정보주체가 처리정지청

구권을 행사하 고 이를 거절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282) 개인정보처리자

279) 개인정보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개인정보 열람청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에 관하
여 정한다. 이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자신이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개인정보 열람요
구서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80) 개인정보법 제35조 제4항에 열거된 사유는 (i)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
는 경우(제1호), (ii)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제2호), (iii) 공공기관이 조세 부과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제3호)이다.

281) 권 준 (2016), 685면. 

282) 개인정보법 제37조 제2항에 열거된 사유는 (i)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
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1호), (ii)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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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므로(제37조 제4항), 파기를 요구할 권리는 부

분적으로나마 처리정지청구권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권리들은 일단 개인정보 처리가 시작된 뒤에도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

인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앞의 제1장에서 논의한 것

처럼, 이러한 권리들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구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민법상 금지청구권과 비슷한 기능을 수

행한다. 한편 이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처리 

행위가 반드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것일 필요

는 없다. 이 점에서 개인정보법상 금지청구권 유사의 권리들은 민법상 금지청구

권과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정보주체가 원하지 않는 내용과 방식으로 그의 개

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

므로,283) 개인정보법상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청구권은 요건이 완화된 형태의 

금지청구권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마.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개인정보법은 정보주체의 권리 구제에 관하여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손해배

상 및 3배 배상에 관한 제39조, 법정손해배상에 관한 제39조의2는 실체법에 해

당하는 규정들이다. 이러한 규정들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특칙으로서, 정보주체가 좀 더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뒤의 제3장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절차법적 특칙에 해당하는 규정으로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관

한 제40조 내지 제50조, 개인정보 단체소송에 관한 제51조 내지 제57조를 들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침해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포함한 여러 

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제2

호), (iii)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제3호), (iv)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
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
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제4호)이다. 

283)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은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

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
당한다”고 판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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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조치, 같거나 비슷한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

여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제47조). 정보주체의 피해 및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도 가능하

다(제49조).284)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그 결과를 수락하

지 않는다면, 개인정보 단체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다(제51조). 단체소송에 관하

여는 뒤의 제5장에서 상세히 다룬다. 

Ⅲ.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문제점

1. 규제 수준과 보호 수준의 괴리

개인정보법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개인정보 처리를 매우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고, 비교법적으로도 가장 보호의 강도가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285) 

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제가 개인정보 보호의 가치에 치중한 나머지 자유로

운 정보 이용의 가치를 도외시하고 있다거나,286)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지나친 규

제 부담을 주어 정보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287) 비판이 적지 않게 제기되었

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처럼 엄격한 법제 아래에서 정보주체의 보호는 충분

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가령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예를 들면,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실제로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에 관한 손해

배상 등 권리 구제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개인

284) 개인정보법 시행령은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데, 그 요건은 (i) 피해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개인정
보처리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정보주체, 같은 사안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정보주체, 해당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정보주체는 제외된다), (ii) 사
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 이 두 가지이다. 

285) 권 준 (2012), 38면; 권 준 (2016), 674면; 김경환, “규제 측면에서의 한국⋅EU⋅일본
의 개인정보보호 법령의 비교”, NAVER Privacy White Paper (2017), 154면. 

286) 최경진, “빅데이터⋅사물인터넷 시대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발전적 전환을 위한 연구”, 

중앙법학 제17집 제4호 (2015), 26면(이하 각주에서 위 논문을 인용할 때에는 “최경진 
(2015a)”로 표기한다); 권 준 (2016), 676면.

287) 최경진, “빅 데이터와 개인정보”, 성균관법학 제25권 제2호 (2013), 211-212면; 박준석 
(2016), 1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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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보호법제는 다양한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그러한 조치를 적

절히 이행하지 못한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재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 입장에서 

이러한 규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법령상 안전성 확

보조치는 언제나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해킹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비

로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법령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런데 안전성 확보조치의 내용은 역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에게 과

실이 없음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당시 법령에 규

정되어 있었던 안전성 확보조치를 모두 준수하 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

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정보주체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러한 주

장이 받아들여진 사례도 발견된다.288)

이러한 문제의 배후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정보주체에 

대한 보호도 그에 비례하여 강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

러한 이해는 지나치게 단선적이다.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규제 강화가 언제나 

정보주체에 대한 보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령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정보주체의 권리이자 개인정보 처리를 정당화하는 사유인 ‘정보주체

의 동의’를 매우 강조하고 있고, 그 동의가 정보주체의 진정한 의사에 기초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여러 형식적⋅절차적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289) 그러나 동의

를 중심으로 한 규제가 강화될수록, 정보주체의 동의는 점차 형식적인 것에 그

치고 만다.290)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지의무 내용이 구체화될수록 정보주체가 그 

고지 내용을 잘 읽어보지 않게 되는 것이 좋은 예이다.291) 고지 내용이 길어짐

288) 이베이옥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43994, 44003 판
결). 위 판결에 관하여는 이 글의 제3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289) 이 때문에 동의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연구보
고서,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정책효과 분석 (연구책임자 김태오, 2017. 

12), 51-52면. 

290) 정찬모,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제18권 제1호 
(2015. 3), 82면 이하; 권 준 (2016), 703면 이하; 장주봉 (2016a), 240면. 개인정보보호위
원회, 2016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보고서 (2017. 2), 126면에 따르면 동의서를 확인하
는 사람은 23.2%에 불과하고,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않거나 대부분 확인하지 않는 사람이 
76.8%로 훨씬 다수 다.

291) Jeff Sovern, “Opting in, Opting out, or No Options at All: The Fight for Control of 

Personal Information”, 74 Wash. L. Rev. 1033, 1085-1087 (1999)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고지 내용이 (i) 다른 정보와 함께 섞여 있을 때, (ii) 길이가 길 때, (iii) 전문적인 용어
로 설명되어 있을 때 그러한 개인정보 처리를 거절하는 거래비용이 높아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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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고지 내용을 곧바로 제시하지 않고 정보주체가 별도의 링크를 클릭하

여 고지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는 경우도 점차 늘고 있는데, 그 경우 정보주체가 

고지 내용을 실제로 읽어보지 않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반대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여 정보 관련 산업 발전

에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것이

라는 신뢰가 매우 약한 상태에서는 개인들이 정보 관련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적정한 수준의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정보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292)

개인정보 보호법제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정

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규제의 초점을 정보

주체의 자기결정 보장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에 두어야 한다. 가령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할 때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어떤 정보를 알려주어야 하

는지는 정보주체에게 주된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정보주체에게는 그와 같이 수

집된 자신의 개인정보가 자신이 당초 동의한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이용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러므로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지의무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에 훨

씬 도움이 된다. 이는 규제의 초점을 실제로 정보주체가 관심을 가지는 역과 

일치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2. 자유로운 정보 이용에 대한 고려 부족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정보 ‘이용’보다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방식은 정보주체(개인)와 국가⋅기업의 대립구도를 전

제한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는 지나치게 단순화된 측면이 있다. 정보 이용은 그 

정보를 직접 수집⋅이용하는 국가⋅기업에게 이익이 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에 효용을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이다.293) 물론 개인정보 처리의 허용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이를 수집하고 

이용하려는 국가⋅기업의 대립구도가 시선을 모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292) 이희정 (2016), 185면; Sovern (1999), P. 1056.

293) Eberle (2001), P. 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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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구도를 벗어나 정보 보호의 가치와 자유로운 정보 이용의 가치로 눈을 돌

리면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더욱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적⋅법률적으로 보호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어떤 사람의 개인정보를 통하여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는 타인이 나를 다른 사람이 아닌 나로 식별하게 하는 도구인 동시에, 타인의 

눈에 비치는 나의 모습을 형성하게 하는 도구이기도 하다.294) 만약 나를 인식하

고 식별할 타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에 관한 정보는 그다지 의미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이 점에서 개인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인 동시에 공동체와 개인

을 연결하는 정보이기도 하고, 개인의 것인 동시에 공동체의 것이기도 하다.295) 

이처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공동체관련성이 높은 권리이고,296) 개인이 공동체

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일정 정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297) 이를 절대적이고 

무제한적인 권리로 여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298) 특히 사회적 인격상을 

형성하는 개인정보는 더욱 그러하다.299) 이러한 유형의 개인정보는 정보주체가 

생래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이 정보주체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300)

294)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가14 결정에서 재판관 5인의 
위헌의견은 “타인의 눈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형성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인자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자료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호되어
야 한다고 보았다. 

295) 권 준 (2016), 688, 690면; 채성희 (2017b), 325면. 升田 純, 現代社会におけるプライバ

シーの判例と法理 - 個人情報保護型のプライバシーの登場と展開 -, 靑林書院 (2009), 10

면도 개인정보는 개인이 사회에서 존재하고 활동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라고 한다. 

296)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적 기초와 과제”, 저스티스 통권 144호 (2014. 10), 22면.

297) Bull (2011), S. 46.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1헌마28등 결정도 성명, 직명과 같
은 “기초정보”는 “인간이 공동체에서 어울려 살아가는 한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식
별되고 전달되는 것이 필요”하고, “사회생활 역에서 노출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정보”

라고 보았다. 

298)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도 ‘인구조사 판결’에서 ‘개인에 관한 정보 역시 사회적 현실의 
반 이고, 그러한 사회적 현실은 이는 정보주체에게만 귀속될 수 없다’고 하여, 개인정
보의 공동체관련성에 기초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이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BVerfGE 65, 1.

299)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 개념은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가14결
정 중 위헌의견과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중 안대희 대
법관의 보충의견에 각각 등장한다. 

300) Bull (2011), S. 52. Solove (2002), P. 1113도 어떤 개인정보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만들어
지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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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을 속성으로 하고,301) 널리 이

용되고 유통되어야 그 사회적 효용이 높아진다.302) 가령 정부가 통계에 기초하

여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응답자의 개인정보를 자

유로이 이용할 수 없다면 객관적인 통계자료에 기초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어

려워진다.303) 또한 자유로운 정보 이용은 각 사회 구성원들의 권리, 특히 표현

의 자유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기초가 된다.304) 정보주체가 공인인 경우, 어떤 

개인정보가 공적인 관심사와 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그러한 정보가 개인정보

라는 이유로 이를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를 알리

고자 하는 타인의 표현의 자유, 나아가 이를 알고자 하는 여러 사회 구성원들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이 점에서 자유로운 정보 이용은 정치적으로

도 이익을 가져다준다.305) 

요컨대 넓은 의미의 ‘정보’를 규율하는 법제도306)는 어떤 정보를 그 보유자에

게 독점시킬 것인지, 아니면 사회 구성원들이 그 정보를 공유하도록 할 것인지

에 관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여 마련되어야 한다.307) 물론 개인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므로 다른 정보와 같이 널리 이용되고 유통되는 것이 반드시 바람

301)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 개념을 널리 유행시킨 프리츠 매클럽(Fritz Machlup) 교수
는 그의 저서에서 “정보는 언제나 전파되거나, 전달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 다. 

Fritz Machlup, Knowledge: Its Creation, Distribution and Economic Significance, Volume 1 

(Knowledge and Knowledge Produc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P. 176.

302) 권 준 (2012), 45면; 권 준 (2016), 690면. 

303) 이러한 배경에서 개인정보법은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제58조 제1항 제1호). 

304) Kang (1998), P. 1277.

305) Cate & Litan (2002), P. 61.

306) 저작권법, 특허법 등 지식재산권 분야를 다루는 법, 개인정보, 신용정보, 위치정보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다루는 법, ｢부정경쟁방지 및 업비 보호에 관한 법률｣과 같이 
기업의 업비 을 다루는 법,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관한 ｢공공기관의 정
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307) Jane Yakowitz, “Tragedy of the Data Commons”, 25 Harv. J.L. & Tech 1, 4 (2011)는 가령 
다수의 개인정보 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사회 전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
고 정보주체들이 그러한 개인정보 수집 및 분석을 거절(out-out)할 때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공유지의 비극’은 Garrett Hardin이 1968년 논문에서 제안한 개념
으로, 어떤 행위로 인한 이익은 각 개인에게 귀속되지만 그로 인한 손해는 사회 전체에 
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Garrett Hardin, “The Tragedy of the Commons”, 162 SCIENCE 

1243, 1244-1245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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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역시 타인에 의한 수집과 이용을 원칙적

으로 차단하는 것보다는 적정한 수준에서 수집과 이용을 허용하는 것이 사회적 

효용을 높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308) 

3. 규율 대상의 불명확성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적용 대상이나 개별 규정의 적용 요건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법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대상으로 하는 법이고, 

개인정보법의 1차적인 수범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이다. 바꾸어 말하면, ‘개인정

보’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법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개념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개인정보’는 물론 ‘개인정보처리자’도 뒤에서 보는 것

처럼 해석의 여지가 상당히 넓은 개념들이다.309) 그 밖에 개인정보 처리를 정당

화하는 일련의 사유들310) 역시 해석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311) 개인정보 관련 

사건을 다룬 법원의 판결에서 주로 문제 되는 쟁점은 한정되어 있어서, 법원의 

판결을 참고하여 위와 같은 개념 해석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는 것도 어렵다. 

이러한 해석의 불명확성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하게 한다.312)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행위가 어느 법령의 규율

을 받는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 처리 행위 가운데 어느 것이 위법

한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정보처리자로서는 가장 엄격한 기준을 두

고 있는 법령을 적용하고, 위법성이 의심되는 개인정보 처리 행위는 아예 하지 

308) 문재완, “개인정보의 개념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42집 제3호 (2014), 73면; 이인호, 

“한국에서의 입법평가: 사례연구 - 입법평가 기준틀의 모색을 위한 시론”, 공법연구 제
38권 제1-1호 (2009), 193면(이하 각주에서 위 논문을 인용할 때에는 “이인호 (2009b)”로 
표기한다).

30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연구보고서 (2013), 94면은 개인정보 개념의 해석에 관하여 소관부
처, 사정당국, 학계, 법조계 각각의 견해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310) 이하 본문에서 “정당화사유”라고 한다. 개인정보법 제15조 제1항 각호(수집⋅이용의 경
우), 제17조 제1항 각호(제3자제공의 경우), 제18조 제2항 각호(목적 외 이용⋅제공의 경
우)가 이에 해당한다.

311) 특히 이익형량의 가능성을 열어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제15조 제1항 제6호)가 
그러하다. 

312) 권 준, “불법행위의 과실 판단과 사회평균인”, 비교사법 제22권 제1호 (2015. 2), 

124-125면은 무엇이 불법인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행위자의 자유가 축소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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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법 위

반행위에 대하여 상당히 무거운 형사적⋅행정적 제재를 부과하고 있어, 개인정

보 처리를 더욱 위축시킬 여지가 있다.313) 이러한 역, 즉 완화된 기준을 적용

할 수 있음에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역, 개인정보 처리 

행위가 다른 사유로 정당화될 수 있음에도 개인정보처리자가 굳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기 위해 노력하거나 그 개인정보 처리 행위를 아예 포기하는 역에

서 비효율이 발생한다.314) 그러므로 규제의 대상과 범위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불명확한 법 개념에 관하여는 해석론의 축적을 통하여 그러한 비효율을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Ⅳ. 개인정보법의 해석론

1.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정보 가운데 ‘개인정보’로 

정의될 수 있는 정보를 보호한다.315) 또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 즉 개인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개인정보 개념

은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의하여 규제되는 행위의 범위를 획정하는 한편, 정보주

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하여 구제수단을 취하기 위한 

요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316)

개인정보 개념을 넓게 설정하면 규제의 폭이 넓어지고,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저해하게 될 우려가 있다. 반대로 개인정보 개념을 좁게 설정하면 규제

313) 최경진 (2015a), 30면; 김승한,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의 한계와 
개선방향”,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제4권 (2012), 128면; 문재완 (2014), 69면.

314) 최경진 (2015a), 29-30면. 문재완 (2014), 55면도 개인정보 개념의 불명확성이 정보의 효
율적인 활용을 저해한다고 지적한다.

315) 고학수 (2016), 22면. 

316) 이동진,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2의 법정손해배상”, 서울대학교 법학 제55권 제4

호 (2014. 12), 369면(이하 각주에서 위 논문을 인용할 때에는 “이동진 (2014a)”로 표기
한다); 이대희, “개인정보 개념의 해석 및 범위에 관한 연구”, 고려법학 제79권 (2015), 

1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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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폭이 좁아지고, 정보주체의 보호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입법 단계에서는 개인정보 개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거나 좁

아지지 않도록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법적용 단계에서는 현행법

에 나타난 개인정보의 개념 요소를 적절히 해석하여 정보주체의 이익과 정보이

용자의 이익이 조화롭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정 작업은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첫 번째 방향은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문언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즉 

개인정보 보호법제가 개인정보의 개념 요소로 들고 있는 ‘식별가능성’의 개념을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식별가능성이 매우 낮은 정보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

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향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개인정

보를 유형화하여, 그 유형에 따라 다른 강도의 보호를 부여하는 것이다. 가령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와 같이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는 더욱 강하게 

보호하고, 그 외의 정보는 그보다 약하게 보호하는 것이다. 각각의 방향에 관하

여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령들은 개인정보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각각의 법령에 나타난 개인정보의 개념은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크게 다르지 않고, 공통적으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는 개념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개인

정보법에 국한하여 개인정보의 정의와 개념 요소를 살펴보기로 한다. 

개인정보법 제2조 
제1호

개인정보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
록번호 및 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 :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
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
호⋅문자⋅음성⋅음향 및 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
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

<표 1> 개인정보 보호법제상 개인정보 등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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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정보법상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법은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

호 및 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로 정의한다(제2조 제1호).317) 이러한 정의로부터 다음과 같은 개인정

보의 개념 요소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

보이다. 둘째, 개인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다. 

개인정보의 첫 번째 개념 요소는 그다지 복잡한 판단을 요구하지 않는다. 개

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므로 이미 사망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될 수 없다. 또한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자연인)’에 관한 정보

이므로 자연인이 아닌 법인에 관한 정보, 사람이 아닌 사물에 관한 정보는 개인

정보가 될 수 없다.318) 요컨대 어떤 정보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인지 

판단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물론 ‘개인에 관한’ 정보가 무엇을 의미하

는지는 해석상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법이 보호하는 개인

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 가운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개인에 

317) Daniel J. Solove & Paul M. Schwartz, Privacy, Information, and Technology, 3rd Edition, 

Wolters Kluwer (2011), P. 499는 개인식별정보(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PII)를 
정의하는 방식을 (i) 동어반복(tautology) 방식, (ii) 공적이지 않은 정보(non-public 

information)로 정의하는 방식, (iii) 특정 유형을 예시하는 방식 세 가지로 나누어 소개하
는데, 우리 개인정보법은 위 첫 번째 방식과 세 번째 방식을 결합한 방식을 취한다. 

318) 행정자치부 (2016), 9면; 박혁수 (2014), 5면. 

신용정보법 제2조 
제2호,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개인신용정보 : 신용정보 중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
번호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
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

위치정보법 제2조 
제2호

개인위치정보 :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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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정보’라는 개념 요소는 개인정보 개념의 해석에서 그다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319)

한편 개인정보의 두 번째 개념 요소는 다소 복잡한 판단을 필요로 한다. 어떤 

개인정보가 그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인지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식별가능성에 관한 판단은 특히 우리 개인정보법이 해당 정보만으로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물론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정보주체

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까지도 개인정보의 개념으로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문제를 제기한다.320) 그 자체로는 식별가능성이 없는 정보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식별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쉽게 결합’한다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개인정보로서 보호되는 정보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

다.321) 특히 정보처리기술의 발달에 따라 종전에는 결합 및 식별이 불가능하

던 정보도 결합 및 식별이 가능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점은 개인정보의 개념 

범위를 확정을 더욱 어렵게 한다.322) 아래에서는 ‘식별가능성’과 ‘결합용이성’의 

개념을 중심으로 개인정보의 두 번째 개념 요소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식별가능성

식별가능성은 개인정보 개념의 핵심을 이루는 개념 요소이지만, 식별의 주체

319) 장주봉, “개인정보의 의미와 규제범위”, 고학수 편,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개정판 
(박 사, 2016), 109면은 ‘개인에 관한 정보’가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개인의 행위에 
관한 정보, 개인의 신체⋅사상⋅사회적 지위에 관한 정보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한다(이하 각주에서 위 논문을 인용할 때에는 “장주봉 (2016b)”로 표기한다). 실제로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상당히 넓게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에 관한 정보’의 범위를 
논의할 실익이 적다는 견해로는 김진환 (2014), 63면. 한편 채성희, “개인정보의 개념에 
관한 연구 - 식별가능성에 관한 유럽 및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2017), 13면은 우리나라에서 개인 ‘관련성’ 개념에 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
고 지적한다(이하 각주에서 위 논문을 인용할 때에는 “채성희 (2017a)”로 표기한다).

320) 이처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의 개
념에 포함시키는 것은 일본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본문에서 “일본 개인
정보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국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8, 이하 본문
에서 “ 국 정보보호법”이라 한다) 제1조 제1항 등 다른 입법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321) 고학수 (2016), 22면; 이대희 (2015), 173면.

322) 박광배,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실무적 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향”, 사법 
제40호 (2017. 6), 8면은 이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적용대상을 확정하는 것이 개
인정보 보호법제의 적용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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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누구인지(당해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제3자), 식별의 대상이 누구인지(특정된 

개인 또는 아직 특정되지 않은 개인), 어느 정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식별이 

‘가능’하다고 볼 것인지 등 여러 까다로운 문제들을 안고 있는 개념 요소이기도 

하다. 그에 따라 식별가능성 개념 자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가령 식

별가능성 개념이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수범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예측 가능하고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해 주지 못하므로 식별

가능성 개념 자체를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323)

그러나 식별가능성 개념을 폐지하고 개인정보의 정의에 완전히 새로운 개념 

요소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해석의 어려움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렵다.324) 

나아가 식별가능성 개념의 불명확성은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유연한 적용을 가

능하게 한다는 장점도 있다.325) 정보처리기술이 발달하면 그에 발맞추어 개인정

보 보호법제의 적용범위도 적절히 조정될 필요가 있는데, 그때마다 법을 개정하

여 정보처리기술 발전에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러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제와 같이 기술 발전과 상호작용하면서 빠른 속도로 변화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서는 ‘식별가능성’과 같이 다소 불명확하지만 유연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

는 개념 요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다.326) 식별가능성 개념 해

석의 어려움은 오히려 식별가능성 개념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려는 노력과 법원

의 판례가 축적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23) 박광배 (2017), 9면; Paul Ohm, “Broken Promises of Privacy”, 57 UCLA L. Rev. 1701, 

1742 (2010) 이하. 

324) Solove & Schwartz (2011), P. 504는 개인식별정보의 개념을 폐기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
의 역이 오히려 끝없이 확장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325) 문재완 (2014), 57면; 임규철,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입법론적 고
찰”, 토지공법연구 제60집 (2013), 353면; Paul M. Schwartz & Daniel Solove, “The PII 

Problem: Privacy and a New Concept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86 NYU L. 

Rev. 1814, 1829 (2011).

326) Schwartz & Solove (2011), PP. 1870-1872는 같은 맥락에서 개인정보의 정의를 ‘규칙
(rule)’형태로 할 것이 아니라 ‘기준(standard)’ 형태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규칙과 
기준에 관하여는 Louis Kaplow, “Rules versus Standards: An Economic Analysis”, 42 Duke 

L.J. 557 (1992); Cass R. Sunstein, “Problems with Rules”, 83 Calif. L. Rev. 953 (1995) 등 
참조. 법에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어떤 사실관계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만 
판단하면 되는 것은 규칙으로, 법에 규정된 요건 자체가 해석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어 
요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것은 기준으로 각각 정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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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식별가능성의 의미

식별가능성 개념은 개인정보 분야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주제이지만, ‘식별이 

가능하다’, 혹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통일된 해석론이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식별가능성 개념

은 (i) 어떤 정보를 매개로 특정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327) (ii) 특

정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여러 사람 가운데 특정 개인을 가려낼 

수 있다는 것,328) (iii) 특정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특정 개인을 가려낼 수는 

없지만 범위를 크게 좁힐 수 있다는 것 등을 의미할 수 있다.329)

우선 (iii)의 식별가능성 개념은 개인정보법의 문언과 잘 맞지 않는다는 문제

가 있다. 개인정보법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누군가를 ‘알아본다’는 표현의 사전적 의미330)나 일상적인 용법에 비추어보면 

개인정보법의 위 문언은 적어도 특정 개인을 가려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

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i)과 (ii)의 차이는 식별의 대상을 여느 개인으로 볼 것

인가, 혹은 특정 개인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연결된다. 만약 여느 개인

이 식별의 대상이라면, 정보주체의 신원이 확인될 수 없는 경우에도 그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된다. 반면 특정된 개인이 식별의 대상이라면, 정보주체의 

신원이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만 그에 관한 정보를 개인정보로 볼 수 있게 된

다.331) 

327)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의 의미가 아주 분명하지는 않다. 신원을 확인한다는 표
현은 실제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그 
개념을 정확히 정의하고 있는 법령은 찾기 어렵다. 채성희 (2017a), 130면은 신원을 확
인할 수 있다는 것이 “어디의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328)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산하 제29조 특별위원회(Article 29 Working 

Party)의 해석도 (ii)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 

“Opinion 4/2007 on the Concept of Personal Data”, European Commission, 

http://ec.europa.eu/justice/article-29/documentation/opinion-recommendation/files/2007/wp136_en.

pdf (2018. 6. 26. 확인), P. 12. 이에 따르면 개인이 ‘식별된다’는 것은 어떤 집단의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그 개인이 구별되는(distinguished) 것을 의미한다.

329) 고학수, “개인정보의 식별과 비식별: 누군가를 ‘알아본다’는 것의 의미”, 서울대 법과경
제연구센터 편, 데이터 이코노미 (한스미디어, 2017), 175-178면. 

330) ‘식별’에 해당하는 ‘알아보다’의 사전적 의미는 “눈으로 보고 분간”한다는 것이다. 국립
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View.jsp (2018. 6. 26. 확인).

331) 장주봉 (2016b), 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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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과 (ii)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논의의 실익을 가진다. 가령 이용자

가 ID와 비 번호를 임의로 입력하는 것만으로 어떤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고, 해당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른 정보는 일절 수집하지 않고 단지 ID와 비 번호만을 수집한다고 가정하자. 

(i)에 따르면 그 경우 이용자의 ID와 비 번호는 개인정보법상 개인정보에 해당

하지 않는다. ID와 비 번호만으로는 정보주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

다.332) (ii)에 따르면 그 경우 이용자의 ID와 비 번호가 개인정보법상 개인정보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ID와 비 번호의 귀속주체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

나 전체 이용자 가운데 그 ID와 비 번호의 귀속주체를 가려낼 수는 있기 때문

이다. 

물론 우리 개인정보법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로 보고 있으므로, 실제 사안에서 식별가능성 개념이나 

식별 대상에 관한 논의는 그다지 의미를 가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333) 가령 

(i)의 견해를 취하여 ID와 비 번호는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보더라도, ID와 비

번호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할 수 있고 또 그 결합의 결과 특정된 개인을 식

별할 수 있다면 결국 ID와 비 번호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식별가능성 개념과 식별 대상에 관한 논의는 결합용

이성이 매우 낮은 정보의 경우에만 실익이 있다.

개인정보를 헌법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타인이 그 정보를 매개

로 정보주체를 식별해내고 그에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개인정보는 여

느 개인에 관한 정보가 아니라 특정한 개인에 관한 정보이기 때문에 보호 가치

를 가진다. 그러므로 식별가능성 개념을 (ii)와 같이 해석하여 여러 사람 가운데 

특정 개인을 가려낼 수 있는 정보를 모두 개인정보로 보호하는 것은 보호 가치

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정보까지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규제 범위에 포함시키는 

문제가 있다. 또한 (ii)에 따르면 정보이용자의 이익이 지나치게 제한될 여지도 

있다. 개인정보처리자 입장에서 보면, 정보주체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은 상태

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가령 열람⋅삭제청구권 행

332) 장주봉 (2016b), 116면. 물론 이 경우에도 ID와 비 번호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면 식별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333) 이동진 (2018), 2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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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응할 의무와 같이 개인정보법이 부과하는 여러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

가능하기 때문이다.334) 

한편 식별가능성 개념을 (i)과 같이 해석하여 특정 개인의 신원 확인까지 요구

하는 것 역시 문제가 없지 않다. 개인정보의 개념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여 정

보주체의 보호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가령 위의 예에서 인터넷 서

비스 제공자가 ID, 비 번호 외에 그의 IP 주소나 그가 사용하는 기기의 일련정

보를 함께 수집한다고 가정하자.335) 이 경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주체

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지만 그의 IP주소, 그가 사용하는 기기 등의 접점(contact 

point)을 통해 특정 개인에게 도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정보주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위와 같은 정보를 개인정보로 보호하지 않는 것은 합리

적이지 않다.336) 정보주체로서는 그러한 개인정보 처리를 통제할 충분한 유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337) 요컨대 식별가능성 개념의 해석에서 특정 개인의 신

원을 확인할 수 있을 것까지 요구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 사람 가운데 특정 개

인을 가려내고 나아가 그에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

된다.

(나) 식별의 정도

개인에 관한 정보의 종류는 수없이 많다. 그 정보 중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

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와 같이 정보의 성질상 식별성이 당

연히 인정되는 정보도 있다.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

국인등록번호는 각 개인에게 모두 다른 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이다.338) 반면 성

명, 생년월일, 주소와 같은 정보는 그보다 낮은 정도의 식별성만을 가진다. 같은 

334) 문재완 (2014), 72면; 박광배 (2017), 14면. 

335) 채성희 (2017a), 128-129면의 예를 인용한 것이다. 

336) 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 “Opinion 4/2007 on the Concept of Personal 

Data”, European Commission, http://ec.europa.eu/justice/article-29/documentation/opinion- 

recommendation/files/2007/wp136_en.pdf (2018. 6. 26. 확인), P. 14도 같은 견해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337) 채성희 (2017a), 131면. 

338) 그에 따라 개인정보법은 이와 같은 정보를 ‘고유식별정보’로 정하고, 이를 다른 개인정
보보다 강하게 보호하고 있다(법 제24조, 시행령 제19조). 박혁수 (2014), 6면은 이를 
“완전식별가능 정보”라고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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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생년월일, 주소가 서로 다른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

문이다.339) 나아가 성별, 나이, 직업과 같은 정보는 더욱 낮은 정도의 식별성만

이 인정될 수 있다. 성별, 나이, 직업과 같은 정보만 가지고는 특정한 개인을 식

별할 수 없으며, 이들 정보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라기보다는 개인에 관

한 정보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340) 그에 따라 어느 정도의 식별성이 있어야 

식별이 가능한 정보로 볼 수 있는지 문제 될 수 있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식별가능성의 개념을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하는 것은 정

보주체의 이익과 정보이용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조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식별가능성이 매우 낮은 정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적용

을 배제하는 것도 고려해봄 직하다.341) 문제는 식별가능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 사이의 경계선을 어느 즈음에서 그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에 관하

여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을 하기는 어렵지만, 사회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합리적으로 식별이 가능한지를 일응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342) 즉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만 그 정보를 통하여 

정보주체를 식별해낼 수 있다면 그러한 정보는 식별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다.343)

이 문제를 정면에서 다룬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급심 판

결 가운데는 이른바 ‘전화번호 뒷자리 사건(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3. 8. 9 선

고 2013고단17 판결)’을 참고할만하다. 이 사건에서 경찰공무원이었던 피고인은 

339) 박혁수 (2014), 6면은 이러한 정보가 그 자체로는 개인을 식별해낼 수 없지만 다른 정
보와 결합되면 식별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불완전식별가능 정보”라고 표
현한다. 

340) 앞의 두 유형을 “식별자(identifier, 개인 또는 개인과 관련된 사물에 고유하게 부여된 값 
또는 이름)”로, 뒤의 유형을 “속성자(attribute value, 개인과 관련된 정보로서 다른 정보
와 쉽게 결합하는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도 있는 정보)”로 이름붙이기도 한다. 국
무조정실⋅행정자치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보건복지부, “개
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 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원⋅관리체계 안내 -” (2016. 

6. 30), 5-6면.

341) 임규철 (2013), 353면. 

342) 이창범, 개인정보보호법, 법문사 (2012), 19면; 최경진 (2017a), 113면; 임규철 (2013), 353

면; 이대희 (2015), 190면.

343) FRA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 Council of Europe, Handbook on European Data Protection Law,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2014),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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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신고를 받고 B 등이 도박을 하고 있는 현장을 단속하 는데, 이후 B가 신

고자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자 A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를 알려 

주었다. 개인정보법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하 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자, 피고인은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으로는 A

를 식별할 수 없고,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A를 알아볼 수도 없으므로 휴

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는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하 다. 법원은 휴대전화번

호 뒷자리 4자만으로도 정보주체를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특히 

정보주체와 일정한 인적관계를 맺어온 사람이라면 쉽게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 명확히 드러나 있지는 않으나, 이 사건에서 B는 A와 일정한 인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보인다. 실제로 B는 A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와 자

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통화내역을 결합하여 신고자가 A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또한 피고인으로서도 도박 신고 및 그에 이은 단속 상황으로 미루어, B

와 A가 일정한 인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사건에

서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결론은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 

지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러한 판시를 어디까지 일반화하여 받

아들일 것인지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문제이다.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

으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다) 비식별 정보의 문제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보호하며, 그러한 정보의 활용을 제한한다. 그런데 개인정보에 일정한 조치를 

취하여 그 정보의 식별가능성을 낮추거나 없애면,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규율 범

위 바깥에서 그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344) 이러한 

조치를 비식별화(de-identification) 혹은 익명화(anonymization)라고 한다. 

비식별화, 익명화 개념은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제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개

념이다.345) 개인정보법은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

344) 고학수 외 공저,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론 - 보건의료정보를 중심으로, 박 사 (2017), 

195면; 이동진 (2018), 2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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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제3조 제7항), 개인정보법

상 익명처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다. 한편 비식별화, 익명화 두 개

념이 항상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도 아니다.346) 다만 국무조정실 등 6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가이드라인347)(이하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은 

“비식별 조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적어도 법학 분야에서는 익명화보다 

비식별화라는 표현이 더 많이 발견된다.348) 하급심 판결 중에서도 “비식별화 조

치”, “비식별화된 정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있다.349) 그에 따라 아래에서는 

“비식별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1)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의 내용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틀 안에서 빅데이터가 안전

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기준, 비식별 정보의 활용 범위를 

제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위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지만, 

정부 차원에서 비식별 조치에 관하여 처음으로 마련된 기준이라는 점에서 의의

를 가진다.350)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식별 정보는 “정보집합물(data set)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를 전부 또는 일부 제거하는 등의 비식별 조치를 

통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만든 정보”를 말한다.351) 이러한 비식별 정보

는 빅데이터 분석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불특

345) 현행법 가운데 익명화 개념을 두고 있는 법률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은 익명화 개념을 “개인식별정보를 구적으로 삭제하거나, 개인식별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기관의 고유식별기호로 대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제2조 제19

호), 인간 및 인체유래물의 연구자 등에게 익명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346) 고학수 외 (2017), 197면은 해외에서도 두 개념의 정의가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한다. 

347) 국무조정실⋅행정자치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 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원⋅관리체계 안내 -” 

(2016. 6. 30). 

348) 고학수 외 (2017), 204면. 이동진 (2018), 261면도 우리나라에서 ‘비식별화’라는 용어가 
정착되어 가는 중이라고 설명한다.

349) 약학정보원 PM 2000 정보 수집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1. 선고 2014가합
508066, 538302 판결).

350) 고학수 외 (2017), 236면.

351) 국무조정실 등 (20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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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은 식별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된

다.352)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은 비식별 조치 관련 절차를 4단계로 구분한다.353) 사

전 검토 단계(1단계)에서는 당해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다. 개

인정보가 아니라는 점이 명백하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규율 범위 바깥에서 

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비식별 조치 단계(2단계)에서는 정보집합물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개인을 식

별할 수 없도록 한다. 적정성 평가 단계(3단계)에서는 비식별 조치를 거친 정보

가 식별가능성을 가지는지를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단을 통해 평가한다.354) 

3단계를 거치면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355) 사후 관리 

단계(4단계)에서는 비식별 정보 안전조치 등 재식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수행한다.

2) 비식별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규율

개인정보가 일단 비식별 조치를 거치고 나면 개인정보로서의 속성을 잃게 된

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개인정보에 비식별 조치를 실시한다고 하여 식별가

능성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비식별 조치는 식별가능성을 제거하는 수

단이라기보다 식별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수단에 가깝다.356) 비식별 조치 가이드

라인도 비식별 조치를 거치고 적정성 평가까지 받은 정보에 재식별 위험이 남

아 있을 가능성을 전제한다.357) 

비식별 조치를 거친 정보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그로부터 정보주체가 식별

될 가능성이 있으며,358) 이 점에서 일부 비식별 정보는 여전히 개인정보법상 개

352) 국무조정실 등 (2016), 13면.

353) 국무조정실 등 (2016), 3면 이하.

354) 이때 적정성 평가 기준으로는 K-익명성(K-anonymity)이 적용된다. K-익명성은 어떤 정보
집합물에서 특정 데이터 항목에 대하여 동일한 값을 가지는 레코드가 K개 이상 존재하
는 조건을 말한다. 고학수 외 (2017), 224면. 

355) 국무조정실 등 (2016), 3면.

356) 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 “Opinion 05/2014 on Anonymisation 

Tec-hniques”, European Commission, http://ec.europa.eu/justice/article-29/documentation/opinion 

-recommendation/files/2014/wp216_en.pdf (2018. 6. 15. 확인), P. 7은 익명화 기술
(anonymisation technique)에는 재식별의 위험이 언제나 잔존한다고 지적한다.

357) 국무조정실 등 (2016), 13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민사법적 보호

- 88 -

인정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359) 최근 선고된 하급심 판결360)도 “비식별화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재식별 가능성이 현저하다면 적절한 비식별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여전히 개인정보법이 적용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적절한 비식별화 조치가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원본 데

이터의 특성, 비식별화된 정보가 사용된 특정한 맥락이나 상황, 비식별화 조치

에 활용된 기법･세부기술의 수준, 비식별화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목적 

및 방법, 이용기간, 전문지식이나 기술력･경제력에 따른 재식별화 능력, 비식별

화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재식별화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유무, 비식별화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비식별화된 정보와 외부 정보 사이

의 결합 가능성, 비식별화된 정보를 제공한 자와 제공받은 자의 관계, 비식별화

된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및 접근통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

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 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식별가능성에 관한 판단은 유무(有無)의 문제라기보다 정

도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비식별 조치를 거친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비식별 조치가 어느 정도로 식별가능성을 

낮추어야 개인정보가 아니게 되는가 하는 문제와 다르지 않다. 가령 비식별 조

치가 식별가능성을 현저히 낮추어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만 그 

정보에서 정보주체를 식별해낼 수 있는 정도에 이르 다면, 그러한 정보는 개인

정보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처럼 비식별 조치를 거친 

정보의 개인정보 보호법제 적용 여부를 해석에만 맡겨 두는 것은 법적 안정성

을 해칠 우려가 있다. 개인정보에 일정한 비식별 조치를 취하고 그 정보를 개인

정보 보호법제의 적용 범위 바깥에서 자유롭게 이용하려고 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의 활동을 위축시킬 여지도 있다.361) 따라서 입법적으로 비식별 조치를 

358) 최경진 (2017b), 156면; 이대희 (2015), 173면.

359)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도 비식별 정보를 재식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
우, 이를 즉시 파기 조치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법 위반이 된다고 본다. 국무조정실 
등 (2016), 21면.

360) 약학정보원 PM 2000 정보 수집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1. 선고 2014가합
508066, 538302 판결).

361) 2017년 11월 초경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행정안전부 등의 지정을 받은 비식별 조치 
전문기관을 고발한 사건에서 보듯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정보에 비식
별 조치를 가하고 이를 개인정보처리자 등에게 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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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친 정보를 별도로 분류하고, 이를 달리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본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정보와 별도로 가명정보, 익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362) 각각의 개념에 관하여는 뒤의 “나. 개인정보의 

유형화”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2) 결합용이성

(가) 결합용이성 개념의 의의

결합용이성은 어떤 정보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개

인정보처리자는 정보처리기술을 이용하여 수많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축적

할 수 있고, 그와 같이 축적한 개인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하여 광범위하게 유통

할 수도 있다.363) 따라서 어떤 정보 그자체로는 특정한 개인을 식별해낼 수 없

지만, 정보처리장치에 이미 축적되어 있는 다른 정보와 결합시키거나 네트워크

를 통하여 입수한 다른 정보와 결합시키면 특정한 개인을 식별해내는 것이 가

능할 수 있다.364) 즉 단순히 그 자체로 특정한 개인을 식별해낼 수 있는 정보만

을 개인정보로서 보호하는 것은 기술 발달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이 되지 못한

다. 이러한 고려에서 개인정보법은 그 자체로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

보뿐 아니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365)

이라고 보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해당 사건의 고발장은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기자회견] 11/9(목) 고객정보 3억4천여만건 무단결
합 전문기관 및 20개 기업 고발”,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PublicLaw/15352

15 (2018. 6. 25. 확인).

362)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개최한 2018. 2. 2. 제2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
서는 개인정보의 개념 체계가 논의되었는데, 이때 합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
인정보의 개념 체계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한다. 익명정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둘째, 익명정보 개념은 법에 명시하지 않고, 개
인정보 개념을 GDPR 전문(26)과 같이 보완한다. 셋째, 가명정보의 정의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보도자료, “개인정보 관련 법적 개념 체제 
정비 합의, 전자서명법 개정을 통한 다양한 전자서명 활성화 방안 논의”, 4차산업혁명
위원회, https://www.4th-ir.go.kr/#this (2018. 6. 16. 확인).

363) 최경진 (2017b), 168면. 

364) 최경진 (2017a), 89면; 박혁수 (2014), 4면.

365) 이러한 정의 규정은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다른 정보와 쉽게 조
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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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쉽게’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소 

불명확하다. 가령 다른 정보를 쉽게 입수할 수 없더라도 정보의 성질상 쉽게 결

합할 수 있으면 결합용이성이 인정되는 것인지, 다른 정보를 쉽게 입수할 수 있

고 이를 해당 정보와 쉽게 결합할 수 있어야 결합용이성이 인정되는 것인지 등, 

결합용이성의 개념에 관하여는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인정보법은 결합용이성 개념만을 개인정보의 개념요소로 설정하고 결합용이

성과 입수용이성의 관계에 관하여는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있어, 이에 관한 논

란은 앞으로도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결합용이성 개념을 개인정보의 정의 조항에서 아예 삭제하

여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366) 이 견해는 결합용이성 개념의 불명확성

이 정보주체, 정보이용자,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적용에 관한 예측가능성 및 법

적 안정성을 해친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불명확성은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도구가 될 우려가 있고, 특히 빅데이터에 기반한 여

러 산업 역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그러나 결합용이성 개념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가

령 어떤 집단에서 A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명 이상이어서 이름만 가지고는 

특정 개인을 그 집단의 다른 개인들과 구분해낼 수 없지만, 이에 더하여 나이와 

성별에 관한 정보가 있으면 A라는 이름의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해보자.367) 이때 이름, 나이, 성별 각각의 정보만으로는 A라는 이름을 가진 

특정 개인을 식별해낼 수 없다. 그렇다고 하여 이름, 나이, 성별 각각의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름 정보에 나이 

및 성별 정보를 결합하면 A라는 이름의 특정 개인을 쉽게 알아볼 수 있기 때문

이다. 이에 더하여 정보처리기술의 발달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직⋅간접적으로 정

보주체를 식별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합용이성 개

념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은 충분히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의 상당 부분을 포

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368) 

하는 일본 개인정보법 제2조 제1항의 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366) 최경진 (2013), 213면. 

367) 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 “Opinion 4/2007 on the Concept of Personal 

Data”, European Commission, http://ec.europa.eu/justice/article-29/documentation/opinion-recom

mendation/files/2007/wp136_en.pdf (2018. 6. 26. 확인), P. 13의 예를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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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결합용이성 개념을 개인정보의 정의에 그대로 두되, 개인정보 개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지 않도록 결합용이성 개념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

이 타당한 해결이라고 생각된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다른 

정보’의 범위를 적절히 제한하고, ‘쉽게 결합’한다는 것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풀

이하는 것이 이에 관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결합용이성 개념의 합리적인 해석

1) ‘다른 정보’의 범위 설정

결합용이성의 해석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해당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

인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다른 정보’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점

이다. 만약 ‘다른 정보’를 ‘해당 정보’ 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로 해

석한다면 개인정보의 개념 범위는 무한히 확장된다. 반대로 특정 개인을 식별하

려고 하는 주체가 큰 어려움 없이 구할 수 있는 정보만을 ‘다른 정보’로 해석하

면 개인정보의 개념 범위는 축소된다. 나아가 특정 개인을 식별하려고 하는 주

체가 ‘해당 정보’와 함께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만을 ‘다른 정보’로 해석하

면 개인정보의 개념 범위는 한 단계 더 축소된다. 그러므로 ‘다른 정보’의 범위

를 설정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개념 범위, 나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범

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첫 번째 해석, 즉 ‘다른 정보’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로 해석하는 것

은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적용 범위를 무제한적으로 확장시키는 문제가 있다.369) 

어떤 정보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와 결합하면 특정 개인을 식별해

내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370) 한편 세 번째 해석, 즉 특정 개인을 

식별하려고 하는 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만을 ‘다른 정보’로 해석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내용과도 맞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다. 개인

정보 보호법제는 일정한 요건 아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처럼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면 그 제3자는 자신이 원래 보유하고 있던 

정보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통하여 제공 받은 정보를 결합하는 것이 가능해

368) 김진환 (2014), 64면; 이동진 (2014a), 369면. 

369)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견해를 주장하는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370) Solove & Schwartz (2011), 5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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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나아가 해킹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현실

에서 세 번째 해석을 취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를 지나치게 소홀히 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정보’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위의 

두 번째 해석을 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위의 두 번째 해석을 취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하려고 하는 주체가 큰 

어려움 없이 구할 수 있는 정보를 ‘다른 정보’로 해석하게 되면, 결합은 입수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 된다.371) 즉 정보주체의 식별이 (i) 다른 정보의 입수 ⇒ (ii) 

해당 정보와 다른 정보의 결합 ⇒ (iii) 특정 개인 식별, 세 단계를 거쳐 이루어

지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쉽게 결합’한다는 것의 해석은 중요한 의미를 가

진다. 

2) ‘쉽게 결합할 수 있는 정보’의 의미

어떤 정보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은 위 1단계(다른 정보

의 입수)와 2단계(해당 정보와 다른 정보의 결합)에서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진다. 

먼저 1단계에서 결합용이성은 다른 정보를 쉽게 입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입수용이성). 2단계에서 결합용이성은 해당 정보와 다른 정보를 쉽게 조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조합용이성).372) 그런데 앞서 서술한 것처럼 우리 개인

정보법은 결합용이성이 입수용이성과 조합용이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인지, 단

지 조합용이성만을 의미하는 개념인지를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 그에 따라 ‘쉽

게 결합할 수 있는 정보’의 해석에 관하여는 결합용이성이 (i) 조합용이성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와 (ii) 입수용이성과 조합용이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

라고 보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가) 조합용이성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

이 견해는 결합용이성을 조합용이성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고, 객관적으로 어

떤 정보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시킬 수 있다면 결합용이성이 인정된다고 본

다. 즉 결합용이성 판단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다른 정보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지, 혹은 다른 정보를 쉽게 입수할 수 있는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고, 객관적으

371) 박혁수 (2014), 13면. 

372) 입수용이성, 조합용이성 두 용어는 장주봉 (2016b), 119면을 참고하 다. 한편 행정자치
부 (2016), 10면 등은 이를 입수 가능성, 결합 가능성으로 각각 표현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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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당해 정보와 다른 정보의 조합용이성만을 고려하면 된다는 것이다.373) 이처

럼 당해 개인정보처리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결

합용이성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이 견해는 식별가능성 판단에서 당해 개인정보

처리자뿐 아니라 제3자의 입장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른바 ‘객관

설’374))와도 연결된다.375)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른바 ‘증권통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23. 선고 

2010고단5343 판결)’이라고 불리는 하급심 판결은 결합용이성이 곧 조합용이성

과 같은 개념이라는 견해를 취하 다. 위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

인(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업체)는 증권정보 제공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판매하 는데,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IMEI376)나 USIM의 일련번호의 조합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하거나 서버에 저장한 뒤 사용자가 다시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이

용할 때 위 정보에 기초하여 사용자를 식별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의 관심 종목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다. 그런데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그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위 판결에서 ‘해당 정보’는 

IMEI 및 USIM 일련번호의 조합정보이고, ‘다른 정보’는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가입자정보이다. 그런데 위 사건의 피고인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업

체는 IMEI 및 USIM 일련번호의 조합정보만을 보유하고 있을뿐,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등 가입자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법원은 결합용이성 개념이 “쉽게 다른 정보를 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당해 정보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하

다. 그리고 위와 같은 해석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가

입자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결합용이성 판단에서 고려할 필요가 

373) 임규철 (2012), 239면. 

374) 채성희 (2017a), 63면은 이러한 견해를 ‘객관설’ 또는 ‘절대적 식별가능성설’로 소개한다. 

375) 물론 식별가능성 판단의 주체를 결정하는 것과 ‘다른 정보’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완
전히 동일한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 적어도 개념적으로 양자는 구별될 수 있다. 그러나 
식별가능성 판단 주체를 어떻게 설정하건, 그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수 있
을 만한 정보를 가지고 정보주체를 식별하게 된다. 그러므로 양자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그다지 논의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채성희 (2017a), 25면도 양자를 구별
하지 않고 같은 차원에서 다룬다. 양자를 구별하여 논의하여야 한다는 견해로 박혁수 
(2014), 12면. 

376)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의 약자로, 휴대전화마다 부여되는 고유식별번호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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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IMEI나 USIM 일련번호만으로는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지만, 이와 같은 정보는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가입자정보에 나타난 다른 

정보377)와 쉽게 결합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법이 규정하는 개인정보 개념에 

포함된다고 판단하 다.

이 견해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우선 개인정보처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식

별가능성 판단이 달라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든다. 식별가능성은 개

인정보 보호법제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개념 요소인데, 누가 그 정보

를 처리하는지에 따라 식별가능성에 관한 판단이 달라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는 것이다.378) 또한 입수용이성과 조합용이성을 모두 고려하여 결합용이성을 판

단하게 되면, 입수용이성은 부정되지만 조합용이성은 인정되는 개인정보를 개인

정보 보호법제의 적용 범위에서 모두 배제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도 이 견해를 

지지하는 논거로 제시되고 있다.379) 

나) 입수용이성과 조합용이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는 견해

이 견해는 결합용이성이 입수용이성과 조합용이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

는 전제에서, 다른 정보를 쉽게 입수할 수 있고 나아가 이를 당해 정보와 쉽게 

결합시킬 수 있는 경우에 결합용이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이 견해에 따르면 결

합용이성 판단에서 당해 개인정보처리자가 다른 정보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혹은 다른 정보를 쉽게 입수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려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견해는 당해 개인정보처리자를 기준으로 식별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

해380)(이른바 ‘상대설’381))와 연결된다.382) 

377) 참고로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러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378) 박혁수 (2014), 17면; 김승한 (2012), 133면. 독일의 논의로는 Krügel Forgó, “Der 

Personenbezug von Geodaten - Cui bono, wenn alles bestimmbar ist?”, MMR 2010, 17, 18 

참조.

379) 박혁수 (2014), 17면. 

380) 김진환 (2014), 64-65면; 국무조정실 등 (2016), 55면. 독일과 일본에서도 식별가능성을 
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 Spickhoff (2017), § 823, 

Rn. 1205; Gola/Klug/Körffer (2015), § 3, Rn. 10; 宇賀克也, 個人情報保護法の逐條解說 第

4版, 有斐閣 (2013), 29면.

381) 채성희 (2017a), 63면은 이러한 견해를 ‘상대설’ 또는 ‘상대적 식별가능성설’로 소개한다.

382) 최근에는 당해 개인정보처리자뿐 아니라 잠재적 공격자(motivated intruder)까지 고려하여 
식별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힘을 얻고 있다. 이 견해는 절대설과 상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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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견해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결합용이성 개념에서 입수용이성 개념을 배

제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383) 다른 정보를 구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정보와 당해 정보를 결합

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의 개념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다는 점도 이 견해의 주된 근거로 제시된다.384) 만약 위 

‘증권통 사건’에서처럼 다른 정보의 입수용이성을 결합용이성 판단에서 배제하

게 되면, ‘다른 정보’의 범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정보로 확장되어 

결국 개인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규율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개인정보처리자로서는 어떤 정보가 개인정보인지를 판단한 뒤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관련 규정들에 따라 그 정보를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야 하는데, 당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3자의 관점까지 고려하여 어떤 정보의 

결합용이성을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된다.385) 위 ‘증

권통 사건’의 해석에 따르면 제3자(‘증권통 사건’에서는 통신사)가 어떠한 정보

를 보유하고 있고 그 정보와 당해 정보가 쉽게 결합할 수 있는 것인지를 당해 

개인정보처리자(‘증권통 사건’에서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업체)가 판단하

여야 한다. 위 ‘증권통 사건’에서는 제3자의 범위나 제3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

보의 범위가 그다지 넓지 않았지만, 위와 같은 해석을 일반화하면 개인정보 보

호법제의 수범자에게 거의 불가능한 판단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쉽게 결합하여”의 의미에 관한 행정자치부의 해설도 이와 같은 견해를 취한

다.386) 이에 따르면 “쉽게 결합하여”는 결합 대상이 될 정보가 입수 가능해야 

하고 결합 가능해야 한다는 의미이다.387) 그리고 입수가 가능하다는 것은 결합

사이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절충설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개인정보처리자 입장에서 
잠재적 공격자가 보유하고 있는 결합 가능한 정보를 고려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는 절대
설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고 생각된다. 위 견해에 관한 국내 문헌의 설명으로는 이동진 
(2018), 267-268면.

383) 장주봉 (2016b), 112면. 

384) 권 준 (2016), 684면; 박광배 (2017), 12면; 이대희 (2015), 180면; 문재완 (2014), 63면.

385) 김진환 (2014), 66면. 독일의 논의로 Per Meyerdierks, “Sind IP-Adressen personenbezogene 

Daten?” MM 2009, 8, 10 참조.

386) 국무조정실 등 (2016), 55면도 같은 입장이다. 이대희 (2015), 178면도 이러한 견해를 지
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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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필요한 정보에 합법적으로 접근하여 이를 입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388) 그러므로 해킹이나 정보 무단 유출과 같이 불법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다른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러한 정보는 입수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검토

개인정보 개념은 정보주체의 이익,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범위를 결

정하는 한편, 정보이용자의 정당한 개인정보 이용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

이다. 그러므로 개인정보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정보주체의 이익과 정보이

용자의 이익 사이에서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합리적인 해석을 모색하

여야 한다.389) 결합용이성 개념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른 정보’의 개념 범위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로 넓히고, 입수용이성 여부와 관계없이 단지 해

당 정보와의 결합이 가능하기만 하면 결합용이성을 인정하는 것은 정보이용자

의 이익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390) 또한 특정 개인을 식별하고자 하

는 주체가 식별 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정보만을 ‘다른 정보’로 보지 않는 이상, 

결합용이성 개념은 입수용이성과 조합용이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

이 논리적으로도 자연스럽다. ‘다른 정보’의 입수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조합 또한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

다.391) 

여러 문헌에 나타난 것과 같이, 결합용이성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현행 

개인정보법상 개인정보의 정의에 비추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 개인정보법

과 거의 같은 정의 조항을 두고 있는 일본에서도 결합용이성 개념은 입수용이

성과 조합용이성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392) 다만 현행 개인정

보법의 개인정보 정의 조항은 위 ‘증권통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387) 행정자치부 (2016), 10면 이하. 

388) 행정자치부 (2016), 10면 이하. 

389) 이동진 (2014a), 370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그를 식별할 수 있는’이라는 표지
가 이러한 이익 사이의 균형을 꾀하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390) 박광배 (2017), 12면. 

391) 이인호,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 개념에 대한 해석론”, 정보법학 제19권 제1

호 (2015), 81면. 

392) 宇賀克也 (201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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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정보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할 수 있으면 족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

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는 개인정보법의 개인정보 정의 조항을 개정하여, 다른 

해석의 여지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국 정보보호법과 같이 ‘다른 정

보’의 범위를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하거나 보유할 개연성이 있는 정보’로 명

확히 정하는 대안도 고려해봄직하다.393)

나. 개인정보의 유형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개인정보법은 개인정보의 개념을 매우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개인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매우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정보를 폭넓게 담아내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개인정보법의 보호 대상에

는 보호 필요성이 매우 높은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가 섞여 있다고 볼 수 있

다. 이러한 정보들을 모두 동일한 방식과 강도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생각해볼 문제이다.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것과 같이,394) 개인정보의 종류 및 성

격 등에 따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이 인격권 또는 사생활의 자유에 미치

는 향이나 침해의 정도는 달라진다. 또한 정보주체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

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에

서, 자신에 관한 모든 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을 정보주체가 결정하고 통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보주체는 타인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

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더욱 강한 통제를 가지려고 할 것이지만, 타인에게 알

려져도 무방한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강한 통제권을 행사할 유인이 적다.395) 그

러므로 정보주체의 의사에 비추어서도 모든 유형의 개인정보를 같은 정도로 보

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처럼 개인정보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관하여 다른 강도의 보호를 부여하

는 사고방식은 현행 개인정보법에도 반 되어 있다. 아래에서 보는 고유식별정

보(제24조), 주민등록번호(제24조의2), 민감정보(제23조)에 관한 규정들이 그것이

다. 그러나 개인정보법은 위와 같이 보호 필요성이 높은 정보를 강하게 보호하

393) 국 정보보호법 제1조 제1항 참조. 

394) 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3헌마282,425 결정;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1

헌마28등 결정. 

395) Bull (2011), S.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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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보호 필요성이 낮은 정보에 관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이 점에서 현행 개인정보법의 개인정보 유형화는 일정

한 한계를 가진다. 

개인정보의 유형화는 개인정보의 개념을 폭넓게 정의하고 개인정보에 관하여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운 에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다

는 점에서도 요긴하다.396) 법률을 개정하여 개인정보를 더욱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에 대한 보호 정도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

겠으나, 법률에서 모든 유형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바람

직하지도 못하다.397) 개인정보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여러 유형의 개

인정보에 대한 보호 수준을 세 하게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

다.398) 이러한 미세 조정은 가령 보호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개인정보의 경

우 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주의의무 수준을 높게 설정한다거나, 사생

활 역과 접한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과 손해의 연결

고리를 비교적 쉽게 인정하는 등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요건을 판단하는 단계에

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1) 식별 정도에 따른 유형화

(가) 고유식별정보와 비고유식별정보

개인정보법 제24조 제1항은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를 ‘고유식별정보’로 규정한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는 고유식별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제1호), 

여권법에 따른 여권번호(제2호),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제3호),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제4호)를 고유식별정보로 본다고 정한다. 

이와 같은 고유식별정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식별성이 매우 높은 정보이다.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한 목적에서 각 개인에게 서로 다

른 번호를 부여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396) 곽관훈, “기업의 빅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보호의 조화”, 일감법학 제27호 (2014), 

143면은 특히 빅데이터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제 해석에서 이러한 접근이 필요하다
고 지적한다. 

397) Schwartz & Solove (2011), P. 1871.

398) 최경진 (2017a), 90-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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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고려에서 개인정보법 제24조는 고유식별정보를 다른 개인정보보다 더

욱 강하게 보호한다. 고유식별정보에 관하여는 그 정보의 처리가 원칙적으로 금

지되고 몇 가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처리가 허용된다. 고유식별정보의 처

리가 허용되는 것은 정보주체에게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법령에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

는 경우(제2호)의 두 가지이다. 이러한 예외사유는 민감정보 처리에 관한 예외

사유와 같고, 일반적인 개인정보의 처리 요건보다 훨씬 엄격한 것이다. 

한편 주민등록번호는 고유식별정보 중에서도 특별한 취급을 받는다(제24조의

2).399)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

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제1호),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제3호)에만 예외적으로 처리가 허용된다. 우리나

라의 주민등록번호 제도는 다른 국가의 개인식별번호 제도와 달리 보편적이고 

범용적인 개인식별기능을 수행하고,400) 그 번호 부여 체계가 단순하여 주민등록

번호만으로도 그 사람의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신고를 한 지역 등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401)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 헌법재판소도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구축되고 그 번호를 통해 또 다른 개인

정보와 연결되어 결과적으로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연결자(key data)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면서, 주민등록번호 관리 및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크다고 보았다.402) 

399) 제24조의2는 개인정보법이 2014. 3. 24. 법률 제12504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인
데, 그 개정이유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히 주민등록
번호를 암호화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제24조의2 신설의 목적이라고 한다.

400) 비교법적으로 보면 개인식별번호 제도를 아예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도 다수이고, 우리
나라와 같이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가 개인을 식별하는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는 
국가는 드물다고 한다. 김민호, “정보사회에서 주민등록제도와 개인식별번호체계의 공
법적 쟁점”, 공법연구 제40권 제1호 (2011), 363면 이하. 이 점에서 주민등록번호 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는 주장도 있다. 이희훈,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헌법적 고
찰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제37권 제1호 (2007), 389

면 이하. 

401) 김민호 (2011), 361-363면. 

402)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바68, 2014헌마44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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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여타 고유식별정보보다 강하게 보호하는 것은 정당

화될 수 있다. 

(나) 직접식별정보와 간접식별정보

개인정보법상의 개념은 아니나, 식별 정도에 따라 개인정보를 ‘직접식별정보’

와 ‘간접식별정보’로 구분하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403) 이 견해에 따르면 직접

식별정보는 그 정보만을 가지고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간접식별정

보는 그 정보에 더하여 다른 정보가 있어야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각각 가리킨다. 하지만 고유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어떤 정보만으로 정보주체를 

곧바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생각하기 어렵다.404) 가령 성명은 식별 정도가 

비교적 높은 정보이지만,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성명만을 가지고 특정 

정보주체를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직접식별정보’와 ‘간

접식별정보’로 유형화하는 것에 별다른 실익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다만 개인정보를 식별 정도에 따라 달리 취급하는 사고방식 자체는 요긴하다

고 생각된다. 식별 정도가 높은 개인정보는 그렇지 않은 개인정보보다 보호의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법은 개인정보를 식별 정도에 따라 고유식별

정보와 그 외의 정보로 구분하고 있으나, 식별 정도를 그보다 더 세 하게 나누

어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가령 미국에서는 개인정보를 (i) 식별된

(identified) 개인에 관한 정보, (ii) 식별될 수 있는(identifiable) 개인에 관한 정보, 

(iii) 식별될 수 없는(non-identifiable) 개인에 관한 정보로 나누어 각 정보 유형을 

다른 강도로 규제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405) 경청할 만한 가치

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 익명정보와 가명정보

익명정보(anonymous data)와 가명정보(pseudonymous data)는 아직 우리 법에 도

입된 개념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GDPR의 향 아래 우리 법에도 이러한 개념

403) 이창범 (2012), 21면. 박혁수 (2014) 6면은 개인정보를 식별 정도에 따라 ‘완전식별가능 
정보’와 ‘불완전식별가능 정보’로 구분하는데, 이러한 구분은 ‘직접식별정보’, ‘간접식별
정보’ 구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404) 이창범 (2012), 21면도 직접식별정보는 실제로 존재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405) Schwartz & Solove (2011), P. 1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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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힘을 얻고 있다.406) 이러한 논의는 일정한 비식별 

조치를 거친 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함으

로써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는 시각에 기초하고 있다.407) 비

식별 조치를 거친 정보의 개인정보 보호법제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는 요청도 이러한 논의에 힘을 더한다. 

익명정보와 가명정보가 어떻게 구별되는지에 대해 국내의 논의는 통일되어 

있지 않다. 양자의 구별에 관하여 현재 가장 힘을 얻고 있는 기준은 GDPR이다. 

GDPR 전문 제26조에 따르면, 익명정보는 “식별된 혹은 식별될 수 있는 개인에 

연결될 수 없는 정보” 혹은 “정보주체가 더 이상 식별될 수 없도록 익명처리된 

개인정보”를 말한다. 익명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GDPR도 적용되지 않는

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물론 정보이용자도 이를 자유롭게 분석하고 이용

할 수 있다. 한편 GDPR 제4조 제5항에 따르면, 가명화(pseudonymisation)는 부가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는 개인정보가 더 이상 특정한 정보주체에게 귀속

(attribute)될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process)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집합물에

서 개인의 이름을 삭제하고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가 이에 해당한

다.408) 정보주체를 재식별할 수 있게 하는 부가 정보는 가명정보와 별도로 보

관⋅관리되어야 하며,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된다. GDPR 전문 제26조는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가명정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GDPR의 규정들이 적용된다. 

(2) 사생활 침해 정도에 따른 유형화 - 민감정보와 비민감정보

개인정보법 제23조 제1항은 민감정보를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

406) 이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개최한 2018. 2. 2. 제2차 규제⋅제도혁신 해커
톤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으며, 금융위원회가 2018. 3. 마련한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에도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의 하나로 포함되
어 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보도자료, “개인정보 관련 법적 개념 체제 정비 합의, 전자
서명법 개정을 통한 다양한 전자서명 활성화 방안 논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https://www.4th-ir.go.kr/#this (2018. 6. 16. 확인);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분야 데이터활
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금융위원회,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 

=BBS0030&page=1&sch1=subject&sword=%EB%8D%B0%EC%9D%B4%ED%84%B0&r_url=&

menu=7210100&no=32365 (2018. 6. 16. 확인).

407) 고학수 외 (2017), 69면. 

408) 고학수 외 (2017), 1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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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인정보”로 정의한다.409)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는 사상⋅신념, 노동

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유전, 범죄경력에 관한 정

보를 ‘민감정보’로 예시한다.410) 민감정보에 관하여는 그 정보의 처리가 원칙적

으로 금지되고, 몇 가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처리가 허용된다. 즉 개인정

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제2

호)411)에만 그러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412) 이러한 예외사유는 여타 개인정

보의 처리 요건보다 훨씬 엄격한 것이다.

이처럼 민감정보와 비민감정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근거에서 정

당화될 수 있다. 우선 민감정보는 개인의 사생활 역 가운데서도 가장 내 한 

역에 관한 정보이고, 개인의 인격과 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정보이다.413) 

이러한 민감정보는 공적 역에서 생성된 정보나 개인의 인격과 거리가 먼 정

보보다 더욱 보호 필요성이 크다. 또한 민감정보는 정보주체가 타인에게 알려지

기를 원하지 않는 정보이고, 타인에게 그 정보가 알려질 경우 불이익을 입을 가

능성이 있는 정보이다.414) 특히 정보주체의 범죄경력에 관한 정보는 정보주체의 

409) 비교법적으로 민감정보를 이와 같이 사생활과 연결시켜 정의하는 입법례는 드물어 보
인다. 국 정보보호법은 민감정보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이에 포함되는 개인정
보를 예시하는 형식을 취한다. GDPR은 그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정보주체의 기본권과 
자유에 현저한 위험(significant risk)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개인정보를 민감정보로 정의한
다(전문 제51조). 한편 일본 개인정보법 제2조 제3호는 우리 법의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개념인 “배려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본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 편견, 기타 불이익이 발
생하지 않도록 그 취급에 특별히 배려를 필요로 하는 정보”로 정의한다. 

410) 물론 개인정보법이 민감정보로 규정하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
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유전, 범죄경력에 관한 정보’가 모두 민감정보로서 두텁게 보
호될 필요가 있는지는 생각해볼 문제이다. 위와 같은 정보들이 모두 사생활과 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411) 이창범 (2012), 215면은 나아가 그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 목적과 그 종류를 구체적
으로 열거하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412) 그러므로 민감정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의 정당화사유가 적
용되지 않는다. 이동진 (2018), 259면. 

413) 헌법재판소도 민감정보와 비민감정보를 구분하여, “개인의 인격에 접히 연관된 민감
한 정보일수록 규범명확성의 요청은 더 강해진다”거나(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3헌마282,425 결정) “그 자체로 개인의 내 한 역을 드러내는 민감한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그 수집 내지 보유만으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개⋅활용에 
있어서도 특별히 강화된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0헌
마293 결정)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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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권과도 접한 연관이 있다. 이처럼 어떤 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알려지는 것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뿐 아니라 다른 인격적 법익을 

함께 침해하는 경우, 그러한 정보가 더욱 두텁게 보호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3) 정보 출처에 따른 유형화

개인정보법 제20조는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된 개인정보에 적용된다. 제20

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즉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제1호),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제2호), 개인

정보 처리정지요구권의 행사 가능성(제3호)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한

다. 한편 제20조 제2항은 일정한 경우415)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없어도 수집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정

한다. 이러한 고지제도를 통하여 정보주체는 자신의 공개된 개인정보가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알 수 있고,416) 나아가 그 개인정보 처리에 부동의

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417)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를 정보 출처 내지는 수집 방

식에 따라 유형화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가령 개인정보를 정보주체로부

터 수집한 정보, 정보주체 이외의 제3자로부터 수집한 정보, 정보주체와 개인정

보처리자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정보로 나누는 것이다. 그리고 특

히 세 번째 유형의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이를 다시 생성정보와 생산정보로 나

414) 가령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공직에 진출하지 못하게 되거나, HIV와 같이 사회 구성원
들이 가까이 하기를 꺼리는 질병을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되는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
다. Kosmides (2010), S. 7. 

415) 개인정보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제1호),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
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제2호)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없어
도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416) 이는 정보주체 접근의 원칙(principle of interested-person access) 및 개인 참가의 원칙
(individual participation principle)을 반 한 규정으로 이해된다. 로앤비 온주 개인정보보
호법 제20조 (2016. 7. 6), 최경진 집필.

417) 다만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제20조 제4항 제1호),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
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제20조 제4항 제2호)에는 고지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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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는 견해, 관찰된 정보와 추론된 정보로 나누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가) 생성정보와 생산정보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정보를 ‘생

성정보’와 ‘생산정보’로 나누는 견해는 각각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418) 

우선 생성정보는 서비스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만들어진 정보이다.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 자동으로 만들어진 쿠키(cookie),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만

들어진 입출금내역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생산정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만들어낸 

정보이다. 개인의 소비 성향과 같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 관한 정보를 

조합하여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는 경우, 병원의 진료차트와 같이 개인정보처

리자가 정보주체에 관한 정보를 기록해 두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위 견해는 

생성정보와 생산정보 공히 개인정보법 제20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해석한

다.419)

(나) 관찰된 정보와 추론된 정보

생성정보와 생산정보를 구별할 실익이 없다는 견지에서 위의 견해를 비판하

면서, 정보주체가 스스로 제공한 정보 이외의 정보를 ‘관찰된 정보(observed 

data)’와 ‘추론된 정보(derived or inferred data)’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도 제기되고 있다.420) 이 견해는 정보주체의 행위에 대한 기록으로서 정보주체 

자신의 행태로부터 직접 도출되는 정보를 ‘관찰된 정보’로, 정보주체에 관하여 

수집된 다른 정보로부터 창출된 새로운 정보를 ‘추론된 정보’로 각각 규정한

다.421) 관찰된 정보는 센서나 CCTV와 같이 정보주체의 행태를 감지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하여 수집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인터넷 사용 기록(browsing history)와 

418) 이창범 (2012), 22면. 

419) 이창범 (2012), 177면.

420) 박광배⋅채성희⋅김현진 (2017), 169-170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산하 제29조 특별위원회(Article 29 Working Party)도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 “Guidelines on Automated individual decis-ion-making 

and Profiling for the purposes of Regulation 2016/679”, European Com-mission, 

http://ec.europa.eu/newsroom/article29/item-detail.cfm?item_id=612053 (2018. 6. 15. 확인), P. 

8.

421) 박광배⋅채성희⋅김현진 (2017), 170-1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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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감지 없이 기록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관찰된 정보의 예로는 정보

주체의 위치정보 및 출입정보를 들 수 있다.422) 추론된 정보는 개별 정보의 융

합을 통하여 생성되는데, 개인의 소비 성향이나 건강 상태에 대한 평가 등이 이

에 해당한다.423)

(다) 검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그의 동의를 받거나 

그 밖의 정당화사유를 갖추어야 한다. 정보주체의 동의에 기초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집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

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지 내용을 주의 깊게 읽어보는 정보주체라면, 

그 고지 내용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

정보의 보유 기간 등도 인지하게 된다(개인정보법 제15조 제2항).424) 개인정보처

리자가 정보주체 이외의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는 자

신의 개인정보가 수집된다는 사실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사후 고지를 통하여 인

지할 수 있다(개인정보법 제20조). 그러나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가 상호작

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정보의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그러한 정보가 만들

어진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425)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

정보를 그 정보의 출처에 따라 유형화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나아가 그와 같이 만들어지는 정보를 다시 유형화하여 달리 규율할 필요도 

있다. 정보주체의 행위를 통하여 곧바로 만들어지는 정보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 관한 다른 정보를 조합하거나 분석하여 만들어내는 정보는 여러 가

지 면에서 다르게 취급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견해 대립에서 보

듯이 이들 정보를 어떠한 기준에 따라 유형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으

나, 생성정보와 관찰된 정보, 생산정보와 추론된 정보 각각의 개념 범위가 상당 

부분 중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견해 대립이 결론에 있어서 큰 차이

를 가져올 것 같지는 않다.426) 다만 ‘생성’과 ‘생산’은 그 의미 차이가 명확하지 

422) 박광배⋅채성희⋅김현진 (2017), 169면. 

423) 박광배⋅채성희⋅김현진 (2017), 169면.

424) 개인정보법 제15조 제2항. 

425) 박광배⋅채성희⋅김현진 (2017), 191-1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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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427) 생성정보와 생산정보로 유형화하는 것보다는 

관찰된 정보와 추론된 정보로 유형화하는 것이 더욱 설득력을 가진다고 생각된다. 

1) 관찰된 정보의 보호

관찰된 정보의 경우에는 자신의 행태가 감지되고 기록된다는 사실을 정보주

체 스스로 인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상정보처리기기428) 

설치 및 운 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개인정보법은 상정보처리기기를 설

치⋅운 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한편(제25조 제1항) 이를 설치⋅운 하는 

사람이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상정보처리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제25조 제4항).429) 현재의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상정보

처리기기를 통한 촬 ⋅전송 외에 다른 형태의 행태 정보 수집에 관하여 특별

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개인정보법 제30조 제1항,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 

제2항이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

운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관한 학술적 논의도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430) 

이 논문에서 아주 구체적인 규율 방안을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다음과 같은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가령 기업이 소속 직원들의 사옥 출입 내역을 

수집⋅기록하여 인사평가에 활용하는 경우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주체와 정보

주체 사이에 고용계약 등의 법률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법 제15조에 따

라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반면 불특정 다수의 행태 정보를 

426) 물론 ‘추론된 정보’에서 말하는 추론이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입 없이 자동적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추론된 정보’와 ‘생산정보’ 각각의 개념이 구분될 수 있다. 

427) ‘생성’과 ‘생산’의 사전적 의미는 분명히 다르지만, 개인정보법상 ‘생성’과 ‘생산’이 어
떠한 관계에 있는지는 다소 불명확하다. ‘생성’은 개인정보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나(제
2조 제2호), ‘생산’이라는 표현은 개인정보법에 등장하지 않는다. 박광배⋅채성희⋅김현
진 (2017), 169-170면도 이 점을 지적한다. 

428)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상 등을 촬 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인정보법 
제2조 제7호). 구체적으로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네트워크 카메라가 이에 해당한
다(개인정보법 시행령 제3조). 

429) 이와 같은 상정보의 특수성 때문에 최근에는 개인 상정보를 별도로 규율하기 위한 
입법적 시도가 이루어지기도 하 다.｢개인 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010980) 참조. 

430) 박광배⋅채성희⋅김현진 (2017), 1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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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는 경우에는 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규정과 같이 수집 사실을 고지하

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현행 개인정보법

의 해석으로 이러한 해결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입법

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 추론된 정보의 보호

관찰된 정보와 달리, 추론된 정보의 경우에는 그 추론의 근거가 되는 정보(근

거정보)431)의 수집 및 이용, 추론을 통한 새로운 정보의 생성 각 단계에서 정보

주체에게 어느 정도의 통제권을 부여할 것인지가 문제 될 수 있다.432) 가령 어

떤 개인이 상점에서 구입한 식료품 내역 정보와 그 식료품의 열량, 양성분 정

보를 결합하여 그 개인의 건강 상태를 추론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433) 정보주

체의 구입 내역 정보를 수집하고 추론 목적으로 이용하는 단계와 정보주체의 

건강상태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추론해내는 단계에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은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를 현행 개인정보법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우선 근거정보의 수집 및 이용 단계에서는 정보주체에게 근거정보를 추론 목

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이 충분히 고지되어야 한다(개인정보법 제15조 제2항). 개

인정보처리자가 기존에 수집한 정보를 추론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거나(개인정보법 제18

조 제2항), 그 밖의 정당화사유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434) 만약 근거정보를 가지

고 정보주체의 개인적 특성을 추론해내는 것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

해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정보주체의 동의나 다른 정당화사유가 있더라도 그

러한 개인정보 처리는 허용될 수 없다(개인정보법 제18조 제2항 본문). 

한편 추론을 통한 새로운 정보 생성 단계에 들어서면, 그러한 개인정보 처리

를 규율할 개인정보법의 규정을 찾아보기 어렵다.435) 물론 추론을 통하여 생성

431) ‘근거정보’라는 용어는 박광배⋅채성희⋅김현진 (2017), 179면을 참고한 것이다. 

432) 박광배⋅채성희⋅김현진 (2017), 179면. 

433) 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 Guidelines on Automated individual 

decision-making and Profiling for the purposes of Regulation 2016/679 

(ec.europa.eu/newsroom/article29/document.cfm?doc_id=49826), P. 15의 예를 인용한 것이다. 

434) 박광배⋅채성희⋅김현진 (2017), 1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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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정보가 개인정보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면 개인정보법 적용 문제가 발생

하지 않는다.436) 그러나 추론을 통하여 생성되는 정보가 여전히 개인에 관한 정

보이고 식별가능성이 있다면, 현행 개인정보법 아래에서 정보 생성을 어떻게 취

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개인정보 ‘생성’은 개인정보 처리행위의 하

나로 규정되어 있지만(개인정보법 제2조 제2호), 개인정보법은 어떠한 요건 아

래 개인정보 생성이 허용되는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관한 학술상 논의는 아직 찾아보기 어려우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해석을 생각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개인정보법 제4조 제2호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정보주체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야만 개인정보 생성이 허용

된다고 보는 해석이다. 두 번째는 개인정보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처리행위, 

즉 수집⋅이용⋅제공 가운데 ‘생성’과 가장 유사한 것을 유추 적용하는 해석이

다. 첫 번째 해석과 두 번째 해석의 차이는 개인정보 생성에 앞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았지만 다른 정당화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익을 가진다. 

앞의 제1절에서 살펴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에 관한 두 가지 시각은 

개인정보 생성에 관한 법적 규율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 정보주체의 자기결

정 자체를 목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야만 개인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는 해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정보주체의 자기결정이 개

인정보 보호를 위한 수단이라고 보는 시각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경우

에도 생성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알려지거나 공개될 위험, 개인정보 생성의 

효용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생성을 허용하는 해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추론된 정보는 근거정보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앞의 예에서 근

거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주체의 식료품 구입 내역 정보와 그 식료품의 열량, 

양성분 정보는 활용 가치가 그다지 높지 않다. 반면 근거정보를 결합하고 분석

하여 생성된 새로운 정보(정보주체의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는 상당히 높은 활

용 가치를 가진다. 이 점에서 추론된 정보에 관하여는 개인정보처리자, 정보이

용자도 적지 않은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연구 목적으로 활용

435) 박광배⋅채성희⋅김현진 (2017), 191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연구보고서 (2013), 79-80면. 

436) 가령 앞의 예에서 식료품 구입 내역 정보와 그 식료품의 열량, 양성분 정보를 결합⋅

분석하여 30대 남성의 건강 상태를 추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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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정책 수립의 맥락에서 참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추론된 정보가 제3자에게 알려지거나 공개될 위험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

정보 생성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현행 개인정보법의 해석으

로는 개인정보 생성과 가장 성격이 비슷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개인정보법 

제18조)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고 본다.

가까운 미래에는 수집, 이용, 제공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형태의 개인정

보 처리보다 관찰, 추론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개인정보 처리가 더욱 

보편화되고, 그에 따른 문제점도 현실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추론된 정

보의 경우에도 입법적인 해결을 통하여 보호를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

령 GDPR이 프로파일링을 개인정보 처리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제4조 제4항), 

추론된 정보에 관하여도 정보 처리의 투명성(제12조), 정보처리자의 고지의무(제

13조)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437) 다만 

추론된 정보는 근거정보보다 훨씬 활용 가치가 높은 정보이기도 하므로, 추론을 

통한 새로운 정보 생성의 경우 언제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보다는 고지 및 사후거절의 메커니즘으로 규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

된다.438)

(4) 공개 여부에 따른 유형화

개인정보법은 공개되지 않은 정보와 공개된 정보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

다.439) 따라서 공개된 정보 역시 공개되지 않은 정보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의 

개념에 포함되며, 개인정보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440) 개인정보법이 제정 및 

437) 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 Guidelines on Automated individual 

decision-making and Profiling for the purposes of Regulation 2016/679 

(ec.europa.eu/newsroom/article29/document.cfm?doc_id=49826), P. 10.

438) 박광배⋅채성희⋅김현진 (2017), 188-189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연구보고서 (2013), 

70-71면도 같은 취지로 설명한다. 

439) 비교법적으로는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publicly available information)’에 관하여 개인
정보 보호법제를 적용하지 않는 입법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 독일의 경우 원래 연방 정
보보호법에서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를 그렇지 않은 정보와 달리 규율하고 있었으나, 

2017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를 예외로 취급하는 부분은 삭제되
었다.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에 관한 예외를 인정하는 외국의 입법례에 관하여는 박경
신,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의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규율 및 해외 입법례”, 전남대학
교 법학논총 제38권 제2호 (2018), 16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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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되기 이전의 헌법재판소 결정례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개인의 내 한 역이나 사사(私事)의 역에 속하는 정보

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

한다”라고 하여, 공개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

음을 명백히 하 다. 이처럼 공개된 정보를 공개되지 않은 정보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로서 보호하는 것은 공개된 정보와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명확히 구분

하기 어렵다는 점,441) 공개된 정보가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되면 개인정보의 이

용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된다.442) 

그런데 공개된 정보와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동일하게 보호하는 것이 타당한

지는 생각해볼 문제이다.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다른 정당화사유에 기초하여 이

미 개인정보가 공개된 경우, 이를 다시 수집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모든 개인정

보처리자에게 거듭 정보주체의 동의나 다른 정당화사유를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공개된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

와 비교하여 보호 필요성이 크지 않다.443) 

다만 공개된 개인정보라고 하여 언제나 같은 정도와 방식으로 보호하여야 하

는 것은 아니다. 공개된 개인정보 중에는 당초 정보주체의 동의에 기초하여 수

집⋅이용된 것이 있는가 하면, 정보주체의 동의는 받지 않았지만 법령상 정당화

사유에 기초하여 수집⋅이용된 것,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령상 정당화사유 없이 

수집⋅이용된 것도 있을 수 있다. 공개의 태양도 당초 수집⋅이용 목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 것, 당초 수집⋅이용 목적과 전혀 다른 맥

440) 개인정보법 제정 이전에도 판례는 공개된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의 개념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었다.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결정; 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3헌마282,425 결정;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8헌마257 결
정 외 다수. 

441) 공개된 정보 가운데는 매우 제한된 범위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정보가 있는가 하면, 

거의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알려진 정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사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정보가 있는가 하면, 공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진 정
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정보들 가운데 공개된 정보와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구별하
고 전자를 보호대상에서 배제하려면, 당해 정보가 어느 정도로 알려져야 ‘공개된’ 정보
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먼저 정립되어야 한다.

442) 宇賀克也 (2013), 112면. 권건보 (2014), 17면; 임규철 (2012), 235면도 최신의 프로파일링 
기법을 고려하면 공개된 개인정보도 법적 보호의 범주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한다.

443) 이인호 (2012), 142면은 공개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으로 볼 필
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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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에서 공개하는 것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들을 단순히 

공개 여부에 따라 획일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가령 당초 정보주

체의 동의에 기초하여 수집⋅이용되었고 정보주체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방식으로 공개된 개인정보와, 처음부터 정보주체의 동의를 비롯한 정당화사유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공개된 개인정

보를 같게 취급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공개 여부에 기초하여 공개된 

개인정보를 공개되지 않은 개인정보와 달리 규율할 때에는 공개 여부뿐 아니라 

공개의 원인, 태양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가) 공개된 개인정보에 관한 개인정보법의 규율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개인정보와 동일하게 보호하는 

것이 그다지 효율적이거나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점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렇다고 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나 다른 정당화사유를 전혀 갖추지 않아도 된다

고 보는 것은 정보주체의 이익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1차로 정보주

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한 개인정보처리자 A가 수집 당시에 갖춘 정보

주체의 동의나 다른 정당화사유가 A로부터 2차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

하고 처리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처리자 B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

다. 가령 정보주체는 A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자신의 개인정보가 열람되

는 것을 허락하 지만 B가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게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정보주체로서는 이미 A에 의하여 공개된 

자신의 개인정보가 B에 의하여 다시 공개되는 것을 통제할 이익을 여전히 가진

다고 보아야 한다.

요컨대 이 경우 자신의 개인정보가 누구에 의하여 공개되는지를 통제하고자 

하는 정보주체의 이익과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는 일반

적인 개인정보 처리 시 요구되는 사전 동의 방식이 아닌 사후 거절 방식444)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445) 즉 개인정보 처리 금지를 원칙

444) 각각에 관한 설명으로는 Solove & Schwartz (2011), P. 433; 장주봉 (2016a), 248면.

445) 곽관훈 (2014), 144-145면; 장주봉 (2016a), 249-250면은 우리나라도 입법론의 차원에서 
사후 거절 방식을 일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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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고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비로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 허용을 원칙으로 하고 정보주체가 

사후에 부동의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 처리를 금지하는 것이다. 

한편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법 제20조가 적용될 수 있다. 

물론 공개된 개인정보와 제20조의 규율 대상인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

인정보’의 개념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로

부터 수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개인정보처리

자가 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하려고 할 때 정보주체로부터 그 정보를 직접 수

집하기보다는 그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제3의 정보 출처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

부분일 것이므로, 개인정보법 제20조는 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널

리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 개인정보법의 해석론

문제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정보법 제20조 외에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요건을 정하는 제15조 및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하여 정하는 제17조 

등이 함께 적용되는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는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

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구하는 사건’446)에서 주된 쟁점이 되었다. 위 대법원 판결에 나타난 것을 포함

하여, 공개된 개인정보에 관한 개인정보법의 해석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도 제15조 및 제17조가 적용된다는 견해

공개된 개인정보에 관하여도 개인정보법 제15조 및 제17조가 적용된다는 견

해는 공개된 개인정보를 그렇지 않은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두텁게 보호할 필

요가 있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의사에 의하여 일단 공개된 정

보라고 하여도, 그 정보를 제3자가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정보의 오

용⋅남용 위험으로부터 정보주체를 적절히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다.447) 

위 사건에서 대법원도 공개된 개인정보에 관한 제15조 및 제17조의 적용을 

긍정하 다. 위 판결의 사안에서는 법률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 하는 피고가 공

446)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447) 임규철 (2012), 2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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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대학교인 A 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원고의 사진, 성명, 성별, 출

생년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A 대학교 법과대학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집하고 이를 그 법률정보 제공 사이트의 ‘법조인’ 항목에서 유료로 

제공한 행위가 문제 되었다. 대법원은 우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포함하

는 개념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개인정보법은 제15조 및 제17조의 적용 대상을 

공개된 개인정보와 공개되지 않은 개인정보로 나누어 달리 규율하고 있지 않다

는 점에 기초하여,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그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대법원은 개인정보법 제15조 및 제17조를 유연하게 해석하여, 공개된 정

보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반드시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것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 다.448) 즉 이미 정보주체의 동의에 기초하여 그 개인정보가 공개된 경

우에는 정보주체가 공개 당시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동의를 하 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 기초하여 대법원은 일단 

공개된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다시 처리할 때 그와 같은 처리행위

가 정보주체의 동의 범위 내에 있다면 정보주체에게 별도의 동의를 구하지 않

아도 된다고 보았다.449) 

2)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제15조 및 제1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

공개된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만이 적용되고, 제15조 

및 제1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도 발견된다. 이 견해는 공개된 개인

정보와 그렇지 않은 개인정보를 달리 구분하여, 전자는 처리정지 요구를 통한 

사후적 통제의 대상이고, 후자는 동의를 통한 사전적 통제의 대상이라고 본

다.450) 이미 정보주체의 동의에 기초하여 개인정보가 공개되었음에도 이를 다시 

수집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거듭 정보주체의 동의를 

448) 개인정보법 제22조에서 보듯이, 개인정보법상 동의는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것이어야 한
다. 바꾸어 말하면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개인정보법을 매우 유연하게 해석한 셈이다. 

449) 박광배 (2017), 18면은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 위 대법원 판결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평가한다. 

450) 김민중, “공개된 사진⋅성명⋅성별⋅출생연도⋅직업⋅직장⋅학력⋅경력 등을 동의 없이 
수집⋅제공한 행위에 대한 책임 -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을 중심
으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2호 (2016), 5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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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도록 요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451) 이처럼 불필요한 동의를 받도

록 하는 것은 정보주체가 가지는 관리⋅통제권의 과잉보호라는 지적도 제기된

다.452) 

(다) 검토

문리적으로 보면 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개인정보법 제15조 및 제17조는 수집⋅이

용 및 제3자 제공의 대상을 단지 ‘개인정보’라고만 하고 있으므로, 공개된 개인

정보도 이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제15조 및 제17조가 적용된다고 보는 해석은 제20조의 사후

적 통제 제도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드는 문제가 있다. 만약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도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제2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그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알리고 정보주체가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없어진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시점에 이미 정보주체에게 그 개인

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과 정보주체가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개된 개인정보에 관하여 제15조 및 제17조의 사전적 통제 

제도가 적용된다고 보는 이상, 제20조의 사후적 통제 제도는 활용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공개된 개인정보의 경우 위 대법원 판결과 같이 사회통념상 정보주

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개별적⋅명시적 사전 동의의 원

칙을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즉 위와 같은 범위 내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법 제20조의 사후적 통제 제도만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453) 제61조 제4항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된 매체나 장소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

451) 권 준, “2016년 민법 판례 동향”, 민사법학 제78호 (2017. 2), 511면; 김민중 (2016), 588

면. 

452) 장주봉 (2016a), 254면. 

453) 행정안전부고시 2017-1호를 말한다. 표준지침은 개인정보법 제12조 제1항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한다. 행정자치부는 개인
정보처리자가 표준지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 다면 일응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행정자치부 (2016), 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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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사회통념상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것인지는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다만 2차 처리행위가 정보주체의 다

른 인격권을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넓

게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가령 공개된 개인정보를 허위의 정보

와 조합하여 정보주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널리 공개하는 경우 등에는 사회통념상 정보주체

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반대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된 개인정보를 포털사이트의 인물정보 서비스를 통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

는 경우 등에는 사회통념상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개인정보처리자의 개념

개인정보법은 개인정보처리자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으로 정의한다(제2조 제5호).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법의 

주된 수범자로서, 개인정보 보호원칙(제3조)을 준수하여야 하고, 법 제3장의 개

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들의 적용을 받는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위와 같은 법 

규정에 따르지 않고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에는 법 제9장의 규정들에 따라 벌

금,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이처럼 우리 개인정보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

게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

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에게 형사적⋅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

다.454) 이 점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인적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구성하는 개별 법령들은 개인정보법상 개인정보처

리자에 상응하는 다른 개념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법령은 해당 사업 분야에 

대한 규제법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소관 부처의 허가를 받아 해당 사업을 

454) 김민호, “개인정보처리자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제26권 제4호 (2014. 12), 243-2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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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는 것이 중요한 개념 표지로 나타난다. 아래에서는 개인정보법상 개인정보

처리자 개념에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개인정보법 제2조 제6호

개인정보처리자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
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455)와 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

신용정보법 제2조 제5호
신용정보회사 : 신용정보업456)을 할 목적으로 제4조
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위치정보법 제5조 제7항
위치정보사업자 : 위치정보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457)

<표 2> 개인정보 보호법제상 개인정보처리자 등의 정의

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개인정보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의미한다.458) 따라서 가령 개인적인 목적에서 휴대전화에 연락처를 저장하거나 

메신저 등을 통하여 연락처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사람은 개인정보처리자

로 볼 수 없다. 한편 “업무”의 의미는 형법상 업무의 개념과 다르지 않은 것으

로 보인다. 즉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역시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455)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
하는 자를 말한다. 

456) 신용정보업은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을 포함하는 개념이다(신용정보법 제4

조 제1항). 

457) 위치정보사업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것
을 사업으로 위하는 것을 의미한다(위치정보법 제2조 제6호). 

458) 임규철 (2013), 355면은 ‘업무 목적’ 요건을 삭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업무 목적’ 

요건을 삭제할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개념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우려가 있다고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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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업의 일체”459)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

다.460)

한편 개인정보를 ‘처리’한다는 것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의미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 그리고 행정자치

부의 해설에 따르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모든 행위’에는 개인정보의 전송, 전

달, 이전, 열람, 조회, 수정, 보완, 삭제, 공유, 보전, 파쇄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한다.461) 즉 개인정보 처리는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 수반되

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462)

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개인정보법상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

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의미한다(법 제

2조 제4호). 즉 개인정보파일의 개념 요소는 (i) 검색 용이성과 (ii) 집합물성으로 

나눌 수 있다.463)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업무를 목적으로” 한다는 개념에 관해

서는 “업무” 개념에 관한 기존의 판례 법리가 적용될 것이므로, 개인정보처리자

의 개념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한다는 개념의 해석

이 중요하다. 

“개인정보파일”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디지털화(digitization)와 검색 용이성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어떤 정보가 디지털화를 거친 

경우에는 검색 용이성이 널리 인정될 수 있다. PC의 검색 기능 등을 사용하여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어떤 정보가 디지털화를 거치지 않

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검색 용이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령 특정 단체 회

원들의 연락처를 수첩에 적어둔 경우가 그러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디지털화를 

459) 업무방해죄에 관한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7081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등 참
조. 

460) 행정자치부 (2016), 16면. 

461) 행정자치부 (2016), 13면. 

462) 행정자치부 (2016), 13면. 

463) 김진환 (2014), 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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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지 않은 정보는 개인정보파일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464) 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파일의 정의를 “개인의 이름이나 고유식별정보, 

ID 등을 색인(index)나 검색값으로 하여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배

열⋅구성한 집합물”로 풀이하면서도, 전자적 형태의 데이터베이스 외에 색인이 

되어 있는 수기(手記) 문서 자료도 포함된다고 본다.465)

개인정보법은 개인정보파일의 존재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기 문

서도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리고 가령 다수의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가 기재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수기 문서 형태

로 전달 받아 성명 순서로 배열하고 색인하여 보관하는 경우와 그러한 개인정

보를 스캔하여 파일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사이에는 실질적으로 검색 용이성의 

차이가 크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도 디지털화 여부에 따라 개인정보파일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다지 합리적이지 못하다. 요컨대 개인정보파일의 개념

에서는 디지털화 여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검색 용이성’의 정도를 기준

으로 하여 개인정보파일 해당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제3절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구제수단

Ⅰ. 구제수단 개관

권리가 가지는 가치가 보호되려면 그 권리가 침해된 경우 권리자가 그에 관

한 구제수단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466) 바꾸어 말하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한다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경우 정보주체가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마련한다는 의미도 가진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법적 수단들은 크게 공법적인 것

과 사법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공법적 규제의 목적은 실제로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이 침해되었을 때 정보주체가 입은 불이익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처리의 

464) 김진환 (2014), 69면 이하. 

465) 행정자치부 (2016), 29면도 수기 파일이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한다고 본다. 

466) 양창수⋅권 준 (20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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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공법적 규제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구체적인 행위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적⋅행정적 제

재를 가하는 역할을 한다.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에는 제재의 강도가 높아질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는 공법적 규제의 역에서

도 정보주체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가 고려된다. 그러나 정보주체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에만 기초해서 제재 여부와 강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공법적 규제의 역에서는 제재를 통하여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개인정보자기

결정권 침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지가 더욱 중요하게 고려된다. 제재를 통한 

예방 내지 억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법 

제도 설계와 운 의 중심에 놓인다.

반면 사법적(私法的) 구제수단의 목적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보주

체가 입은 손해를 예방하거나 회복시켜 주는 데 있다. 사법적 구제수단은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그 침해행위를 곧바로 금지시키거나(금지청구), 

침해행위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하 을 때 그 손해를 회복시킨다

(손해배상청구). 정보주체가 이러한 구제수단을 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법원은 그 요건들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행위 규범을 

제시할 수 있다. 가령 법원은 법령상 주의의무의 내용을 해석하거나, 법령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할 것이 기대되는 주의의무의 내용

을 설정함으로써 일정한 행위 규범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침해행위의 위법성

을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일정한 행위 규범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원이 구체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물에 불과하고, 사법적 구제수단의 행위 규범 제시 기

능은 공법적 규제의 그것을 보완하는 데 그친다. 

한편 공법적 규제와 사법적 구제수단이 서로 동떨어져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공법적 규제의 역에서 설정된 개인정보처리자의 구체적인 행위의무들은 사법

적 구제수단의 역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

준이 된다. 또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혹은 그와 동시에 규제 당국의 조사 및 제재처분, 관련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한 검찰 수사 및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467) 그에 따

467) 뒤의 제3장에서 살펴볼 KT N-STEP 개인정보 유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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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규제 당국이나 검찰이 조사⋅수사 과정에서 지득한 정보가 민사소송에서 활

용되거나, 행정사건⋅형사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판단이 민사사건에 향을 미치

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관한 사법적 구

제수단을 논의할 때에는 공법적 규제의 역과 사법적 구제수단의 역을 고루 

고려하고, 양자가 서로 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생각된다. 

Ⅱ. 사법적 구제수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경우 정보주체가 취할 수 있는 사법적 구제수

단은 민사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있는

가 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근거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도 있다. 또한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침해행위 자체를 막기 위

한 사전적 구제수단이 있는가 하면, 침해행위가 완료된 후에 그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사후적 구제수단도 있다. 이들 구제수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법적 근거 사전적 구제수단 사후적 구제수단 

민법 및 기존 판례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개인정보 보호법제 

 정정청구 
 삭제⋅파기청구
 처리정지청구
 일시중지청구

 3배배상청구
 법정손해배상청구

<표 3> 구제수단 개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적절히 보호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이 ‘실질적’인 것이어야 한다. 어떠한 구제수단이 피해자의 권리 

선고 2015나61155 판결)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소송과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이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기도 하 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민사사건의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경품 응모권 1mm 글씨 고지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6나83466 판결), 신용카드회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5가합501956 판결)이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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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인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정보주체가 그 구제수단에 접근하기 쉬워야 한다. 정보주체가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절차가 번거롭거나, 정보주체에게 무거운 증명책임이 부여될 때 

그 구제수단은 접근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468) 이러한 견지에서 구제수단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마련된 특칙으로는 정정청

구⋅삭제청구 등의 자율적 메커니즘, 고의⋅과실의 증명책임 전환, 법정손해배

상을 통한 손해 발생 및 손해액의 증명도 감경을 들 수 있다. 또한 ‘실질적’인 

권리구제는 피해자에게 그 구제수단을 취할 유인(incentive)을 부여하는 문제와도 

연결된다. 가령 위자료의 현실화, 3배배상을 통한 손해배상액 증액 등은 피해자

에게 일정한 유인을 제공해줄 수 있다. 

물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들이 피해자 보호에 치우친 

나머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떠안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

다. 가령 어떤 개인정보 처리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유용

한 가치를 가지는데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개인정보처리자의 귀책사유나 그 침해행위의 불법성

에 비례하지 않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 등은 형평과 사

회 전체의 효율성 측면에서 지양되어야 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염두에 

두고, 정보주체가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들을 검토한다. 

1. 사전적 구제수단 - 금지청구

가. 금지청구 일반론

금지청구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멈추도록 하거나 곧 이루어질 

침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제수단이다.469) 금지청구는 여러 법령에서 다

른 용어로 표현된다. 정지청구, 금지청구, 예방청구, 유지청구 등이 그것이다.470) 

아래에서는 민법학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용어인 ‘금지청구’라는 표현을 사용하

468) 백경일 (2017), 131면.

469) 김상중,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규정의 신설 제안”, 민사법학 제55호 (2011), 221

면.

470) 여러 법령에 나타난 용례에 관하여는 박시훈, “위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4-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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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한다.

피해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직접 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금지청구는 

손해배상청구보다 더욱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한다.471) 금지청구의 장점은 특히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472) 손해배상만으로

는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경우에 뚜렷이 드러난다. 한편 법경제학적으로는 권

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권리가 비자발적으로 거래되지 않도록 하고, 나아

가 계약 등을 통한 자발적인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사적 자치를 보장한다는 점

도 금지청구의 중요한 장점으로 언급된다.473) 

우리 민법은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제214조와 이를 준용하는 물권법의 조문

들 외에 금지청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불법행위에 관한 구제수단으

로 민법에 규정된 것은 재산적⋅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제750조, 제751조) 

뿐이고, 불법행위의 효과로서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은 찾

아볼 수 없다. 그에 따라 금지청구가 인정되는 법적 근거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

가 제시되고 있고, 각 견해는 금지청구의 요건을 서로 조금씩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학설의 대립은 인격권 침해행위의 경우 별다른 의미를 가지

지 못한다. 어떤 학설에 따르더라도 인격권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는 널리 

인정되기 때문이다. 판례도 인격권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를 인정하고 있

다.474)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법적 성격을 인격권으로 보는 이상, 금지청구를 인정하

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대법원은 이미 대법원 2011. 5. 24.자 2011마319 

결정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정보 공개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정한 바 있고,475) 학설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대하

471) 최민수, “불법행위법상 금지청구권에 관한 소고”, 단국대학교 법학논총 제41권 제2호 
(2017), 145면. 

472) 김태선, “미국법상 금지명령 제도 - 불법행위법 개정안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제61호 (2012. 12), 494면. 

473) 김차동 (2009), 287-288면.

474)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475) 이 사건에서는 국회의원인 채무자가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한 행위가 문제 되었는데, 대법원은 그러한 공개 행
위가 교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가처분 신청을 



제2장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 보호법제

- 123 -

여 금지청구가 널리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476) 정보는 순식간에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게 전달될 수 있고, 일단 제3자에게 어떤 정보가 알려진 뒤에는 되돌릴 

수 없다.477) 또한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 등에 개인정보를 게

시한 경우와 같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침해

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478) 이 점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대

한 금지청구는 정보주체에게 요긴한 구제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실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사건에서는 그 침해행위가 1회적인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479)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행위는 개

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이용, 제공하는 행위, 혹은 개인정보를 분실, 도난, 유

출시키는 행위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다.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수집되거나 유통되었다는 사실을 인식

한 시점에는 이미 그 침해행위가 종료된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개

인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시한 것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금지청구는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처럼 금지청구가 실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사건에서 실효적인 구제수

단이 되기는 어렵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마련된 특칙들에 이론적 기초를 제

공해 준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개인정

보 보호법제상 금지청구권 유사의 권리들은 민법상 금지청구권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민법상 금지청구권은 뒤의 제4장에서 보는 것처럼 아직 개

인정보 보호법제에 반 되지는 않았지만 법적인 보호가 필요한 역에 적절한 

보호 수단을 제공해줄 수 있다. 요컨대 금지청구에 관한 민법의 기존 법리는 개

인정보 보호법제상 금지청구권 유사의 권리들에 관한 논의를 더욱 풍성하게 하

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인용한 원심 법원의 판단을 지지하 다. 

원심이 기각한 금지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로는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76) 권태상 (2013a), 100면. 

477) Solove (2002), P. 1113.

478) 권 준, “불법행위와 금지청구권 - eBay vs. MercExchange 판결을 읽고”, Law & 

Technology 제4권 제2호 (2008), 59면. 

479) 정상조⋅권 준, “개인정보의 보호와 민사적 구제수단”, 법조 통권 제630호 (2009. 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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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특칙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마련된 정정청구, 삭제청구, 처리정지청구 등의 구제수

단들은 민법상 금지청구권의 특칙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위와 같은 권리들

은 그 요건 측면에서 민법상 금지청구권과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정보주체

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민법상 금지청구권을 행사하려면 그 개인정보 처

리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제상 정정청구, 삭제청

구, 처리정지청구 등은 개인정보 처리행위의 위법성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이

다. 그러나 민법상 금지청구권과 개인정보 보호법제상 금지청구권 유사의 권리

들은 권리 침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

작위를 구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480) 민법상 금지청구

권을 넓은 의미로 이해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제상 특칙에 규정된 권리들은 금

지청구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민법상 금지청구

권은 위법한 침해행위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떠올리면, 이를 엄 한 의

미에서 금지청구권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금지청구권 유사의 권리들이라고 말

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구제수단의 기능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면, 개인정보 보호법제상 금지청

구권 유사의 권리들은 민법상 금지청구권에 비하여 그 요건이 대폭 완화된 형

태의 금지청구권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각 법령에 마련되어 있는 금지청구의 구

체적인 모습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개인정보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정보의 정정
정정청구권
(제36조)

정정청구권
(제38조)

정정청구권
(제24조 제3항)

정정청구권
(제30조 제2항)

정보의 삭제 
삭제청구권
(제36조)

삭제청구권
(제38조의3)

정보 처리의 
중지

처리정지청구권
(제37조)

일시중지청구권
(제24조 제2항)

기타
임시조치청구권
(제44조의2)

<표 4> 금지청구 개관

480) 김차동 (2009), 2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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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유형은 정보의 정정을 청구하는 것이다.481) 다른 유형의 금지청구 관

련 구제수단과 달리, 정정청구권은 개인정보 보호법제 전반에 걸쳐 인정되고 있

다(개인정보법 제36조, 신용정보법 제38조, 위치정보법 제24조 제3항, 정보통신

망법 제30조 제2항). 개인정보처리자 등이 부정확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

공하는 경우, 정보주체는 정정청구권을 행사하여 그러한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

다. 그리고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이 이루어지면, 개인정보처리자 등은 

그 개인정보를 계속하여 처리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정보의 삭제를 청구하는 것이다. 개인정보법(제36조)과 신용정

보법(제38조의3)이 삭제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정보주체가 삭제청구

권을 행사하면 그 개인정보는 삭제되고, 개인정보처리자 등은 그 개인정보를 더 

이상 처리할 수 없게 된다. 삭제청구권은 개인정보처리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개인정보가 아니라 그 가운데 특정한 정보를 염두에 둔 

구제수단이라는 점에서, 아래에서 보는 처리정지청구권과 차이를 보인다. 

세 번째 유형은 정보처리의 중지를 청구하는 것이다. 이 유형의 금지청구는 

그 중지가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것인지, 혹은 구적이고 확정적인 것인지를 기

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위치정보법상 일시중지청구권(제24조 제2항)은 전자에 

속하는 구제수단이다. 일단 개인정보 처리가 일시중지된 이후에 어떠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개인정보처리자가 다시 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지는 현

행법상 명확하지 않지만, 일시중지청구권이 개인정보 처리의 일시중지 후 재개 

가능성을 전제하는 개념임은 분명하다. 한편 개인정보법상 처리정지청구권(제37

조)은 후자에 속하는 구제수단이다. 정보주체가 처리정지청구권을 행사하면 개

인정보처리자는 해당 개인정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 밖에 규율 대상의 특수성에 기초하여 마련된 구제수단도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구제수단으로는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청구권이 특기할 만하다. 정보

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특정 이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가 일반에 공개된 경우,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

여 해당 게시물의 삭제나 반박내용 게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제44조의2). 

481) 정정청구권이 금지청구권의 하나인지는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금지청구권은 침해
행위를 중지하도록 하는 구제수단이고, 침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구
제수단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정확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금지한다는 측면에서는 
정정청구권을 금지청구권 유사의 권리로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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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된 정보는 전파 속도가 빠르고, 전파 범위도 

넓다. 이 점에서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청구권은 정보주체에게 현실적으로 매

우 중요한 구제수단이 될 수 있다.

2. 사후적 구제수단 - 손해배상청구

가. 손해배상청구 일반론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미 발생한 손해를 메꾸어 주는 

구제수단이다.482) 바꾸어 말하면, 손해배상은 이미 침해행위가 이루어진 뒤에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사건에서는 정보주체의 정신적 고통이 문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제

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실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사안에서 그 침해행위가 1회적인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손해배상청구는 정보주체에게 중요한 구제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정보주체로서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을 청구하기보다는 개인정보 보호법제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이 유리하다.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책임의 성립 요건과 

효과 각각의 측면에서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특칙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특칙

개인정보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의 손해배상 관련 규정들은 

모두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다. 위치정보법이 3배배상제도나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면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이나 내용도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개인정보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482) 양창수⋅김재형, 민법 I 계약법 제2판, 박 사 (2015), 439면.



제2장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 보호법제

- 127 -

개인정보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고의⋅과실 
요건의 
증명책임 
전환

제3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27조 제32조 제1항

3배배상제도
제39조 
제2항⋅제3항

제43조 
제2항⋅제3항

-
제32조 
제2항⋅제3항

법정손해배상
제도

제39조의2 제43조의2 - 제32조의2

<표 5> 개인정보 보호법제상 손해배상청구 관련 특칙

개인정보법 제39조 제1항 제1문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법 위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가 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항 제2문은 이때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

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사건에서 피해자(원고)가 고의⋅과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과 달리, 개인

정보법 제3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건에서는 가해자(피고)가 자신에

게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증명할 수 없을 때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개인정

보처리자의 과실을 추정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일반적인 과실책임보다 

더욱 엄격한 책임을 지운다.483) 이러한 과실 추정 규정은 3배배상(제39조 제3

항), 법정손해배상(제39조의2 제1항)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된다. 

법정손해배상 제도는 정보주체가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제39조의2). 그러므로 법정손해배

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불법행위 사건에서처럼 손해 발생 사실과 손

해액을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로484) 증명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

다. 다만 모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사건에서 법정손해배상 청구가 허용되

483) 이제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43994, 44003 판결을 중심으로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 제26권 제2호 
(2015), 567-568면.

484)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7730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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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아니고,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

난⋅유출⋅위조⋅변조⋅훼손된 경우에만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처

럼 법정손해배상 제도는 일정한 사건 유형에서 손해 발생 사실과 손해액에 관

한 증명도를 경감시켜, 정보주체가 비교적 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한편 3배배상 제도는 정보주체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액수를 증액함으로

써 정보주체에게 소송을 제기할 유인을 제공한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게 3배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중과실 및 그로 인한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 정보주체의 손해 발생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제39조 제4항의 고려 요소

에 기초하여,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제39조 제3항).

Ⅲ. 분쟁 유형에 따른 구제수단의 비교

앞서 소개한 다양한 구제수단 가운데 어느 것이 다른 것보다 피해자 보호의 

측면에서 우월하다거나 피해자 입장에서 더욱 선호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각각의 구제수단들은 서로 다른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장점과 단

점은 구체적인 사안의 특성에 따라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한다. 따라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행위를 각 유형별로 살펴보는 것은 구제수단의 장점과 

단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아래에서는 침해행위(개인정보 무단 수

집⋅이용⋅제공의 경우와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및 행위자(개인정보처리자인 

경우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경우) 측면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관련 

분쟁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구제수단을 살펴본다.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처리자 아닌 자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
용⋅제공

1유형
 개인정보 보호법제상 금지청구

2유형
 민법상 금지청구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청구

<표 6> 분쟁 유형별 구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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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유형(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이용⋅제공)의 경우

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근거한 금지청구 관련 권리가 가장 실효성 있는 구

제수단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제상 금지청구 관련 권리들은 그 요건이 매우 단순

하게 설정되어 있어, 정보주체가 큰 어려움 없이 이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

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

은 경우에는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이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

법제상 금지청구 관련 권리들은 민법상 금지청구권과 달리 법률로 그 실효성이 

뒷받침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유형(개인정보처리자 아닌 자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이용⋅제공)의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보호법제상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인

정보 보호법제상 금지청구권은 개인정보처리자 등에 대하여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 정보주체로서는 침해행위가 완료되기 전에는 민법상 

금지청구권을, 침해행위가 완료된 후에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밖

에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제상 손해배상에 관한 특칙들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

하여만 적용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

다. 한편 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행위가 정보통신망에 개인정보를 게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3유형(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유출)의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그러한 침

해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알기 어려울뿐더러, 침해행위가 완료되기 전에 이를 인

지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따라서 정보주체로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 다른 구제수단을 취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 경우 정보주체에게는 민법

상 불법행위 규정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보다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

법제는 증명도 경감, 증명책임 전환, 손해배상액 증액 등 피해자에게 유리한 여

개인정보 
유출

3유형
 개인정보 보호법제상 손해배상청

구

4유형
 실제 행위자(피방조자) ⇒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개인정보처리자(방조자) ⇒ 개인

정보 보호법제상 손해배상청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민사법적 보호

- 130 -

러 특칙들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4유형(개인정보처리자 아닌 자가 개인정보를 유출)의 경우에도 위 3유형의 경

우와 마찬가지 문제가 있다. 다만 4유형에서는 실제로 개인정보 분실⋅도난⋅유

출 행위를 한 자의 책임과 함께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도 문제 된다. 가령 실제

로 침해행위를 한 자가 개인정보처리자의 피용자인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용자책임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미흡하여 그러한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방조책임이 각각 문제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

편 정보주체 입장에서는 실제로 침해행위를 한 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침해행위

를 한 자를 가려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손해배상을 성실히 이행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을 것이다. 따라서 정보주체 입장에서는 개인정보처

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구제수단이라고 

생각된다.

Ⅳ. 개인정보 보호법제 운영상의 문제점과 사법적 구제수단의 역할

1. 불법행위법의 역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문제점으로는 (i) 규제 수준과 

보호 수준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점, (ii) 정보 보호에 치우친 나머지 자유로운 

정보 이용의 가치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iii) 적용 대상이 불명

확하여 비효율을 야기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법 개정을 

통하여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나, 전체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전면적인 

개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는 해석론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합리

적이다.485) 

이처럼 해석론을 통하여 법 운 상의 문제점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민사법, 특

히 불법행위법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486) 우선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요건

을 판단하는 단계에서 불법행위법은 정보주체의 이익과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

보이용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처리행위 가운데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

485) McClurg (2003), P. 100. 

486)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Bloustein (1964), P. 964는 정보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수단이 여럿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법행위법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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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경계를 설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487) 개인정보처

리자의 과실을 판단하는 단계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

를 적정한 수준에서 설정하고,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단계에서는 이익형량

을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둘러싼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조정한다. 손해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는 정보주체에게 배상되어야 할 손해와 그렇지 않은 

단순한 불안을 구분하며,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단계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행

위와 규범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다. 이처럼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원의 판결과 학술상 논의가 축

적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적용 대상과 범위에 관한 불명확성도 서서히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제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에 미흡한 부분은 구제수단

의 측면에서도 보완될 수 있다. 물론 정보주체가 어떤 개인정보 처리행위로 입

은 피해가 매우 경미한 것에 불과하여488) 정보주체가 금지청구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할 실익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보주체에

게 법적으로 배상되어야 할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구제수단을 취할 충분한 

유인이 없거나 그 구제수단을 취하는 데 지나치게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요구

되어 정보주체가 아무런 구제수단을 취하지 않게 되는 것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489) 특히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다수

의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므로, 각 개인이 입은 손해의 크기가 작다고 하더

라도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하게 될 전체 총 배상액의 크기는 매우 클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개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아무런 구제수단을 취하지 않는

다면 개인정보처리자로서는 높은 액수의 손해배상을 부담하지 않게 되는 이익

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490) 요컨대 

487) 양창수, “불법행위법의 변천과 가능성”, 민법연구 제3권 (박 사, 1994), 336-337면은 불
법행위법이 가치 충돌을 법적으로 처리하는 가장 중요한 장치라고 표현한다. 편집대표 
김용담, 주석민법 채권각칙(6) 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57면(박동진 집필부분)도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일정한 가치판단이 기능한다고 지적한
다(이하 각주에서 위 책을 인용할 때에는 “주석민법 채권각칙(6)”으로 표기한다). 

488) 백경일 (2017), 131면은 이러한 ‘근소 손해’(minor loss)의 경우 피해자가 합리적 무관심
(rational inattention)으로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장려될 수 있다고 한다.

489) Mayer-Schönberger (2009), PP. 143-144도 같은 취지로 설명한다. 

490) 백경일 (2017), 132면은 그 경우 가해자가 손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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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에 실질적으

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운 되어야 하고, 불법행위책임의 효과로

서 인정되는 여러 구제수단들은 이러한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2. 민사적 구제수단의 역할 확대 필요성

나아가 불법행위법의 역할을 지금보다 확대할 필요도 있다. 현재 우리 개인정

보 보호법제는 형사적⋅행정적 제재를 통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개

인정보처리자 등을 처벌하거나 규제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자기

결정권 침해 사건을 예방하고 억지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런데 개인

정보 보호법제가 형사적⋅행정적 제재를 중심으로 운 되면,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이용자는 개인정보 활용에 더욱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형사적⋅행정적 제재 관련 규정들은 그 제재의 강도를 상

당히 강하게 설정하고 있어,491) 이러한 위축효과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높다.

물론 사전적인 사고 예방의 역에서 형사적⋅행정적 제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형사적⋅행정적 제재가 언제나 적정 수

준의 사전 예방 효과를 거두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이나 규제기관은 개인정보 

처리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으므로, 제재를 가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과소집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492) 반대로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

되는 사건 유형에서는 집중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과잉집행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493) 그러므로 사전 예방의 역에서도 민사적 구제수단이 형사적⋅행정적 

취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점도 지적한다. 

491) 전응준, “개인정보보호법률상 형사처벌규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정보법학 제17권 
제2호 (2013), 233-234면은 가령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부과되
는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인정보법 제71조 제1호 및 정보통
신망법 제71조 제3호)이 형법상 명예훼손죄, 업무상 비 누설죄의 법정형보다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다고 한다. 

이인곤,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규정에 관한 형법적 고찰”,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55

권 (2014), 302면도 같은 취지이다. 

492) Richard A. Posner, “Regulation (Agencies) versus Litigation (Courts)”, Daniel P. Kessler 

eds., Regulation versus Litigation: Perspectives from Economics and Law,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1), P. 19는 규제기관이 법원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이익단체의 향
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점도 행정적 규제의 한계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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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설계하고 운 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생각된다.494)

493) 김차동 (2014), 464면. 

494) 권 준, “불법행위법의 사상적 기초와 그 시사점 -예방과 회복의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109호 (2009. 2), 102면. 이하 각주에서 위 논문을 인용할 때에는 “권
준 (2009a)”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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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제1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요건 일반론

Ⅰ. 개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위법하게 침해되었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정보주체는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가해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요건은 (i)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ii) 가해자의 

책임능력, (iii) 가해행위의 위법성, (iv)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 발생 이 네 가지

로 이해된다.495) 이러한 요건들은 모두 불확정적이고 추상적인 개념들이어서, 

상당히 넓은 판단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496) 이러한 불법행위법의 특징은 구

체적인 사안에서 가장 타당한 해결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법관에게 넓은 재량

을 허용하는 반면,497)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어야 할 사안과 그렇지 않은 사안 

사이의 경계를 불명확하게 하기도 한다.498)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요건을 단지 추상적인 수준에서 논의하는 것은 불법행

위법의 이해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가령 명예훼손 유형의 불법행위 사건에

서는 위법성 판단, 즉 그 표현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된다.499) 유해한 물질로 인한 제조물책임 

495) 편집대표 곽윤직, 민법주해 제18권 채권(11), 박 사 (2005), 179면(이상훈 집필부분)(이
하 각주에서 위 책을 인용할 때에는 “민법주해 채권(11)”로 표기한다); 곽윤직, 민법강
의 IV 채권각론 제4판, 박 사 (2005), 386면; 송덕수, 신 민법강의 제11판, 박 사 
(2018), 1350면.

496) 송덕수 (2018), 1345면; 권 준 (2009a), 75면. 

497) 양창수⋅권 준 (2017), 598면. 

498) 일본 민법에 관한 설명으로 大村敦志⋅道垣內弘人⋅山本敬三, 新注釈民法(15) 債権(8), 

有斐閣 (2017), 273면(橋本佳幸 執筆) 참조(이하 각주에서 위 책을 인용할 때에는 “新注

釈民法 債権(8)”이라고 표기한다). 升田 純 (2009), 7면은 특히 프라이버시 침해 사건에
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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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서는 인과관계 인정 여부를 두고 당사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한다.500) 이처

럼 불법행위는 서로 이질적인 행위들을 포괄하는 개념이고, 각각의 불법행위 유

형에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요건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불

법행위법이 적용되는 사안들을 유형화하고, 각각의 유형에서 불법행위책임의 성

립 요건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이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논의하는 작업이 필요하

다.501)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사안 역시 마찬가지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사안을 다른 불법행위 사안과 구별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사안에 특유

한 쟁점들을 논의함으로써 불법행위에 관한 기존 법리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사안에 알맞게 변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행위는 

현실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행위를 

여타의 불법행위와 구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더욱 세부적으로 유형화하여 

접근할 필요도 있다. 이 글에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행위를 (i)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용⋅제공과 (ii) 개인정보 유출의 두 가지로 나누어 논의하고자 한

다.502) 다만 이러한 두 가지 유형에도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요건에 관한 일반론

이 적용되므로, 각각의 유형을 살펴보기에 앞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요건을 살

펴보기로 한다. 

Ⅱ. 고의⋅과실

1. 고의⋅과실의 개념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요건의 하나로 ‘고의 또는 과실’을 요구

한다. 원래 개인에게는 행동의 자유가 헌법적으로 보장되므로, 어떤 행동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그 행동을 한 사람이 부담하도록 하려면 일정

499)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대법
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500) 대표적으로 베트남전 참전군인 고엽제 피해 손해배상청구 사건(대법원 2013. 7. 12. 선
고 2006다17539 판결); 담배소송 사건(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

501) 양창수⋅권 준 (2017), 598면. 

502) 이러한 분류 방법은 정상조⋅권 준 (2009), 23면을 참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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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근거가 필요하다.503) 과실책임주의는 가해자가 사회에서 요구되는 행위의 규

범적 기준을 일탈하 음을 근거로 가해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을 정당

화한다.504) 바꾸어 말하면, 과실책임주의 아래에서 행위자는 사회평균인에게 요

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다는 전제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505) 

이 점에서 과실책임주의는 사적자치 원칙의 불법행위법적 표현이라고도 일컬어

진다.506) 

고의는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

태’를 말한다.507) 그 행위가 법질서에 위반된다는 것, 즉 행위의 위법성까지 인

식할 필요는 없다.508) 반면 과실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았어야 

함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를 알지 못하고 행하는 심리상태’를 말한

다.509) 판례에서는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마땅히 하여야 할 의무를 

태만히 하 거나 또는 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표현되기도 한다.510) 바꾸어 말하면, 행위 당시 행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여 행

위하 더라면 피해자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511)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용⋅제공 사건에서는 고의와 과실이 모두 문제 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가해자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503) Spickhoff (2017), § 823, Rn. 3; 주석민법 채권각칙(6), 50-51면(박동진 집필부분); 곽윤직 
(2005), 379면; 양창수 (1994), 320면. 

504) Spickhoff (2017), § 823, Rn. 3; 민법주해 채권(11), 46면(김성태 집필부분); 권 준 
(2015), 93면. 

505) 곽윤직 (2005), 379면; 민법주해 채권(11), 12면(서광민 집필부분); 양창수⋅권 준 
(2017), 606면도 과실책임주의가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한다고 설명한다.

506) 주석민법 채권각칙(6), 163면(이연갑 집필부분).

507) 민법주해 채권(11), 184면(이상훈 집필부분); 곽윤직 (2005), 388면; 송덕수 (2018), 1351면.

508) 곽윤직 (2005), 388면; 민법주해 채권(11), 185면(이상훈 집필부분); 양창수⋅권 준 
(2017), 607면; 송덕수 (2018), 1351-1352면. 판례도 “객관적으로 위법이라고 평가되는 일
정한 결과의 발생이라는 사실의 인식”만을 요구한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
46440 판결. 新注釈民法 債権(8), 327면(橋本佳幸 執筆)은 이러한 이해가 형법학에서 고
의에 관한 논의에 기초한 것이라고 한다.

509) 민법주해 채권(11), 129면(서광민 집필부분); 곽윤직 (2005), 389면; 송덕수 (2018), 1352

면; 권 준 (2015), 94면.

510)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다1843 판결.

511) 민법주해 채권(11), 191면(이상훈 집필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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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는 않는다.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는 고의

에 의한 불법행위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달리 취급되지 않기 때문이다.512) 

또한 가해자가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의 개인정보를 수

집⋅이용⋅제공한 사건에서는 가해자에게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비교적 명백한 

경우가 많아, 실제 사건에서 고의 유무가 다투어진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주로 과실이 문제 된다. 개인정보 유출 유형

에서 직접 그 유출 사고를 주도한 행위자는 고의로 행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다. 그런데 정보주체가 그 행위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사건은 많지 않다.513) 

그 행위자가 누구인지 밝혀내기 어려울뿐더러, 그에게 손해배상을 할 자력이 충

분하리라고 기대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514) 그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유형에서

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의 과실이 빈번하게 문제 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과실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과실과 주의의무 설정

구체적인 사안에서 과실 판단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515) 첫

째, 당해 사안에서 문제 된 가해자의 행위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확정한다. 둘째, 

가해자의 행위에 적용되어야 할 주의의무를 설정한다. 셋째, 당해 사안에서 가

해자가 그와 같이 설정된 주의의무를 다하 는지를 살펴본다. 이 가운데 첫 번

째와 세 번째 단계의 판단은 각각 구체적인 사안에서 가해자가 처하 던 정황

이나 가해자가 실제로 취한 행위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과실 판

단에 관한 학술적 논의에서는 과실 판단의 두 번째 단계, 즉 행위자의 주의의무 

수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다.516) 

512) 송덕수 (2018), 1353면. 참고로 미국 불법행위법은 불법행위를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엄격책임에 따른 불법행위로 구분하고, 각각에 관하여 독자적인 
법리를 발전시켜 왔다. 이를 우리 불법행위법과 비교한 국내 문헌으로는 김 희, “미국 
불법행위법의 기본 구조에 관한 연구 - 불법행위의 유형과 성립요건을 중심으로”, 연세
대학교 법학연구 제21권 제4호 (2011. 12) 참조. 

513) 권 준 (2012), 35면. 

514) Meiring de Villiers, “Reasonable Foreseeability in Information Security Law: A Forensic 

Analysis”, 30 Hastings Comm. & Ent L. J. 419, 440 (2008). 

515) 권 준 (2012), 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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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의의무 설정의 의의

주의의무 설정은 개인에게 그가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제시함으로

써, 누구든지 그 주의의무를 다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

록 한다.517) 다른 한편으로 주의의무 설정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일정한 행위규

범을 제시함으로써 불법행위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정도로 억제될 수 있도록 

한다.518) 이 점에서 주의의무 설정에는 일정한 가치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519) 가령 어떤 행위에 중대한 사회적 위험이 내포되어 있어 그 행위를 

억제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널리 공유되고 있다면, 그러한 

인식은 주의의무 수준을 높게 설정하는 것을 정당화해 준다. 

한편 주의의무 설정에는 명확성이 요구된다. 만약 사회 구성원들이 마땅히 기

울여야 할 주의의무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면, 사회 구성원들의 활동의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

은 상황에서 과실책임을 피하고자 하는 개인들은 ‘할 수 있는 것’조차 하지 않

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주의의무 내용의 불명확성은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 수범자가 인식하고 있는 주의의무 수준과 법 집

행자가 설정한 주의의무 수준이 일치하지 않을 때, 법 집행자의 판단은 당사자

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된다. 그러므로 주의의무의 내용은 입법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명확하게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주의의무 설정의 방식

주의의무 설정은 입법자의 사전적 규율과 법관의 사후적 판단 두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520) 1차적으로는 입법자가 법률로 규정한 주의의무가 가장 중

요한 행위규범이 된다. 수범자에게 그가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의 내용을 

516) 양창수⋅권 준 (2017), 608면; 권 준 (2015), 94면. 

517) 곽윤직 (2005), 379면; 양창수 (1994), 321면.

518) 권 준 (2012), 47-48면.

519) 주석민법 채권각칙(6), 57면(박동진 집필부분).

520) 물론 당사자 사이에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내용에서 주의의무를 도출할 
수 있다. 조리에서 주의의무가 도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권 준, “인터넷상 표현
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 저스티스 통권 제91호 (2006. 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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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명시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작용을 통한 주의의무 설정은 

사법작용에 의한 그것보다 바람직하기도 하다. 가령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개인

정보처리자의 주의의무를 상세히 규정하는 것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명확한 사

전 지침을 주어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사고를 억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구체적인 주의의무의 내용을 빠짐없이 모두 열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521) 입법에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므

로, 법령이 변화하는 사회 현실과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적시에 반 하는 것

은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행위자의 책임 유무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법

원의 몫이다. 그러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내용 자체 못지 않게 그에 관한 법

원의 해석과 적용은 실제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중요한 행위규범이 될 수 있다. 

가령 아래에서 살펴볼 ‘통신자료 제공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522)의 원심판결

이 전기통신사업자인 피고에게 통신자료 제공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자, 

피고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모두 거절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

하기도 하 다.523) 이러한 변화가 비단 위 사건의 피고뿐 아니라 같은 업계의 

다른 사업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향을 고려하면, 개인정보처리자의 주의의무 

수준을 설정하는 것은 추상적인 법리의 차원뿐 아니라 구체적인 실무 운 의 

차원에서도 중요성을 가진다고 하겠다. 

다. 주의의무 설정의 기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은 주관적 과실이 아니라 

객관적 과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524) 즉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었는지는 

실제 행위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직업⋅지위 등에 속하

는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525) 구체적인 행위자의 실제 인식능력은 고려되

521) 권 준 (2012), 36면. 

522)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523) 권 준 (2017), 518면. 또한 박민우, “통신자료 제공요청의 법적 성격과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향 - 장주의 및 사후통지의 도입 여부와 관련하여 -”, 법조 제65권 제7호 
(2016. 8), 149면은 이러한 정책 변경이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524) 민법주해 채권(11), 129-130면(서광민 집필부분); 곽윤직 (2005), 389면; 양창수⋅권 준 
(2017), 608면; 송덕수 (2018), 1352면.

525) 곽윤직 (2005), 3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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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526) 판례의 표현을 빌리면, “불법행위책임의 경우에 주의의무 위반은 

개별 행위자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능력이 아닌 평균인 또는 사회 일반의 객관

적인 인식능력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527) “여기서의 '사회평균인'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일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의 구체적인 사례에 있

어서의 보통인을 말”한다.528) 그러므로 가령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 개인정보처

리자의 지위에 있는 평균인이라면 마땅히 하 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과실

이 있었다고 보게 된다. 

주의의무의 기준이 되는 평균인은 사실적 의미를 넘어 규범적 의미를 가진다. 

바꾸어 말하면, 과실 판단에서 말하는 주의의무는 실제 평균인이 기울이는 주의

의무가 아니라, 평균인이 기울여야 마땅한 주의의무를 의미한다.529) 법관은 실

제 평균인이 어느 정도의 주의의무를 기울이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 주의의무 

수준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주의의무 수

준을 규범적 판단에 기초하여 결정한다.530) 

한편 주의의무 설정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지는 

생각해볼 문제이다. 이는 ‘사회평균인’의 모집단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연결된다.531)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를 ‘사회평균인’의 모집단으로 설정

하면, 개인정보처리자의 인적⋅물적 자원이나 사업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

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같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요구하게 된다. 이때 그 주의의무 

수준을 높게 설정하면,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하고 사업 규모가 작은 개인정보

처리자도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주의의무를 설정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

526) 권 준 (2015), 95면. 

527)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 란의 보충의
견). 

528)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2532 판결. 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에 관하여 “공
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보통(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라고 본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다카1164 판결도 참조. 

529) 미국에서는 ‘평균인’이라는 개념 대신 ‘합리적인(reasonable) 개인’이라는 개념이 쓰이는
데, 그 의미는 우리 법의 ‘평균인’과 다르지 않다. William Lucy, Philosophy of Private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 55. 

530) 권 준 (2015), 102면은 이 점에서 ‘사회 평균인’이 실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법적 의제
의 결과물이라고 한다.

531) 권 준 (2015), 1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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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세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주의의무를 설정할 때 개별 개인정보처리자의 특성을 얼마

나 고려할 것인지는 그 주의의무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

다. 가령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는 개인

정보처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다과(多寡)에 따라 달리 설정될 수 있

다.532) 많은 양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충분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그로 인한 피해 규모

도 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높은 수준의 주

의의무를 부과하여, 안전성 확보조치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

고를 예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반면 적은 양의 개인정보만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그에 비례한 주의의무만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양이 많을수록 유출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 

수준을 높게 설정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533) 이러한 논리는 개인정보처리

자에게 요구되는 다른 주의의무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라. 주의의무 설정 시 고려 요소

주의의무 수준은 규범적으로 결정되지만, 그러한 규범적 판단은 당시의 보편

적인 기술 수준이나 관행과 동떨어진 것일 수 없다. 가령 현재 보편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해킹의 위험이 전혀 없는 보안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

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러한 보안 체제를 구축할 주의의무를 부여하는 것

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법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 수 없다(lex non cogit ad 

impossibilia)’라는 법언에 비추어 보아도,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 마땅히 기울

여야 할 주의의무는 그에게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주의의무 수준에 관한 규범적 판단은 실증적 이해에 기초

한 것이 되어야 한다. 이때 보편적인 기술 수준이나 관행은 주의의무 수준이 현

532) 박상철 (2016), 334면은 이처럼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단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구체
적이고 실효적인 규제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한다. 

533) 이러한 고려에서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은 개인정보처리자 유형 및 개인정보 보유량에 
따라 차등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도 한다(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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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 동떨어져 지나치게 높은 것이 되지 않도록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534) 

또한 주의의무를 설정할 때에는 행위자에게 어느 수준의 주의의무를 부과하

여야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도 고려 대상이 된다.535) 이에 관하

여는 이른바 ‘러니드 핸드 공식(Learned Hand Rule)’을 참고할 만하다. 위 공식은 

연방 항소법원의 판사 던 러니드 핸드가 1947년 United States v. Carroll Towing 

Co. 판결536)에서 제시한 것으로, 사고방지비용(B)이 사고 확률(P)과 사고로 인한 

손해(L)를 곱한 값보다 작다면(B < P⋅L)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

다는 판단 기준이다.537) 이에 따르면 행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수준은 P⋅

L에 해당하는 값이 클수록 높아지고, B에 해당하는 값이 작을수록 높아진다.538) 

한편 ‘최소비용회피자(the least cost-avoider)’가 누구인지도 주의의무 설정에서 중

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최소비용회피자는 귀도 캘러브레시(Guido Calabresi)가 

정립한 개념으로,539) 가장 적은 비용으로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사고

방지비용을 부담시키는 효율적이라는 이론이다. 이에 따르면 잠재적 가해자가 

최소비용회피자인 경우에는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 을 때 그에게 손해배상책임

을 지우게 되지만, 반대로 잠재적 피해자가 최소비용회피자인 경우에는 사고에 

따른 손해를 피해자가 감수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540) 

이러한 사고방식은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발견된다. 가령 대법원은 은행이 예

금청구자의 신원 확인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541)에서 “금융기관에게 추가적인 확인의무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예금자에게 

534) 권 준 (2015), 105면. 

535) 양창수 (1994), 328-329면; 권 준 (2015), 126-127면; 신도철, “법경제학: 방법론과 법의 
제정 및 해석⋅적용에서의 역할”, 김일중⋅김두얼 편, 법경제학 이론과 응용 (해남, 

2011), 77면. 

536) 159 F.2d 169 (1947). 

537) 이에 관한 국내 문헌의 설명으로는 윤진수, “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경제적 효용의 고려
는 가능한가?”, 서울대학교 법학 제50권 제1호 (2009. 3), 66면; 고학수⋅허성욱, “불법행
위법의 법경제학”, 김일중⋅김두얼 편, 법경제학 이론과 응용 (해남, 2011), 166-167면. 

538) 고학수⋅허성욱 (2011), 171면. 

539) 이 개념을 다룬 대표적인 저작으로 Guido Calabresi, The Cost of Accidents: A Legal and 

Economic Analysis, Yale University Press (1970); Guido Calabresi & Jon T. Hirschoff, 

“Toward a Test for Strict Liability in Torts”, 81 Yale L.J. 1055 (1972) 등 참조. 

540) 고학수⋅허성욱 (2011), 166면. 

541)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447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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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번호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인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여러 고려 요소 가운데 하나로 삼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이 인감대조 및 비 번호 확인 등 통상적인 조사를 하 다

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 다. 이러한 결론의 배

후에는 제3자가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예금을 인출할 위험을 가장 적은 비용으

로 회피할 수 있는 최소비용회피자는 은행이 아니라 예금자라는 판단이 전제되

어 있다고 보인다.54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소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부

과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판결543) 역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최소비용회피자라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고 생각된다.544) 

Ⅲ. 위법성

1. 위법성의 개념

어떤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은 그 행위가 전체로서의 법질서에 위반된다는 것

을 뜻한다.545) 그리고 어떤 행위가 법 내지 법질서에 위반하는 것인지는 그 행

위로 인하여 침해된 이익의 성질과 그 행위의 태양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한다

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이다.546) 즉 피침해이익이 공고한 것이면 침해행위의 불

법성이 약한 경우에도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 소유권의 경우 그에 대한 침해

가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좋은 예이다.547) 반면 피침해이익

이 그다지 공고한 것이 아니면 침해행위의 불법성이 특히 커야만 위법성이 인

정될 수 있다. 가령 인격권, 채권, 그 밖에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의 경우 그에 

대한 침해가 곧바로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고, 이익형량 판단을 거쳐 위법

542) 윤진수 (2009), 66-67면; 권 준 (2009a), 96면. 

543)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 

544) 권 준 (2009a), 96면. 

545) 이를 실질적 위법론이라고 한다. 양창수⋅권 준 (2017), 614면; 송덕수 (2018), 1355면.

546) 상관관계설의 입장이다. 양창수⋅권 준 (2017), 614면. 우리 민법의 해석상 상관관계설
을 취하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는 김성용, “불법행위의 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의 역할”, 

민사법학 제30호 (2005. 12), 44-45면. 

547) 곽윤직 (2005), 399면; 양창수⋅권 준 (2017), 6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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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인정하게 된다.548)

이와 같은 상관관계설의 설명은 물론 타당하지만, 여전히 추상적이라는 한계

가 있다.549) 그에 따라 판례는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만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550) 사안 유형별로 위법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정립해 왔다. 가령 환경오염, 환경 침해 사건에서 사회생활상 통상

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551) 사실 적시 명

예훼손 사건에서 그 표현행위의 공공성, 적시된 사실의 진실 여부 등을 고려하

여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552) 제3자의 채권 침해 사건에서 침해되는 채권의 내

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해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위법성을 판단

하는 것553) 등이 좋은 예이다. 

2. 위법성 조각사유

민법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정당방위(제761조 제1항)와 긴급피난(제761조 제

2항) 두 가지를 인정한다. 그러나 그 외에 피해자의 승낙, 정당한 자력구제, 정

당한 업무행위 등의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

(異論)이 없다.554)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i) 피해

자가 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의미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만한 정신능

력을 가지고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승낙을 하 어야 하고, (ii) 승낙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iii) 행위 당시에 승낙이 존재하 어

548) 양창수⋅권 준 (2017), 614면. 

549) 양창수⋅권 준 (2017), 614면. 

550)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6다84126 판결. 

551)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734 판결; 대
법원 2010. 7. 15. 선고 2006다84126 판결. 

552)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 대법
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외 다수. 

553)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25021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81534 판결. 

554) 곽윤직 (2005), 406-407면; 송덕수 (2018), 1362면; 편집대표 곽윤직, 민법주해 제19권 채
권(12), 박 사 (2005), 269면(김황식 집필부분)(이하 각주에서 위 책을 인용할 때에는 
“민법주해 채권(12)”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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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고 설명된다.555)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사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위법성 조각사유는 

피해자의 승낙, 즉 정보주체의 동의이다.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는 정보주

체의 권리이기도 하지만(개인정보법 제4조 제2호), 개인정보 처리를 적법한 것

으로 만드는 위법성 조각사유(피해자의 승낙)이기도 하다.556) 피해자의 승낙이 

위법성 조각사유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의미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유로운 판단에 기초하여 승낙을 하 을 것이 

요구된다.557) 이러한 설명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에 관하여도 적용될 수 

있다. 즉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는 알고 하는 동의(informed consent)여야 하

고,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판단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

3. 인격권 침해와 위법성 판단

인격권 침해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위법성 판단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558) 

인격권은 권리의 내포와 외연이 명확하지 않은 권리이고,559) 개인의 내적인 감

정과 접한 관련이 있어 보호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운 권리이다.560) 그러므로 

어떤 행위가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그 행위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561) 또한 인격권은 다른 권리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권리이기

도 하다. 따라서 인격권 주체의 이익과 그 반대편에 있는 다른 개인의 이익을 

555) 민법주해 채권(12), 276면(김황식 집필부분); 송덕수 (2018), 1362면.

556) 권 준 (2016), 710면; 김진우, “대가로서의 디지털 개인정보”, 비교사법 제24권 제4호 
(2017), 1528면; 김종호, “금융기관이 수집한 고객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법적 고찰”, 

충남대학교 법학연구 제24권 제2호 (2013), 203면.

557) 민법주해 채권(12), 276면(김황식 집필부분); 송덕수 (2018), 1362면. 

558) 물론 인격권 가운데 신체⋅생명에 관한 인격권처럼 침해행위의 위법성이 곧바로 인정
되는 것들도 있다. 곽윤직 (2005), 401면. 일본에서는 인격권을 절대적 인격권(신체⋅생
명에 관한 인격권)과 상대적 인격권(명예권, 사생활권 등 그 밖의 인격권)으로 나누어, 

전자의 경우 침해행위의 위법성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만 후자의 경우 세심한 위법성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기도 한다. 加藤雅信, 事務管理⋅不当利得⋅不法行為 第2版, 有斐

閣 (2007), 189-190면. 

559) 같은 맥락에서 Spickhoff (2017), § 823, Rn. 71은 인격권을 ‘틀 권리(Rahmenrecht)’라고 
표현한다. 

560) 민법주해 채권(11), 54면(김성태 집필부분). 

561) 양창수 (1994), 332면; 권 준 (2009b), 5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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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형량하여, 전자가 우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인격권 침해의 위법성

이 인정될 수 있다.56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사건에서는 특히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용⋅제공 

유형에서 이익형량을 통한 위법성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그 행위 자체의 불법성이 높아 위법성이 어렵지 않게 인정될 수 있다.563) 

그러나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용⋅제공 유형에서는 그 행위 자체의 불법성이 

높지 않고,56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이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에 기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

에서 그러한 개인정보 처리행위가 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정보주체의 동의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

된다면 그 행위는 위법한 침해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Ⅳ. 손해

1. 손해의 개념

손해는 ‘법익에 관하여 받은 불이익’ 혹은 ‘법익에 대한 침해에서 생긴 불이

익’으로 정의된다.565) 여기에서 말하는 ‘법익’이란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을 의미하므로, 사실상 이익이나 반사적 이익에 관한 불이익은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566) 그리고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인 손해는 ‘현실로 

발생한 손해’이다.567)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 

562) Spickhoff (2017), § 823, Rn. 1084; 민법주해 채권(11), 54면(김성태 집필부분). 

563) 송혜정,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민사판례연구 제37집 (박 사, 2015), 

391면. 

564) 이와 달리 송혜정 (2015), 390-391면은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제공을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 이익형량 판단 없이 위법성을 비교적 쉽게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
용⋅제공은 수집을 전제로 한 개념인데,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수집은 불법성이 크고 
그 뒤에 이루어지는 이용⋅제공은 불법성이 작다고 볼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565) 주석민법 채권각칙(6), 235면(이연갑 집필부분); 양창수⋅김재형 (2015), 445면; 양창수⋅

권 준 (2017), 625면. 

566) 양창수⋅권 준 (2017), 625면.

567) 곽윤직 (2005), 408면; 양창수⋅권 준 (2017), 625면; 주석민법 채권각칙(6), 242면(이연
갑 집필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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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법의 주된 기능이므로,568)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손해

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행위법의 기능과 맞지 않을뿐더러, 논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569) 따라서 아직 현실로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손해, 현실적 손

해라고 보기 어려운 불이익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2. 손해 발생 판단의 규범성

앞서 살펴본 것처럼 손해는 ‘피해자가 누리고 있던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를 

의미한다.570) 그런데 어떠한 법익에 가해진 불이익이 언제나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불법행위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손해는 법질서가 가해자에게 손해배

상책임을 지움으로써 피해자의 손해를 전보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불이익이어

야 한다.571)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는

지 가리는 것은 단순히 사실적인 판단만이 아니라 규범적인 판단을 요구한

다.572) 대법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 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

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하여,573) 손해 발생 여

부가 규범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574) 이러한 손해 개념의 규범적 요

소는 손해 발생 판단 단계뿐 아니라 손해배상액 산정 단계에서도 중요한 의미

를 가진다.575)

그런데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적 법익에 불이익이 가해진 경우에는 손해 발

생 판단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 가령 가해자가 과실로 어떤 건물을 전소(全燒)

시킨 경우, 건물의 소유자에게 그 건물의 가치에 상응하는 재산적 손해가 발생

하 음은 쉽게 인정될 수 있다.576) 그에 따라 재산적 법익에 관한 불법행위 사

568) 권 준 (2009a), 98-99면. 

569) 주석민법 채권각칙(6), 235면(이연갑 집필부분). 

570) 민법주해 채권(11), 228면(이상훈 집필부분). 

571) 서광민, “손해의 개념”, 서강법학연구 제6권 (2014), 142면; 신동현, 민법상 손해의 개념, 

경인문화사 (2014), 92면.

572) 서광민 (2014), 141면은 법적인 가치판단 없이는 손해 개념을 확정할 수 없다고 한다. 

573)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0다53038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58959 판결 등.

574) 정상조⋅권 준 (2009), 31면도 같은 취지로 해석한다. 

575) 신동현 (2014), 90-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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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는 규범적 판단의 역할이 그다지 크지 않다.577)

한편 불법행위로 인하여 비재산적인 법익에 불이익이 가해진 경우에는 손해 

발생 판단이 단순하지 않다. 그에 따라 손해 발생 판단의 규범성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가령 일조(日照)이익, 조망이익 등의 생활이익이 침해된 경우 과연 그

러한 생활이익을 누리던 법익 주체에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판

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과거부터 누리고 있었던, 혹은 앞으로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던 생활이익이 침해됨으로써 법익 주체가 경험하는 불

편함 내지 박탈감이 언제나 법적으로 배상되어야 하는 아니다. 사회통념에 비추

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 을 때 법익주체가 입은 불이익이 일정 수준

에 이르러야 그 불이익이 비로소 법적으로 배상되어야 하는 손해로 인정될 수 

있다.578) 

그에 따라 비재산적 손해가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법익 주체가 입은 불이익

이 법적으로 배상되어야 하는 손해인지, 혹은 단순한 불편함 내지 박탈감에 그

치는 것인지를 판단하여 손해와 비손해 사이의 경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

리고 이처럼 손해와 비손해 사이의 경계선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이처럼 사회통념에 기초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기준의 도입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비재산적 손해의 특징에 의해서도 뒷받

침된다.

576) 소유물이 멸실한 경우에는 멸실한 당시의 교환가격이 통상손해가 된다고 설명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곽윤직 (2005), 456면. 

577) 물론 재산적 법익에 관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언제나 손해 발생 여부가 명확한 것은 
아니다. 가령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 현실로 
발생한 손해인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몇몇 판결에서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기도 하 다.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치료비 등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뿐만 
아니라 치료비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손해발생이 있다고 본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323 판결, 피해자가 제3자에게 어떤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
나 아직 그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면 그 채무 상당액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9948 판결 참고.

578) 손해 발생 판단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가령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
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72485 

판결 등은 생활이익에 대한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이를 기초로 손해배
상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생활이익에 대한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고려할 수 없다고 판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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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비재산적 손해는 개인의 거의 모든 행동에서 비롯될 수 있으므로, 비재

산적 손해가 없는 상태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개인이 누려야 할 행동의 자

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579) 특히 비재산적 손해에서 가장 큰 부분

을 차지하는 정신적 고통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개인이 공동체 안에서 다

른 개인과 상호작용하며 하는 거의 모든 행동은 항상 누군가에게 정신적 고통

을 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한 정신적 고통을 모두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인 

‘손해’로 인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둘째, 비재산적 손해는 피해자의 지위, 성격, 감수성 등 주관적인 요소에 크게 

향을 받는다. 가령 A와 B가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개인에게 동일한 내용의 

비난을 들은 경우, A는 정신적 고통을 전혀 느끼지 않는 반면 B는 매우 큰 정

신적 고통을 느낄 수 있다. 이처럼 비재산적 손해, 특히 정신적 고통은 매우 주

관적인 성질의 것이고, 이를 외부에서 관찰하거나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거

의 불가능하다.580)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가장하거나, 정신적 고통의 크기를 과장할 위험도 있다. 

요컨대 비재산적 손해 발생 여부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잣대를 

마련하지 않으면 비재산적 손해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우려가 있다.581) 그

런데 법익 주체의 주관적 감정, 가령 불편함 내지 박탈감의 크기에 기초하여 손

해 발생 판단을 하는 것은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손해 발생 판단은 오히려 법익 주체가 처한 객관적 상황을 기초로 하여 통상 

그러한 상황에서 법익 주체가 느끼는 정신적 고통이 법적으로 배상되어야 할 

손해인지를 살피는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582)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사생활의 위법한 침해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583)도 같은 취

579) 이동진, “미국 불법행위법상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과 그 한계”, 민사법학 제66호 (2014), 

307면. 이하 각주에서 위 논문을 인용할 때에는 “이동진 (2014b)”로 표기한다. 

580) 이동진 (2014b), 307면.

581) 정상조⋅권 준 (2009), 44면. 이동진 (2014b), 306면은 우리 재판실무상 비재산적 손해
배상을 적절히 제한할 개념도구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에 따라 비재산적 손
해배상이 지나치게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582) 같은 맥락에서 법원행정처 연구보고서, 위자료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법정책연구 (연
구책임자 이동진, 2013. 2), 24면은 비재산적 손해의 역에서 판례가 준거로 삼는 것은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정신적 고통’이 아니라 ‘피해자가 입었을 만한 정신적 고통’이라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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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라고 생각된다.584)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의 성질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자기 소유인 물건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

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는 비재산적 손해가 쉽게 

인정될 수 있다.585) 그러나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

해된 경우에는 그 손해의 성질을 단정 짓기 어렵다. 정보주체 입장에서는 개인

정보가 재산적 가치를 가지기 어렵지만, 이를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결과를 기준으로 본다면,586) 개인

정보자기결정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는 비재산적 손해인 경우가 많을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정보주체가 입는 손해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졌다는 데서 오는 불쾌감, 그 정보가 어

느 범위까지 전파될지 알 수 없다는 불안감 등 정신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개인신용정보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경우와 같이 재산적 손해가 인정되

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587) 그러한 경우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사안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588) 따라서 아래에서는 정신적 손

해에 대한 배상(위자료)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583)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584) ‘일반인의 감수성’이라는 표현은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의 “잔치의 여운(宴のあと)” 사건
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東京地判 昭和 39(1964)年9月28日 判時 385号 12 . 

585) 비재산적 손해는 정신적 손해 외에 가령 법인의 명예, 신용과 같은 무형손해를 포함하
는 개념이다. 따라서 비재산적 손해를 정신적 손해와 동의어로 사용하는 것은 적확하지 
못하다. 다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주체는 ‘개인’으로 한정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는 곧 정신적 손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리라 
생각된다.

586)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손해의 성질을 판단하는 것은 침해내
용기준설의 태도이기도 하다. 편집대표 김용담, 주석민법 채권각칙(8) 제4판, 박 사 
(2016), 217면(박동진 집필부분). 이하 각주에서 위 책을 인용할 때에는 “주석민법 채권
각칙(8)”로 표기한다. 

587) 권 준 (2012), 39-40면; 고동원 (2015), 44면. 

588) 실제로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권 준 (2012), 

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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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인과관계

가해자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행위와 피해자

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때 자연적⋅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법률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불법행위책

임이 인정될 수 있다.589) 판례는 인과관계 판단에 관하여 상당인과관계설을 취

하여,590) 가해자의 행위에 어느 정도의 손해발생 개연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한다.591)

한편 법령의 목적을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이른바 ‘규범목적설’의 

향을 받은 판례도 발견된다.592) 규범목적설은 가해자가 어떤 법령을 위반한 경

우에 그는 그 법령이 보호하는 특정한 법익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

지만, 그 외의 법익 침해로 인한 손해는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입장이

다.593)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사안에서는 대부분 개인정보 보호법제 위반이 

함께 문제 되나, 인과관계 판단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목적을 언급한 판결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사안에서는 주로 개인정보 유출 유형에서 인과관계

가 문제 된다.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용⋅제공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행위가 곧

바로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로 연결되고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의 

행위가 개입되지 않으므로,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어렵지 않게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유형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주도한 가해

자(주로 해커), 그러한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가해자(개인정보처리자), 피해자(정

보주체)가 삼각구도를 이룬다.594) 그러므로 개인정보 유출 유형에서는 방조행위

와 인과관계 인정이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진다.

589)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 15370 판결.

590)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7889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 15370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외 다수. 

591) 윤진수, 민법기본판례, 홍문사 (2016), 460면(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21320 판결에 
관한 평석). 

592) 대법원 1993. 2. 12. 선고 91다43466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34891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다228083 판결 등. 

593) 윤진수 (2016), 460면(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21320 판결에 관한 평석). 

594) 권 준 (2012),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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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용⋅제공

Ⅰ. 개관

개인정보법은 개인정보 처리를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

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 정의한다(제2조 제2호). 그러므로 제2절에서 다루는 개인정

보 수집⋅이용⋅제공은 개인정보 처리행위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다. 다만 개인

정보 수집⋅이용⋅제공은 가장 빈번하게 문제 되는 개인정보 처리행위이고, 개

인정보법도 “개인정보의 처리”라는 표제 아래 수집⋅이용(제15조), 제공(제17조), 

목적 외 이용⋅제공(제18조)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다. 그에 따라 아래에서는 

논의의 범위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으로 제한하되, 그 밖의 개인정보 처

리행위에도 동의 및 정당화사유에 관한 논의가 적용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만 

밝혀두기로 한다.595)

개인정보 보호법제에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은 ‘동의’로 표현된다.596) 정보주

체의 동의는 개인정보 처리를 적법하고 정당한 것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

건이며,597)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 사이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상호작용

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도 다른 정당화사유와 구별된다.598) 실제로 개인정보와 관

련한 분쟁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에 앞서 정보주체의 동의가 갖추어져 있었는지 

595) 개인정보법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
리”를 정보주체의 권리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집⋅이용⋅제공 외에 다른 
개인정보 처리행위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다른 개인정보 처리행위의 경우 동의 외의 정당화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 경우 개인정보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처리행위, 즉 수집⋅이용⋅제공 가운
데 가장 유사한 것을 유추 적용하는 해석이 타당하다는 점은 앞의 제1장에서 살펴본 
바 있다.

596) 권 준 (2016), 675면. 김진환 (2014), 46면도 동의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가장 원론적
인 발현이라고 한다. 

597) 윤주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을 위한 고지 및 동의 획득 방식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검토 - 서울고등법원 2014. 1. 9. 선고 2013누14476 판결에 관하여”, 경제규제와 법 
제7권 제2호 (2014), 213면. 장주봉 (2016a), 231면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는 것이 원칙
이고, 다른 정당화사유는 동의에 대한 예외라고 한다. 

598) 최경진 (2017b), 1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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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된다.599)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동의의 의사표시를 아예 

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제공되었

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게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 으나 개인정보처리자가 그에 앞서 고지의무를 이행

하지 않은 경우, 그 동의의 의사표시가 개인정보 처리에 반대하지 않는 소극적

이고 묵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등,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정보주체의 동

의에 관하여 상세한 요건을 설정하고 있고 그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 자체가 

행정적⋅형사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600) 개인정보처리자가 그러한 요

건을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유효한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는 어려울 것이다.601) 

이처럼 정보주체의 동의가 아예 없었던 경우나 동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정보주체는 자신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한 사람에게 불법행

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주의의무

와 위법성 두 가지 쟁점이 주로 문제 된다.602)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처럼 비

중 있게 다루어지는 것은 아니나, 정보주체의 손해도 중요한 쟁점이다.

Ⅱ. 동의 유무 및 유효성에 관한 판단

1. 동의의 의의

개인정보법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

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한다(제4조 제2호). 그리고 개인정보

599) 최경진 (2017b), 156면. 

600) 가령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행정적 제재의 대상
이 된다(개인정보법 제75조 제2항). 나아가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개인정보법 
제59조 제1호가 금지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
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로 평가된다면, 법 제72조 제2호에 따라 형사
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601) 최경진 (2017a), 115면. 

602) 고홍석 (2018), 10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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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5조), 개인정보의 제공(제17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제18조)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

보를 제공받은 자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제19

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

는 개인정보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603)

동의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해자의 승낙으로서 개인정보 처리행위의 위법

성을 조각한다.604) 위법성조각사유로서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

회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고,605) 이러한 설명은 동의에 관하여도 적용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도 동의의 철회가능성을 널리 인정하고 있다. 신용

정보법 제37조 제1항, 위치정보법 제24조 제1항,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1항은 

동의철회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법의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해석상 동의의 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606)

2. 동의의 방식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해자의 승낙이 유효한 것이 되려면 피해자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의미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자신의 자유로운 판

단에 기초하여 승낙을 하 어야 한다.607) 개인정보 처리행위에 관한 동의 역시 

마찬가지이다. 

동의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사로서 유효한 것이 되려면 우선 

정보주체가 그 개인정보 처리행위로 인하여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내지 손해의 의미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608) 정보주체는 동의

를 통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여부,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 및 

603) 김진우 (2017), 1527면. 

604) 권 준 (2016), 710면; 김진우 (2017), 1528면; 김종호 (2013), 203면.

605) 형사 판결이기는 하나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9962 판결 등은 피해자가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고 판시한다. 

606) 김진우 (2017), 1530-1531면; 김종호 (2013), 204면.

607) 민법주해 채권(12), 276면(김황식 집필부분); 송덕수 (2018), 1362면. 

608) 권건보 (2016), 62면; 로앤비 온주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2016. 7. 12), 김일환 집필; 박
광배⋅채성희⋅김현진 (2017), 177면; McClurg (2013), P.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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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그와 

같은 의사 표현이 이루어지려면 정보주체가 당해 개인정보 처리의 이유나 향 

등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609) 이를 위하여 개인정보법은 개인정보처

리자에게 일정한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고지의무를 불이행한 개인정보처리자에

게 과태료를 부과한다(제75조 제2항). 

또한 정보주체의 동의는 그 자신의 자유로운 판단과 결정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 가령 정보주체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그 서비스 이

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다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된

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고려에서 개인정보법은 정보주체가 선택적으

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에 동의하지 않거나 홍보⋅판매 권유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를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

할 수 없다고 정한다(제22조 제5항).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는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것이어야 한다. 포괄적인 동의

를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면 정보주체가 그 동의의 대상을 제대로 인식하기 어

렵다. 묵시적인 동의가 가능하다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를 악용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손쉽게 얻어낼 위험이 있다. 요컨대 개별적⋅명시적 동의는 알고 하는 

동의, 확실하고 강력한 동의를 담보하는 역할을 한다.610) 

가. 동의 사항의 고지

개인정보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에게 명확히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제22

조 제1항). 유의할 것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법령에 따라 고지의무를 이행하 다

고 하여, 정보주체의 동의가 언제나 ‘알고 하는 동의’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다. 실제로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면서 그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는 사람은 오

히려 소수이다.611) 이에 대하여는 여러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정보주체 입장에

609) 서울고등법원 2014. 1. 9. 선고 2013누14476 판결. 김일환, “초연결사회에서 개인정보보
호법제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제29권 제3호 (2017), 51면도 같은 취지이다. 

610) 권 준 (2016), 707면; 로앤비 온주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2016. 7. 6), 최경진 집필.

6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126면에 따르면 동의서를 확인하는 사람은 23.2%에 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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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동의서 내용에 관계없이 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동의를 하여야 

하므로 동의서 내용을 상세히 읽어볼 유인이 적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

다.612) 더구나 거래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는 그 

내용이 지나치게 길고 복잡하여 정보주체가 고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

운 경우도 많다.613)

그러므로 이처럼 동의 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았으나 그 동의가 실질적으

로 ‘알고 하는 동의(informed consent)’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는 ‘알고 하는 동의’보다 그렇지 않은 동의의 비중이 훨씬 클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그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실질적으로 ‘알고 하는 동의’가 아니었다는 점

을 들어 그 동의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개인정보처리자 입장에서

는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고지 내용

을 표시하면 충분하고,614) 실제로 정보주체가 고지 내용을 읽고 이해하 는지 

여부는 동의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615)

(1) 고지의무의 내용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15조), 제3자 제공(제17조), 목적 외 

이용⋅제공(제18조) 각각의 경우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고,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않거나 대부분 확인하지 않는 사람이 76.8%로 훨씬 다수 다. 

612) 이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보주체들은 (1) 동의서 내용에 상관없이 서비스
를 반드시 이용해야 해서(35.8%), (2) 확인하는 것이 귀찮고 번거로워서(33.9%), (3) 내용
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서(25.8%)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다고 한다. 개인정보보
호위원회 (2017), 128면. 

613) 박광배 (2017), 23면. 

614) 서울고등법원 2014. 1. 9. 선고 2013누14476 판결.

615) 윤주호 (2014), 2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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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지 내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개인정보 목적 외 이
용⋅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
적)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표 7> 개인정보 처리행위별 고지 내용

위와 같은 고지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017년에 개정된 개인정보법(2017. 4. 18. 법률 제14765호로 일

부개정된 것) 제22조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여, 동의를 서면으로 받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616)이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알리고, 법 시행규칙 제4

조617)의 방법에 따라 이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판례는 고지사항

616) 개인정보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중요한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
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제1호), 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민감정보, 고유
식별번호에 관한 사항(제2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3호), 개인정보를 제공받
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제4호), 이 네 가지를 들고 있다. 

617) 개인정보법 시행규칙 제4조는 서명 동의 시 글씨의 크기는 최소한 9포인트 이상으로서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크게 하여 알아보기 쉽게 할 것(제1호), 글씨의 색깔, 굵
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것(제2호), 동의 사항이 많
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
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제3호), 이 세 요건을 갖추어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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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게재하는 부분과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을 접하게 

배치하여, 정보주체가 고지사항을 인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개인정보

의 수집⋅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618) 

(2)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개인정보법 제75조 제2항은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즉 개인정보처리자가 

위와 같은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행정적 제재의 대상이 된

다. 나아가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개인정보법 제59조 제1호가 금지하

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

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로 평가된다면, 법 제72조 제2호에 따라 형사적 제재

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619) 한편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는 

개인정보법상 정당화사유로서 기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620) 침해행위

의 내용과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한 피해자의 승낙이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621) 개인정보법이 형사적⋅행정적 제재를 

통하여 고지의무 불이행을 상당히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서도, 위

와 같은 해석은 정당화될 수 있다.

사회적으로도 큰 화제가 되었던 이른바 ‘경품 응모권 1mm 글씨 고지 사건’에 

관한 하급심 판결622) 역시 그와 같은 해석을 취하고 있다.623) 위 사건에서는 피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618)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두2638 판결.

619)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1호 위반행위를 다룬 판결로는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

도13263 판결(“이른바 '경품 응모권 1mm 글씨 고지' 등 관련 형사사건”)이 있다. 위 판
결에서 대법원은 응모권에 동의 관련 사항을 약 1mm 크기의 글씨로 기재하여 피해자
들에게 동의 관련 내용을 적절히 고지하지 않은 것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
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
고 보았다. 위 사건은 본문에 언급한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는 데 중요한 요
인으로 작용하기도 하 다.

620) 비교법적으로는 GDPR 제7조 제2항과 같이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를 법에 명시하는 경
우도 있다. 위 조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의사표시에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621) Spickhoff (2017), § 823, Rn. 82; 송덕수 (2018), 1362면. 

6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6나834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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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형마트, 직 점 등을 운 하는 회사)가 경품행사를 개최하면서 “개인정보 

수집, 취급위탁, 이용동의”라는 제목 아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내용을 정보주

체에게 고지하 는데, 그 내용이 약 1mm 크기의 매우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

었다. 법원은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동의를 받은 경우 그 동의의 효력에 관

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유효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 다. 

나. 자율적 동의

개인정보법 제16조 제3항은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또한 개인정보법 제22조 제5항은 정보

주체가 선택정보 처리(제22조 제2항), 직접마케팅(제22조 제3항), 목적외 이용⋅

제공(제18조 제2항 제1호)에 관한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개인

정보처리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위 규정들을 위반하여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

료가 부과된다(제75조 제2항 제2호). 이는 강요된 동의를 금지하는 규정인 동시

에, 개인정보 최소 수집의 원칙(제3조 제1항, 제16조 제1항)을 우회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기도 하다.624)

위 조항들은 부가적⋅선택적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만 적용되고, 재화나 서

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반드

시 필요한 개인정보’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는 객관적으로 정하기 어

려운 문제이므로,625) 정보주체 입장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불필요하게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한다고 느낄 여지가 있다. 가령 인터넷으로 주문한 물건을 택배

623) 참고로 이 사건에 관하여는 민사사건에 앞서 형사사건의 상고심 판결이 선고된 바 있
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개인정보법 제59조 제1호를 위반하 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 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624) 이창범 (2012), 193면; 로앤비 온주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2016. 7. 6), 최경진 집필. 김
진우 (2017), 1538-1539면은 이를 ‘부당결부금지 원칙’의 표명이라고 설명한다. 

625) 이창범 (2012), 138면은 거래 내용, 거래 방법, 서비스 수준, 서비스 이행 방식 등 거래 
환경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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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받아보려고 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이름, 주소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라

는 점은 쉽게 수긍할 수 있다. 반면 인터넷 카페에 게시물을 업로드하기 위해 

그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입력하도록 되어 있

는 개인정보들 중에는 카페 서비스 이용에 반드시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

도 포함되어 있다.626)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정보주체가 카페 서비스를 이

용하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 시에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즉 정보주체로서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개인

정보 수집에 부동의하고 서비스도 이용하지 않는 두 가지 선택만 할 수 있을 

뿐이다.627) 

이 점에 관하여는 아직 별다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개인정보 최

소 수집 원칙의 맥락에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가령 정보주체가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따라 회원 가입 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달

리하는 것도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을 구현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개별적⋅명시적 동의

(1) 개별적⋅명시적 동의의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에게 제시하여야 하

고(개인정보법 제22조 제1항), 정보주체로부터 각각의 동의 사항에 관한 동의를 

개별적으로 받아야 한다.628) 또한 개인정보법은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높고 

정보주체의 신중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629) 민감정보 처리(제23조 제1항 제1호), 고유식별정보 처리(제24조 

제1항 제1호) 등이 그 예이다. 그러므로 여러 동의 사항에 관하여 포괄적인 동

의를 받거나, 특정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를 다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로 간

626) Corey Ciocchetti, “Just Click Submit: The Collection, Dissemination, and tagging of 

Personally Identifying Information”, 10 Vand. J. Ent. & Tech. L. 553, 559 (2008)는 Google

과 같은 회사가 회원 가입 시 입력을 요구하는 정보들은 서비스 제공과 무관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627) McClurg (2003), PP. 131-132; 김진우 (2017), 1534면.

628) 김진우 (2017), 1528면; 장주봉 (2016a), 254면; 이창범 (2012), 192면 

629) 행정자치부 (2016), 129-1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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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는 등의 방식은 허용될 수 없다. 

개인정보법 시행령은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법

을 상세히 정하고 있다(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

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

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제1호),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제2호) 등이 그것이

다.630)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개인정보 보호법상 동의는 명시적인 것이어야 

한다.631) 그러므로 가령 개인정보 처리에 반대하지 않는 등의 소극적 방법으로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유효한 동의라고 보기 어렵

다.632) 

(2) 묵시적 동의의 문제

한편 상황에 따라서는 묵시적 동의만으로도 충분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가

령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제공한 경우와 

같이, 명시적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가 그러하다.633) 표준지침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명함을 제공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에

는 그 상황에 비추어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그 명함에 기재된 개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거나(제6조 제3항), 개인정보처리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630) 그 밖에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
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
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제3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제4호),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제5호), 그 밖
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제6호)도 가능하다. 

631) 이창범 (2012), 150면; 백경일⋅이병준, “개인정보 관련 약관서식과 그 내용통제”, 외법
논집 제36권 제1호 (2012), 203면; 행정자치부 (2016), 72면. 김진우 (2017), 1528면은 우
리 개인정보 보호법제가 개인정보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동의가 있
는 경우에 허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동의의 명시성 역시 엄격하게 
새겨야 한다고 본다. 

632) 로앤비 온주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2016. 7. 6), 최경진 집필. 현행 개인정보법의 해석
론으로도 묵시적 동의가 허용될 수 있다는 견해로 김종호 (2013), 204면.

633) 장주봉 (2016a), 240면, 251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민사법적 보호

- 162 -

등 공개된 매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그 매체에 표시된 내용에 비

추어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정

보주체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그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제6조 

제4항)634) 보는 등, 묵시적 동의를 통한 위법성 조각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법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것이어야 한다

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묵시적 동의를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처

리의 정당화사유인 ‘동의’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635) 개인정보법 시

행령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법을 상세히 정하면서636) 적어도 그에 준하

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는 것(제17조 제1항 제6호)에 비추어보면 더욱 그러하다. 즉 위와 같이 묵시적 

동의를 통한 위법성 조각은 엄 한 의미에서 ‘동의’를 통한 위법성 조각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일반적인 위법성 조각사유로 논의되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위

법성 조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637) 

Ⅲ. 과실 요건과 개인정보처리자의 주의의무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은 주관적 과실이 아니라 

객관적 과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638) 즉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었는지는 

실제 행위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직업⋅지위 등에 속하

는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639) 그러므로 가령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는 평균인이 마땅히 하 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면 과실이 있었다고 보게 된다.640) 

634) 이와 같이 공개된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그
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
와 같다. 

635) 묵시적 동의방식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로 장주봉 (2016a), 251면. 

636) 개인정보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참조. 

637) 피해자의 승낙은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Spickhoff (2017), § 823, Rn. 86; 송덕수 
(2018), 1362면; 민법주해 채권(12), 276면(김황식 집필부분). 

638) 곽윤직 (2005), 389면; 양창수⋅권 준 (2017), 608면; 송덕수 (2018), 1352면. 

639) 곽윤직 (2005), 391면. 

640) 송오식 (2016), 7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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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보호법제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주의의무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 수준을 설정해 

놓은 입법적⋅사전적 규율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

호법제를 준수하 는지 여부는 그의 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 물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위반하 다고 하여 곧바로 

개인정보처리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641) 개인정보 보호법제가 개인

정보처리자에게 부당하게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

기 때문이다. 반대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준수하 다고 하여 

언제나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도 아니

다.642)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

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틀 안에 망라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643) 

그런데 후자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준수하 는데도 

그에게 과실책임을 묻는 것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를 

지나치게 취약하게 할 우려가 있다. 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준수하 다면 원칙적으로 과실책임이 인정되지 않아야 하고,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된

다.644) 이때 ‘특별한 사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주의의무 내용을 넓히거나 좁히

는 역할을 한다.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개인정보처리자의 주의의무는 법령

상 의무보다 넓어지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처리자의 주

의의무는 법령상 의무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 

이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살펴 개인정보처리자의 과실을 판단하는 

태도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 주는 한편 정보주체에 대한 보

641) 민법주해 채권(11), 186면(이상훈 집필부분); 송덕수 (2018), 1352면; 권 준 (2015), 121

면. 판례 가운데 의료법 위반에 관한 것으로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27449 판
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6945 판결 등 참조. 

642) 송덕수 (2018), 1352면.

643) 민법주해 채권(11), 186-187면(이상훈 집필부분)은 이처럼 단속법규의 틀 밖에서 요구되
는 주의의무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단속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과실이 있는 것으
로 볼 수 있다고 한다.

644) 권 준 (2012), 50-51면; 권 준 (2015), 1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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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도 도모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당해 법령 위반행위를 손해배

상청구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645) 위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정

보주체로서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판례에 나타난 ‘특별한 사정’의 판단

이러한 맥락에서 ‘통신자료 제공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646)은 중요한 시사

점을 제공해 준다. 위 사건의 원고는 네이버에 개설된 A 카페의 회원으로 활동

하 는데,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었던 B가 C를 환

하면서 어깨를 두드리자 C가 이를 피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을 발견하 고 그 

사진을 A 카페에 게시하 다. B는 원고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 고, 종로경찰서

장은 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인 피고(네

이버)에게 원고의 인적사항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 다. 그에 따라 피고는 종

로경찰서장에게 원고의 네이버 아이디,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휴대

전화 번호, 네이버 가입일자를 제공하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수사관서의 장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수사를 위해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로서는 그 요청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가 있음

에도 피고가 그러한 의무를 게을리 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

었다고 주장하 다. 대법원은 원심법원과 달리647)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았다. 

위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던 것은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648)이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와 같은 문언은 전기

통신사업자가 통신자료제공 여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는 것으로 읽히기 때문

645) 개인정보법 제39조 제1항, 신용정보법 제43조 제1항, 위치정보법 제27조, 정보통신망법 
제32조 제1항이 그러하다. 

646)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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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8)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규정이다. 이는 개인정보법 제18조 제2

항 제2호의 정당화사유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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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649) 만약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제공 요청이 정당한 것인지를 실질

적으로 심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다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650) 반대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러한 

주의의무가 없다고 본다면, 전기통신사업자에게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의 정당성을 실질적

으로 심사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보았다. 전기통신사업자로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심사하면 족하고, 법령

에 규정되지 않은 실질적 심사 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651) 다른 한

편 대법원은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이 통신자료의 제공 요청 권한을 남용하

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

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자료제공이 이

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 다. 

이러한 판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을 준수하 다면(즉 형

식적⋅절차적 심사를 하 다면) 원칙적으로 과실책임을 인정할 수 없지만, 특별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실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

649) 헌법재판소도 위 조문의 위헌 여부가 문제 되었던 사건에서 “수사관서의 장이 이용자
에 관한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더라도 이에 응할 것인지 여부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재
량에 맡겨져 있다”고 하여, 그와 같은 해석을 취하 다.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마439 결정. 한편 헌법재판소는 최근 구 통신비 보호법(2005. 5. 26. 법률 제7503

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이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법원
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정보주체의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
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 다(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2헌마191 결정). 구 전기
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의 통신자료제공 요청은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
서 구 통신비 보호법 제13조 제1항의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 요청보다 위헌의 소지
가 크다. 향후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 요청 조항이 위헌법률심판 등의 대상이 
된다면 헌법재판소가 위 2012년 결정과 달리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650) 권 준 (2017), 515-516면. 

651) 권 준 (2017), 516-517면은 조리를 근거로 실질적 심사의무를 인정할 여지도 있지만, 

그러한 의무를 인정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조리에 의한 실
질적 심사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법 문언의 해석상 실질적 심사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로는 허문희,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통신자
료제공요청에 응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 민사판례연구 제39집 (박 사, 2017), 761면 
이하; 박설아 (2018), 287-2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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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될 수 있다.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는 입법자의 사전적 규율을 원칙적인 주의의무 설정 

기준으로 인정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익을 적절히 보호하는 한편,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정보주체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이

익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판례가 전기통

신사업자에게 실질적 심사의무가 없다고 본 데에는 효율성에 관한 고려도 있었

다고 보인다.652) 통신자료제공 요청이 정당한 것인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

람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니라 그 요청을 한 수사기관 또는 국가이다. 그러므로 

통신자료제공에 따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의 위험은 최소비용회피자(the 

least cost-avoider)인 수사기관이나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전기

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제공 요청의 당부에 관한 판단 부담을 지우는 것보다 

수사기관이나 국가가 통신자료제공 요청 시 그 당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653) 전기통신사업자에게는 

그 당부를 판단할 시간적 여유나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1년에 1,000만 

건이 넘는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하나하나 실질적으로 심사하도록 하는 것은 비

효율적이기 때문이다.654) 

Ⅳ. 위법성 요건과 이익형량

가해자가 개인정보처리자인 경우에는 개인정보법이 적용되므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수집⋅이용⋅제공을 정당화할 수 있는 다른 사유가 있는지

를 먼저 살펴보게 된다. 개인정보법 제15조(수집⋅이용), 제17조(제공), 제18조(목

652) 권 준 (2017), 517-518면. 

653) 다만 수사기관으로서는 수사를 위하여 통신자료를 최대한 많이 제공받으려는 유인이 
강할 것이므로, 이를 적절히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도입할 필요는 있다. 가령 통
신자료제공 요청이 있을 때 이용자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도록 하는 방법, 전기통신사업
자가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응하도록 하되 보안 유지 필요성이 종료된 후에는 수사기관
이 통신자료제공 요청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방법 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입법적 시도에 관하여는 박설아 (2018), 291-292면 참조.

654) 2016. 7. 12.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신경민 의원, 의안번호 
2000828)의 설명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2012년 788만건, 2013년 958만건, 2014년 1,297만건, 2015년 1,058만건 등으로 계
속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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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외 이용⋅제공)에 열거된 정당화사유가 그것이다. 한편 가해자가 개인정보처

리자 아닌 사람인 경우에는 기존의 불법행위 법리에 따라 위법성 판단에서 이

익형량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이때 이익형량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사건에

서 법원이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가 된다.655)

1.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정당화사유

가. 개관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유무는 매

우 중요한 쟁점이 된다.656)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당화 사유는 병렬적인 

것이고, 반드시 동의가 다른 정당화 사유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논리필연

적인 이유는 없다. 또한 실제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와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를 근거로 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657) 제3자제공 및 목적 

외 이용⋅제공을 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보다 다른 정당화 사유가 훨씬 중

요하게 다루어지기도 한다.658)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동의 외에 다른 정당화 

사유에 관한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구성하는 개별 법령들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각각에 관한 정당화사유를 마련하고 

655) 채성희 (2017b), 302면.

656) 최경진 (2017b), 156면. 

657)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수집 근거 통계(복수응답 가능)에 따르
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근거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빈번하지만(공공기관 
91.6%, 민간기업 88.4%),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도 거의 비슷한 빈도로 나타나며(공공기관 91.3%, 민간기업 
76.4%),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공공기관 47.1%, 민간기업 21.9%)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22면. 

658)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제3자제공 및 목적 외 이용⋅제공 근거 
통계(복수응답 가능)를 살펴보면, 정보주체의 동의(공공기관 47.3%, 민간기업 12.1%)보
다 오히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공공기관 53.7%, 민간기업 13.6%)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20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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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들 정당화사유는 개인정보 처리 유형에 따라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개별 법령마다 표현에 차이가 있다. 이를 개인정보법에 한정하여 정리하면 아래

와 같다. 

정당화 사유 개인정보 처리 유형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수집⋅이용(제15조 제1항 제1호)
제3자제공(제17조 제1항 제1호)
목적 외 이용⋅제공(제18조 제2항 제1호)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
가피한 경우

수집⋅이용(제15조 제1항 제2호)
제3자제공(제17조 제1항 제2호)
목적 외 이용⋅제공(제18조 제2항 제2
호)659)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수집⋅이용(제15조 제1항 제3호)
제3자제공(제17조 제1항 제2호)
목적 외 이용⋅제공(제18조 제2항 제5호)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수집⋅이용(제15조 제1항 제4호)

4.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
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
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집⋅이용(제15조 제1항 제5호)
제3자제공(제17조 제1항 제2호)
목적 외 이용⋅제공(제18조 제2항 제3호)

5.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수집⋅이용(제15조 제1항 제6호)

6.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
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
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목적 외 이용⋅제공(제18조 제2항 제4호)

7.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
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목적 외 이용⋅제공(제18조 제2항 제6호)

<표 8> 개인정보법상 정당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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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당화사유의 내용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이지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제한될 수 있다. 그러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

이도 그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한편 개인정보

처리자가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에

까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개인정보법은 위와 같은 정당화사유를 마련하고 있다. ‘법령상 의무’의 의미에 

관하여는 ‘법령’이 좁은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까지 포함하는 것인지를 두고 견해 대립이 있을 수 있다.660) 다만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시행규칙에만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

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견해 대립에 실익이 있는지는 다소 

의문스럽다.

위 정당화사유는 개인정보법상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제공, 목적 외 이

용⋅제공에 공히 적용된다. 신용정보법,661) 위치정보법,662) 정보통신망법663)에서

659) 다만 목적 외 이용⋅제공의 경우에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부분이 빠져 있다(제18조 제2항 제2호).

660) 로앤비 온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2016. 7. 6), 최경진 집필.

66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는 개인
신용정보 수집(제15조 제2항 제1호)에 관한 정당화사유로, 이와 유사한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는 개인신용정보 제3자제공(제32조 제6항 제10호) 및 목적 
외 이용(제33조 제3호)에 관한 정당화사유로 각각 규정되어 있다. 

66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위치정보 수집(제15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정당화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목적 외 이용⋅제공(제18조 제2항 제7호)

9.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목적 외 이용⋅제공(제18조 제2항 제8호)

10.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
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목적 외 이용⋅제공(제18조 제2항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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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같거나 비슷한 정당화사유를 두고 있다. 가령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

보회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는 경우(신

용정보법 제40조 제4호),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고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 제1항) 등이 이에 해당한다.664)

(2)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 그때마다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공공기관의 업무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

다.665) 그렇다고 하여 공공기관의 모든 업무에 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

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정보주체의 권리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그에 따라 개인정보법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위 정당화사유가 적용되는 경우는 대부분 위 (1)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도 포함될 것이나, 소관 업무 수행과 의무 준

수 사이의 관계를 둘러싼 해석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로 규정한 것이라고 

한다.666) 

위 정당화사유는 개인정보법상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제공, 목적 외 이

용⋅제공에 공히 적용된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법만이 적용되므로, 다른 개별 법령에서 이와 같은 정당화사유를 찾아볼 수 없

는 것은 당연하다. 가령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진료

내역 등을 수집⋅이용하는 경우,667) 의사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에 근거하여 감염병환자의 인적사항을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는 경우668) 등이 이에 해당한다. 

66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22조 제2

항 제3호), 제3자제공(제24조의2 제1항)에 관한 정당화사유로 정하고 있다.

664) 로앤비 온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2016. 7. 6), 최경진 집필; 행정자치부 (2016), 

74-75면.

665) 로앤비 온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2016. 7. 6), 최경진 집필.

666) 이창범 (2012), 126면; 행정자치부 (2016), 77면. 

667) 로앤비 온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2016. 7. 6), 최경진 집필.



제3장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171 -

(3)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가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고 법률관계를 형

성하는 과정에까지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적용하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

워질 수 있다.669) 또한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개인정보가 오⋅남용될 가능성도 

낮다. 그에 따라 개인정보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와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경우, 정보주체와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이행하려고 하는 경우에 정보주체

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단계

도 이에 포함된다고 설명된다.670)

위 정당화사유는 개인정보법상 개인정보 수집⋅이용에만 적용된다. 신용정보

법,671) 정보통신망법672)도 비슷한 정당화사유를 두고 있다. 가령 부동산 매매계

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

집⋅이용하는 경우,673)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실제로 대리권이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하여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674) 정보주체가 

주문한 물건을 배송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주소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4)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나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

능한 경우에까지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특히 정보주

668) 이창범 (2012), 153면.

669) 로앤비 온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2016. 7. 6), 최경진 집필; 행정자치부 (2016), 77면. 

670) 행정자치부 (2016), 77면. 다만 계약을 체결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고 한다. 

671)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
한 경우’가 개인신용정보 수집(제15조 제2항 제2호)에 관한 정당화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67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

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가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22조 제2항 제1호)에 관한 정당화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673) 로앤비 온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2016. 7. 6), 최경진 집필.

674) 표준지침 제6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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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더욱 그

러하다. 개인정보법은 이러한 견지에서 정당화사유를 마련하되, ‘명백성’과 ‘급

박성’ 등의 요건을 설정하여 위 정당화사유의 적용 범위를 상당히 엄격하게 제

한하고 있다.

개인정보 처리가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정보주체에게 이익과 동시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경우, 정보주체에게는 손해가 

되지만 제3자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당화사유에 관한 판단이 어

려워질 수 있다. 정보주체의 이익과 정보주체의 손해를 비교하여 전자가 더 크

다면 위 정당화사유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675) 또한 제3자의 이익과 정보주체의 손해를 비교하여 전자가 더 크다면 마

찬가지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

다.676) 이와 같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 정당화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

할 때에는 이익형량 판단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위 정당화사유는 개인정보법상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제공, 목적 외 이

용⋅제공에 공히 적용된다. 신용정보법677)도 같은 정당화사유를 두고 있다. 가

령 의식불명에 빠진 환자를 수술하기 위하여 그의 나이, 혈액형, 과거병력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경우678)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해소된 이후에 다시 정보주체

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는지는 불명확하나, 반드시 그와 같이 해석할 필요는 없

을 것이다. 이미 위 정당화사유에 기초하여 개인정보 처리가 이루어진 상황에

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고 하여 그러한 개인정보 

처리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처리자로서는 정보주체에

675) 행정자치부 (2016), 79면은 개인정보 처리가 정보주체에게 이익과 동시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정보주체의 이익
이 손해보다 큰 경우에까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676) 행정자치부 (2016), 79면

677) ‘신용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신용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개인신용정보 수집에 
관한 정당화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678) 이창범 (2012), 1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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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개인정보 처리 사실을 알리고,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중지(개인정보법 제

37조) 등을 행사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5)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개인정보법상 정당화사유들은 대부분 공익을 위한 것이거나 정보주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상

황을 다룬다는 점에서 위 정당화사유는 다른 정당화사유와 구별된다. 위 정당화

사유에는 정보주체의 이익과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는 사고방식

이 불완전하게나마 반 되어 있다. 다만 위 조문에는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

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 한한다”라는 단서가 부가되어 있다. 또한 단순히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이 

정보주체의 이익보다 우선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전자가 후자보다 명백하게 

우선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위 정당화사유는 이익형량 판단에 

근거한 위법성 조각을 매우 좁은 범위에서만 허용하는 것으로 보인다.679)

위 정당화사유는 개인정보법상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만 적용되고, 개

인정보 제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용정보법680)도 같은 정당화사유를 두고 있

다. 위 정당화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은 법률, 

계약, 관행, 조리 등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된다.681)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유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679) 이는 비교법적으로도 상당히 엄격한 규정에 속한다. 가령 독일 연방 정보보호법 제4조 
제2항은 행정적 의무나 사업 목적상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 혹은 정보주체로부
터 직접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지나친 노력이 요구되는 경우로서 ‘보호가치가 우월한 
정보주체의 이익(überwiegende schutzwürdige Interessen des Betroffenen)이 침해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정한다. GDPR도 제6조 
제1항 (f)에서 ‘정보주체의 이익 및 기본권보다 우선하는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경우’를 정당화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680)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신
용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를 개인신용정보 수집(제15조 제2항 제4호)에 관
한 정당화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단서도 개인정보
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의 그것과 동일하다. 

681) 이창범 (2012), 1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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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판단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과 정보주체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682) 그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정보주체가 합리적으

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683) 가령 기업이 사업장 내 안

전관리를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경우,684) 기업이 고객과의 분쟁에 대비하

여 고객의 민원 제기 내용을 수집하고 저장하는 경우685) 등이 이에 해당한다. 

(6) 기타 - 목적 외 이용⋅제공의 경우

개인정보법 제3조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의 하나로 목적 외 활용 금지 원칙을 

선언한다(제3조 제2항). 즉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

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 그에 따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의 경우에는 

다소 엄격한 정당화사유가 적용된다. 

우선 개인정보법 제18조 제2항은 아홉 가지의 정당화사유를 제시하면서, 그러

한 정당화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이 금지된다고 정한다. 

또한 목적 외 이용⋅제공에 특유한 정당화사유로는 다음 다섯 가지를 규정한다.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제4호),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6호),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7호),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8호),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제9호)가 그것이다. 제5호 내지 제9호의 정당화사유는 개인정

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682) 로앤비 온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2016. 7. 6), 최경진 집필.

683) GDPR 전문 제47조도 ‘정당한 이익(legitimate interest)’ 여부를 판단할 때 정보주체가 개
인정보 수집 당시에 그러한 개인정보 처리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를 고려하
여야 한다고 정한다. 

684) 이창범 (2012), 132면.

685) 로앤비 온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2016. 7. 6), 최경진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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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익형량을 통한 위법성 조각

가. 위법성 판단에서 이익형량의 역할

이익형량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서로 충돌하는 이익들을 비교하여 어느 한 이

익이 다른 이익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그러한 판단에 기초하여 어느 

한 이익을 선택하는 실천적 판단을 의미한다.686) 이익형량 판단은 사회공동체가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이익들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공동체 전체의 관점에서 

그 이익들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이익

형량은 입법부가 사회구성원들의 권리⋅의무를 일반적⋅추상적으로 규율하는 

법규범을 마련할 때 이루어진다. 그런데 사회공동체가 보호하는 이익들 가운데

는 이미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이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입법이 마련

되어 있고 그에 따라 사법부의 이익형량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적은 이익687)이 

있는가 하면, 입법부가 의도적으로 여백을 두었거나 단순한 입법의 불비로 인하

여 사법부의 이익형량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큰 이익688)도 있다.689) 후자의 경

우에는 사법부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을 판단하는 단계에서 이익형량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한편 불법행위법에서 위법성 판단은 그 행위로 인하여 침해된 이익의 성질과 

그 행위의 태양을 함께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그런데 어떤 행위를 매개로 가해

자의 이익과 피해자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조금 더 세 한 위법성 판

단이 요구된다. 가령 기자인 A가 공인인 B의 사생활에 관하여 기사를 작성하여 

발표하 고 그 기사 내용이 B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 경우, 명예에 관한 B의 

이익만을 잣대로 A의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 단지 명예에 관한 B

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하여 A의 기사 작성⋅발표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판단

하게 되면, A가 기자로서 가지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나아가 사회 구성

원들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690) 그러므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

686) 김도균, “법에 있어서의 이익형량: 법적 이익형량의 구조와 정당화 문제”, 서울대학교 
법학 제48권 제2호 (2007), 31면. 

687) 민법 제213조, 제214조 등이 보호하는 소유권이 대표적인 예이다. 

688) 순수한 경제적 이익이나 생활이익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689) 권 준 (2009a), 94면. 

690) 이러한 고려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2호는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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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이 충돌하는 사안에서는 어떤 행위로 인하여 침해된 피해자의 이익만을 고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하여 확보된 가해자의 이익, 나아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위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논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사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

다.69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인 ‘개인정보’는 다른 인격적 이익과 비교

해 보아도 그 범위가 매우 넓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정의에 따르면,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기만 하면 모두 개인정보

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관하여는 그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가지는 

이익이 그 범위 안에 있기만 하면 모두 같은 강도로 보호되는 것인지 등 어려

운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개인정보는 공동체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어, 개인정

보에 관한 인격적 이익 역시 다른 공동체 구성원의 이익이나 공동체 전체의 이

익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가령 개인의 성명과 같이 식별가능성이 높은 개인

정보는 공동체가 그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다. 개인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와 같이 정보주체에게 접근(access)하기 위한 개인정보는 

공동체가 그 개인에게 연락을 취할 때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다. 개인정보의 위

와 같은 속성을 고려하면, 이익형량 판단의 결과 위법성을 인정하는 데 더욱 신

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나. 개인정보법 시행 이전의 판례

개인정보법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가 갖추어지기 전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사건이 다른 인격권 침해 사건과 비슷하게 다루어졌다. 즉 기존의 불법행

위 법리에 따라 침해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가 위법한지, 원고에게 손해가 발

생하 는지를 살펴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되, 위법성을 판단하는 단계에

서 이익형량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692) 바꾸어 말하면, 이익형량은 개인정보자

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
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등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691) 홍진  (2013), 751면. 박광배⋅채성희⋅김현진 (2017), 162면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상충하는 다른 법익을 적절히 형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692) 권 준 (2017), 5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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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결정권 침해 사건에서 법원이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매개가 

되었다.693) 

대법원은 이른바 ‘변호사 정보제공 사건’694)에서 이러한 이익형량을 ‘비공개 

이익과 공개 이익의 구체적인 비교형량’으로 표현하 다. 위 판결은 우선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

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비공개 이익)과 표현행위에 의하여 얻

을 수 있는 이익(공개 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

고 그러한 이익형량 판단의 고려 요소로는 “개인이 공적인 존재인지 여부, 개인

정보의 공공성 및 공익성,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 개

인정보 이용의 필요성, 개인정보 이용으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 및 내용” 

등을 제시하 다.695) 

다. 개인정보법 시행 이후의 변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개인정보법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제공, 목적 외 

이용⋅제공 각각에 적용되는 정당화사유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정당

화사유들은 입법부가 정보주체의 이익과 개인정보처리자 및 사회 전체의 이익

을 비교형량하여 마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개인정보법에 나타난 

입법부의 사전적이고 추상적인 이익형량 판단은 사법부의 사후적이고 구체적인 

이익형량 판단의 여지를 줄인다. 특히 개인정보법 제15조 제1항 제6호는 ‘개인

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를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정당화사유로 규정하

여, 이익형량에 의한 위법성 조각을 매우 좁은 범위에서만 인정한다. 이러한 규

정들은 일반적 이익형량 판단에 기초한 위법성 조각을 주저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

다만 개인정보법 제15조 제1항 제6호를 포함하여, 개인정보법상 정당화사유에 

693) 채성희 (2017b), 302면.

694)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695)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에서도 이와 유사한 판시가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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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규정들이 이익형량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696) 개

인정보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하여 위법성 조각에 관한 기존 법리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법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기존 법리를 배제하는 규범이라기보다,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요건을 개

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사안에 알맞게 구체화하는 규범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

하다. 행정자치부의 해설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제 위반행위가 “특정한 사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허용될 만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697) 이는 이익형량을 통한 위법성조각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개인정보법 시행 이후의 판결들도 이익형량을 통한 위법성 조각의 가능성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의 유무 및 유효성, 주의의무 위반 여부, 

손해 발생 여부 등 다른 요건에 관한 판단에서 이익형량을 주된 근거로 삼고 

있다. 가령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개인

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구하는 사건’698)에서는 어떤 개인정

보 처리행위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판단할 때 공개한 개인정보의 성격, 공개의 형태와 대상⋅범

위, 개인정보처리자의 공개 의도 내지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법리가 설시되

었다. 이와 같은 고려 요소는 이익형량 판단에서 고려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

다. 또한 ‘통신자료 제공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699)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관한 실질적 심사의무가 있는지 판단할 때 전기통신사업

자의 통신자료 제공으로 달성될 수 있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을 비교하기도 

하 다. 뒤에서 살펴볼 ‘개인택시기사 위치정보 무단 열람 사건’700) 등에서는 손

해 발생 여부를 판단할 때 이익형량을 근거로 들기도 하 다. 요컨대 개인정보

법 시행 이후의 판결들은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요건을 판단할 때 이익형량을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 이 점에서 개인정보법 시행 이후의 판결들은 개인정

696) 권 준 (2017), 512면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동의제도가 이익형량을 통한 위법성 판단을 
완전히 축출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697) 행정자치부 (2016), 328면. 

698)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699)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700)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다566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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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법 시행 이전의 판결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이익형량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개인정보법상 정당화사유를 해석할 

때 유용한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개인정보법상 정당화사유가 적용되지는 

않지만 그 개인정보 처리행위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인 정

당화사유로서 기능할 수 있다.701) 

(1) 개인정보법상 정당화사유의 해석

우선 이익형량 판단은 개인정보법상 정당화사유를 해석할 때 유용한 지침을 

제공해줄 수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제외한 다른 정당화사유는 “불가피한 경

우” 또는 “필요한 경우”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70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

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

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

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정당화사유는 일정한 목적을 제시하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개인정

보 처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그러한 개인정보 처리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위법성을 조각시킨다. 위와 같은 정당화사유가 제시하

는 목적은 앞서 소개한 대법원 판결703)이 이익형량 시 고려 요소로 제시한 개

인정보 수집 목적의 상당성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가 반드시 필

요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은 개인정보 이용의 필요성에 각각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시하는 일련의 정당화사유들에는 

이익형량 판단이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익형량 판단을 통해 ‘불가피’

701) 최경진 (2017a), 103면. 

702) 이러한 표현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의적인 법 해석⋅적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비판으로
는 윤 철, “‘개인정보 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과학기술법연구 제
18권 제2호 (2012), 134면. 그러나 개인정보법상 정당화사유를 갖추지 못한 경우 개인정
보처리자는 형사적⋅행정적 제재를 받게 되므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들 정당화사유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정당화하려고 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된다. 

703)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
2350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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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개념이나 ‘필요’하다는 개념을 해석하는 것은 타당한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2) 보충적인 정당화사유로서의 이익형량 

어떤 개인정보 처리행위가 개인정보법상 정당화사유를 갖추지 못하 다고 하

여 이를 언제나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가령 개인정보처

리자가 공인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가운데 성명이나 생년월일 등 이미 공개되

어 있는 것들을 수집하여 정보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상황을 생각해 보자.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그 밖에 다른 정당화사유도 

갖추지 못하 다면, 개인정보처리자의 위와 같은 개인정보 처리행위는 개인정보

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하지만 개인정보처리자의 행위가 그에게 불법행위책임

을 물을 수 있을 정도로 위법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이처럼 어떤 개인정보 처리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제상 정당화사유를 갖추지 못하 지만 그 행위의 불법

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이익형량을 통하여 위법성을 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이를 통하여 정당화사유를 매우 좁은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는 우리 개인

정보 보호법제의 경직성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704) 

라. 이익형량의 단계

이익형량 판단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진다.705) 첫째, 형량의 대상이 되

는 각각의 이익을 확정한다. 둘째, 가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침해된 피해자의 이

익(보호이익)과 그 반대편에 있는 가해자 및 사회 전체의 이익(비교이익)을 추상

적으로 형량한다. 셋째, 구체적 사안에 나타난 여러 요소들에 기초하여 보호이

익과 비교이익을 구체적으로 형량한다. 미세한 위법성 판단을 요구하는 사건에

서는 위와 같은 이익형량 판단을 거쳐 가해자의 행위가 법질서 전체에 비추어 

위법한 것인지 판단하게 된다. 

704) 앞의 제2장에서 소개한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은 이익형량을 거
쳐, 공개된 정보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동일하게 규율하는 개인정보법의 경직성
을 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705) 권 준 (2009b), 536-537면; 홍진  (2013), 7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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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량대상 이익의 확정

이익형량 판단의 첫 번째 단계는 형량의 대상이 되는 여러 이익을 확정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가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침해된 피해자의 이익(보호이익)

과 그로 인하여 확보된 가해자의 이익, 사회 전체의 이익(비교이익)을 정확히 

가려내어야 하고, 형량의 대상이 되는 여러 이익 가운데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706) 

또한 형량대상 이익의 성질과 내용을 검토하고 분석하는 작업도 요구된다.707) 

형량대상 이익이 재산에 관한 것인지 혹은 인격에 관한 것인지, 사익에 관한 것

인지 혹은 공익에 관한 것인지, 가해자의 행위에 직접적으로 향을 받는 것인

지 혹은 단지 간접적으로만 관련이 있는 것인지 등, 형량대상 이익의 성질과 내

용은 다음 단계의 이익형량 판단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판단 지침을 제공

해 준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이익형량 판단에 관하여 축적되고 확립된 법리 가

운데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지도 결정할 수 있게 된다.708)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이 주된 보호이익이 된다. 다만 개인정보가 성명, 초상 등 정보주체의 인

격(identity)을 나타내는 표지이기도 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성명권, 초상권 등 

인격권도 보호이익이 될 수 있다.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내 한 사생활 역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생활권이, 정보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관한 것인 경

우에는 명예권이 각각 보호이익이 될 수 있다. 이때 비교이익은 구체적인 사안

에서 문제 된 개인정보의 성격과 내용, 정보주체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추상적인 차원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 정보수용자의 이익,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709)

비교이익으로 고려되어야 할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으로는 업의 자유와 표

현의 자유를 생각해볼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를 주된 사업 

수단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의 업의 자유가 중요한 비교이익이 된다.710) 또한 

706) 권 준 (2009b), 536면.

707) 권 준 (2009b), 538면.

708) Bloustein (1964), P. 1005도 같은 취지로 설명한다. 

709)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710) ‘변호사 정보제공 사건’(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와 
같이 침해자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가공하거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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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된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에 대한 분석 내지 평가를 담고 있는 경우에는 개

인정보처리자의 표현의 자유도 비교이익이 될 수 있다.711) 정보수용자의 이익으

로는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비교이익으로 고려될 수 있다. 표현의 자유의 경

우 개인정보 처리행위가 직접적으로 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나, 정보수용자가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한다면 그에 기초한 표현의 자유 역시 제약된다는 점에

서 간접적으로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는 개인정보 

처리행위를 통하여 달성되는 공익, 경제적 효율성 등이 비교이익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 등인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행위를 통

하여 달성될 수 있는 공익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2) 일반적 이익형량

일반적 이익형량은 구체적 사안을 떠나서 어떤 이익이 다른 이익보다 일반적

으로 우월한지를 판단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형량의 대상이 되는 이익들 

사이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우위관계를 정하게 된다. 가령 피해자의 생명권과 

가해자의 재산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보호이익이 비교이익보다 언제나 우위에 

선다. 이처럼 보호이익과 비교이익 사이에 절대적⋅무조건적 우위관계712)가 인

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이익형량 단계로 나아갈 것 없이 가해자의 행위가 위

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격권과 가해자의 표현의 자유

가 충돌하는 경우와 같이 보호이익과 비교이익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우

위가 달라지는 관계(상대적⋅조건적 우위관계)에 있다면,713) 구체적 이익형량을 

통하여 보호이익과 비교이익의 우위를 따져보아야 한다. 

법이 보호하는 이익들 가운데 절대적⋅무조건적 우위관계에 있는 이익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714) 보호이익과 비교이익이 절대적⋅무조건적 우위관계에 있

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위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711) 국회의원인 피고가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인터
넷 게시판에 공개하 던 사건(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과 같이 일정
한 표현 의도를 가지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홍진  
(2013), 753면도 어떤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아이디어 내지 생각을 포함하는 경
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표현의 자유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충돌한다고 
설명한다. 

712) 김도균 (2007), 46면. 

713) 김도균 (2007), 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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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는 오히려 예외에 속한다. 그러므로 이익형량이 필요한 대부분의 상황, 

즉 상대적⋅조건적 우위관계에 있는 이익들이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구체적 사

안의 맥락을 떠나 일반적 이익형량만으로 일정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요컨대 이익형량 판단의 핵심은 아래에서 살펴볼 구체적 이익형량

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반적 이익형량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

다. 일반적 이익형량은 보호이익과 비교이익 가운데 어느 것이 ‘일반적으로’ 우

선하는지를 판단함으로써, 구체적 이익형량 단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다. 가령 보호이익이 비교이익보다 ‘일반적으로’ 우선한다는 전제가 성립한다

면,715) 구체적 이익형량 단계에서 비교이익에 대하여 더욱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는 식이다. 

앞서 살펴본 보호이익(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인격권)과 비교이익(개인정보

처리자, 정보수용자, 사회 전체의 이익) 사이에서 어느 것이 일반적으로 우월하

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사안에서는 

일반적 이익형량이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3) 구체적 이익형량

구체적 이익형량은 구체적 사안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기초하여 보호이익과 

비교이익을 형량하고, 구체적 사안의 맥락에서 두 이익 사이의 우위관계를 정하

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보호이익과 비교이익 사이의 우위관계에 기초하여 

최종적인 위법성 판단을 하게 된다.716)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보호이익과 비교이익 사이의 우위관계를 정하기 위해서

는 구체적 사안에 나타난 여러 요소를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체적 사안의 사실관계는 개별 사건마다 모두 다르므로, 그 개별 사건

마다 구체적 이익형량의 고려 요소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즉 구체적 이익형량

은 개별 사안에 특유한(case specific) 판단이 되기 쉽다.717) 그렇다고 하여 구체

714) 가령 생명권과 재산권, 생명권과 사생활의 자유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후자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는 혐연권과 흡연권의 관계를 다룬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마457 결정 참조. 

715) 권 준 (2009b), 540면은 이를 ‘제한적 우열관계’라고 표현한다. 

716) 권 준 (2009b), 5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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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이익형량을 온전히 법관의 판단재량에 맡기는 것은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

성을 해치는 측면이 있다.718) 따라서 구체적 이익형량이 성질상 사안 중심적인 

판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도, 구체적 이익형량 판단에서 고

려되어야 할 요소들을 유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719) 

마. 이익형량의 고려 요소

대법원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문제 되었던 사건에서 “개인이 공적인 

존재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공공성 및 공익성,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절차⋅이

용형태의 상당성, 개인정보 이용의 필요성, 개인정보 이용으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 및 내용 등”을 고려 요소로 제시하 다.720) 그런데 이러한 판시는 

정보주체에 관한 요소(개인이 공적인 존재인지 여부), 개인정보에 관한 요소(개

인정보의 공공성 및 공익성), 개인정보 처리행위에 관한 요소(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 개인정보 이용의 필요성), 정보주체의 이익(개

인정보 이용으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 및 내용)을 모두 고려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침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들 고려 요소를 병렬적으로 이해하기보

다는 상관관계설의 입장과 같이 침해행위에 관한 요소와 피해이익에 관한 요소 

사이의 상관관계에서 이해하는 것이 유용하리라 생각된다.721) 

또한 위 판시는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만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러한 고려 

요소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외에 다른 형태의 개인정보 처리행위에 관하여도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이 일부 고려 요소에서는 “수집”만을 언급하고

717) 권 준 (2009b), 561면.

718) 권 준 (2009b), 542면.

719) 권 준 (2009b), 542면.

720)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
235080 판결.

721) 대법원은 피해자의 이익(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 과 자유)과 가해자의 이익(소송에서의 
진실 발견, 승소를 통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여 얻는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들의 재
산상 이익)이 충돌한 사안(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에서 이익형량 
판단의 고려 요소를 침해행위의 역과 피해이익의 역으로 나누어 제시하 는데, 이
러한 판시는 상관관계설의 향을 받은 것으로 이해된다. 권 준 (2009b), 542면; 홍진
 (2013), 7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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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 다른 고려 요소에서는 “이

용”만을 언급한 것(개인정보 이용의 필요성) 역시 표현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들 고려요소를 상관관계설의 틀 안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하자

면, 아래 표와 같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피침해이익의 영역 개인정보 처리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 및 내용 

침해행위의 영역

개인정보 처리 목적의 정당성 (개인이 공적인 존재인지 여
부, 개인정보의 공공성 및 공익성 고려) 
개인정보 처리 절차 및 형태의 상당성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

<표 9> 상관관계설에 따른 고려 요소 분류

(1) 피침해이익 - 개인정보 처리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 및 내용

피침해이익의 역에서는 개인정보 이용으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 및 

내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만 침해된 경우와 개인정보자기결

정권과 그 밖의 다른 법익이 함께 침해된 경우를 비교하여 보면, 후자의 경우 

피침해이익이 더욱 중대한 것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민감정보, 고유

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보호 필요성이 높은 개인정보,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과 접한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법익 침해 정도가 더 큰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개인정보 이용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역시 피침해이익의 역

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고려 요소이다. 피해의 정도와 관련해서는 정보의 

성격, 침해행위로 인하여 정보가 알려진 범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우선 문제 

된 개인정보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공적 관심사에 속하

지 않는 사생활 역에 관한 정보인 경우,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

호 등 개인정보법이 더욱 강한 보호를 부여하는 정보인 경우 등에는 그 반대의 

경우보다 정보주체가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한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어느 범위까지 알려

졌는지도 피해의 정도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722) 가령 개인정보처

722)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v. Reporters Committee for Freedom of Press, 489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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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그 개인정보를 단순히 수집⋅이용한 경우에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침해자(개인정보처리자)에게만 그 개인정보가 알려진 것

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침해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그 개인정보를 제3자에

게 제공한 경우, 혹은 그 개인정보를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웹사이트에 게

시한 경우에는 침해자 외의 제3자, 나아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그 개인정

보가 알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인정보가 좁은 범위의 사람들에게 알려진 경

우와 넓은 범위의 사람들에게 알려진 경우를 비교하면, 전자보다 후자의 경우에 

정보주체가 더 큰 피해를 입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침해행위 - 개인정보 처리 목적의 정당성, 개인정보 처리 절차 및 형태의 

상당성,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 

침해행위의 역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의 정당성, 처리 절차 및 형태의 

상당성,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고려 요소에 기

초하여 침해행위의 불법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면, 그러한 개인정보 처리행위로 

침해된 정보주체의 법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경우에도 그 행위의 위법성을 비

교적 쉽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개인정보 처리 절차 및 형태의 상당성,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에 관

한 판단은 일반적⋅추상적인 수준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침해행위

가 과연 꼭 필요한 것이었는지, 다른 수단을 통해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을 달성할 수 없었는지, 침해방법이 상당한 것이었는지 등은 구체적인 사안

에서 문제가 된 개인정보 처리 방식이나 기술에 관한 지식 없이는 판단하기 어

렵기 때문이다.723) 그러므로 일반적⋅추상적인 차원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

의 정당성, 즉 개인정보 처리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중대성에 논

749 (1989) 사건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정보가 작은 조각들로 흩어진 채 노출되는 것
과 FBI의 전과기록 형태로 노출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보고, 후자의 경우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판단하 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성(accessability) 확대 여부를 프라이버시권 침해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 Solove (2002), P. 1109 참조.

723) 김도균 (2007), 102면은 비례원칙의 구성요소 가운데 수단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에서
는 경험적⋅법사회학적 판단이, 법익의 균형성, 목적의 정당성에서는 실질적 가치판단
이 각각 주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논리는 이익형량을 통한 위법성 판단
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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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초점이 맞추어질 수밖에 없다.

개인정보 처리 목적의 정당성 부분에서는 침해자의 이익, 정보수용자의 이익, 

사회 전체의 이익이 다음과 같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침해자의 이익이 

업의 자유 또는 재산적 이익인 경우보다는 표현의 자유 또는 인격적 이익인 

경우에 침해자의 이익이 더욱 무겁게 고려될 것으로 생각된다. 정보수용자 및 

사회 전체의 이익 측면에서도 재산적 이익이 문제 되는 경우보다는 알 권리, 표

현의 자유 등 인격적 이익이 문제 되는 경우에 그 이익이 더욱 중요하게 다루

어져야 할 것이다. 정보주체가 정치인 등 공인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

다 사회 구성원들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 등이 두텁게 보호될 필요가 있으므

로, 그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의 불법성을 쉽게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바. 법 개정의 필요성

개인정보 처리의 정당화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법의 규정들이 이익형량 판단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사건에서 이익형량 판단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정보법의 해석론으로서도 위와 

같은 견해가 적지 않게 제기되어 왔다.724) 이처럼 개인정보법상 정당화사유가 

갖추어져 있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이익형량을 통한 위법성 조각이 가능하다는 

점은 현행법의 해석론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법원이 위와 같은 해석론을 정면으

로 수용한 판결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고, 학설상 일반적인 이익형량이 가능

하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기는 하나 아직 확고하게 정립된 해석론이라고 보기

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725) 

한편 이익형량을 통한 위법성 조각의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는 개인정보처리

자로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것이다. 그에 따라 이익형량을 통해 

위법성이 충분히 조각될 수 있는 사안에서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기 위해 노

력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개인정보법을 개정하여 일

반적인 이익형량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법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해석론을 둘러싼 

불명확성을 제거하는 방안을 고려해봄직하다.726) 가령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724) 권 준 (2017), 512면; 최경진 (2017a), 103면; 행정자치부 (2016), 328면.

725) 최경진 (2017a), 1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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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정당화사유인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제15조 제1항 제6

호)를 개정하여, 조금 더 폭넓은 이익형량 판단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또는 

저작권법의 공정이용 규정(제35조의3)과 같이 매우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별도의 이익형량 규정을 신설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비교법적으

로는 모든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적용되는 GDPR 제1조 제1항 (f)호의 정당화

사유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727)

Ⅴ. 정보주체의 손해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와 손해의 관계

손해는 ‘피해자가 누리고 있던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로 정의되지만,728) 침해

와 손해가 같은 개념인 것은 아니다.729) 침해는 오히려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요건이 되는 ‘방해’와 유사하다.730) 침해는 ‘상태’ 또는 ‘행위’에 가까운 개념이

고, 손해는 ‘결과’에 가까운 개념이다.731) 바꾸어 말하면, 침해는 현재에도 지속

되고 있는 ‘상태’ 또는 ‘행위’이고, 손해는 그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이다. 

법익 주체는 침해에 대해서 침해금지청구권을,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726) 최경진 (2017a), 118면 

727) GDPR 제1조 제1항 (f)호는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하여 개인
정보 처리가 필요한 경우(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가 요구되는 정보주체의 이익, 

기본권, 자유가 위 정당한 이익보다 우선하는 경우, 특히 정보주체가 어린이인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다.

728) 주석민법 채권각칙(6), 235면(이연갑 집필부분).

729) 양창수⋅권 준 (2017), 625면. 침해와 손해의 구별에 관한 설명으로 정상조⋅권 준 
(2009), 33면; 김차동 (2014), 284면 등 참조. 이원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법적 규
제와 손해배상책임: 개인정보 누출을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제30호 (2011), 263면도 같
은 맥락에서 의무위반행위, 침해행위, 손해 각각이 준별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730) 김차동 (2014), 284면. 

731) 가령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 판결은 과거에 토지에 매립된 쓰레기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것인지를 다루면서, 소유권 ‘방해’와 그로 인한 ‘손해’를 구
분하 다. 즉 ‘방해’는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고,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에는 ‘손해’만이 문제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침
해’와 ‘손해’의 구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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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행사할 수 있다.732) 

대부분의 경우 침해는 손해로 이어진다. 가령 어떤 건물에 관하여 아무런 권

리를 가지지 않는 사람이 그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이

때 가해자는 건물 소유자가 그 건물에 관하여 가지는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고, 그 결과 건물 소유자에게는 차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다. 건물 소유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건물인도청구를 할 수 있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 이처럼 침해와 손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침해와 손해의 개념을 구분하는 것이 그다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반면 침해가 반드시 손해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가령 인터넷 

쇼핑몰을 운 하는 A가 연예인 B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B의 성명을 키워드검

색광고에 이용하 다고 하자.733) A가 B의 성명을 이용한 행위는 B의 성명권, 

즉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신의 성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내지 타인에 

의하여 자신의 성명이 무단으로 사용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A가 B의 성명을 무단으로 이용하 다고 하여 B에게 반드시 손해가 발생하 다

고 볼 수는 없다. B는 연예인으로서 그 이름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사람이고, 

단지 자신의 이름이 키워드검색광고에 이용된 것만으로 통상 B와 같은 연예인

이 법적으로 배상되어야 할 만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

이다. 그러므로 B의 손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B가 A의 성명권 침해행위로 인

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거나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이 주장⋅증명되어

야 한다.734) 이처럼 침해가 곧바로 손해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침해와 손해

의 개념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권리 침해와 손해 사이의 연결고리는 그 권리의 성질에 따라 강해지기도 하

고, 반대로 약해지기도 한다. 이러한 차이는 인격권으로 분류되는 여러 권리들 

사이에서도 발견된다. 가령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일련의 판결들에서 볼 수 

732) 정상조⋅권 준 (2009), 33면. 

733) 위 예는 서울고등법원 2015. 1. 40. 선고 2014나2006219 판결의 사실관계를 참고한 것이
다. 위 사건에서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예비적으
로 성명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각각 청구하 다.

734) 위 서울고등법원 2015. 1. 40. 선고 2014나2006219 판결도 원고들의 손해를 인정하지 않
았다. 위 판결에 관한 평석으로는 권태상, “키워드 검색광고와 퍼블리시티권, 성명권 - 

서울고등법원 2015. 1. 30. 선고 2014나2006219 판결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20

권 제3호 (2016.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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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처럼,735) 신체에 관한 인격권은 그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정신적 손해가 

비교적 쉽게 인정된다.736) 반대로 성명권과 같은 인격권은 그 침해가 곧바로 손

해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와 

손해 사이의 연결고리를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지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성질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737) 

앞의 제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보주체의 자기결정 보호에 초점을 맞추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수집⋅이용⋅제공된 것만으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하 다고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개인정보 보호에 초점을 맞

추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실제로 오⋅남용되었는지를 살펴 정보주체에게 손

해가 발생하 는지를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개인정보 보호의 가치와 자유로운 

정보 이용의 가치 사이에서 균형 잡힌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자기결

정 그 자체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개인정보 보호에 무게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전제를 염두에 두고, 판례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무단 수집⋅

이용⋅제공 사안의 손해 발생 판단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용⋅제공과 손해 발생 판단

가. 판례에 나타난 손해 발생 판단

대법원은 ‘개인택시기사 위치정보 무단 열람 사건(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다56652 판결)’에서 개인정보가 무단 수집⋅이용⋅제공된 경우 정보주체에

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 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을 처

음 제시하 다.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i)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735)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27449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29666 판결 등. 

736) 송혜정 (2015), 415면은 생명, 신체와 같이 중대한 이익이 침해된 경우, 명예권과 같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는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가 비교적 쉽게 인정된다
고 한다.

737) 정상조⋅권 준 (2009), 34면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사안에서 손해 판단은 개인정
보를 바라보는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개인정보 처리를 둘러싼 법률관
계에서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가 각각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여야 하는지를 
기준으로 손해 발생의 증명도를 달리 보아야 한다는 견해로 최호진, “해킹에 의한 개인
정보유출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고찰: SK컴즈 사건을 
중심으로”, 법조 통권 제689호 (2014. 2), 154-1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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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발생하 는지, (ii) 제3자가 수집된 위치정보를 열람 등 이용하 는지, 

(iii) 위치정보가 수집⋅이용된 기간이 장기간인지, (iv) 위치정보를 수집하게 된 

경위와 그 수집한 정보를 관리해 온 실태는 어떠한지, (v) 위치정보 수집⋅이용

으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하여졌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

여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하 다. 

위와 같은 판시는 뒤의 제3절에서 다루는 ‘이베이옥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

건(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43994, 44003 판결)’의 향을 받은 것이다. 

다만 ‘개인택시기사 위치정보 무단 열람 사건’에서는 위치정보 무단 수집이 문

제 되었으므로, 개인정보 유출 사안에 특유한 몇 가지 고려 요소는 제외되었

다.738)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용⋅제공 사건에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이 보장

되지 않은 것만으로 손해를 인정하지 않고 위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는 것으로 미루어, 대법원은 정보주체의 자기결정 그 자체보다 개인정보 보

호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1) 개인택시기사 위치정보 무단 열람 사건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다56652 판결)

이 사건에서는 개인택시기사인 원고들의 위치정보가 원고들의 동의 없이 수

집되고 제3자가 이를 열람한 것이 문제 되었다. A회사는 콜택시 서비스를 운

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 콜 관제시스템739)을 운 하면서 원고들을 포함한 

콜 서비스 회원들에게 콜택시 서비스를 제공하 다. 택시회사인 B회사의 전무 

피고1은 A회사의 대표이사 피고2 및 위 콜 관제시스템을 개발한 소외 회사에게 

요청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콜 서비스 회원들의 위치정보를 차량번호와 함께 실

시간으로 수집⋅열람하 다. 

738) 구체적으로는 (i)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이 무엇인지, (ii) 유출된 개인정보가 
어느 범위까지 확산되었는지, (iii) 개인정보 유출로 추가적인 법익침해 가능성이 발생하
는지 등 3가지 고려 요소가 제외되었다. 

739) 위 콜 관제시스템은 5초에서 1분 주기로 모든 회원 차량의 위치를 수집 ⇒ 데이터를 
KT IDC 센터에 있는 메인서버에 저장 ⇒ 고객이 전화하는 경우 이미 수집된 위치정보
를 활용하여 일정 거리 내에 있는 택시의 내비게이션 화면에 문자를 전송하는 방식으
로 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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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피고2와 피고1의 위와 같은 행위가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

한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 다. 위 콜 

관제시스템은 회원의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개별 회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어, 

정보주체를 바로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 다. 또한 피고 1은 수시로 위 콜 관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택시기사들의 동향을 파악하 다. 이

를 통하여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  등이 침해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할 수 있다.

(2) 애플 위치정보 무단 수집 사건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251539, 

251546, 251553, 251560, 251577 판결)

이 사건에서는 아이폰, 아이패드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다국적 기업인 피

고740)가 기기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한 행위가 문제 되었다. 이 사건에

서 위치정보 수집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피고는 기기 사용자가 

이동통신사에 가입할 때 사용자들로부터 위치정보 수집 및 서비스 제공 이용약

관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기기를 사용등록하거나 운 체제를 업그레이드할 때 

위치정보 수집 및 제공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그런데 운 체제에 버그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위치서비스 기능

을 비활성화하 는데도 기기의 위치정보와 주변 통신기지국 등의 식별정보가 

피고의 서버에 주기적으로 전송되었고, 기기 내 데이터베이스에 사용자의 개인

위치정보가 저장되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기기에서 피고의 서버로 전송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만으로는 특정 기기나 사

용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기기 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는 기기의 분

실⋅도난⋅해킹 등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없다. 기기 

사용자들은 피고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서비스제공에 이용하는 것을 충분

히 알 수 있었다. 위와 같은 버그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

고, 피고는 그로 인한 피해 발생이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 다. 위와 같이 

수집된 위치정보는 피고가 운 하는 위치정보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740) 모회사인 애플 인코포레이티드와 자회사인 애플코리아 유한회사 모두 피고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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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었을 뿐, 수집 목적과 달리 이용되거나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았다.

(3) 약학정보원 PM 2000 정보 수집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1. 선고 

2014가합508066, 538302 판결)

이 사건에서는 피고 약학정보원741)이 약국관리 프로그램인 PM 2000을 통하여 

의사 및 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가 문제 되었다. PM 2000은 피고 대한

약사회가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환자가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이를 약국에 제

출하면, 약국에서 그 처방전에 기재된 정보742)를 PM 2000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그 정보를 토대로 건강심사평가원에 조제료, 복약지도료 등을 청구하는 방식으

로 이용되고 있었다. 피고 약학정보원의 임직원인 A와 B는 각 약국에서 입력하

는 처방전 관련 정보를 피고 약학정보원에 자동전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이를 PM 2000 프로그램 업데이트 파일에 포함시켰다. 업데이트 이후 각 약국에

서 PM 2000 프로그램을 통하여 입력한 정보는 피고 약학정보원의 중앙서버에

도 저장되었다. 나아가 피고 약학정보원은 피고 회사와 정보 공동사용계약을 체

결한 뒤, 위와 같이 수집된 정보를 피고 회사에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 받았

다.743) 

위와 같이 PM 2000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보가 수집된 환자 및 의사인 원고들

은 피고들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수집⋅이용한 것이 개인정보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 다. 

법원은 피고들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 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

다.744) 개인정보법 위반에 관하여는 1기 암호화 방식의 정보와 2, 3기 암호화 

741) 약학정보원은 의약품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의약품정보 관련 연구용
역사업 수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다. 

742) 환자에 관한 정보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질병분류기호, 처방의약품의 명칭 등이, 의
사에 관한 정보로는 성명,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 의료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 등이 
각각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다.

743) 피고 회사는 건강정보를 수집하여 통계자료를 작성한 뒤 이를 공공기관이나 제약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을 주된 사업 수단으로 하는 회사 다.

744) 원고들은 피고들이 정보통신망법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비 을 침해, 도용하 고 
제49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 다고 주장하 다. 법원은 피고 약학정보원이 PM 프로그램 설치 시 정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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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의 정보를 나누어 각각 달리 판단하 다. 1기 암호화 방식745)에 따라 처리

된 개인정보는 재식별 가능성이 현저하므로 개인정보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만, 2, 3기 암호화 방법746)에 따라 처리된 개인정보는 재식별 가능성이 높지 않

아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보았다. 피고들의 개인정보법 위반이 인정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 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원고

들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 다. 

법원이 이 사건에서 정신적 손해 발생을 인정하지 않은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에서 주민등록번호는 수집 당시부터 암호화되었고, 피고들 외에는 이를 

재식별할 수 없었다. 피고들 외의 제3자가 그와 같이 수집된 정보를 열람한 것

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수집된 정보는 원외조제의약품 시장을 추정 

분석한 통계자료 작성에 활용되었고, 마케팅, 스팸메일 전송, 신분 도용 등에 사

용되지 않았다. 원고들은 언론보도를 통하여 피고들이 처방전 정보를 수집⋅이

용하 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하여 

자신의 처방전 정보가 수집⋅이용된 사실을 비로소 확인할 수 있었다.

나. 검토

앞서 소개한 판결들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수집⋅이용⋅제공되

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뒤, 곧바로 손해 발생을 인정하지 않고 몇 가지 고려 요

소에 기초하여 손해 발생 여부를 판단하 다. 각각의 사건에서 법원이 제시한 

고려 요소가 세부적인 부분까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큰 틀에서는 ‘개인

택시기사 위치정보 무단 열람 사건’에서 제시된 고려 요소를 따르고 있다. 

위 사건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된 고려 요소는 아니나, 당해 사건에서 문제 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의 목적과 태양도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고려 요소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것이다. 개인정보 

집⋅이용에 관한 각 약국의 동의를 받았다는 점을 들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745) 이 사건에서는 13자리의 주민등록번호 중 홀수 자리와 짝수 자리를 각 다른 암호화규
칙에 따라 문으로 치환한 다음 양끝 2자리에 임의의 문자를 추가로 입력하는 방식
을 말한다. 

746) 일방향 암호화(one-way encryption 또는 hash)를 사용하여 난수를 생성하는 기법 등이 이
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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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행위와 달리,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용⋅제공 행위는 그 목적과 태양에 

따라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가령 ‘애플 위치정보 무단 

수집 사건’에서 수집된 위치정보는 피고가 운 하는 위치정보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었고, ‘약학정보원 PM 2000 정보 수집 사건’에서 수집된 처

방전 정보는 원외조제의약품 시장을 추정 분석한 통계자료 작성에 활용되었다. 

이처럼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위해서만 개인정보를 활용한 경우, 단

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다. 이 점에서 법원이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용⋅제공 행위의 목적과 

태양을 손해 발생 판단에서 고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용⋅제공 행위의 목적과 태양을 고려하여 손

해배상책임 유무를 판단하는 것에서도 정보주체의 이익과 개인정보처리자, 정보

이용자의 이익을 형량하는 사고방식을 발견할 수 있다. ‘애플 위치정보 무단 수

집 사건’과 ‘약학정보원 PM 2000 정보 수집 사건’에서는 개인정보 무단 수집⋅

이용 행위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이익이 크게 침해되지 않았다. 특히 전자의 경

우에는 원고들도 피고들이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서비스제공에 이용하는 것

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당초 피고가 제시한 위치정보 수집 및 서비스 제공 이

용약관에 대하여 동의하기도 하 다. 반면 피고들은 그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행위를 통하여 위치정보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고, 통계자료를 작성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익은 피고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위치정보 서

비스를 이용하는 전체 사용자, 통계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자 등에게도 널

리 해당되는 것이다. 그에 반해 개인택시기사 위치정보 무단 열람 사건에서는 

위치정보 무단 수집⋅열람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의 사생활권이 크게 침해되었

다. 피고 1은 택시기사들의 동향을 파악한다는 명목 아래 원고들의 동의 없이 

그 위치정보를 수집⋅열람하 는데, 피고 1이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요컨대 판례에 나타난 손해 발생 판단의 배후에는 정보주체의 이익과 개인정

보처리자, 정보이용자의 이익을 형량하는 사고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 앞서 살

펴본 것처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사건에서는 이러한 이익형량 판단이 불

가피할 뿐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판례가 손해 발생 판

단 단계에서 이익형량에 기초하여 결론을 내린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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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개인정보 유출

Ⅰ. 개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개인정보처리자와 실제 개인정보 유출을 주도한 사람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사안 

유형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실제 개인정보 유출을 주도한 사람을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는 경우이다.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 받은 사

람(개인정보법 제26조)이 개인정보 유출을 주도한 경우, 개인정보취급자(개인정

보법 제28조)가 개인정보 유출을 주도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첫 번째 사안 

유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비교적 쉽게 인정될 여지가 있

다. 개인정보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수탁자(제26조 제4항) 및 개인정보취급자

(제28조 제1항)에 대한 감독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수탁자나 개인정보취급자

가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것

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사안 유형은 개인정보처리자와 실제 개인정

보 유출을 주도한 사람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이다. 해커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 사안 유형에서 문제 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주의의무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이다.

특히 두 번째 유형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과실 요건과 관련하여 개인

정보처리자가 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성 확보조치(개인정보법 제29

조)747)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 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일단 유출 사고가 발생한 뒤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 는지도 중요하지만, 

과실 판단에서 이러한 사후적 조치의무는 사전적 예방의무만큼 중요하게 다루

어지지 않는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유형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방조자의 지위

에 있으므로, 그 방조행위와 정보주체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중요하게 다루

어진다. 끝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되어야 할 

747)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와 거의 유사한 의무를 부
여하고 있다. 이하 본문에서 두 법령을 구분하지 않고 서술할 때에는 “안전성 확보조
치”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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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가 발생하 는지도 중요한 쟁점이다.748) 

Ⅱ. 개인정보처리자의 주의의무

1. 수탁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의무

가. 개관

개인정보 유출을 주도한 사람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이라면, 정보주체

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 어도 손해가 발생하 을 경우에는 사

용자가 면책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사용자책임의 역에서는 피해자가 사용

자의 과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사용자가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증

명하여야 한다. 실제로는 그와 같은 사용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 민법상 사용자책임은 무과실책임에 가깝게 운 되고 있다.749) 

한편 개인정보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수탁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

독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개인정보법상 감독의무의 내용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수

탁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 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다만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개인정보법상 감독의무를 

다하 다는 이유로 개인정보처리자가 면책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다. 판례는 

사용자가 매일 아침 피용자들에게 훈시를 하 다거나750) 일정한 사고를 방지하

기 위하여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전달하 다고 하더라도751) 감독의무를 다한 것

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왔기 때문이다. 물론 판례 중에는 피용자가 고의로 불

법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가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하더라도 피용자의 불

법행위가 사용자의 감독이 미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 아래에 있었던 것이라

748) 고홍석 (2018), 1049면도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개인정보의 ‘유출’ 여부, 개인정보처
리자의 주의의무, 손해 발생 여부, 인과관계 인정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고 한다.

749) 민법주해 채권(11), 495면(이주흥 집필부분); 주석민법 채권각칙(8), 473면(이원범 집필부
분); 양창수⋅권 준 (2017), 715면.

750) 대법원 1964. 10. 28. 선고 64다693 판결.

751) 대법원 1966. 7. 26. 선고 66다9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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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사용자에게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사례도 있다.752) 그러나 수탁자나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감독이 미칠 수 있

고 또 마땅히 미쳐야 하는 역에 있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위와 같은 판례 

법리에 기초하여 면책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 요컨대 가령 수탁자 또는 개인정

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일으켰다면 개인정보처리자의 감독의무 위반

이 어렵지 않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753)

나. 수탁자에 대한 감독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

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수탁자를 교육하여야 하고, 수탁자가 개인정

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감독하여야 한다(개인정보법 제26조 제4항).754) 감독

의무의 내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이 상세히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

르면 위탁자는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업무 위탁 시 문서화한 사항755)을 수탁자가 준수하는지를 감독하

여야 한다. 요컨대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의의

무를 부담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수탁자가 그러한 주의의무를 준수하는지를 감

독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개인정보법 제26조 제6항은 수탁자가 위탁 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법을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에 있어서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따라

서 수탁자가 개인정보법을 위반한 경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756) 

752) 대법원 1978. 3. 14. 선고 77다491 판결; 부산지방법원 1986. 12. 2 선고 85가합2655 판결. 

753) 로앤비 온주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2016. 7. 15), 강태욱 집필.

754) 다른 법령들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25조, 신용정보
법 제17조 참조. 

755)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제1호), 개인정보의 기술
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제2호),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제3호)을 말한다. 

756) 물론 판례는 타인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계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해온 경우에도 객관적
으로 보아 그 타인의 행위가 위탁자의 지휘⋅감독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된
다면 사용자책임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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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를 

적절히 관리⋅감독하여야 한다.757)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

원에 한정되지 않으며,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개념이다(개인정보법 

제28조 제1항).758)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뿐 아니라, 다른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사람 모두 개인정보취급자

로 볼 수 있다.759)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법을 위반한 경우 정보주체가 개

인정보처리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표준지침 제15조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의무의 내용을 (i) 개인정보취

급자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두고 그 개인정보 처리 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할 것(제1항), (ii) 개인정보 처리시

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담당자에게 차등부여하고 접근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제2항), (iii)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적절히 감독하고 개인정보취급

자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변경⋅말소할 것

(제3항)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2. 사전적 예방의무

가. 개관

앞서 서술한 것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실제로 유출 사고를 일으킨 

자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13702 판결 참조. 

757) 참고로 정보통신망법 등 다른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들은 개인정보취급자에 관한 규
정을 두지 않고 있다. 행정자치부, 개인정보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2016. 12), 196면
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신용정보이용⋅제공자에 대하여도 개인정보법상 개인정보취
급자에 대한 교육⋅감독의무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758) 여기서 말하는 지휘⋅감독관계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실제로 지휘⋅감독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객관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로앤비 온주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2016. 7. 15), 강태
욱 집필.

759) 행정자치부 (2016), 1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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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책임과 그 유출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개인정보처리자의 방조책임이 함께 

문제 된다. 이때 개인정보처리자의 방조는 이른바 ‘과실에 의한 방조’에 해당하

는데, 판례는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다.760)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법이 사전적 예방의무와 사후적 조치의무

를 각각 부과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유출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

는 비교적 쉽게 인정될 수 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제가 규정하는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가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의 내용에 관하여는 앞의 제2절에서 살펴본 것과 대동소이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즉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준수하 는지 여부

는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점이 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규

정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주의의무와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다. 개인정보처리자가 

법령상 안전성 확보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개인정보처리자의 과

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761) 반대로 개인정보처리자가 법령상 안전성 확보조

치를 다했다고 하여 언제나 개인정보처리자의 과실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762) 

다만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용⋅제공 사안과 달리 개인정보 유출 사안의 경

우에는 개인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하여 매우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안전성 확보조치를 다한 개인정보처리자로서는 자

신의 주의의무를 다하 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법령에 상세히 규정된 

안전성 확보조치를 다하 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객관적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다하 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정보 유

출 사안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성 확보조치를 다한 경우 원칙적으로 과

실책임을 인정하지 않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과실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논리가763) 더욱 설득력을 가진다고 생각된다.

유의할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마련되어 있는 손해배상 규정에 근거하여 

760)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35850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55299 판결 등 참조. 이는 다수설의 입장이기도 하다. 

주석민법 채권각칙(8), 623면(강승준 집필부분). 

761) 송덕수 (2018), 1352면; 권 준 (2015), 121면. 

762) 송덕수 (2018), 1352면.

763) 권 준 (2012), 50-51면; 권 준 (2015), 1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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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위와 같은 논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개인정

보 보호법제의 손해배상 관련 규정들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

로 하지 않고, 법 위반 행위를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규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령상 안전성 확보조치의 내

용이 무엇인지, 개인정보처리자가 그러한 조치를 취하 는지가 쟁점이 되고, ‘특

별한 사정’은 고려될 여지가 없다고 보인다.764)

나. 안전성 확보조치의 내용

개인정보처리자가 취하여야 할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법 시행

령 제30조 및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765)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취하여야 

할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 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766)이 각각 매우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신용

정보법의 주된 수범자인 신용정보회사등의 경우에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3에 따라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마

련하여야 한다. 이처럼 관련 법령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주의의무 내용을 매우 세

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개인정보처리자가 위와 같은 기준을 준수

하 다면 원칙적으로 그에게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767) 

물론 개인정보처리자가 위와 같은 기준을 준수하 다고 하여 언제나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위의 기준들도 그 기준의 내용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기준”임을 밝히고 있다.768) 이를 염두에 두고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

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769) 

764) 전승재⋅권헌 , “해킹을 방지하지 못한 사업자의 법적 책임 판단기준의 문제점 - 행정
제재⋅형사처벌의 기준과 민사상 과실판단 기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 정보법학 제
21권 제2호 (2017), 138면. 

765) 2017. 7. 26.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766) 2015. 5. 1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5-3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한다. 

767) 권 준, (2012), 51-52면. 

768)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조 참조. 전승재⋅권헌  (2017), 139면은 아래 본문에서 소개
하는 이베이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고시가 개정되어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표현이 도입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고시를 준수하 다고 하
여 개인정보처리자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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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법 시행령 제30조는 법 제29조가 정하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

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에 관하여 규정한다.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안전성 

확보조치는 (i)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제1

호), (ii)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제2호), (iii)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

는 조치(제3호), (iv)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제4호), (v)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제5호), (vi)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등 물리적 조치(제6호) 등이다.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은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제1조), 개인정보처리자 유형 및 개인정보 보유량에 따라 차등화

된 기준을 적용한다(제3조). 

769)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신용정보업감독
규정｣ 별표3은 모두 대동소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구분 근거 규정 내용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시행령 제30
조 제1항 제1
호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제
4조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함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7.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9.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 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에 관

한 사항

<표 10> 개인정보법상 안전성 확보조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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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근거 규정 내용 

12. 위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13. 재해 및 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

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4.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
한 제한 조치

시행령 제30
조 제1항 제2
호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제
5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
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
라 차등 부여함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
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함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
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함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
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고,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
지 않도록 함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 번
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 번호 작성
규칙을 수립⋅적용함

 권한 있는 개인정보취급자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
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정보 또는 비 번호
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
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기
술적 조치를 취함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
제 조치 

시행령 제30
조 제1항 제2
호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제
6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Internet Protocol)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
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함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 (Internet 
Protocol)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하고 대응함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
망(VPN : Virtual Private Network)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
단을 적용함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
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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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근거 규정 내용 

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
치를 함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를 통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취약점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함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
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
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
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함

 업무용 모바일 기기의 분실⋅도난 등으로 개인정
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당 모바일 기기에 비
번호 설정 등의 보호조치를 함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
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
화 기술의 적
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
치

시행령 제30
조 제1항 제3
호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제
7조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비 번호, 바이
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
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 이를 암호
화함

 비 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저장 시에도 암호화하
여야 함. 다만, 비 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
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함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
점(DMZ :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
를 저장하는 경우 이를 암호화함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안전한 암호 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 파기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시행함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고유식별정보
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
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함

개인정보 침
해사고 발생
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
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시행령 제30
조 제1항 제4
호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제
8조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함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의 접속기록 등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함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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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판례에 나타난 과실 판단 기준

판례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성 확보조치 또는 기

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하 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주의의무를 

위반하 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770) 개인정보처리자가 위 기준을 준수한 경우

770)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43994, 44003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
24904, 24928, 24935 판결. 위 2018년 대법원 판결은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상세히 덧
붙이기도 하 다. “정보통신서비스가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
지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구축한 네트워크나 시스템과 그 운 체제 등은 불가피
하게 내재적인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이른바 ‘해커’ 등의 불법적인 침입행위에 노
출될 수밖에 없고, 완벽한 보안을 갖춘다는 것도 기술의 발전 속도나 사회 전체적인 거
래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기대하기 쉽지 않다. 또한 해커 등은 여러 공격기법을 통해 정
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취하고 있는 보안조치를 우회하거나 무력화하는 방법으로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 및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침입하고, 해커의 침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기술은 해커의 새로운 공격방법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대응
하여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정보통신서비스 제
공자가 취해야 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에 관해서는 고려되어야 
할 특수한 사정이 있다.”

구분 근거 규정 내용 

조치 함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
로그램의 설
치 및 갱신

시행령 제30
조 제1항 제5
호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제
9조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 함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
나,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의 상
태로 유지함

 악성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
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 체제 소프트웨어
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
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함

 발견된 악성프로그램 등에 대해 삭제 등 대응 조
치를 함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
을 위한 보관
시설 마련 또
는 잠금장치 
설치 등 물리
적 조치

시행령 제30
조 제1항 제6
호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제
11조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
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함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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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과실책임 인정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771) 또한 판례는 개인정보처리자

의 과실 여부는 그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당시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

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하 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

하면서, 구체적인 고려 요소로 “당시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보보안의 기술 

수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업종⋅ 업규모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취하

고 있던 전체적인 보안조치의 내용, 정보보안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 및 효용의 

정도, 해킹기술의 수준과 정보보안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른 피해발생의 회피 가

능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내용과 개인정보의 누출로 인

하여 이용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를 제시한다.772) 

판례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를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법은 불가능한 것,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것을 요구

할 수 없기 때문이다.773)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보호조치가 어떤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무거운 주의의무를 부과할수록 그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안 비용이 

높아지고, 그 비용은 결국 그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774) 그러므로 어떠한 보호조치가 사회통념상 합리적

으로 기대 가능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그 보호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처리

자 및 정보주체가 얻을 수 있는 편익과 그 보호조치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비교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775) 

아래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

771) 전승재⋅권헌  (2017), 133면은 위 대법원 판결이 “법상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을 넘어서는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단정해버렸다”고 평가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주의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반드시 그렇게 볼 필
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772)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43994, 44003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
24904, 24928, 24935 판결. 

773) 권 준 (2012), 52면.

774) 민법주해 채권(11), 47면(김성태 집필부분)은 이처럼 사회구성원의 전부나 일부가 불법
행위로 인한 손실을 극히 작은 분량으로 나누어 부담하는 현상을 현대 불법행위법의 
특징으로 설명한다. 

775) 권 준 (2012), 52면. 송오식 (2016), 756-757면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앞의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43994,44003 판결)의 비용/편익 분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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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판결들을 간략히 살펴본다. 

1) 이베이옥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43994, 

44003 판결)

이 사건에서는 중국인 해커로 추정되는 소외인 등이 옥션의 웹 서버 중 하나

인 이노믹스 서버에 설치된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인 톰캣 서버에 초기 설정값

인 아이디(auction)와 비 번호(auctionuser)로 접속한 것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발단이 되었다. 이를 기초로 소외인 등은 2008. 1. 초경 네 차례에 걸쳐 옥션 웹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유출하 다. 

원고들은 피고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

았다고 주장하면서, (i) 이노믹스 서버에 웹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은 것, (ii) 톰

캣 서버의 아이디와 비 번호를 초기 설정값 그대로 둔 것, (iii)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대한 비정상적인 접근을 탐지하지 못한 것, (iv) 해커가 사용한 악성 프

로그램을 탐지하지 못한 것 등을 문제 삼았다. 참고로 해킹 사고가 있었던 당시

에는 비 번호 변경 조치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포

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후 위 기준이 개정되어 대법원 판결 선고 당시에는 위 

(ii)가 위 기준 위반을 구성하게 되었다.776)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원

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776) 위 기준 제4조 제8항 제3호 참조. 

원고들이 주장한 
주의의무 위반 내용

법원의 판단

이노믹스 서버에 웹 방화
벽을 설치하지 않음

 웹 방화벽 설치는 선택적인 보안조치의 하나에 불과
하고, 관련 법령상 그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도 않
음.

톰캣 서버의 아이디와 비
번호를 초기 설정값 그

대로 둠

 다수의 서버를 운 하고 있는 피고의 시스템 구조 
특성상, 톰캣 서버의 아이디와 비 번호와 같은 개
별 취약점을 피고가 일일이 파악할 것을 기대하기 

<표 11> 이베이옥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주의의무 위반 관련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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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이트⋅싸이월드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4904, 24911, 24928, 24935 판결)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주요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피고의 전산실 직원인 A는 자신의 PC에 무료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

하고 있었다. 위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발견한 해커는 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 이용자의 PC에 악성코드가 설치되도록 하 다. 위와 같은 경위로 A의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었고, 해커는 A의 PC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A의 PC

에서는 피고의 게이트웨이 서버에 대한 접속하는 것이 가능하 지만, A의 아이

디와 비 번호로는 피고의 게이트웨이 서버, 나아가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근

하는 것이 불가능하 다. 피고가 게이트웨이 서버에 대한 접근 권한을 관리자인 

B와 C의 각 아이디에만 부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해커는 A의 PC를 거쳐 B의 

아이디로 피고의 게이트웨이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차례로 접속한 뒤 그 

777)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대한 정보조회 요청을 가리킨다. 

원고들이 주장한 
주의의무 위반 내용

법원의 판단

어려움. 이러한 시스템 구조 하에서는 스캐너 등을 
통해 취약점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운 하는 것이 보
통임.

 피고는 스캐너를 통해 취약점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운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톰캣 서
버의 아이디와 비 번호 부분의 취약점이 탐지되지 
않았음. 그러나 개별 취약점이 탐지되지 않은 것만
으로 피고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다하
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대
한 비정상적인 접근을 탐
지하지 못한 것 

 이 사건 사고 당시 발생한 쿼리(Query)777)나 데이
터 전송량은 피고의 업무 특성에 비추어 평균적인 
것이어서, 피고가 이를 통해 해커의 접근을 탐지하
기 어려웠음.

해커가 사용한 악성 프로
그램을 탐지하지 못한 것 

 이 사건 사고 당시 해커가 사용한 악성 프로그램은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종류와 형태이고, 피고는 당
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던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
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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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에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 다.778) 

원고들은 (i) 데이터베이스 서버 관리자가 퇴근 시 로그아웃을 하도록 하거나 

자동 로그아웃 시간을 설정하지 않은 것, (ii) FTP779)를 사용한 것 등을 문제 삼

았다. (i)은 당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후 위 기준이 개정되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

자의 접속이 필요한 시간 동안만 최대 접속시간 제한 등의 조치”가 의무사항이 

되었다(제4조 제10항). 한편 (ii)와 관련해서는 피고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지침

서｣가 “개인정보 접근 PC에... (중략) FTP 서비스 등 보안상 취약한 서비스는 제

공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정하고 있었고, 정보통신망법 제45조에 따른 ｢정보보

호조치에 관한 지침｣ 별표 1의 2.2.8. 항목에 “불필요한 프로토콜 및 서비스 제

거 등 보안설정”이 세부조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대법원은 (ii) 부분에 관

한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 으나, (i) 부분에 관하여는 원심과 달리 판단하 다. 

원고들이 주장한 
주의의무 위반 내용

법원의 판단

데이터베이스 서버 관리
자가 퇴근 시 로그아웃을 
하도록 하거나 자동 로그
아웃을 설정하지 않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마땅히 준수해야 한다고 일
반적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으로도 합리
적으로 기대 가능한 보호조치에 해당함.780) 

FTP를 사용함

 피고의 개인정보보호 업무지침서 제26조 제4항은 개
인정보 접근 PC를 FTP 서버로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
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개인정보 접근 PC가 FTP 
클라이언트로 사용됨. 따라서 이 사건에서 FTP를 사용
한 것이 위 업무지침서 위반이라고 볼 수 없음. 

 FTP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만으로 주의의무 위반을 인
정하기 어려움.

<표 12> 네이트⋅싸이월드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주의의무 위반 관련 쟁점

778) 원심 판결과 대법원 판결에는 이에 관한 사실관계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
다. 원고들은 ‘A가 퇴근 시 로그아웃을 하 더라면 해커가 A의 PC에 접속하여 B의 아
이디와 패스워드를 알아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 지만, 해커가 실제로 A의 PC

에 접속하여 B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아낸 것인지, 혹은 키로깅 등 다른 경로로 B

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고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 

779) 파일전송 프로토콜(File Transfer Protocol, 인터넷을 통해 컴퓨터 간에 파일을 송수신하
는 데 사용되는 통신규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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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용카드회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5가합501956 판결)

이 사건에서는 여러 신용카드회사의 고객 정보가 여러 차례에 걸쳐 유출되었

는데, 그 경위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고 회사들781)은 FDS(Fraud 

Detection System, 카드사고분석시스템)782) 개발을 위하여 각각 피고 KCB와 사

이에 FDS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KCB에게 고객 정보를 제공하 다. 이

때 피고 KCB의 담당 직원들은 피고 회사들의 사옥에서 개발 작업을 진행하

는데, 피고 KCB의 담당 직원 A는 피고 회사들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고객 

정보를 USB에 임의로 저장하여 가지고 나오거나, 업무용 하드디스크를 몰래 이

를 가지고 나오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 정보를 유출하 다.783) 위 고객 정보는 

암호화되어 있지 않았다. 이후 A는 18여 차례에 걸쳐 위 고객 정보를 제3자에

게 전달하 다.784) 

원고들은 피고 회사들이 (i)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것,785) (ii)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것, (iii) 공유설정 제한 등 

접근통제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것, (iv) 업무용 하드디스크의 포맷 작업을 수

행하지 않은 것 등이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 다. 법원은 위 (i) 내

지 (iv)에 관하여 피고 회사들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 는데, (ii) 내지 (iv)의 

경우에는 피고 회사들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 비

교적 명백하 다. 반면 (i)의 경우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9조가 보안 프로그램

의 설치⋅운 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고 그 보안 프로그램이 반드시 포함하여

780) 다만 본문의 “III. 방조책임과 상당인과관계” 부분에서 보듯이, 대법원은 이러한 주의의
무 위반과 개인정보 유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 다. 

781) 본문의 “피고 회사들”은 위 사건의 피고 던 농협은행 주식회사, 롯데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 이 3개 회사를 가리킨다. 

782) 신용카드 도난, 분실, 위⋅변조 등으로 인한 이상 거래 및 부정사용을 탐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783) 이 사건에서 유출된 고객 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직
장전화번호, 이메일, 자택주소, 직장주소, 직장정보, 카드번호, 유효기간, 카드정보, 결제
정보, 신용한도, 연 소득 등이었다. 

784) 관련 형사소송에서 A는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으로 기소되어,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785)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보안프로그램이 USB 메모리의 쓰기 기능 사용
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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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기능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

처럼 해당 보안 프로그램이 USB 메모리의 쓰기 기능을 제한하지 않은 것이 법

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이 (i)에 관하여

도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하 다. 

원고들이 주장한 
주의의무 위반 내용

법원의 판단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것

 개인정보처리자가 설치⋅운 할 의무가 있는 보안프
로그램은 USB 메모리의 쓰기 기능 사용을 제한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

 피고 회사들이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9조 위반에 해당함.

<표 13> 신용카드회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주의의무 위반 관련 쟁점

4) KT N-STEP 개인정보 유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5나61155 판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개발⋅운 하는 무선 전산 업시스템인 “N-STEP” 시스

템이 해킹되어 고객 정보가 유출되었다.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A는 동업자인 B와 함께 텔레마케팅 업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하 다. A는 피고의 

대리점 직원인 C의 계정으로 N-STEP 시스템에 접속하여 데이터 내용을 분석하

고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 다. 프로그램 개발 중 C는 피고 대리점에서 퇴직

하 으나 A와 B는 계속하여 C의 계정으로 N-STEP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었고, 

해킹 프로그램을 완성하기에 이르 다. 이후 A와 B는 피고의 대리점 PC에 설치

된 원격제어프로그램의 ID와 비 번호를 알아내어 해당 PC에 해킹 프로그램을 

원격으로 설치하 다. A와 B는 800만 건이 넘는 고객정보를 유출하여 D에게 전

달하 고, D는 이를 휴대전화 기기변경 업에 사용하 다.786) 

786) 관련 형사소송에서 A와 B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
았고, 그 판결이 이후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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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피고가 (i) N-STEP 시스템의 전반부에서만 접속권한에 대한 인증을 

요구하고 ESB 서버787) 이후 단계에서는 그러한 인증을 요구하지 않은 것, (ii) 

개인정보취급자788)가 퇴직하 음에도 접근권한을 말소하지 않은 것, (iii) 주기적 

감시를 게을리 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고 당시 비정상적인 접근을 탐지⋅차단하

지 못한 것, (iv) N-STEP 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전송할 때 주민등록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은 것 등이 구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789)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 다. 법원은 (ii) 및 (iii)에 관하여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 다.790) 

787) Enterprise Service Bus 서버(여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등을 연결하는 중개 역
할을 하는 서버)를 말한다. 

788) 이 사건에서 C는 피고 소속 직원이 아니라 피고의 대리점 소속 직원이었지만, 피고의 
개인정보취급자로 지정되어 있었다.

789) 2012. 8. 23.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790) 정준현⋅강주 , “과징금 부과처분 및 손해배상청구의 사유로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의 위법행위 : KT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법학연구 제48호 
(2016), 17면은 이 사건의 피고가 신의칙상 기대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
았다고 하면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이 주장한 
주의의무 위반 내용

법원의 판단

N-STEP 시스템의 전반
부에서만 접근권한에 대
한 인증을 요구한 것

 이 사건 고시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설치⋅운 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ESB 서버 이후 단계에
서 접속권한 인증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위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움. 

개인정보취급자가 퇴직
하 음에도 접근권한을 
말소하지 않은 것

 피고는 2011. 11.경 C의 계정을 AUT 서버에서 인
증할 수 없도록 폐기하 는데, 이는 C의 접근권한
을 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음.791) 

주기적 감시를 게을리 
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
고 당시 비정상적인 접
근을 탐지⋅차단하지 못
한 것

 피고가 N-STEP 시스템의 전반부(AUT 서버 단계)
에서만 접속기록을 확인⋅감독하고 ESB 서버 이후 
단계에서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됨. 

 그러나 이 사건 고시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시스템’
은 N-STEP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표 14> KT N-STEP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주의의무 위반 관련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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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토

위에서 살펴본 판결들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

부를 판단할 때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주의의무를 준수하 는지가 가장 중요

한 쟁점이 된다. 그에 따라 법원은 (i)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내용이 관련 법령 규정에 포섭되는지를 판단한 뒤, (ii) 관련 법령 규정에 포섭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곧바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을 들어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어떤 보호조치가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관련 법

령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하다고 인정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포함한 관련 법령이 실

제로 당시의 기술 수준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보호조치를 망라하여 규

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법원이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791) 이에 더하여 법원은 이 사건 해킹프로그램에는 C의 N-STEP 계정 외에도 다른 대리점 
계정, 현장직원 계정이 함께 사용되었다고 하면서, 설령 피고가 C의 계정을 말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시하 다. 

원고들이 주장한 
주의의무 위반 내용

법원의 판단

N-STEP 시스템은 AUT 서버 단계에서 적법한 인
증을 거쳐야만 ESB 서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음. 

 따라서 피고가 ESB 서버 이후 단계에서 접속기록 
확인⋅감독을 하지 않은 것이 위 규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움. 

N-STEP 시스템에서 개
인정보를 전송할 때 주
민등록번호 등을 암호화
하지 않은 것

 이 사건 고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송⋅수신할 때 이를 암호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정보통신망’은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공중망을 의미함.

 개인정보가 N-STEP 시스템에서 대리점 PC로 전송
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이 암호화되지 않은 
채 노출된 정황은 인정되나, 이는 인터넷 공중망 
구간이 아니어서 피고가 위 규정을 위반하 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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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 외에 다른 내용의 주의의무를 인정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기 때

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792) 

개인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하여 매우 상세히 규율하

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정보처리자가 법령상 요구되는 안전성 확보조치

를 다하 음에도 법원이 ‘특별한 사정’을 들어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과실 여부 

판단이 위의 (i)단계에서 대부분 끝나버리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지는 의문이

다. ‘이베이옥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네이트⋅싸이월드 이용자 개인정

보 유출 사건’에서 보듯이, 어떤 조치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당시에는 관련 법

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직후에 법령이 개정되어 안전성 확보조치의 

하나로 편입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물론 과실 여부 판단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

로 하여야 하므로,793)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에 개정된 법령 내용에 기초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직후의 법령 개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당시에도 그러한 조치가 합리적

으로 기대 가능하 다는 뜻으로 이해될 여지도 충분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주의의무가 단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당시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794) 물론 개정된 법령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주의의무를 강화

792) 이제우 (2015), 566면은 위 판결에서 법원이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제6호의 “그 밖
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좀 더 폭넓게 인정할 수 있
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평가한다.

793) 권 준 (2015), 123면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과실 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
면서, 법관이 불법행위 이후의 사정이나 정보에 기초하여 과실을 인정하는 것을 경계하
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794) 만약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에야 비로소 특정 조치가 안전성 확보조치의 하
나로 편입된 점에 기초하여 피고의 과실이 부정된다면, 정부는 새로운 안전성 확보조치
를 고시에 포함시키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 것이다. 특정 시점에 새로운 안전
성 확보조치를 고시에 포함시키면 그 시점 이전에 그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은 개
인정보처리자를 면책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제조물책임에서 
repair doctrine의 문제에 비유될 수 있다. repair doctrine은 가해자의 제조물 관련 개선 
노력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근거에서, 사고 후에 가해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한 행동은 가해자의 과실을 판단할 때 고려에 넣지 않는 법리를 말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는 윤진수, “제조물책임의 주요 쟁점 - 최근의 논의를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 제21권 제3호 (2011. 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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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입법적 결정에 바탕을 둔 것이라면, 행위 당시 법령에 규

정되어 있지 않았던 주의의무 내용을 기준으로 피고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개정된 법령이 행위 당시에도 합리적으로 기대되던 것을 확인적

으로 규정한 것이라면, 행위 당시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과실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 점에서 대법원이 위 ‘네이트⋅

싸이월드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버 관리자가 퇴근 시 

로그아웃을 하도록 하거나 자동 로그아웃을 설정하지 않은 것을 “정보통신서비

스 제공자가 마땅히 준수해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사회통

념상으로도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보호조치”라고 보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은 타당하 다고 본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가 

다른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유지될 것인지는 앞으로 지켜볼 문제이다.

3. 사후적 조치의무

일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뒤에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인

정보처리자의 사후적 조치의무가 문제 된다. 정보주체로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

고가 발생하 다는 것을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를 알려

주지 않으면 적시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

하다. 그에 따라 개인정보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때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그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사항들을 알리도록 규정

한다(제34조 제1항).795) 나아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

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 요구된다(제34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도 거의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27조의3).

이처럼 사후적 조치의무는 일단 발생한 피해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을 내용으로 한다. 즉 사후적 조치의무 위반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 

자체에 관한 책임을 물을 때가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

795) 구체적으로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제1호),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제2호), 유출로 인
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
한 정보(제3호),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제4호), 정보주체에게 피
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제5호)를 정보주체에
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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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지 못한 것에 관한 책임을 물을 때 문제 된다. 그런데 개인정보 유출 사건

에서는 원고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 자체

에 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보통이므로, 사후적 조치의무 위반이 실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사후적 조치

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추가로 손해가 발생하

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점이 인정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796) 그

에 따라 사후적 조치의무 위반은 뒤에서 보는 것처럼 손해 발생 판단이나 손해

배상액 산정에서 하나의 고려 요소로 다루어지고 있다. 

Ⅲ. 방조책임과 상당인과관계

방조는 ‘타인의 불법행위를 돕는 것’으로 정의된다.797) 판례도 “방조는 불법행

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작위뿐 아니라 부작위를 통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도 

방조에 해당한다고 본다.798)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에서 인과관계 판단은 방

조자와 피방조자 사이에 주관적 공동이 있었던 경우와 객관적 공동만 있고 주

관적 공동은 없었던 경우에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799)

우선 방조자와 피방조자 사이에 주관적 공동, 즉 공모나 공동의 인식이 있었

던 경우에는 각 공동불법행위자의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엄 한 의미의 

인과관계가 요구되지 않는다.800) ‘방조행위가 없었더라도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796) 가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5가합501956 판결의 원고들은 사후적 조치
의무 위반도 함께 주장하 으나, 법원은 “피고 카드회사들이 규정된 조치를 전부 취하
지 않았다거나 지체하 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미조치로 인하여 위 원고들에게 추
가로 손해가 발생하 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 다. 

797) 편집대표 곽윤직, 민법주해 제19권 채권(12), 박 사 (2005), 174면(정태윤 집필부분). 

798)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등. 

799) 윤진수, 민법기본판례, 홍문사 (2016), 479면(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55631 판결에 
관한 평석). 

800) 윤진수, 민법기본판례, 홍문사 (2016), 479면(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55631 판결에 
관한 평석). 편집대표 곽윤직, 민법주해 제19권 채권(12), 박 사 (2005), 175면(정태윤 
집필부분)은 방조자와 피방조자 사이에 주관적 공동이 있기만 하면 방조행위와 피해자
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제’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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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방조행위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에 

어떠한 형태로든 도움을 주었다면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반면 방조자와 피방조자 사이에 객관적 공동, 즉 방조자의 행위와 피방조자의 

행위 사이에 관련공동성만이 있었던 경우에는 (i) 방조자의 행위와 피방조자의 

행위 사이,801) (ii) 방조자의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802) 각각 상당인과관계

가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과실에 의한 방조의 경우에는 (ii) 부분의 인과관계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803) 판례는 (ii) 부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려면 과실에 의한 

방조가 피해 발생에 끼친 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

스로 쉽게 피해 방지를 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본

다.804)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실제 개인정보 유출을 주도한 해커 등이 

그와 다른 경로로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었던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방조행위)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대법원 판결 가운데 이 쟁점을 다룬 

것으로는 ‘네이트⋅싸이월드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805)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가 퇴근 시 로그아웃을 하지 않거

나 자동 로그아웃 기능을 설정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주의의

무 위반을 인정하면서, 다만 이 사건에서 해커는 이미 다른 수단을 통하여 개인

801)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1120,51137,51144,51151 판결 등. 

802)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다54599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
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등. 

803)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2755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231224 

판결. 

804)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이에 더하여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본 판결도 발견된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98222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23122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2 선고 2015가단5335485 판결; 울
산지방법원 2015. 12. 9 선고 2015나1055 판결 등. 다만 위 판결들은 모두 방조자가 피
방조자에게 예금통장,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 고 
그 접근매체가 피방조자의 범죄행위에 이용된 사안을 다룬다는 특징이 있다. 

805)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4904, 24928, 249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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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자가 관리하는 서버에 로그인을 할 수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과 개인정보 유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다. 고등법원 판결이

기는 하나 ‘KT N-STEP 개인정보 유출 사건’806)의 법원도 비슷한 견해를 취하 다. 

대부분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방조자와 피방조자 사이에 주관적 공동

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어야 비로소 방조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런데 위

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 사이에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는 경우라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 가령 출입구가 2개

인 건물의 관리자가 A 출입구를 실수로 열어두었으나 절도범이 이미 B 출입구

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B 출입구로 침입한 경우, A 출입구를 열어둔 행위와 

절도범의 침입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이 점에서 ‘네

이트⋅싸이월드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당인과관계를 부정

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본다.

Ⅳ. 손해 발생 판단

1. 개인정보 ‘유출’의 의미

‘유출’의 사전적 의미는 ‘정보 따위가 불법적으로 조직의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 혹은 그것을 내보내는 것’이다.807) 개인정보 보호법제에서 ‘유출’이라는 표

현은 여러 규정에 등장한다. 개인정보법상 3배배상(제39조 제3항) 및 법정손해

배상(제39조의2)의 요건이라는 점에서도 ‘유출’의 해석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유출의 의미를 직접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유출’의 의미를 획정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과 관련 부처의 유권해석을 참

고하여야 한다. 

우선 표준지침은 개인정보 유출을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

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

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 정의한다(제25조).808) 한편 판

8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5나61155 판결.

807)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View.jsp (2018. 6. 1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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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는 (i) 개인정보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ii)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어야 개인정보 유출을 인정한다.809) 즉 

판례에 나타난 ‘유출’은 그 단어의 사전적 의미나 표준지침상의 정의보다 좁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실제로 그 제3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저

장하 을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하급심 판결 가운데는 “제3자가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알게 되었다거나 적어도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고도의 위험이 발생할 것 또는 당해 개인정보를 모르는 제3자에게 그 

내용을 알릴 것 또는 이를 도용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 있

다.810) 

2. 개인정보 유출과 손해의 관계

개인정보 ‘유출’의 개념 범위를 어떻게 정하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정보주

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811) 일단 개인정

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정보주체가 당초 의도하 던 범위를 벗어나 그의 개

808)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
나 도난당한 경우(제1호),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제2호),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 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
못 전달된 경우(제3호),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된 경우(제4호)에 개
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본다. 한편 행정자치부 (2016), 291면은 개인정보 유출을 “개인
정보처리자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가 외부에 공개⋅제공⋅누출⋅누설된 모든 
상태”라고 정의한다.

809)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24555,2456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26 선고 
2006나12182 판결. 위 판결들은 구 정보통신망법상 “누출”의 개념에 관한 것이기는 하
나, 개인정보법상 “유출”에 관하여도 동일한 설명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정
보통신망법은 과거 “누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2016. 3. 22. 법률 제14080

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이를 “유출”로 변경하 다.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를 지지하는 견
해로는 허성욱, “개인정보유출소송의 현황과 법적 과제”, 저스티스 제110호 (2009), 327면.

8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26. 선고 2006나12182 판결. 한편 형사사건이기는 하나 “제3

자가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만으로는 누출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지배 역 
밖에 저장된 사실까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 판결도 발견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2고단6164 판결. 참고로 위 판결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 는데, 

항소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 선고 2013노2144 판결)에서 위와 같은 제1심 
판결의 판시가 명시적으로 긍정되거나 부정되지는 않았다. 

811) 류승훈,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전북대학교 법학연구 제47

호 (2016), 1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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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보가 외부로 새어나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유출’ 사고가 있었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해서, 정보주체에게 언제나 위

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812) 

‘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 59858, 

59841 판결)’을 비롯하여, 판례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정보주

체의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자기결정 그 자체를 목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를 비판

할 수 있겠으나,813) 정보주체의 자기결정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수단이라고 

보는 입장을 취하면 판례의 태도는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814)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판단 부분을 살펴보면, 판례가 ‘유출’과 ‘손해’ 두 

개념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유출 판단의 고려 요소와 손해 

발생 판단의 고려 요소를 구분하지 않고 각각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나열한 

뒤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

가 발생하 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안

에 따라서는 ‘유출’과 ‘손해’ 두 개념을 구분할 실익이 있을 수 있다. 가령 개인

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이 개인정보 파일을 외부로 반출하 지만 이를 제3자에

게 전파하지 않은 채 그 개인정보를 도용한 경우, 유출은 인정되지 않지만 손해

는 인정될 수 있다. 반대로 해커가 개인정보 파일을 유출하여 일정한 범위 내의 

사람들에게 이를 전파하 으나 그 개인정보 파일을 전달 받은 사람들이 곧 해

당 파일을 삭제한 경우, 유출은 인정되지만 손해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그

러므로 ‘유출’과 ‘손해’ 두 개념을 구분하고, 유출 여부와 손해 발생 여부를 각

각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812) 송혜정 (2015), 402면. 

813)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자체로 정보주체의 손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로는 
권태상 (2013a), 103면; 송오식 (2016), 761면. 

814) 이인호 (2009b), 192-193면. 박광배⋅채성희⋅김현진 (2017), 164면도 개인정보자기결정
권이 언제나 정보주체에게 통제권을 부여하여야 하는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라고 설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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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 발생 판단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해자가 비재산적 손해, 특히 정신적 손해 발생을 주장

하는 사안에서는 피해자가 처한 객관적 상황을 기초로 하여 통상 그러한 상황

에서 법익 주체가 느끼는 정신적 고통이 법적으로 배상되어야 할 손해인지를 

면 히 검토하여야 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정보주체가 느끼는 정신적 고

통이 단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하여 악용될지 모른다는 

불안에 그친다면, 그러한 정신적 고통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반면 

실제로 개인정보가 오⋅남용되어 정보주체가 피해를 입은 경우, 개인정보 오⋅

남용의 위험이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서 정보주체가 단순한 불안 이상의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경우라면 손해배상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의 판결들

도 이처럼 현실적인 손해(actual damage)를 요구하는 입장을 취한다.815)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정보주체가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앞의 ‘이베이옥

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43994, 44003 판

결)’에서 제시한 고려 요소들은 중요한 판단의 지침이 될 수 있다. 

위 사건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개인정보처리자의 피

용자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한 행위가 문제 되었는데, 대법원은 그러

한 무단 유출 행위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

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원고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주장

하는 사건에서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 는지 여부는 “그

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 는지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이 무엇인지, 개인정보 유출로 정보주체를 식별

할 가능성이 발생하 는지, 제3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열람하 는지 또는 제3

자의 열람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제3자의 열람 가능성이 있었거나 앞으로 

열람 가능성이 있는지, 유출된 개인정보가 어느 범위까지 확산되었는지, 개인정

보 유출로 추가적인 법익침해 가능성이 발생하 는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815) 미국의 리딩케이스로 Pisciotta v. Old National Bancorp., 499 F. 3d 629 (7th Cir. 2007) 참
조. 이 판결에서 연방 항소법원은 실제로 개인정보가 도용되지 않은 이상 원고들의 손
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 다. 미국 연방 대법원도 같은 입장을 취한다. Spokeo, 

Inc. v. Robins, 136 S.Ct. 154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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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정보를 관리해온 실태와 개인정보가 유출된 구체적인 경위는 어떠한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

하여졌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

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 다. 이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의 특성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
유출된 개인정보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의 크기 

개인정보처리자의 
특성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관리해온 실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
여 취해진 조치 

침해행위의 특성 개인정보가 유출된 구체적인 경위

추가 피해의 
가능성

제3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열람하 는지 여부 
제3자의 열람 가능성이 있었거나 앞으로 열람 가능성이 있
는지 여부
유출된 개인정보가 어느 범위까지 확산되었는지
개인정보 유출로 추가적인 법익침해 가능성이 발생하 는지

<표 15> 손해 발생 판단의 고려 요소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고려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손해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이고 타당한 해답이다. 

그러나 위 판시와 같이 다양한 고려 요소를 나열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이 타당

한 것인지를 검증하기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또한 위와 같은 판시는 앞으

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 을 때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들이 법원의 판단을 예

측하기 어렵게 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여러 고려 요소 중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하는 고려 요소를 가려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처럼 고려 요소들 사이에서 중심적인 것과 부수적인 것을 가려낼 때에는 개

인정보 보호의 목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미를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

이다. 

앞의 제2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정보주체의 자기결정 자체를 목적으로 설

정하는 것보다는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설정하고 정보주체의 자기결정은 

수단으로 위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견해를 취하면, 정보주체의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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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보장하는 것보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오⋅남용으로부터 정

보주체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손해 발생 판단에서도 

개인정보 오⋅남용의 위험이 어느 정도로 구체화⋅현실화되었는지를 가장 중요

한 고려 요소로 삼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하겠다. 위의 네 가지 유형 중에서는 

‘추가 피해의 가능성’에 포함된 고려 요소들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판단에서는 ‘추가 피해의 가능성’ 유

형에 포함된 고려 요소들이 가장 무게 있게 고려되어야 하고, 나머지 고려 요소

들에 대하여는 손해 발생 판단을 강화하거나 약화하는 정도의 비중만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아래에서는 손해 발생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던 판결들을 통하여, 어떠한 

고려 요소가 손해 발생 판단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하여야 하는지 

살펴본다. 

4. 판례의 손해 발생 판단

가. 주택복권통장 회원 정보 유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7. 11. 27 선고 

2007나3059, 33066 판결)

이 사건의 피고는 인터넷 주택복권통장을 개설한 고객들을 상대로 복권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피고는 복권서비스 가입 회원 중 최근 3개월 간 이를 이

용하지 않은 회원들 32,277명에게 안내 이메일을 전송하 는데, 담당 직원의 실

수로 위 32,277명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수록된 텍스트파일이 함께 전송되었

다.816) 위 직원은 해당 이메일에 첨부파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메

일 전송을 중단시켰으나, 이미 3,723명의 회원들에게 이메일이 발송된 상태 다. 

피고는 위 3,723명의 이메일 계정을 관리하는 포털사이트 운 자에게 이메일 회

수를 요청하여 이미 위 이메일을 열람한 641명의 회원을 제외한 나머지 회원들

에게 전송된 이메일을 회수하 다. 

이 사건의 제1심 법원은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 다고 인정하 는

데, (i) 유출된 개인정보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 (ii) 이 사건 

816) 이 텍스트파일에는 회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최근 접속일자가 수록되
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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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사고가 피고의 고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 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들었다.817) 피고는 제1심 심리 당시까지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도용된 사

실이 드러나지 않았고, 원고들의 이메일 주소가 유출되어 원고들이 스팸메일을 

받게 될 가능성이 증가하기는 하 으나 대부분의 이메일은 스팸메일 제한장치

를 갖추고 있어 그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 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위와 같은 사정은 위자료 액수의 산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에 불과하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판

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818)

나. 리니지 II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17888 

판결)

이 사건에서는 온라인게임 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피고의 담당직원의 실수로 

온라인게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피고의 담당직원은 게임서버와 

네트워크의 정기점검 및 업데이트 작업을 실시하면서, 키보드로 입력한 아이디 

및 비 번호가 이용자의 컴퓨터에 생성⋅저장되는 로그파일819)에 임시로 기록

되도록 하 다. 위 담당직원은 실수로 그와 같은 기록기능을 삭제하지 않은 채 

정기점검 및 업데이트 작업을 마쳤다. 그에 따라 이용자가 피고의 게임서버에 

접속하면 그 이용자가 사용한 컴퓨터의 로그파일에 이용자의 아이디 및 비 번

호가 기록되는 사고가 발생하 다. 이때 위 로그파일은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C

드라이브의 특정 폴더에 저장되었는데, 위 저장 위치를 알기만 하면 로그파일을 

열어 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의 원고들 중 일부는 PC방 컴퓨터를 이용해서, 다른 일부는 집에서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해서 각각 피고의 게임서버에 접속하 다. 이 사

건의 제1심 법원은 두 유형의 원고들 모두에게 손해가 발생하 다고 인정하

으나,820) 항소심 법원은 각 유형의 원고들에 대하여 서로 다른 판단을 하

8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8 선고 2006가합33062, 53332 판결. 

818) 서울고등법원 2007. 11. 27 선고 2007나33059, 33066 판결. 

819) 컴퓨터에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컴퓨터 또는 해당 프로그램에 문제가 발생하 을 
때 그 원인을 진단하고 분석하기 위해 해당 프로그램의 접속⋅접속해제⋅실행⋅수정⋅

변동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아 해당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시간 순
으로 저장되는 파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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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821) 우선 전자의 경우 컴퓨터에 관한 일정 수준의 지식이 있는 제3자라면 누

구라도 로그파일에 접근하여 해당 원고들의 아이디와 비 번호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 다고 하면서 해당 원고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인정하 다. 이에 관

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기간(5일) 동안 제3자가 위 로그파일에 접근할 가능성

이 희박하고, 항소심 심리 당시까지 해당 원고들의 아이디 및 비 번호가 도용

되는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 으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은 위자료 액수의 산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에 불과하다

고 보았다. 한편 후자의 경우 해당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그들의 관리⋅통제권 

범위를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개

인정보 유출을 인정하지 않았다.82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상고를 제기하 으

나,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 다.823) 

다. 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 

59858, 59841 판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소속 직원인 A와 B가 피고가 관리하던 보너스카드 회

원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다. A는 자신의 

사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1,000만 명이 넘는 보너스카드 회원들의 개인정보824)

를 엑셀파일 형태로 저장하 으며, 그 파일을 DVD,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에 복

사하 다. A 및 B와 위 범행을 공모한 C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 D에게 위 

개인정보를 집단소송에 활용하고 그 수익을 나누자고 제안하 는데, D는 집단

소송의 원고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야 한

다고 권유하 다. 그에 따라 C는 기자들에게 CD 및 DVD 형태로 일부 개인정

보를 담아 배부하 다. 이후 A 등의 범행이 발각되어 위 CD, DVD, 외장형 하

드디스크 등 개인정보가 저장되었거나 개인정보 유출 과정에서 사용된 매체는 

8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28 선고 2005가단240057 판결.

8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26 선고 2006나12182 판결. 

822) 위 원고들은 개인용 컴퓨터가 제3자에 의하여 해킹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 으나, 법원은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823)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17888 판결.

824) 당초 피고가 회원들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자택 주소, 자택 전화번호, 

회사 주소, 회사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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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압수⋅폐기 또는 임의제출되었다. 이 사건의 제1심 법원825)과 항소심 법

원826)은 모두 손해 발생을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도 그러한 판단을 유지하

다.827) 

법원이 이처럼 손해 발생을 인정하지 않은 데에는 (i) 유출된 개인정보가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의 공범, 일부 기자 등 한정된 범위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졌고 그 

사람들에게는 개인정보의 내용을 지득하거나 이용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 (ii) 

유출된 개인정보가 저장되었거나 개인정보 유출 과정에서 사용된 매체가 모두 

압수⋅폐기 또는 임의제출되어 위 사람들 외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알려질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이 중요한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에 더하

여 (iii) 유출된 개인정보를 열람한 기자들이 그러한 열람만으로 특정 개인을 식

별하거나 알아내기는 매우 어려웠고, (iv) 원고들에게 실제로 명의 도용 등 후속 

피해가 발생하 음을 인정할 만한 상황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도 언급하 다.

라.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24555 

판결)

이 사건의 피고는 개인휴대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여러 CP(Contents 

Provider)로부터 휴대전화 벨소리, 배경화면 등의 콘텐츠를 제공 받고 있었다. 피

고의 CP들이 피고의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이용자에게 위와 같은 콘텐츠를 제공

하려면 이용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모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했는데, 구체

적으로는 피고로부터 CP 계정을 부여 받아 피고의 2G 서버와 CP가 운 하는 

웹사이트의 서버를 연동시킬 필요가 있었다. A회사는 아직 피고로부터 CP 계정

을 부여받지 못한 B회사의 웹사이트 시스템이 피고의 2G 서버와 연동하여 제대

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C회사(CP)의 CP 계정을 이용하여 B회

사의 웹사이트 시스템을 피고의 2G 서버와 연동시켰다. 그런데 A회사가 점검 

작업 후에도 B회사의 웹사이트 시스템에서 C회사의 CP 계정을 삭제하지 않아 

8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6 선고 2008가합111003, 2009가합26041, 2009가합121922 판결.

826) 서울고등법원 2011. 6. 24 선고 2010나111478, 111485, 111492 판결.

827)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 59858, 59841 판결. 같은 사건의 피해자들이 제
기한 다른 소송에 관한 판결로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60797, 60803, 60810, 

60827, 60834 판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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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회사의 웹사이트 시스템은 피고의 2G 서버와 연동하고 있었다. 우연히 이 사

실을 발견한 D는 B회사 웹사이트의 ‘폰정보 조회’ 페이지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이용자의 휴대전화 기기에 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설하 다.828) 피고의 2G 서버로부터 B 회사 웹사이트로 전송되는 

URL을 분석하면 해당 번호를 사용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도 알 수 있었다. 

피고는 위 웹사이트 개설 후 수일 안에 C회사 CP계정의 비 번호를 변경하도록 

조치하 고, 그에 따라 위 웹사이트에서 피고의 고객 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불

가능하게 되었다.829)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 의하여 언제든지 열람될 수 있

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830) 

반면 항소심 법원은 컴퓨터에 관하여 일정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아니면 

URL을 분석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원고들의 개인정

보가 피고의 관리⋅통제를 벗어나 제3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 다.831) 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지지하면서, 위 D가 개설한 웹

사이트에 제3자가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지 않는 이상 원고들의 개인정보는 

피고의 2G 서버 외부로 전송되거나 누출되지 않는다는 점, 피고는 자신의 2G 

서버와 B 회사 웹사이트가 연동하지 않도록 관리⋅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는 점 등을 함께 근거로 제시하 다.832)

마. 신용카드회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5가합501956 판결)

이 판결의 사실관계는 앞의 “II. 개인정보처리자의 주의의무” 부분에서 살펴본 

것과 같다. 법원은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은 해당 

828) 이후 D는 피고의 고객정보 전산망에 접근 권한 없이 침입하 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9. 선고 2008고단
8169 판결).

829) 항소심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실제로 위 웹사이트에서 원고들의 휴대전화 
번호가 조회된 일은 없었다고 한다. 

8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6. 선고 2008가합75268, 2009가합91281 판결.

831) 서울고등법원 2011. 2. 10 선고 2009나119131, 2009나119148 판결.

832)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245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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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열람되었다는 것 자체 또는 

과거에 열람되었거나 미래에 열람될지 모른다는 염려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전제하 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것만

으로 곧바로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유출된 개

인정보가 제3자에 의해 악용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만으로는 정신적 손

해 발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 다.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법원은 이 사

건에서 문제 된 여러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 다. 

우선 2013. 12.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 관하여는, (i)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주도한 A에게 그 개인정보를 스스로 악용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

는 점, (ii) A가 유출한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는 점, (iii) 위 사고로 유출된 개인정보는 그대로 곧 압수되었는데, 압수 

이전에 제3자에게 제공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 (iv) 실제로 원고들에게 

후속 피해가 발생하 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손해 발생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2010. 4.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 관

하여는 손해 발생을 인정하 는데, 그 근거로는 (i) 유출된 개인정보를 A가 3~4

년 동안 보관하면서 제3자에게 추가로 유출하 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ii) 유출 사고 이후 롯데카드의 관리⋅감독 실태, 대처 방법 등에 비추어 위 사

고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열람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는 점을 들었다. 

한편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그 밖의 유출 사고의 경우에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A가 텔레마케팅 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 고 실제로 그 개인정보가 텔

레마케팅에 활용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도 비교적 쉽게 인정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위와 같이 전파된 개인정보가 수사 과정에서 전

부 회수되지는 못하 다는 점, 그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어떻게 

활용될지 알 수 없다는 점도 손해 발생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다. 

바. 검토

위 판결들에 나타난 손해 발생 판단을 종합하면, 법원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로 인한 손해 발생 판단에서 실제로 ‘추가 피해의 가능성’ 유형에 포함된 고려 

요소들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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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 있게 고려되는 요소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범위’와 ‘제3자의 개인정

보 열람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다.833) ‘신용카드회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판결

에서 법원이 지적한 것처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해당 개인정

보가 열람되었거나 열람될지 모른다는 염려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 점에서 유출

된 개인정보의 확산 범위와 제3자의 개인정보 열람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

는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제3자의 개인정보 열람 가능성’ 요소의 의미에 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 외에 제3자 누구라도 이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되는 것인지, 불특정 다수가 이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 것

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834) 적어도 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대법

원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 59858, 59841 판결)에서 대법원은 후자의 견

해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지 않고 

좁은 범위에서만 전파된 경우에도 정보주체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은 충분하다. 가령 개인정보가 2-3명에게만 전파된 경우라도, 그 2-3명이 이를 

악의적인 텔레마케팅에 활용한다면 정보주체에게 정신적 손해가 인정될 수 있다. 

물론 ‘제3자의 개인정보 열람 가능성’ 요소는 손해 발생 판단에서 ‘추가 피해

의 가능성’ 등 다른 요소와 함께 고려되므로, ‘제3자’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

지는 결론에 그다지 큰 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손해 발생 판단

에서 고려되는 요소들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작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러한 작업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자가 권리 구제

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판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보다 ‘제3자의 개인정보 열람 가능성’ 요소의 의미를 명확하게 할 필

요가 있다고 본다. 

833) 한편 이동진 (2018), 276-277면은 판례가 이러한 요소를 종합적 고려 대상 중 하나로 위
치시켜, 제3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열람한 일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 발생이 인정될 여
지를 열어두었다고 비판한다. 

834) 김진환, “개인정보 유출 또는 누출의 의미”, 한국정보법학회 편, 정보법 판례백선(II) (박
사, 2016), 6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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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손해배상액 산정

Ⅰ. 위자료 산정 문제

1. 위자료 산정 기준의 필요성

앞의 불법행위책임 성립요건에 관한 부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비재산적 손

해가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손해 발생 판단의 규범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비재

산적 손해 사안에서는 비재산적 법익이 침해되어 그 법익 주체가 입은 불이익

이 과연 법적으로 배상되어야 할 ‘손해’인지 단순한 불쾌감이나 막연한 불안감

에 그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규범적으로 손해와 비손해 사

이의 경계를 결정하는 문제는 손해배상 액수 산정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루

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경계 설정은 상당 부분 법관의 재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

다. 객관적으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정신적 손해의 특성에 비추어, 모든 개인정

보자기결정권 침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만드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835) 

그러나 위자료 산정을 오직 개별 법관의 재량에 맡겨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는 위자료 액수에 관한 당사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법관이 산정한 위자료 액수가 적정한지를 검증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836) 

또한 배상되어야 할 정신적 손해의 크기는 개별 사건의 특정 당사자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837) 가령 동일

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A는 10만큼의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만 B는 1,000만큼의 

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 있다. 이때 A와 B가 각각 느끼는 주관적 감정이나 고통

에 관한 민감성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하게 되면, 불법행위자가 전혀 예측하

거나 통제할 수 없는 역의 불확실성이 불법행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문

제가 있다.838) 그러므로 어떤 불법행위로 인하여 평균인이 느낄 정신적 고통의 

835) 정상조⋅권 준 (2009), 47면. 법원행정처 연구보고서 (2013), 39면도 인격권 침해의 경
우 위자료 산정 기준을 정립하거나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836) 민법주해 채권(11), 429-430면(이동명 집필부분); 김재형 (2012a), 197면; 정상조⋅권 준 
(2009), 47면.

837) 정상조⋅권 준 (2009), 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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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를 객관화하여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839) 이러한 맥락에

서 법원은 교통사고, 이혼 사건 등과 같이 위자료청구가 빈번하게 문제 되는 사

건 유형에 관하여 실무기준의 형태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참고하고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사건에서도 위자료 산정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노

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사건, 특히 개

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동일한 침해행위로 다수의 정보주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객관적인 위자료 산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동일한 침

해행위의 피해자가 서로 다른 위자료를 지급 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바꾸어 말하면, 위자료 산정 기준은 피해자 간 공평을 도모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객관적인 위자료 산정 기준을 통하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자

기결정권이 침해되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고, 법

원은 비슷한 유형의 사건을 판단할 때 이를 일정한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

다.840) 구체적인 위자료 산정 기준의 모습으로는 가령 위자료의 기준금액을 설

정하고, 위자료를 증액하여야 하는 사유나 감액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자료 액수를 조정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841) 아래에서는 하급

심 판결의 위자료 산정 사례를 몇 가지 검토한 뒤, 위자료 산정 기준과 관련하

여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838) 정상조⋅권 준 (2009), 69면.

839) 김재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문제”, 언론과 인격권, 박 사 (2012), 484면. 이하 
각주에서 위 논문을 인용할 때에는 “김재형 (2012c)”로 표기한다.

840) 주석민법 채권각칙(8), 360-361면(박동진 집필부분)은 위자료 정액화의 장점으로 그 밖
에 법관의 자의성 배제, 재판의 예측가능성 제고, 동종 사건의 신속한 처리, 피해자 간 
공평 실현을 든다. 

841) 참고로 대법원이 발표한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2016. 10. 20.)은 (i) 

교통사고, (ii) 대형재난사고, (iii) 리적 불법행위, (iv) 명예훼손 유형의 불법행위에 관
하여 위자료 기준금액을 설정하고, 특별가중사유나 증액⋅감액사유가 있는지를 살펴 최
종적으로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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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자료 산정 사례 검토

가.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용⋅제공

1)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사건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이 사건에서는 국군보안사령부가 직무범위를 벗어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사

생활에 관한 정보를 비 리에 수집⋅관리한 행위가 문제 되었다. 이 사건의 제1

심 법원은 별지 목록 2 기재 원고들에게는 위자료 5,000,000원을, 별지 목록 3 

기재 원고들에게는 위자료 3,000,000원을 각각 위자료 액수로 인정하 다.842) 제

1심 법원은 그와 같이 위자료를 달리 산정한 근거를 자세히 밝히지 않았으며, 

단지 “각 원고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의 정도, 정보수집 기간의 장단, 회수의 다

과, 사찰방법의 위법성 정도, 원고들의 신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근거로 제시하 다. 

반면 항소심 법원은 청구가 인용된 모든 원고들에게 같은 액수(2,00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하 다.843) 이처럼 위자료가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이유로

는 “정보수집의 기간, 신분은 원고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유출 공개된 자료

가 전체자료의 일부에 불과하여 개별적인 차이를 구체적으로 분별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찰 등 행위로 침해된 기본권의 본질은 인격권적인 것으로 군수사

기관의 부당한 감시로부터의 자유인 점 등”을 들었다.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는 피고(대한민국)가 상고하 으나,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 다.844) 

2) 전교조 가입현황 실명자료 사건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이 사건에서는 국회의원인 피고 1이 기관(학교)명, 교사명, 담당교과,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을 교육과학시술부장관에게 전달 받은 뒤 이를 자신의 인

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 언론사인 피고 2가 피고1로부터 위 정보를 전달 

받고 이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가 각각 문제 되었다. 제1심 

법원은 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원고 교사들에게 피고 1이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100,000원으로, 피고 2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80,000원

842) 서울지방법원 1995. 9. 29. 선고 91가합49346 판결.

843) 서울고등법원 1996. 8. 20. 선고 95나44148 판결. 

844)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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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각각 산정하 다.845) 이처럼 피고 1과 피고 2가 각각 지급하여야 할 위자

료 액수를 달리 인정한 것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었다. 피고 1은 위 

정보의 최초 공개자로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교원의 실명을 포함한 정보를 

나열식으로 전면 공개하 으며, 원고들이 제기한 가처분결정의 당사자이기도 하

다.846) 반면 피고 2는 피고 1로부터 위 정보를 전달 받아 공개하게 된 것이고, 

학교명을 검색한 뒤에 특정 교원의 실명이 검색되도록 하 으며, 원고 전국교직

원노동조합이 위 정보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자 곧바로 이를 삭제하 다. 이

러한 판단은 항소심847) 및 상고심848)에서도 유지되었다.

나. 개인정보 유출

1) 리니지 II 개인정보 유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26 선고 

2006나12182 판결)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앞의 제3장에서 소개한 것과 같다. 이 사건의 제1심 법

원은 PC방 컴퓨터로 피고의 게임서버에 접속한 원고들 및 집에서 사용하는 개

인용 컴퓨터로 피고의 게임서버에 접속한 원고들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하

고, 위자료 액수는 500,000원으로 산정하 다.849) 위자료 산정 시 고려 요소로는 

(i) 피고 회사와 같이 다수의 이용자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게임서비스를 제공

하고 그로 인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 업체에게는 그 사업과정에서 알게 되는 이

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주의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미래에 더 고도로 발달될 정보 사회에서의 개인의 비 과 자유의 보호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ii)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게임 홈페이지에 이용자들에 대한 사과문을 게재하고, 

유료 이용자들에게 1일간의 무료사용권을 제공하는 이외에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용자들에게 별다른 보상 조치를 취한 것이 없고, 이 사건 소송 과정

에서도 피고 회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지려는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아

8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26. 선고 2010가합42520 판결. 

846) 대법원 2011. 5. 24. 자 2011마319 결정.

847) 서울고등법원 2012. 5. 18. 선고 2011나67097 판결. 

848)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8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28 선고 2005가단2400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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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한 점, (iii)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현실적, 경제적으로 입은 손해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제시하 다. 

한편 이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PC방 컴퓨터로 피고의 게임서버에 접속한 원

고들에 대해서만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100,000원으로 감

액하 다.850) 위자료 산정 시 고려 요소로는 (i) 이 사건 사고기간은 5일에 불과

하고, 피고가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한 후 시스템 패치 작업, 비 번호 강제변경 

등의 사후조치를 신속하게 취한 점, (ii) 위 원고들의 아이디 및 비 번호가 실

제로 도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점, (iii) 이 사건 게임을 이용하기 위

해 피고가 운 하는 이 사건 게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한 사

람은 약 300만 명에 달하고, 이 사건 사고기간 동안 이 사건 게임서버에 접속한 

사람은 약 40~50만 명으로 추산되는 점, (iv) 이 사건 게임의 이용자가 피고에게 

지급하는 월 게임이용료가 29,700원인 점, (v) IT 관련 업계로서는 여러 사정으

로 인해 완벽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가 미흡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

계가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851)

2) 주택복권통장 회원 정보 유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7. 11. 27 선고 

2007나33059, 33066 판결)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이 장의 제3절에서 소개한 것과 같다. 이 사건의 제1심 

법원은 성명과 이메일 주소만 유출된 원고들과 이에 더하여 주민등록번호까지 

유출된 원고들을 나누어, 전자에 대하여는 100,000원의 위자료를, 후자에 대하여

는 70,000원의 위자료를 각각 인정하 다.852) 위자료 산정의 고려 요소로는 (i) 

피고가 사후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 유출된 개인정보의 악용⋅도용 가능성을 

감소시킨 점, (ii) 실제로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악용⋅도용되었다는 사실이 증명

되지 않은 점, (iii) 이 사건에서 해당 이메일을 전송 받아 열람한 사람들은 자신

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이기도 하여 고의로 그 개인정보를 수집할 목적이 

8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26 선고 2006나12182 판결.

851)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모두 상고를 제기하 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원고들은 이후 상고를 취하하 다. 그에 따라 상고심에서는 위자료 액수의 적정
성이 쟁점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17888 판결. 

8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8 선고 2006가합33062, 533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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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개인정보가 전송된 것만으로는 누구

라도 그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 다고 보기 어려운 점, (iv)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이메일 주소가 유출되는 경우 스팸메일 수신 등의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나 이러한 피해는 스팸메일 제한장치로 어느 정도 방지될 수 있고, 

이메일 주소만으로는 정보주체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첫 번째 유형의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는 200,000원

으로, 두 번째 유형의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는 100,000원으로 각각 증액하

다.853) 항소심 판결은 위자료 산정 시 고려되어야 할 피고 측 사정으로는 위 제

1심 법원이 제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v) 이 사건 유출사고는 피고 직원의 단순

한 실수에 기인한 것이고 피고가 개인정보 보호를 태만히 한 결과라고 보기 어

렵다는 점, (vi) 소비자로서는 컴퓨터 전산망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

을 어느 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점, (vii) 개인정보 보호뿐 아니라 컴퓨터 

전산망을 통한 기업활동의 효율성도 균형있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위자료 산정 시 고려되어야 할 원고 측 사정으로는 (i) 이 사건에서 유출된 개

인정보가 신분 도용의 위험이 있는 중요한 정보 다는 점, (ii) 피고가 암호화조

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메일로 전송된 개인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

었고 식별가능성도 높았다는 점, (iii) 개인정보를 리적으로 이용하는 사업자는 

그에 따른 책임도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 (iv) 피고가 회원들에게 개인정보를 안

전하게 보호할 것이라는 신뢰를 주어 왔다는 점, (v) 향후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도용될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들었다. 항소심 법원은 위와 같은 원고 

측 사정을 고려하여 제1심 법원이 인정한 것보다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인정하

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LG전자 입사서류 유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8. 11. 25. 선고 2008나25888, 

25895, 25901 판결)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들은 피고의 입사지

원 사이트를 통해 입사지원서를 제출하 는데, 위 입사지원 사이트에는 적절한 

보안조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 A는 위 입사지원 사이트의 보안 취약점을 파악

853) 서울고등법원 2007. 11. 27 선고 2007나33059, 330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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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입사지원 사이트에 접속한 뒤, 입사지원자의 사진을 클릭하면 그가 입력한 

입사지원 서류의 내용854)을 볼 수 있는 html 파일을 작성하 다. A는 취업 관련 

정보공유 카페에 위 html 파일을 게시하 고, 해당 게시물은 조회수 3,000회를 

넘길 정도로 여러 차례 열람되었다. 

법원은 위자료 산정의 고려 요소를 제시한 뒤, 피고의 책임을 무겁게 볼 사유

와 피고의 책임을 가볍게 하는 사유를 각각 제시하 다. 우선 위자료 산정 시 

고려 요소로는 (i)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취한 사고 당시의 보안조치의 수

준, (ii) 사고발생 후 얼마나 신속하게 사고를 파악하고 적시에 적절한 피해확산

방지조치를 취하 는지 여부, (iii) 피해자의 자기정보통제권과 관련하여 피해자

에 대한 사고발생 안내의 적절성 및 피해접수 내지 확인, 피해회복조치 이행 여

부, (iv) 유출된 정보의 성격 및 유출된 정보의 양, (v) 정보가 유출된 범위 및 

유출된 정보의 전파가능성, (vi) 스팸메일이나 명의도용 등 추가적인 피해 발생 

여부, (vii)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함으로써 얻는 이익 

등의 일곱 가지를 언급하 다. 그리고 위 고려 요소의 틀에 맞추어 책임 가중 

사유와 책임 감경 사유를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한 뒤, 원고들에게 30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하 다. 

854) 구체적으로는 상세인적사항(학력사항, 대학교 및 대학원의 경우 학점 포함, 어학성적), 

자기소개(자신이 가진 열정에 대하여, 본인이 이룬 가장 큰 성취에 대하여, 본인의 가장 
큰 실패 경험에 대하여, 본인의 역량에 관하여, 본인의 성격에 관하여, 본인의 10년 후 
계획에 대하여), 경력/인턴(경력회사, 경력상세기술서, 최종연봉⋅희망연봉, 인턴경험), 

연구실적(석사학위 이상만 기재, 수행프로젝트, 세부전공, 입사후 희망 연구분야)이 포
함되어 있었다. 

고려요소 가중 사유 감경 사유

(i)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취한 사고 당시의 
보안조치의 수준

피고가 사고 당시에 취한 
보안 조치는 당시의 기술 
수준에 비추어 충분하다
고 볼 수 없었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적 인적사항은 별도
로 보관하고 URL이 직접
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나름의 보안조치
를 취하 음

(ii) 사고발생 후 얼마나 피고 시스템의 모니터링 사고발생 후 해킹방지시

<표 16> LG전자 입사서류 유출 사건의 위자료 산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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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게 사고를 파악
하고 적시에 적절한 피
해확산방지조치를 취하
였는지 여부

이 아니라 인터넷 게시판
의 모니터링을 통하여 사
고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1시간 여 후에
야 웹서버를 차단하 음

스템을 보완하는 등의 조
치를 취하 음

(iii) 피해자의 자기정보통
제권과 관련하여 피해
자에 대한 사고발생 안
내의 적절성 및 피해접
수 내지 확인, 피해회
복조치 이행 여부

사고발생 하루 뒤에 입사
지원 사이트에 사고발생 
사실을 게시하 을 뿐, 

피해자들에게 이를 개별
적으로 알리지 않았고, 

유출 여부나 유출된 정보
의 내용을 확인해 주지 
않았음

미흡하나마 사고발생 사
실을 알리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 음

(iv) 유출된 정보의 성격 
및 유출된 정보의 양

원고들은 피고의 채용 및 
인사담당자만 볼 것으로 
믿고 사적인 역의 민감
한 정보까지 작성⋅제출
하 음

원고들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는 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출된 개인정보
만으로는 원고들의 신원
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웠음

(v) 정보가 유출된 범위 
및 유출된 정보의 전파
가능성

위 게시글의 조회 수는 
3,000회 이상을 기록하
고, 입사지원자들의 등록
정보를 열람한 IP주소도 
600개 이상이었음 

원고들의 개인정보는 저
장이나 재전송이 어려운 
방식으로 열람되었고, 그 
정보의 성격에 비추어 2

차적인 피해 가능성이 높
지 않았음

(vi) 스팸메일이나 명의도
용 등 추가적인 피해 
발생 여부

-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추
가로 외부에 확산되거나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되
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발
견되지 않음

(vii) 개인정보를 처리하
는 자가 개인정보를 수
집, 처리함으로써 얻는 
이익

-

피고가 입사지원자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
에는 리의 목적이 없었
고, 이 사건 사고는 제3

자의 범죄행위를 직접적
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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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용카드회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5가합501956 판결)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이 장의 제3절에서 소개한 것과 같다. 법원은 원고들에

게 10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었다. 우선 원고들

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에서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

함되어 있고, 이를 도용한 2차적 피해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 다. 한편 피고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i) 유출된 카드고객 정보를 

이용한 카드 위⋅변조, 부정사용 등으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그

리 크지 않고, 현재까지 그와 같은 구체적인 재산상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점, (ii) 이 사건에서 유출된 카드고객 정보는 특정한 

목적(대출 업)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전파된 점, (iii) 유출된 카드

고객 정보의 양이 매우 많은 탓에 이를 취득한 사람들도 카드고객 정보를 

선별적으로 사용하 을 것으로 보이는 점, (iv) 기술적으로 개인정보의 유출

을 완벽하게 방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소비자로서도 개인정보 유출로 인

한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점, (v) 피고들은 카드고객 정보 

유출사고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 던 것으로 보이는 점, 

(vi) 이 사건 정보유출 사고는 A의 고의 또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발생한 것

이라는 점을 들었다. 

3. 검토

위에서 살펴본 판결들을 종합하면, 크게 다음 두 가지 경향을 발견할 수 있

다. 첫째, 대부분의 판결은 위자료 액수를 100,000원 정도로 인정하고 있다. 국

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사건에서는 예외적으로 매우 높은 액수(2,000,000원)

가 인정되었는데, 이 사건에서는 국가기관이 민간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오

랜 기간 상당한 정도로 침해하 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LG전자 입사서류 유출 사건에서 대부분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와 달리 

높은 액수의 위자료(300,000원)가 인정된 것도 특기할 만하다. 이 사건에서는 유

출된 개인정보에 사적인 역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높은 

액수가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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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위자료 산정 과정에서 고려된 요소들을 피고들에게 유리한 사정과 원고

들에게 유리한 사정, 또는 가중 사유와 감경 사유로 나누어 제시하는 판결들도 

있지만, 여전히 여러 고려 요소들을 길게 나열하는 판결들이 다수 발견된다. 후

자의 판결들에서는 어떠한 고려 요소가 중요하게 고려되었고, 어떠한 고려 요소

가 피고의 책임을 무겁게 혹은 가볍게 보는 데 기여했는지 알기 어렵다는 문제

가 있다. 물론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입장이지

만,855) 그 제반 사정을 단지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당사자가 위자료 산정의 타당

성과 적정성을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을 것이다.

가.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사건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의 기준은 다른 법

익 침해 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와의 비교를 통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가령 피

해자의 생명⋅신체가 침해된 경우와 생활이익이 침해된 경우를 비교해 보면, 전

자의 경우에 피해자에게 더 높은 액수의 위자료가 주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생명⋅신체는 생활이익보다 훨씬 중요한 법익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856) 그러

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사건에 적용되는 위자료의 기준금액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보다 중요한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 인정되는 액수보다는 낮게, 반대

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보다 중요하지 않은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 인정되는 액

수보다는 높게 설정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 재판실무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전반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법익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신체 침해의 경우에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가 낮다 보니, 그보다 덜 중요한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자연히 낮

은 액수가 인정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러한 위자료 액수가 불법행위 피해자

의 입장에서 소송을 제기할 유인이 되기에 충분하지 못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

권 침해 시 정보주체가 느끼는 정신적 고통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이

855)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57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대
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외 다수. 

856) 법원행정처 연구보고서 (2013), 57-58면은 위자료에 관한 재판례를 분석하고, 피침해법
익의 경중(輕重), 침해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의 상대적 서열화가 이루어져 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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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고려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3배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전

반적으로 위자료 액수를 상향시키면 3배배상 제도의 도움을 받을 것 없이 자연

스럽게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된다.857)

나. 당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의 고려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되는 여러 요소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은 당사자로 하

여금 법원이 당해 사건에서 위자료를 특정한 액수로 산정하게 된 과정을 알기 

어렵게 한다. 또한 이는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널리 참작하여 위자료를 

산정한다는 뜻과 다르지 않아서, 당사자는 물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이해관

계를 가지는 제3자들로 하여금 법원이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일정한 결론에 이

르게 된 논증 과정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그에 기초하여 일정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가령 위자료의 기준금액을 설정하고 

증액 사유나 감액 사유를 구분하여 분석한 뒤 최종적으로 위자료를 결정하는 

등의 논증 과정을 거치고, 이를 판결에서도 어느 정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증액 사유나 감액 사유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과 그보다 덜 중요한 

것을 가릴 필요가 있다. 가령 앞서 살펴본 ‘LG전자 입사서류 유출 사건’에서 법

원은 고려 요소를 일곱 가지로 나눈 뒤 해당 고려 요소에 포함되는 사정을 병

렬적으로 제시하 는데, 이러한 고려 요소들이 위자료 산정에서 모두 같은 비중

으로 고려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로

는 ‘유출된 정보의 성격 및 유출된 정보의 양’을 들 수 있다. 실무에서도 법원

이 위자료 산정에서 ‘유출된 정보의 성격’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이

해하고 있는 듯하다. 이름, 이메일 주소,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100,000원, 주민등록번호가 함께 유출된 경우에는 200,000원, 개인의 사생활과 

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300,000원의 위자료가 각각 인정된

다고 분석한 글도 발견된다.858) 손해 발생 판단에서와 마찬가지로 위자료 산정

857) 주석민법 채권각칙(6), 77-78면(박동진 집필부분)도 위자료의 제재적 기능을 강조하여 
위자료 액수를 높게 인정한다면 실질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858) 법무법인(유한) 바른 법무리포트,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의 향방”, 로앤비, 

http://academynext.lawnb.com/Info/ContentView?sid=P011D52155DF995E (2015.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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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정보가 유출된 범위 및 유출된 정보의 전파가능성’, ‘스팸메일이나 명의

도용 등 추가적인 피해 발생 여부’가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전적⋅사후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를 통

하여 얻는 이익의 성격 등은 위자료 산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고 생각된다. 

제5절 개인정보 보호법제상 손해배상 관련 특칙

Ⅰ. 고의⋅과실의 증명책임 전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과실도 증명하여야 하

는 것이 원칙이다.859) 그런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사건, 특히 개인정보 유

출 사고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과실

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매우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정보주체보다 훨씬 풍부한 기술적⋅인적 자원을 가

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개인정보법 등의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고의⋅과

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전환하여, 정보주체가 증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실상 

피해를 구제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막고자 하 다.860) 이처럼 고의⋅과실의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것을 무과실책임과 과실책임의 중간 형태라는 의미에서 

‘중간적 책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여 책임을 면

하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861) 다만 개인정보법상 증명책임 전환 

규정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스럽다. 

개인정보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은 (i)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법 

위반행위, (ii) 정보주체의 손해이다. 그리고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르면 위 (i) 및 

(ii) 요건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정보주체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개

859) 민법주해 채권(11), 203면(이상훈 집필부분); 이동진, “위험 역과 증거법적 보증책임: 증
명책임 전환의 기초와 한계”, 저스티스 통권 제138호 (2013. 10), 172면. 

860) 개인정보법 제39조 제1항, 신용정보법 제43조 제1항, 위치정보법 제27조, 정보통신망법 
제32조 제1항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규정들의 입법 취지에 관하여는 최경진 (2017b), 

158면; 행정자치부 (2016), 330면. 

861) 주석민법 채권각칙(8), 575면(김승표 집필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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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보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법령에서 상세히 정하

고 있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법을 위반한 것은 그에게 과실이 있다는 것

과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진다. 바꾸어 말하면,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법 위반행위를 증명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과실을 증명하

도록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862) 

물론 증명책임 전환 규정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

의 개인정보법 위반행위를 주장하면 족하고, 이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정보주체의 증명책임을 크게 덜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러한 

해석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법 문언에 비추어보면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법 위반행위는 개인정보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의 하나로 규정

되어 있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그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명문의 근거

는 없다. 이는 법 문언의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법 위반행위’를 가령 ‘개인

정보 유출’ 등으로 개정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된다.863) 

Ⅱ. 3배배상

개인정보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은 3배배상 제도를 두어,864) 개인정보처

리자의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었고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법원이 실제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 법원이 고려

하여야 하는 요소는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

하여 입은 피해 규모, 위반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

익,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개인정보처리

자의 재산상태,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후 해

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

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등이다.865) 

862) 전승재⋅권헌 , (2017), 134면. 

863) 전승재⋅권헌 , (2017), 136면.

864) 개인정보법 제39조 제3항, 신용정보법 제43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32조 제2항이 이
에 해당한다. 

865) 개인정보법 제39조 제4항. 정보통신망법 제32조 제3항, 신용정보법 제43조 제3항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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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3배배상 제도는 미국의 배액배상제도를 받아들인 것이다. 배액배상제

도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구분되는 개념이다. 보통법상 구제수단인 징벌적 

손해배상과 달리 성문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구제수단이라는 점에서 그러하

다.866) 그러나 최근에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성문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867) 법적 근거에 기초한 구분은 점차 흐려지고 있다. 또한 피해

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의 크기보다 더 큰 액수의 손해배상이 허용된다는 점, 실

손해배상과 비교하여 가해자를 제재하는 기능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배액배상 

제도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에서는 3배배상 제도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한 유형으로 다루어지는 경우

가 많다.868) 아래에서는 3배배상 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구분하지 않고 

서술하기로 한다. 

1. 의의 및 도입 배경

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의의

불법행위법의 주된 목적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해 주는 것이다.869) 그

러므로 손해배상의 크기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크기에 기

초하여 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870)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크기와 가해

자가 부담하는 책임의 크기가 언제나 같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손해의 크기가 

책임의 크기를 넘어서는 경우, 즉 과소보상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과소보

의 같은 고려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고려요소는 손해배상 액수가 불합리하게 과
도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된다. 최경진 (2017a), 95면.

866) 김태선, “미국 배액배상제도 및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소고”, 민사법학 제66

호 (2014. 3), 240-241면. 

867) David G. Owen, “A Punitive Damages Overview: Functions, Problems and Reform”, 39 Vill. 

L. Rev. 363, 366-367 (1994)은 1970년대 이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성문법으로 편입
된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한다.

868) 가령 3배배상 제도를 도입한 ｢제조물 책임법｣(2017. 4. 18. 법률 제14764호로 일부개정
된 것)의 개정이유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제조업자의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
한 징벌 및 장래 유사한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보상
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3배배상 제도를 도입하 다고 설명한다. 

869) 민법주해 채권(11), 247면(박철 집필부분); 양창수⋅김재형 (2015), 439면.

870) 민법주해 채권(11), 247면(박철 집필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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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원인에 기인한다. 첫째, 모든 피해자가 재판 등의 사

법절차를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사건과 같이 각각의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크기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적극적으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보다는 이를 

단순한 불운으로 여길 가능성이 높다.871) 둘째,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언제나 전부 회복되는 것은 아

니다. 특히 법원이 손해의 크기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 객관적

인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와 같은 과소보상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

다.872) 

이러한 맥락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 이상을 배상하

도록 함으로써, 손해전보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자 한다. 가령 어떤 가해행위의 

결과 100명의 피해자에게 각 100원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가정하자. 즉 가해행위

의 결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액수는 10,000원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가해행위를 회피하는 비용이 10,000원보다 적다면 가해자는 가해행

위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회피비용이 10,000원보다 크다면 가해자는 가해

행위를 할 가능성이 낮다. 그런데 위와 같이 과소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가해

행위의 결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실제로 배상하는 액수가 5,000원에 그친다면, 

가해자가 그 가해행위로 나아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873) 이러한 결과가 사

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이 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가해자에 대한 제재와 예방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874)

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부분적 수용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일반적⋅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

871) 권 준 (2009a), 89면; 이종구, “전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및 3배배상제도에 관한 연
구: 개인정보보호법상의 3배배상제도의 도입에 즈음하여”, 경 법률 제26권 제1호 
(2015), 448면.

872) 권 준 (2009a), 90면. Owen (1994), PP. 378-379도 이러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중요
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873) Owen (1994), P. 380.

874) Owen (1994), P. 364. Restatement (Second) of Torts § 908 (1979)도 징벌적 손해배상은 
제재와 예방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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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견해가 지배적이다.875) 위 견해가 일반적⋅전면적 도입에 반대하는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첫째, 징벌적 손해배상이 사회구성원들에게 특

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로서 기능하려면 법원이 적

정한 인센티브의 크기를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은 변론주의 원칙

에 따라 당사자가 주장하고 증명한 정보에 근거해서만 판단할 수 있으므로, 법

원이 적정한 인센티브의 크기를 산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876) 둘째, 징벌

적 손해배상은 당해 소송절차를 제기한 당사자에게 그가 실제로 입은 손해보다 

더 큰 부(富)를 귀속시키는 문제가 있다.877) 특히 다수의 피해자에게 소액의 피

해가 발생하는 사건 유형의 경우, 당해 소송절차를 제기한 피해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것은 전체 피해자에게 배분되어야 할 손해배상액이 일부 

피해자에게만 집중적으로 배분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집단소송이 부분적으로만 

허용되는 우리 법제에서는 이러한 배분적 정의의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 셋째,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하여 가해자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나아가 그 제재의 크기까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878) 이러한 역할

을 민주적 정당성의 기반이 취약한 법원에 맡기는 것보다는, 형사적⋅행정적 제

재를 통하여 사회구성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879)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의 가능성을 널리 인정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위

와 같은 문제점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견된다. 첫 번째 문제는 미국에서도 동일

하게 발견되지만, 미국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판례가 다수 축적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다. 즉 여러 법관의 판단을 거치며 징벌적 손해배상 액수가 어

느 정도 정형화되었고, 이를 통하여 적정한 인센티브의 크기에 관한 자의적 판

단의 가능성도 줄어들었다.880) 또한 미국은 집단소송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어, 

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경우 그 손해배상액이 다수의 피해자에게 분산

875) 양창수⋅김재형 (2015), 442면; 김재형 (2012a), 198면; 권 준 (2009a), 101-102면. 

876) 권 준 (2009a), 101면.

877) 양창수⋅김재형 (2015), 442-443면; 권 준 (2009a), 101면. 박종렬,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26권 (2007), 146면은 이 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일부 피해자의 부당이득을 정당화시키는 제도라고 비판한다. 

878) 권 준 (2009a), 101면. 

879)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달리 다양한 구제수단이 인정된다는 점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
도 도입에 반대하는 논거로 제시되고 있다. 김재형 (2012a), 198면. 

880) 이종구 (2015), 473-4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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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배분될 수 있다. 전체 시민을 대표하는 배심원들에게 손해배상액을 결정하

도록 함으로써881) 민주적 정당성 문제도 피해갈 수 있다.882) 요컨대 위와 같은 

일반적⋅전면적 도입 반대론의 논거는 우리나라의 법제도, 법문화와 이질적인 

미국의 손해배상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한편 특별법을 통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

해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그다지 높지 않다.883) 우선 입법부는 법규범을 마련하

는 과정에서 사법부와 달리 수많은 정보를 폭넓게 참고할 수 있고,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할 전문성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입법부가 

정보와 전문성에 기초하여 적정한 인센티브의 크기를 산정하고 이를 특별법에 

반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가지는 첫 번째 문제점은 극복될 수 있다. 

또한 입법부는 사법부와 달리 강고한 민주적 정당성의 기반을 가지고 있다. 그

러므로 일정한 불법행위 유형의 경우 배분적 정의를 다소 희생시키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합

의가 이루어졌다면, 입법부가 그러한 합의를 법률에 반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정당화될 수 있다. 나아가 사법부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크기를 백지위임하는 것

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그 범위 안에서만 징벌적 손해배상의 크기를 

결정하도록 한다면,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사법부에 지나치게 큰 권한을 부여

하는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 

이처럼 특별법을 통한 제한적 도입은 일반적⋅전면적 도입의 문제점들을 상

당 부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일정한 불법행위 유형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청이 강하게 제기되어, 몇몇 특별법을 통하여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가 도입된 바 있다. 우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5호로 일부개정된 것)은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유용하여 손해가 발

881) Owen (1994), P. 364. 구체적으로는 위법성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크기, 가해자
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한다고 한다. Restatement (Second) 

of Torts § 908 (1979)도 참조. 

882) 징벌적 손해배상이 청구된 사건에서 배심원이 마치 정부의 책임 있는 기관과 같은 역
할을 한다고 언급한 판결도 발견된다. Luther v. Shaw, 147 N.W. 17, 20 (Wis. 1914). 

883) 특별법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이에 형평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견해로는 김재형 (2012c), 4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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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여(제35조) 3배배상 제도

를 최초로 도입하 다.884) 현재(2018. 1. 기준) 3배배상 제도가 도입된 법령의 제

명과 각각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884) 이후 하도급법은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 취
소, 부당 반품, 하도급대금의 감액 등 다른 행위 유형에 대하여도 3배배상 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혔다. 

법령(도입 시기)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 

하도급거래 공정화
에 관한 법률 제35
조 제2항 (2013. 5. 
28. 개정)

원사업자가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의3제3항 및 
제19조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
가 있는 경우

고의⋅과실

기간제 및 단시간근
로자 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제13조 
(2014. 3. 18. 개정)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반복적인 차별적 처우 

명백한 고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2015. 3. 11. 개정)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도
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어 신용정보
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고의⋅중과실

개인정보 보호법 제
39조 제3항 (2015. 
7. 24. 개정)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
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고의⋅중과실

대리점거래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2항 (2015. 
12. 22. 제정)

제6조 또는 제7조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 대리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과실

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32
조 제2항 (2016. 3. 
22. 개정)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
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손
해가 발생한 때

고의⋅중과실

제조물 책임법 제3
조 제2항 (2017. 4.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고의 

<표 17> 3배배상 제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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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우리 법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3배배상 제도는 불법행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거

나(제조물 책임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보다 열악한 

지위에 있는 경우(하도급법, 기간제법 등)에 도입되었다. 둘째, 주관적 요건으로 

고의⋅중과실을 요구하는 경우(신용정보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고

의를 요구하는 경우(기간제법, 제조물 책임법), 일반적인 손해배상과 마찬가지로 

고의⋅과실만을 요구하는 경우(하도급법, 대리점법, 가맹사업법)가 비슷한 비중

으로 나타난다. 이는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고의 또는 해의를 가지고

(intentionally or maliciously) 행위하 거나 피해자의 권리⋅이익을 의식적으로 또

는 악의적으로 무시(conscious or wanton disregard)하 을 것을 요구하는 것과 대

비된다.885) 셋째, 3배배상에 관한 법 조항들은 3배배상을 법원의 재량으로 규정

하고 있다. 즉 법원은 실제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이 점 역시 필요적 3배배상 제도와 재량적 3배배상 제도가 병존

하는 미국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886) 

다. 개인정보법상 3배배상 제도의 의의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구성하는 개별 법령들은 위치정보법을 제외하고 모두 3

배배상 제도를 두고 있다. 3배배상 제도는 신용정보법에 가장 먼저 도입되었고, 

개인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이 그 뒤를 따랐다. 개인정보 보호법제 위반행위로 인

하여 다수의 정보주체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그에 따라 개인정보 

885) Owen (1994), P. 364. Restatement (Second) of Torts § 908 (1979)도 피고의 악의(evil 

motive) 또는 타인의 권리에 대한 무모한 무관심(reckless indifference)을 요건으로 설정하
고 있다. 

886) 이종구 (2015), 454면. 

18. 개정)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
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2018. 
1. 16. 개정)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
호 및 제12조의5를 위반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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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제를 위반한 자에게 높은 수준의 책임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

성되어 3배배상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887) 각각의 개별 법령에 

마련된 3배배상 규정은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아래에서는 개인정보법상 3

배배상 제도를 중심으로 서술하기로 한다. 

개인정보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정보주체가 입는 손해는 재산적 손해보다 정

신적 손해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정신적 손해의 경우에는 3배배상 제도가 비교

적 쉽게 정당화될 수 있다. 정신적 손해의 역에서는 손해배상액 산정이 객관

적으로 정확하고 면 하게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그에 따라 위자료의 제재적 기

능이 중요하게 등장하기 때문이다.888) 무형적이고 정신적인 손해의 경우 전보배

상의 대상으로 파악되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는 점 역시 3배배상 제도를 지지하

는 근거가 될 수 있다.889) 이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3배배상 제도는 다른 

법의 3배배상 제도보다 우리 법제도에 비교적 잘 부합하는 구제수단이라고 생

각된다.890) 

2. 요건

3배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은 (i)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중과실, (ii) 개인

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 (iii) 위 (i)과 (ii) 사이의 인과관계, 

(iv) 정보주체의 손해이다. 개인정보법 제39조 제3항 단서는 “다만, 개인정보처리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일반 손해배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의⋅중과실의 증명책임을 전환

하고 있다. 3배배상의 요건들은 위 (i)을 제외하고는 일반 손해배상이나 법정손

해배상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각각의 요건에 관하여는 상술하지 않기

로 한다.

887) 최경진 (2017a), 95면. 행정자치부 (2016), 327면은 이에 더하여 위법행위가 사회에 미치
는 악 향, 위법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 악성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
의 강화를 입법 배경으로 든다. 

888) 민법주해 채권(11), 352면(이동명 집필부분). 

889) Owen (1994), P. 379. 

890) 박종렬 (2007), 144면은 위자료 산정 시 가해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고려된다
는 점에서 위자료와 징벌적 손해배상은 그 법적 성질이 비슷하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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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효과

3배배상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원은 실제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

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액수를 정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이론적으로는 실제 손해액만을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

다. 현재로서는 원고가 개인정보법에 근거하여 3배배상을 청구한 사건을 찾아볼 

수 없어, 법원의 재판실무가 3배배상에 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지 가늠

하기 어렵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위자료 액수가 전반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다

는 점에 비추어 보면, 3배배상 사건에서 법원이 실제 손해액의 3배에 이르는 액

수를 인정할 것인지는 다소 의문이다.

4. 평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제재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손해배상 액수

가 가해자에게 위법행위로 나아가지 않을 유인이 될 만큼 큰 금액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이 큰 금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이 가해자에게 인

식되어야 한다.891) 나아가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활용하여 실제로 손해배상을 통한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종래 

법원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사건에서 위자료를 100,000원 전후로 산정하여 

왔고, 그 액수는 원고들이 청구한 위자료 액수에 한참 미치지 못하 다.892) 실

무에서 인정되어 온 위자료에 3배를 곱하더라도, 그 액수가 피해자들에게 소송

을 제기할 충분한 유인이 될 것인지는 다소 의문스럽다. 더구나 현재의 3배배상 

제도는 손해액 산정을 여전히 법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피해자가 3배배상을 

청구하 더라도 법원이 통상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 인정하는 위자료만을 인정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점에서 현재의 3배배상 제도에는 일정한 한계

891) 엄동섭, “한국 민법상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민사법학 제71호 
(2015. 6), 254면.

892) 최경진, “새로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에 관한 비판적 검토 -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에서의 
법정손해배상을 중심으로 -”, 성균관법학 제27권 제2호 (2015), 201면은 정보주체가 느
끼는 정신적 손해의 크기와 실제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의 크기 사이에 적지 않
은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하 각주에서 위 논문을 인용할 때에는 “최경진 (2015b)”

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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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적⋅행정적 제재를 폭넓게 부과하고 있다. 그에 따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사건의 가해자가 형사처벌, 과태료 등 처분에 더하여 3배배상까지 부담하

게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물론 구체적인 사건에서 문제 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행위가 매우 악질적이어서 가해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는 가해자가 이중, 삼중의 불이익을 받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형사

적⋅행정적 제재를 통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억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상황에서 3배배상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3배배상 제도의 운 에서 형

사적⋅행정적 제재 사실이 3배배상 인정 여부에 어떠한 향을 미칠 것인지는 

앞으로 3배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

으로 생각된다.

Ⅲ. 법정손해배상

1. 의의 및 도입배경

가. 법정손해배상 제도의 의의

개인정보법 제39조의2는 법정손해배상 제도에 관하여 정한다. 즉 개인정보처

리자의 고의⋅과실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된 경우, 그 정

보주체는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

구할 수 있다.893) 일반적인 손해배상과 다른 부분은 (i) 정보주체의 손해가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 (ii) 실제 손해액이 아

닌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정손

해배상 제도는 뒤에서 살펴볼 3배배상 제도와 마찬가지로, 정보주체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것으로 이해된다. 

법정손해배상은 미국에서 유래한 제도이다. 미국에서 법정손해배상(statutory 

damages)은 보통법상 손해배상과 달리 법률을 통해 규율되는 손해배상이라고 정

의된다.894) 법정손해배상 규정은 여러 법령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893)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2, 신용정보법 제43조의2도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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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손해배상 조항의 내용과 성격을 일의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개별 법령

에서 법정손해배상 조항을 둔 취지와 해당 법령의 전반적인 성격에 기초하여 

그 내용과 성격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895)

나. 법정손해배상 제도의 수용

법정손해배상 제도는 지식재산권법 분야를 시작으로 우리 법제에 도입되었다. 

한미 FTA 체결 시 법정손해배상 제도 도입에 대한 요구가 그 배경이었다.896) 

현재(2018. 4. 기준) 법정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 법령의 제명과 각각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894) Black's Law Dictionary (10th ed. 2014), damage.

895) 김태선, (2014), 260면.

896) 이동진 (2014a), 366면. 

법령(도입 시기) 객관적 요건 상한액

저작권법 제125조의2 
(2011. 12. 2. 개정)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 1,000만 원

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

5,000만 원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2 
(2014. 5. 28. 개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
조 또는 훼손된 경우

300만 원

상표법 제111조 
(2014. 6. 11. 개정)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
사용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경우

5,000만 원

신용정보법 제43조의2 
(2015. 3. 11. 개정)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의 규
정을 위반한 경우로서 개인신용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된 경
우

300만 원

<표 18> 법정손해배상 제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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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에 도입된 법정손해배상 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법정손해배상 제도는 지식재산권 분야와 개인정보 분야에 특유한 

것이다.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과 개인정보 관련 법령 외에 법정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둘째, 우리나라의 법정손해배상 제도는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에 모두 적용된다.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이, 개인정보 분야에서는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이 각각 주로 문제 되기 때

문이다. 이 점에서 지식재산권 분야와 개인정보 분야의 법정손해배상 제도는 서

로 다른 방향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주관적 요건으로 고의⋅과실보

다 강화된 요건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저작권법이 “ 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법정손해배상액의 상한을 더욱 높게 설정하고 있는 것

이 특기할 만하다. 넷째, 실손해배상을 대체하는 제도로 설계되어 있다. 위 조항

들은 일반적인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에도 “불구하고”(개인정보법), 일반적인 손

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정보통신망법, 상표법, 신용정보법), 실손해액을 “갈음

하여”(저작권법)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 요건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은 (i)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과실, (ii)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 (iii) 위 (i)과 (ii) 사이의 인과관계이

다. 개인정보법 제39조의2 제1항 단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고의⋅과실의 증명책임을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주체는 (ii)와 (iii) 요건만을 증명하면 된다.

실손해배상에 관한 개인정보법 규정이 “법 위반행위”를 행위 요건으로 설정하

고 있는 것과 달리, 법정손해배상 규정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

조⋅훼손”을 행위 요건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법정손해배상을 청구

하기 위한 요건을 위와 같이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비판이 있다.897) 비단 개인

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된 경우뿐 아니라 다른 유형의 개인정보

개인정보법 제39조의2 
(2015. 7. 24. 개정)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
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
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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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 침해 사안에서도 손해 발생 사실 및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것

은 마찬가지이므로, 법정손해배상을 널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주체가 겪

을 수 있는 소송상의 어려움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898) 굳이 법정손해배

상의 적용 요건을 이처럼 제한할 필요가 있었는지 다소 의문이 들기는 하나, 다

른 유형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사안과 비교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

유출⋅변조⋅훼손된 경우에 손해 발생 여부가 더 중요한 쟁점이 된다는 것을 

고려한 결과라고 선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정보주체의 손해는 법정손해배상의 요건이 아니다. 그렇다고 하여 정보

주체에게 손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개인정보법은 일반적인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제39조의2 제1항 본문), 

실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

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정손해배상 규정이 정보주체

의 손해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법정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보주체가 손해 발생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899) 

3. 효과

가. 법원의 상당한 손해액 인정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

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

정할 수 있다(제39조의2 제2항). 즉 법정손해배상 제도는 손해액에 대한 증명도

를 경감시키는 역할을 한다.900) 그런데 이처럼 법 규정으로 손해액에 대한 증명

도를 경감시키는 것은 그다지 새로운 일이 아니다. 가령 상표법 제110조, 부정

경쟁방지법 제14조의2,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저작권법 제126조 등은 모두 손

897) 고형석, “개인정보침해와 손해배상책임의 원칙”, 저스티스 통권 제145호 (2014), 67-68면. 

898) 고형석 (2014), 67-68면. 

899) 이동진 (2014a), 383면; 류승훈 (2016), 142면. 

900) 이동진 (2014a), 3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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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손해액에 

대한 증명도를 경감시킨다.901) 나아가 민사소송법이 2016. 3. 29. 법률 제14103

호로 일부개정되면서 도입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법원의 재량을 한층 넓혀놓았다.

손해액에 대한 증명도 경감은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에서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진다. 우선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보면, 판례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

이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밝혀진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그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 왔다.902) 그러므로 위와 같은 법 규정이 없

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손해액을 산

정하는 것이 가능하 다.903) 반면 법정손해배상 제도는 반드시 ‘구체적인 손해

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법원

이 해당 사안의 성질상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재산적 손

해의 역에서 법정손해배상 제도는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손해액에 대한 증명

도를 경감시키는 역할을 한다.904)

한편 비재산적 손해의 역에서는 법정손해배상 제도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법원은 위자료 산정에서 넓은 재량을 가지고, 사실상 변론

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손해액을 판단하기 때문이다.905) 오래 전

901) 그 밖에 언론중재법 제30조 제2항,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도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다. 

902) 채무불이행에 관한 것으로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6968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18959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다25745 판결 등. 

불법행위에 관한 것으로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4다48508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1880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60447 판결 등. 

903) 이동진 (2014a), 382-383면은 이 점에서 손해액 증명도 경감에 관한 법 규정들이 확인적 
성격을 가진다고 본다.

904) 이동진 (2014a), 3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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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선고된 판결이기는 하나 “위자료액은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그 산정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도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

법원 판결도 발견된다.906)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사건에서는 원고가 거의 항

상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정손해배상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떠

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또한 개인정보법은 법정손해배상 제도

가 도입된 다른 법령들과 마찬가지로 손해액의 상한만을 정하고 하한은 정하지 

않고 있다. ‘상당한 손해액’이 어느 정도의 액수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907) 하급심에서 다루어진 대부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

해 사건에서 정보주체에게 주어지는 위자료가 10만 원 내지 20만 원 정도에 그

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손해액’도 그와 비슷한 선에서 결정될 가

능성이 높다.908) 이 점에서도 법정손해배상 제도는 정보주체에게 그다지 매력적

인 구제수단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나. 실손해배상과의 관계

법정손해배상의 성질에 관하여는 실손해배상을 대체하는 것인지, 실손해배상

과 별도로 인정되는 것인지 견해의 대립이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실체법이 정

하는 법정손해배상의 법적 성질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절

차법상 법정손해배상과 실손해배상의 취급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정보주체는 일반적인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에도 “불구하고”(개인정보법), 일반

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법정손해배상을 청

구할 수 있다. 즉 법정손해배상은 개인정보 보호법제에서 실손해배상을 대체하

905) 이종구 (2015), 465-466면은 이러한 관점에서 위자료 산정과 법정손해배상액 산정 사이
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지적한다. 

906) 대법원 1959. 8. 27. 선고 4292민상29 판결. 위 판결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및 로앤비
에서 검색이 되지 않아, 이창현, 위자료에 관한 연구: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경인문화사 
(2011), 373면에서 재인용하 다. 

907) 류승훈 (2016), 142면.

908) 참고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관하여 원고들이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은현
재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1. 선고 2014가합508066,538302 판결이 거의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위 판결에서는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법정손해배상이 청구되었을 때 법원이 어느 정도의 손해액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참고할 만한 판결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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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제수단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법정손해배상이 실손해배상을 대체하는 

관계에 있다는 점에 착안하면, 정보주체가 법정손해배상과 실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할 수는 없고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

다.909) 반대로 법정손해배상이 실손해배상과 별도로 인정되는 구제수단이라고 

이해하는 견해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하나의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법정손해배상과 실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소송물 이론과 그에 관한 판례의 취급을 함께 고려하면,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해진다. 판례가 원칙적인 입장으로 삼고 있는 구 소송물 이론은 실체법

상 권리를 소송물로 파악하고, 원고가 주장할 수 있는 실체법상 권리가 여러 가

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실체법상 권리가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한다고 본다.910) 

그러므로 법정손해배상청구권과 실손해배상청구권이 실체법상 별개의 권리라고 

보는 이상, 구 소송물 이론에 따르면 원고가 법정손해배상과 실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911) 법정손해배상이 실손해배상

을 대체하는 제도인지, 실손해배상과 병존할 수 있는 제도인지는 두 청구권의 

절차법상 취급에서 결정적인 고려 요소가 되지 못한다. 또한 당초 실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 정보주체가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 그 청구를 법정손해배상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하는 개인정보법 제39조의2 제3항도 법정손해배상과 

실손해배상을 별개의 소송물로 보는 근거가 된다. 

요컨대 개인정보법은 법정손해배상이 실손해배상을 대체하는 것으로 규정하

고 있지만, 법정손해상청구권과 실손해배상청구권이 절차법상 별개의 소송물로 

다루어지는 이상 같은 소송에서 법정손해배상과 실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하는 

909) 최경진 (2017b), 182-183면. 

910) 호문혁, 민사소송법 제13판, 법문사 (2016), 113면;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9판, 박 사 
(2015), 238면; 류승훈, “판례와 함께 살펴본 소송물론의 현대적 과제”, 경북대학교 법학
논고 제37호 (2011. 10), 117-118면. 물론 판례가 구소송물 이론을 언제나 고수하는 것은 
아니다. 이시윤 (2015), 245-246면은 판례가 소송물에 관하여 유연성을 보인 사례로 소
유권등기말소청구와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이 같
다고 본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와 파
산절차개시 후의 파산채권확정청구의 소송물이 같다고 본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31706 판결을 든다.

911) 이동진 (2014a), 393면 이하는 법정손해배상 역시 전보적 성격을 가지나, 법정손해배상
과 일반적 손해배상은 소송물이 다르므로 피해자가 법정손해배상과 일반적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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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동일한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이유로 피해자

가 법정손해배상과 실손해배상을 모두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별

도 소송물로 구할 수는 있지만 중복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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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금지청구권 및 관련 권리

제1절 금지청구권의 행사 요건 일반론

Ⅰ. 개관

인격권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근거는 민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

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에 부분적으로나마 나타나 있다. 민

법 제764조는 명예훼손에 관한 특칙을 두어 법원이 손해배상 외에도 ‘명예회복

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912) 언론중재법은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언론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구제수단으로 정정보도청구

권(제14조, 제15조), 반론보도청구권(제16조), 추후보도청구권(제17조)을 인정한

다. 나아가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언론중재법 제30조 제4항). 그

런데 민법 제764조의 ‘적당한 처분’은 명예훼손의 경우에 한하여, 언론중재법상 

구제수단들은 가해자가 ‘언론등’913)인 경우에 한하여 각각 적용될 수 있다. 즉 

인격권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성문법상 근거는 없는 

셈이다. 

그러나 인격권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은 판례와 학설을 통하여 널리 인정되

어 왔다. 인격권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처음으로 인정한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판결은 인격권의 성질상 일단 인격권이 침해된 후의 구제수

단만으로는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고, 손해 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

912) 엄 히 말하면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은 금지청구권이라기보다 원상
회복청구권의 성격을 가진다. 민법 제764조는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전제로 하기 때
문이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하여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금지청구권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913)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가리킨다(언론중재법 제5조 제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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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다는 근거를 들었다.914) 판례는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으

나, 학설은 인격권의 절대권적 성격에 비추어 인격권 침해의 경우에도 민법 제

214조가 유추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915)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소유자가 민법 제214조의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과 마찬

가지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금지청구권을 행사하려면 (i) 침해행위의 현재성 

또는 임박성, (ii) 침해행위의 위법성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Ⅱ. 침해행위의 현재성 또는 임박성

금지청구가 인정되려면 금지청구의 대상이 되는 침해행위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거나, 곧 이루어질 위험이 있어야 한다. 침해행위가 이미 완료된 상황에서는 

금지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셈이므로, 금지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논

리적이다. 따라서 침해행위 완료 이후에는 금지청구권이 의미를 가질 수 없고,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가해자의 귀책사유에 근거하여 그에

게 손해로 인한 불이익을 전가할 수 있을 뿐이다.916) 이러한 이해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행위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경우에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

구가 인정된다고 보는 판례 법리와도 연결된다.917) 

한편 침해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금지청구의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의 임박성

이 인정되어야 한다. 예방적 금지청구는 실제로 침해행위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

리지 않고 곧바로 그 침해행위의 예방을 구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행위의 자

유를 더욱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침해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

914) 이 판결에서는 우유업체인 피고가 자신의 경쟁사인 원고를 비방하는 광고를 게재한 행
위가 문제 되었다.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비방하는 광고를 재현할 위험은 아직도 존
재하므로 원고는 피고가 자행할 위법한 광고로부터 그 명예⋅신용 등을 보전하기 위하
여 피고에게 그러한 광고의 중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본 원심 법원의 판단을 지
지하 다. 

915) 양창수⋅권 준 (2017), 740면; 김상중 (2011), 182면. 

916) 양창수⋅권 준 (2017), 457면.

917)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 판결. 이 판결의 사안에서는 쓰레기 매립으로 조성
된 토지에 소유자가 매립에 동의하지 않은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었는데, 대법원은 그 
쓰레기가 과거의 위법한 매립공사로 인하여 생긴 결과이지 소유권에 대한 방해가 아니
라고 보아 원고의 방해배제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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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918) 방해예방청구권에 관한 판례도 같은 입장을 취한다.919)

Ⅲ. 침해행위의 위법성

금지청구의 대상이 되는 침해행위는 위법한 것이어야 한다. 법이 적법한 행위

를 금지시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적일뿐더러,920)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유권에 기한 방

해배제⋅예방청구권의 경우에도 민법 제214조가 위법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배제⋅예방청구의 대상이 되는 방해행위는 위법한 것이어야 한

다고 이해되고 있다.921)

구체적인 사건에서 침해행위의 위법성 판단은 이익형량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다.922) 이에 관하여는 앞의 제3장에서 살펴본 이익형량에 관한 일반론이 적용될 

수 있다. 즉 어떤 행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피해자의 이익과 그 행위로 인하여 

확보되는 가해자의 이익, 나아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위법성을 판단하

여야 한다. 다만 금지청구의 대상이 되는 침해행위의 위법성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이 같은 정도의 엄격함으로 판단되어

야 하는지는 생각해볼 문제이다. 

금지청구는 상대방의 행위 자체를 금지시킴으로써 그 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 이 점에서 금지청구는 피해자에게 근본적이고 효율적

인 구제수단이 되지만, 반대로 상대방에게는 행동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금지청구의 대상이 되는 침해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할 때에

는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금지청구를 인정하기 위한 위법

성(금지위법)이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기 위한 위법성(배상위법)보다 높아야 한

다는 견해도 제기된다.923) 이처럼 금지청구에서 위법성 판단을 좀 더 신중하게 

918) 김상중 (2011), 223면은 침해의 염려가 “심각하고 급박하거나”, “구체적이고 확증적”이
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919) 가령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50533 판결은 “방해예방의 소에 의하여 미리 보호받
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근거 있는 상당한 개연성을 가져야 할 것”

이라고 판시하 다. 

920) 김상중 (2011), 222면. 

921) 양창수⋅권 준 (2017), 458면. 

922) 양창수⋅권 준 (2017), 458면; 박시훈 (2015), 2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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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는 견해는 금지청구가 상대방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금

지청구의 한계를 설정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Ⅳ. 개인정보 관련 분쟁에서 금지청구권의 역할

앞의 제1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실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사건에서는 그 

침해행위가 1회적인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924) 바꾸어 말하면, 개인정보자기

결정권 침해 사건에서는 침해행위의 현재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개인정보자기결

정권 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인정된다면 예방적 금지청구가 실

효적인 구제수단이 될 수 있겠으나, 정보주체가 그러한 개연성을 주장하고 증명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금지청구권과 유사한 권리들을 널리 인정하고 있

다. 아래에서 살펴볼 정정청구권, 삭제청구권, 처리정지청구권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금지청구권 유사의 권리들은 민법상 금지청구권보다 그 요건이 훨씬 완

화되어 있다. 어떤 개인정보 처리행위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

하는 데 이르지 않거나, 그 처리행위에 위법성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에도 정

보주체는 그 처리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다. 이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제상 금

지청구권 유사의 권리들은 정보주체에게 상당히 접근성이 높은 구제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민법상 금지청구권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사건에서 아무

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민법상 금지청구권은 아직 개인정보 보

호법제를 통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로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법적인 보호가 필

요한 역에 적절한 보호 수단을 제공해줄 수 있다. 가령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925), 프로파일링에 반대할 권리 등이 그러하다.926)

923) 박시훈 (2015), 204면.

924) 정상조⋅권 준 (2009), 29면. 

925) “잊힐 권리” 대신 “잊혀질 권리”라는 표현을 사용한 선행 연구가 적지 않으나, 이는 이
중 피동 표현으로서 맞춤법에 어긋나는 말이다. 

926) 참고로 GDPR은 잊힐 권리를 삭제권(right to erase)에 관한 제17조에서 부분적으로 보호
하고 있고, 프로파일링에 반대할 권리 역시 반대권(right to object)에 관한 제21조에서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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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잊힐 권리’와 금지청구권

가. 개관

‘잊힐 권리’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은 2000년대 후반의 일로 보인다.927) ‘잊힐 

권리’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게 된 데에는 정보처리기술의 발전이 중요한 역할을 

하 다.928) 정보처리기술의 발전은 개인에 관한 정보가 매우 넓은 범위의 사람

들에게 알려질 가능성,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누군가 그 정보를 입수할 

가능성을 현실화시켰다.929) 과거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잊히는 것이 자연스러웠지만, 이제는 정보통신망에 그 정보가 게시되고 검색엔

진이 그 정보의 검색을 허용하는 이상 잊히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930) 이러

한 배경에서 잊힐 권리라는 개념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 고, 그러한 

관심은 2014년 5월에 선고된 유럽사법재판소의 이른바 “Google Spain” 판결931)

927) 초기의 연구로 Viktor Mayer-Schoenberger, Useful Void: The Art of Forgetting in the Age 

of Ubiquitous Computing (April 2007). KSG Working Paper No. RWP07-022. Available at 

SSRN: https://ssrn.com/abstract=976541 or http://dx.doi.org/10.2139/ssrn.976541 (2018. 6. 14.) 

참조. 다만 위 연구에서는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 대신 사회적으로 잊힐 권리
(right to societal forgetting)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928) Michael J. Kelly & David Satola, “The Right to be Forgotten”, 2017 U. Ill. L. Rev. 1, 4 

(2017). 이창현,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에 관한 소고”, 민사판례연구 제40집 
(박 사, 2018), 997-998면도 잊힐 권리에 대한 요청은 인터넷에 대한 의존도 증가, SNS

의 사용에 따른 표현 역⋅수단의 확장을 배경으로 등장하 다고 한다. 

929) 이진우 (2009), 34면은 디지털 기술의 특징으로 무한한 축적가능성과 유통가능성을 든다. 

930) DeCew (1997), P. 151; 김세준, “비 의 시간적 범위에 관한 사법상 문제: 법경제학적 
요건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15권 제1호 (2013), 251면. Mayer-Schönberger (2009), P. 2

는 이를 ‘과거에는 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기억하는 것이 예외적이었지만, 현재는 
그 반대’라고 설명한다. 

931) Judgment of 13 May 2014, Google Spain SL, Google Inc. v. Agencia Española de 

Protección de Datos (AEPD), Mario Costeja González, C‑131/12, ECLI:EU:C:2014:317.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소송 경과는 다음과 같다. 스페인 국적의 변호사 Costeja González

는 과거 사회보장채무 보전을 위해 자신의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졌던 사실이 La 

Vanguardia 신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 다. 이에 Costeja 

González는 스페인 정보보호기구(Spanish Data Protection Agency, AEPD)에 (i) La 

Vanguardia를 상대로는 위 기사를 삭제하거나 변경할 것을 (ii) Google Spain 또는 
Google 본사를 상대로는 자신에 관한 검색결과에서 위 기사 링크를 삭제하거나 차단할 
것을 각각 요구하는 신청을 제기하 다. AEPD는 La Vanguardia에 대한 신청은 기각하
으나, Google Spain 및 Google 본사에 대한 신청은 받아들 다. 이에 Google Spain 및 

Google 본사는 스페인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하 고, 해당 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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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계기로 증폭되었다. 

위 판결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i) 검색엔진을 EU 지침상 정보처리자로 볼 수 

있는지, (ii) Google 본사가 EU 지침의 적용을 받는지, (iii) 개인이 검색엔진에 

대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가 검색결과에 노출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를 

다루었다.932) 잊힐 권리에 관한 논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위 (iii)에 대한 

판단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유럽사법재판소는 개인이 일정한 요

건 아래 검색엔진을 상대로 자신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링크를 삭제해줄 것

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개인의 정보보호권

(right to data protection)이 검색엔진의 경제적 이익보다 중요하다고 보아, Google

은 Costeja González의 삭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고 판단하 다. 다만 유럽사법

재판소는 개인의 잊힐 권리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덧붙이면서, 언론 및 표

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과의 이익형량을 통해 그 권리행사의 타당성이 판단되

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그 이익형량 판단에서는 정보의 유형, 민감성,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공익, 해당 개인의 공적 역에서의 

지위 등이 널리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 다.

나. ‘잊힐 권리’의 개념

잊힐 권리의 개념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잊힐 권리에 관한 국내⋅외 

연구를 살펴보아도, 잊힐 권리의 개념 정의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이 발견된

다.933) 가장 추상적인 수준에서 보면, 잊힐 권리는 ‘타인이 나에 관한 사실을 잊

는 것’에 대하여 개인이 가지는 이익 정도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

익은 ‘권리’로 보호되기 어려울뿐더러, 이를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도 매우 낮

다. 사람의 기억 용량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어떤 사람에 관한 사실이건 언젠가

는 잊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금 더 구체화하면, 잊힐 권리는 타인에게 자

결적 판단(preliminary ruling)을 구하 다. 

932) European Commission, “Factsheet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Ruling (C-131/12)“, EC 

Policies, information and services, http://ec.europa.eu/justice/data-protection/files/factsheets/facts 

heet_data_protection_en.pdf (2018. 6. 14). 

933) 국내 문헌에 드러난 잊힐 권리의 여러 개념 정의에 관하여는 김민정, “실질적 잊힘
(Practical Obscurity)의 관점에서 본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의 성격 및 의의”, 

언론과 법 제14권 제1호 (2015), 221-2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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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 관한 과거의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

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구체화하

면, 잊힐 권리는 자신에 관한 과거의 정보가 쉽게 검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실

질적으로 잊힐 권리934)로 이해될 수 있다.935) 위 “Google Spain” 판결936)에서 다

루어진 잊힐 권리는 바로 이 개념에 가깝다. 

잊힐 권리에 관한 논의는 아직 발전도상에 있다. 그러므로 잊힐 권리의 개념

이 아직 정립되거나 고정되지 않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른다. 이 글에

서는 잊힐 권리를 ‘타인에게 자신에 관한 과거의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하되, 그 대상이 (i) 특정 게시물인 경우와 (ii) 검색결과인 경

우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다. 정부 및 국회의 대응

앞서 소개한 Google Spain 판결이 선고되고 잊힐 권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우리나라에서도 정보주체의 잊힐 권리를 보호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학

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구제수단이 논의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입법부나 규제기

관에서는 잊힐 권리를 정보주체 본인이 작성하고 게시한 게시물에 대한 삭제청

구의 형태로만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 4. 29.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

드라인｣을 제정하여 배포하 다.937) 위 가이드라인은 특정 게시물, 그 중에서도 

정보주체 본인이 작성하고 게시하 으나 직접 삭제하는 것이 곤란해진938) 게시

934) ‘실질적으로 잊힌다’(practical obscurity)는 개념은 미국 연방 대법원의 1989년 판결에 등
장하여 널리 알려진 것이다. Department of Justice v. Reporters Committee for Freedom of 

the Press, 489 U.S. 749 (1989). 

935) 그 밖에 ‘개인이 현재의 자신에 관한 인식을 왜곡하거나 방해하는 과거의 정보를 삭제, 

제한,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하는 선행연구로는 Kelly & Satola 

(2017), P. 3.

936) Judgment of 13 May 2014, Google Spain SL, Google Inc. v. Agencia Española de 

Protección de Datos (AEPD), Mario Costeja González, C‑131/12, ECLI:EU:C:2014:317. 

937)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방통위, 이용자의 ‘잊힐 권리’ 보장방안 마련” (2016. 4. 29).

938)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안)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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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대상으로 한다. 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게시판 관리자에게 인

터넷에 게재된 자기게시물의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정보주체는 게시

판 관리자의 접근배제 조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접근배제통보서)를 첨부

하여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검색목록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즉 특정 게시물

의 접근배제가 선행되지 않으면 검색목록 배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 

잊힐 권리를 입법적으로 보호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진 바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03676)은 이용자가 직접 작성하 던 게시물의 경우 별다른 제한 없

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언제든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 다.939) 위 

법률안에 대하여는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점, 삭제 예외 

사유를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이 지적되기도 하 으나,940) 19대 국회

의 임기 만료로 결국 폐기되었다. 

라. 잊힐 권리와 구제수단

잊힐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제상 구제수단으로는 개인정보

법상 삭제청구권과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청구권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런데 

개인정보법상 삭제청구권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

들고 있다.

(ⅰ) 자기 게시물에 댓글이 달려 게시물 내용을 인터넷에서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
(ⅱ) 회원 탈퇴 또는 1년간 계정 미사용 등으로 회원정보가 파기됨에 따라 이용자 본인

이 직접 삭제하기 어려운 게시물인 경우
(ⅲ) 회원 계정정보를 분실하여 이용자 본인이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
(ⅳ) 게시판 관리자가 사업의 폐지 등으로 사이트 관리를 중단한 경우 (검색서비스 사업

자에 대해서 검색목록 배제의 방법으로 접근배제를 요청)

(ⅴ) 사자(死 )가 생전에 접근배제요청권의 행사를 위임한 지정인 또는 유족이 사자(死

)의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접근배제를 요청하는 경우
(ⅵ) 게시판 관리자가 게시물 삭제 권한을 제공하지 않아, 이용자가 스스로 게시물을 삭

제할 수 없는 경우 

939)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하 다. 

⑦ 이용자가 자신의 저작물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
한 정보에 대하여 해당 정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확인 절차를 거쳐 해당 
정보를 삭제하고 즉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940)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검토보고서 (2013. 6), 1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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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i) 특정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작성한 사람이 개인정보처리자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또한 그 게시물은 개인정

보처리자가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개인정보법상 삭제청구

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ii) 검색결과의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문

제가 있다. 검색엔진은 로봇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다양한 웹문서를 수

집하고941) 검색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키워드와 동일한 문자열을 포함하고 

있는 검색결과를 제시할 뿐,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색인해 두는 것은 아니

다.942) 그러므로 검색엔진 서비스를 개인정보 처리로 보기는 어렵다. 만약 이를 

개인정보 처리로 본다면, 검색엔진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검색결과를 이용자에게 

제시할 때마다 제3자제공에 필요한 정보주체의 동의 등 정당화사유를 갖추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943) 따라서 개인정보법상 삭제청구

권을 통하여 잊힐 권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청구권은 (i)의 경우 잊힐 권리를 보호하는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물론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청구권은 타인이 작성한 게시

물을 전제로 하고 있어 정보주체 자신이 과거에 작성한 게시물의 경우에는 적

용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타인이 작성한 게시물을 그대로 두면서 단지 

검색결과에서 그 게시물이 검색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 점에서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청구권은 특히 (ii) 검색결과의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 

그다지 도움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정보주체가 자신이 과거에 작성한 게시물의 

삭제 혹은 검색결과의 삭제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가 마련한 자율적인 삭제등 처리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944) 

한편 민법상 금지청구권은 개인정보 보호법제상 구제수단과 달리 그 요건이 

941) 로봇 프로그램을 이용한 웹문서 수집 방법에 관한 예로는 네이버, “로봇의 검색결과 수
집에 대한 네이버의 정책”, 네이버 정책, http://policy.naver.com/policy/search_policy.html 

(2018. 6. 14. 확인) 참조. 

942) 宇賀克也 (2013), 30면. 

943) 이창현 (2018), 1020면. 

944) 가령 네이버는 (i) 본인이 직접 올린 게시물을 검색에서 제외하고 싶은 경우, (ii) 운
자가 운  중인 웹 페이지를 검색에서 제외하고 싶은 경우, (iii) 제3자의 게시물을 검색
에서 제외하고 싶은 경우 각각에 대한 처리 방법을 정해두고 있다. 네이버, “웹문서 수
집 및 삭제 정책”, 네이버 도움말 http://help.naver.com/customer/etc/webDocument02.nhn 

(2018. 6. 14. 확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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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이지 않으므로, (i)과 (ii)의 경우에 모두 정보주체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

해 줄 수 있다. 물론 민법상 금지청구권에 의하더라도 침해행위의 현재성,945) 

침해행위의 위법성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우선 침해행위의 현재성 

요건의 경우, 특정 게시물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그러한 게

시물이 검색될 수 있다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현재에도 지

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침해행위의 위법성 요건인데, 정보주

체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을 게시하는 행위나 그러한 게시물이 검색되도록 하

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높은 위법성을 띤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침해행위의 

위법성 요건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익형량을 거쳐 판단되어야 하므로, 추상적

인 수준에서 논의하는 데 한계가 있다. 

다만 사안 유형별로 다음과 같은 일반론을 제시할 수는 있을 것이다. 우선 (i) 

특정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그 게시물을 정보주체 자신이 작성한 

경우와 정보주체 외의 제3자가 작성한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정보주

체 자신이 과거에 작성한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

보자기결정권과 정보이용자의 알 권리가 비교형량 대상이 된다. 정보주체가 공

인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거나 공적 관심사에 관하여 작성한 게시물인 경우

에는 정보이용자의 알 권리가 우선할 수 있지만, 그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

외하고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쪽에 더욱 무게가 실려야 할 것이다. 

한편 정보주체 외의 제3자가 작성한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정보이용자의 알 권리 외에도 작성자의 표현의 자

유가 고려 대상이 된다. 가령 해당 게시물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개인정보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 을 함께 침해하는 경우 등에는 위법성이 비교적 쉽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게시물의 위법성이 금지청구를 정

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것인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보통

신망법상 임시조치청구권과 같이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

하는 조치에 의하지 않고 해당 게시물을 아예 삭제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

945) 잊힐 권리는 정보주체에 관한 글이 게시되거나 그 게시물이 검색될 때 비로소 문제 되
므로, 정보주체가 잊힐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예방적 금지청구를 하는 상황은 생각하
기 어렵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침해행위의 임박성 요건에 관하여 다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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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상당한 정도의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ii) 검색결과의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제3자가 작성한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정보이용자의 알 

권리, 작성자의 표현의 자유가 비교형량의 대상이 된다. 이에 더하여 검색엔진

의 업의 자유가 고려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게시물 자체의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검색결과의 삭제를 요청하는 것은 작성자의 

표현의 자유에 그다지 큰 향을 미치지 않는다. 검색결과 삭제 조치는 게시물

을 그대로 남겨 두되 검색을 통한 접근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색결과를 삭제하는 것은 비교적 쉽게 정당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프로파일링과 금지청구권

가. 개관

최근 GDPR의 향으로 국내에서도 개인정보 프로파일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으나, 아직 프로파일링의 개념 범위가 명확하게 정립되지는 않은 듯하

다. GDPR은 프로파일링을 ‘자연인의 일정한 개인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특히 자연인의 업무 능력, 경제 상황, 건강, 개인적 선호, 관심사, 신뢰성, 행동, 

위치, 이동 등을 분석하거나 예측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모든 형태의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로 정의하고(제4조 제4항), 프로파일링 행위가 GDPR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전문 제72조).

앞의 제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대적 의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프로파

일링 행위로부터 정보주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온라인 트래

킹(online tracking) 등 다양한 정보기술이 응용되고 있는 상황에서는946) 프로파일

링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행동과 성향이 분석되고, 나아가 그러한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정보주체가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려에서 GDPR은 정보주체에게 프로파일링에 반대할 권리(제21조), 프로파일링 

등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향을 받지 않을 권리(제22조 제1항)를 인정하고 있다.

946) 프로파일링에 활용될 수 있는 기법들을 소개한 국내 문헌으로는 박노형⋅정명현, “EU 

GDPR상 프로파일링 규정의 법적 분석”, 안암법학 제56권 (2018. 5), 290면; IP 주소를 
통한 프로파일링에 관한 설명으로는 홍은표, “토르(Tor)와 익명으로 읽을 권리”, 정보법
학 제21권 제3호 (2017. 12), 3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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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GDPR의 규정 내용

GDPR 제21조는 정보주체의 반대권(right to object)에 관하여 정한다. 프로파일

링에 관한 반대권은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우선 정보주체는 

GDPR 제6조 제1항 (e) 또는 (f)에 근거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947) 자신이 

처한 상황에 관한 근거를 들어 반대할 권리를 가진다(제21조 제1항). 이때 반대

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처리에는 프로파일링도 포함된다. 또한 정보주

체는 프로파일링을 포함하여 직접 마케팅의 목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가 처리

되는 것에 반대할 수 있다(제21조 제2항). 

제22조는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맥락에서 정보주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다. 정보주체는 프로파일링을 포함하여 그에게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거나 

그와 유사하게 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이 오로지 자동화된 처리 방식으로 이루

어진 경우, 그 의사결정의 향을 받지 않을 권리(the right not to be subject to a 

decision based solely on automated processing)를 가진다(제1항). 그러한 의사결정

이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이행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제2항 (a)), 개인정보처리자가 적용을 받는 EU 또는 회원

국 법이 허용하는 경우로서 그 법에 정보주체의 권리, 자유, 정당한 이익을 보

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함께 규정되어 있는 경우(제2항 (b)), 정보주체의 명

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경우(제2항 (c))에는 정보주체가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그 경우에도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권리, 자유, 정당한 이

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2조 제3항은 개인정보처

리자의 인적 개입(human intervention)을 요청할 권리, 정보주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고 문제 되는 의사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그 적절한 조치

의 최소한으로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위와 같이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의사결정이 민감정보(제9조)에 기

초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947) GDPR 제6조 제1항 (e)는 공익을 위하여 혹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주어진 공권력 행사
의 일환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행위가, 같은 조항 (f)는 개인정보처리자
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행위(정보주체의 이익, 기본권, 

자유가 위 정당힌 이익보다 우선하는 경우, 특히 정보주체가 어린이인 경우는 제외된
다)가 각각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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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의 논의

국내에서는 프로파일링에 관한 논의가 아직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지 않은 

듯하다.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프로파일링이나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관한 학술적 논의도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 아직까지는 

프로파일링에 관하여 다룬 법학 분야의 선행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고, 몇 안 되

는 문헌들도 GDPR의 관련 규정들을 소개하거나,948) 프로파일링에 관한 법적 규

율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를 하는 데 그치는 것이 많다.949) 요컨대 국내에서 

프로파일링과 자동화된 의사결정, 정보주체가 그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에 관한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보인다. 

라. 프로파일링과 구제수단

프로파일링의 맥락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

다. 첫 번째는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프로파일링 행위 자체를 금지시키는 

형태의 권리이다. GDPR 제21조의 반대권이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프로파일

링을 통하여 생성된 정보에 근거한 자동적 의사결정을 금지시키는 형태의 권리

이다. GDPR 제22조 제1항의 ‘ 향을 받지 않을 권리’가 이에 해당한다. 

첫 번째 유형에 관하여는 앞의 제2장에서 살펴본 ‘추론된 정보’에 관한 설명

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앞의 제2장에서는 현행 개인정보법의 해석상 개인정

보 생성과 가장 성격이 비슷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개인정보법 제18조) 규

정을 유추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입법론적으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엄격

하게 요구하는 것보다는 고지 및 사후거절의 메커니즘으로 규율하는 것이 합리

적이라는 생각을 밝혔다.950) 그렇다면 정보주체로서는 자신이 이미 프로파일링

에 동의를 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철회함으로써, 동의 외의 정당화사유에 기초

하여 프로파일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인정보법상 처리정지청구권을 행사함

948) GDPR의 프로파일링 관련 규정들을 소개한 문헌으로 박노형⋅정명현 (2018. 5). 

949) 이민 , “정보환경의 변천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헌법합치적 본질성 반추”, 과
학기술법연구 제24권 제1호 (2018. 2), 166면; 손 화,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 기업법연구 제28권 제3호 (2014. 9), 384면 이하. 위 연구들은 모두 프로파일링의 
경우 사전 동의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950) 박광배⋅채성희⋅김현진 (2017), 188-189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연구보고서 (2013), 

70-71면도 같은 취지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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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프로파일링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951) 요컨대 첫 번째 유형의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마련된 정보주체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적절히 

보호될 수 있다. 

반대로 두 번째 유형의 권리는 현재의 개인정보 보호법제 아래에서 충분히 

보호되기 어렵다.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근거하여 이루어

지는 경우에도, 자동화된 의사결정 자체가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적용 대상인 

‘개인정보 처리’는 아니기 때문이다. 가령 오픈마켓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

보처리자가 회원의 성별, 연령, 주문 내역 등의 개인정보를 분석하여 그의 소비 

성향을 파악한 뒤, 특정 소비 성향을 가진 회원을 자동적으로 가려내어 마케팅

을 전개한다고 하자. 회원의 개인정보를 분석하여 소비 성향을 파악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프로파일링’ 행위로서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소비 성향을 가진 회원을 자동적으로 가려내어 마케팅 내용을 결

정하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현재의 개

인정보 보호법제 아래에서는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향을 받지 않을 권리를 도

출해내기 어렵다. 

한편 민법상 금지청구권을 통해서는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금지를 

구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다만 금지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이 인정될 수 

있는지는 생각해볼 문제이다. 특히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금지청구에서는 

침해행위의 위법성 요건이 문제될 수 있다. 가령 온라인 신용대출 신청에 대한 

자동적인 거절(automatic refusal)의 경우,952) 신청자의 개인정보 프로파일링에 근

거하여 인적 개입(human intervention) 없이 신용대출 신청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이 과연 금지청구의 대상이 될 정도로 위법한 행위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어떤 의사결정이 인적 개입 없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정보주체 

입장에서 그러한 의사결정이 어떠한 근거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짐작하기 어렵

다는 것만으로 그 의사결정이 일반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 

의사결정의 결과 정보주체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의 크기가 매우 크다면 자동화

된 의사결정의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 결국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위법성은 

그 의사결정이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향의 크기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야 할 

951) 채성희 (2016), 50면도 같은 취지로 설명한다.

952) GDPR 전문 제71조의 예를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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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제2절 개인정보 보호법제상 금지청구 관련 권리

정보는 순식간에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게 전달될 수 있고, 일단 제3자에게 

그 내용이 알려진 뒤에는 되돌릴 수 없다는 성질을 가진다.953) 그러므로 개인정

보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집⋅이용⋅제공된 경우, 정보주체로서는 그 정

보가 더 넓은 범위로 전파되는 것을 이른 시기에 막을 필요가 있다. 바꾸어 말

하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사안에서는 무엇보다 권리구제가 신속하게 이루

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신속성의 요청에 비추어, 정보주체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소

송을 통하여 금지청구권을 행사하는 상황은 생각하기 어렵다. 물론 법원의 판결

은 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권리를 침해한 (혹은 침해하 다고 주장되는) 자의 권

리에 대한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해결일 가능성이 높다. 분쟁에 대한 종국적

인 해결이라는 점에서도 법원의 공적 판단을 받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위

와 같은 개인정보의 특수성 때문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사안에서는 권리

구제의 신속성이 분쟁 해결의 합리성⋅타당성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정보주체에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사적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이 될 수 있다.954)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직접 정보의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제수단은 개인정보가 더 넓은 

범위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2차적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가진다.955)

953) Solove (2002), P. 1113; Mayer-Schönberger (2009), P. 134.

954) 황창근,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정보법학 제3권 제3호 
(2009), 259면. 

955) 황창근 (2009), 2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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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정청구권

1. 요건

부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의하여 수집⋅이

용⋅제공되는 경우, 정보주체로서는 그 개인정보의 오류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

다. 가령 부정확한 개인정보에 기초하여 어떤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과 같이, 부정확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

이다.956) 한편 개인정보의 부정확성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제공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사실과 다른 정보는 정

보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957) 이 점에서 정정청구권의 행사는 정보주

체뿐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도 이익이 된다.958) 그런데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는 어떤 개인정보가 부정확한지를 알기 어렵고, 정보주체의 정정청구가 있어야 

비로소 그 부정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정정청구권

의 요건을 완화하여 정보주체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정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구성하는 개별 법령들은 모두 정정청구권에 관한 규정

을 두고 있다. 개인정보법 제36조 제1항, 신용정보법 제38조 제1항, 위치정보법 

제24조 제3항,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이 그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외

한 나머지 법령들은 개인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 정정청구

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그에 관한 제한 사유를 별도로 정하

고 있지 않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956) Simitis (2011), Einleitung, Rn. 9도 부정확한 개인정보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한다. 

957) 양천수, 제4차 산업혁명과 법, 박 사 (2017), 79면. 

958) 이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는 개인정보법상 개인정보 보호원
칙(제3조 제3항)과도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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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행사요건 제한사유

개인정보법
 개인정보의 열람(제36조 제

1항)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

지 않는 경우(제58조)

신용정보법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
우(제38조 제1항)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제
38조 제2항)

 없음

위치정보법

 각호의 자료959)에 오류가 
있는 경우(제24조 제3항)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제24조 제3항)

 없음

정보통신망법
 각호의 사항960)에 오류가 

있는 경우(제30조 제2항)
 없음

<표 19> 정정청구권의 행사요건과 제한사유

각 개별 법령의 정정청구권 규정을 비교해 보면, 개인정보법상 정정청구권의 

행사 요건과 제한 사유가 가장 눈에 띈다. 우선 개인정보법은 정정청구권의 행

사 주체를 “제3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라고 정할 뿐, 정정청구

권의 행사 요건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법은 정정청구권에 

적용되는 제한 사유를 두고 있지 않지만, 같은 법 제58조는 제36조 제1항을 포

함하여 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를 설정하고 있

어961) 정정청구권의 제한 사유 역시 폭넓게 인정된다.

959) 위치정보법 제24조 제3항에서 말하는 ‘자료’는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제1호),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제2호) 두 가지이다. 

960)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한 현황

961) 제3장부터 제7장까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
2.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
3.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

되는 개인정보
4.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재⋅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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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법이 다른 법령과 달리 개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나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정정청구권의 행사 요건으로 설정하지 않은 것은 수긍할 

수 있다. ‘정정’의 사전적 의미는 “글자나 글 따위의 잘못을 고쳐서 바로잡

음”962)이므로, ‘정정’이라는 표현만으로 위와 같은 행사 요건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963) 반면 개인정보법이 정정청구권의 행사 주체를 “제35조에 따라 개

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라고 규정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인다. 이

를 반대해석하면 개인정보를 열람하지 않았으나 다른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

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제35조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개인정보

를 열람한 경우에는 각각 정정청구권 행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제1항이 위와 같은 반대해석을 염

두에 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규정은 이해용이성(intelligibility)이 낮은 비효율

적인 입법으로 평가될 수 있다.964) 반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제1항이 위

와 같은 반대해석을 염두에 두고 제35조에 따른 열람을 거친 정보주체만 정정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라면,965) 굳이 그와 같이 정정청구권의 행

사 요건을 좁힐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처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을 

정정청구권의 전제 조건으로 설정하는 것은 비교법적으로 매우 드문 입법례이

기도 하다.966)

또한 개인정보법 제58조가 정정청구권 행사에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지도 생각해볼 문제이다. 개인정보법 제58조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과 공익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인데, 정정청구의 경우에는 정

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이나 공익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96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View.jsp (2018. 6. 14. 확인). 

963) 따라서 정정청구의 대상은 개인에 관한 ‘사실’이고, 개인에 대한 ‘평가’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로앤비 온주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 (2016. 7. 6), 최승수 집필; 宇賀克也 

(2013), 130면. 

964) 이인호 (2009b), 204면. 

965) 행정자치부 (2016), 312면도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여,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을 적어도 정정청구권의 전
제로 보고 있는 듯하다. 

966) 독일 연방 정보보호법, GDPR, 일본 개인정보법은 모두 개인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
과 다른 경우에 정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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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를 정정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예외적인 경

우가 아닌 이상, 정보주체가 정정청구권을 자유로이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생각된다. 외국의 입법례도 정정 필요성이 매우 낮은 경우를 제외하

면967) 정정청구를 널리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효과

령 행사효과

개인정보법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제36조 제2항)

신용정보법

 즉시 문제가 된 신용정보에 대하여 정정청구 중 또는 사실조
회 중임을 기입 /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는 삭제하거나 정정(제38조 제2항)

 해당 신용정보를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와 해당 신
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해당 신용정보에서 삭제하거
나 정정한 내용을 고지(제38조 제3항)

위치정보법  위치정보 정정(제24조 제3항)

정보통신망법

 지체 없이 그 오류를 정정하거나 정정하지 못하는 사유를 이
용자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필요한 조치
를 할 때까지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음
(제30조 제5항) 

<표 20> 정정청구의 효과

각 개별 법령의 정정청구권 규정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정정청구권의 행

사 효과는 (i)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 (ii)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것이

다. 한편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은 정정을 위한 절차를 거치는 동안 해당 

정보를 이용⋅제공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에 더하여 신용정보법은 정보주체 외

의 제3자(해당 신용정보를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와 해당 신용정보주체

가 요구하는 자)에게도 정정 결과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신용정보가 신

967) 가령 독일 연방 정보보호법은 공공부문에서 어떤 정보가 자동적으로 처리되지 않았고 
비자동화된 파일에 저장되지도 않은 경우, 그 정보가 부정확한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정
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다(제20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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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정보주체의 경제활동에 적지 않은 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한 입법으로 생

각된다. 

Ⅱ. 삭제청구권

1. 요건

정보주체가 삭제청구권을 행사하여 해당 정보가 삭제되면, 정보처리자는 더 

이상 그 정보를 처리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정보처리의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

한다는 점에서 삭제청구권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이익보다 정보주체의 개인

정보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구제수단이다. 이 점에서 삭제청구권의 행사

요건은 신중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 

법령 행사요건 제한사유

개인정보법
 개인정보의 열람(제36조 제

1항 본문)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
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제36조 제1항 단
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
지 않는 경우(제58조)

신용정보법
 상거래관계 종료 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간 경과
(제38조의3 제1항 본문)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38조의3 제1항 단
서, 제20조의2 제2항 제1
호)

 그 밖에 예금⋅보험금의 지
급, 보험사기자의 재가입 
방지를 위한 경우 등 개인
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제38조의3 
제1항 단서, 제20조의2 제2
항 제3호)

<표 21> 삭제청구권의 행사요건과 제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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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법은 삭제청구권의 행사 요건을 전혀 제한하지 않고 있다(제36조 제1

항 본문).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제36

조 제1항 단서)에만 삭제청구권이 제한된다.968) 이 점에서 개인정보법상 삭제청

구권 규정이 정보주체에게 남용의 여지를 주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969) 정정이 

곤란한 경우에만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삭제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야 한다는 해석론도 발견된다.970)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개인정보법처럼 삭제청구권의 행사요건을 전혀 

제한하지 않는 예는 매우 드물다. 대부분의 입법례는 삭제청구권의 행사요건을 

개인정보가 부정확한 경우,971) 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개인

정보 수집⋅이용⋅제공이 이루어진 경우,972) 개인정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973)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참고로 GDPR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의 삭제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정보처리에 관

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도 균형 있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974) 입법

론적으로 참고할 만한 입법례라고 생각된다.

968) 다른 법령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대상으로 명시하는 경우로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관한 
통신비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거래기록에 관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등이 있다. 행정자치부 (2016), 313-314면. 

969) 최경진, “‘잊혀질 권리’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ECJ) 판결의 유럽 법제상 의미와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 법학논총 제38권 제3호 (2014), 82면. 

970) 박준석 (2016), 158면. 그 밖에 개인정보법상 삭제청구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한 유형인 삭제청구에 관하여 “개인정보의 저장이나 보유가 허용되지 않
거나 정보보유자의 직무수행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를 요건으로 한다고 보
는 견해로는 법무부 연구보고서, 정보기본권의 헌법적 체계화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김상겸, 2017. 4), 98면. 다만 개인정보처리자 입장에서는 법원이나 규제당국이 삭제의 
의미를 위와 같이 해석하리라고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경
우 위와 같은 해석에 기초하여 그 요구를 거절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971) DPD 제12조 (b)항. 

972) 일본 개인정보법 제30조 제1항. 

973) 독일 연방 정보보호법 제20조 제2항. 

974)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경우, 법령에 따른 법적 의무를 따르거
나 공익을 위한 과업을 수행하거나 정보처리자에게 주어진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경우, 공중 보건 역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 목적 또는 과학
적⋅역사적 조사 및 통계 목적에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그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제17조 제3항), 정보처리자는 
삭제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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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과

령 행사효과

개인정보법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제36조 제2

항)

신용정보법

 지체 없이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고 그 결과를 신
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함(제38조의3 제2항) 

 제한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고, 그 결과를 신
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함(제38조의3 제3항)

<표 22> 삭제청구의 효과

정보주체가 삭제청구권을 행사하 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삭제청구를 거절

할 수 있는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삭제청구의 대상이 된 개인정보는 삭제된다. 

이때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인정보법 제36조 제3항).

Ⅲ. 처리정지청구권

1. 요건

처리정지청구권은 그 개인정보가 어떠한 정당화사유에 근거하여 처리되었는

지를 묻지 않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더 이상 처리하지 못

하게 한다.975) 처리정지청구권은 동의철회권과 그 효과가 같지만, 정보주체의 

동의에 근거하여 개인정보가 처리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동의철회권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976) 따라서 처리정지청구권은 상당히 강력한 구제수단일 수밖

에 없고, 그 행사요건을 신중하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개인정보법은 처리정지청구권의 행사요건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고, 공공

기관에 대하여 처리정지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대상을 등록대상인 개인정

975) 행정자치부 (2016), 317면. 

976) 이창범 (2012), 3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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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977) 한편 

제37조 제2항은 몇 가지 제한사유를 두고 있는데, 이 제한사유들은 개인정보 수

집⋅이용 시에 적용되는 정당화사유(제15조 제1항)와 거의 유사하다. 다만 앞서 

살펴본 이익형량에 관한 정당화 사유(제15조 제1항 제6호)는 여기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977)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아래 개인정보파일(제32조 제2항)에 
대하여는 처리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국가 안전, 외교상 비 ,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
보파일

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
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3.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
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4.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5. 다른 법령에 따라 비 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법령 행사요건 제한사유

개인정보법

 공공기관의 경우: 등록대
상인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해당
하는 것(제37조 제1항 단
서)

 그 외의 경우: 없음(제37

조 제1항 본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제37조 제2항 제
1호)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
우(제37조 제2항 제2호)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제37조 제2항 제3

호)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
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
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표 23> 처리정지청구권의 행사요건과 제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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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과

정보주체가 처리정지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7조 제2항의 

제한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해당 개인정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조치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청구권 행사 목적에 부합하는 것

이어야 한다고 설명된다.978) 개인정보 파기 외에 가능한 조치로는 해당 개인정

보를 분리하여 별도의 개인정보파일에 보관하는 것, 해당 개인정보를 제한적으

로 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있다.979)

법령 행사효과

개인정보 보호법
 해당 개인정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제37조 

제4항)

<표 24> 처리정지청구의 효과

Ⅳ. 일시중지청구권

1. 요건

일시중지청구권은 개인정보 처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도록 하는 권리이다. 개

인정보처리자가 앞으로 해당 개인정보를 처리할 가능성을 남겨둔다는 점에서, 

일시중지청구권은 정보처리의 중지를 구할 권리 가운데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

978) 행정자치부 (2016), 318면. 

979) 행정자치부 (2016), 318면.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
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
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
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
히지 아니한 경우(제37조 
제2항 제4호)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
되지 않는 경우(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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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장 적게 침해하는 구제수단이다. 이 점에서 일시중지청구권은 처리정지청

구권과 비교하여 그 행사요건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성이 낮다고 생각된다. 위치

정보법은 일시중지청구권의 행사요건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다.

법령 행사요건 제한사유

위치정보법  없음(제24조 제2항)  없음(제24조 제2항)

<표 25> 일시중지청구권의 행사요건과 제한사유

2. 효과

정보주체가 일시중지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이 

일시적으로 중지된다. 이후 어떠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개인정보처리자가 다시 

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정보주체가 일시중지청

구권을 행사하면서 중지 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되겠지만, 그 외

의 경우에는 다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위치정보법상 

일시중지청구권은 비교법적으로 독일 연방 정보보호법의 차단권(Sperrung von 

Daten), GDPR의 처리제한권(right to restriction of procession)과 비슷한 성격의 권

리인데, 이들 입법례도 다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독일 연방 정보보호법980)과 GDPR981)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용⋅제공이 가능한 예외사유를 함께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 특기

할 만하다. 

980)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해당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못하게 되지만(제
20조 제7항), 연구 목적, 증거 목적, 그 밖에 정보처리자나 제3자의 우월한 이익을 위하
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정보가 차단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목적을 위한 이용 
및 제공이 허용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이용⋅제공이 
가능하다(제20조 제7항, 제35조 제8항).

981) 해당 정보를 저장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다른 처리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지만(제18조 제2항), 법률상 청구(legal claim)의 성립, 행사, 항변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의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처리가 
가능하다(제1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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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행사효과

위치정보법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의 일시적인 중지(제24조 

제2항)

<표 26> 일시중지청구의 효과 

Ⅴ. 임시조치청구권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

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

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

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가 공개된 경우에는 그 정보가 출력물 형태로 전

달되거나 구두로 언급된 경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내용이 빠른 속도로 

널리 전파될 위험이 있다. 그런데 그와 같이 권리가 침해된 사람이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은 그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지나치게 확장될 우려가 있다. 정보

통신망법 제44조의2는 그로 인한 피해를 조속히 차단하는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감면해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982) 

1. 요건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청구권의 행사 요건은 (i)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

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ii)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

리가 침해되었을 것, (iii) 침해를 받은 자의 침해사실 소명 세 가지이다. 정보통

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라고만 언

급하고 있으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역시 이에 포함될 수 있다.983) 그러므로 정

보게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자신의 블로그에 ‘전체공개’로 설정하여 게

982) 황창근 (2009), 255면. 

983) 이를 예시적 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인다. 황창근 (2009), 264면. 반대
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이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견해로는 구태언, “잊힐 권
리의 국내법상 검토 및 발전방향”, 정보법학 제18권 제3호 (2014), 13-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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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경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임시조치청구권을 행

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효과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 신청이 있으면,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44

조의2 제2항).98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정보주체는 그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한편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

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임시조치(해당 정보

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제44조의2 제4항). 그

런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권리 침해 사실이 명백하고 이해당사자 사이에 다툼

이 전혀 예상되지 않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정보게재자는 그 게

시물의 삭제를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권

리 침해 사실이 명백한지를 판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따라

서 현실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거의 모든 경우에 임시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게 된다.985) 

한편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를 취한 이후에 정보

게재자가 이에 불복할 수 있는지, 임시조치 기간(30일 이내)이 경과한 뒤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

을 두고 있지 않다.986) 그에 따라 임시조치 이후의 절차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자율적 절차는 이용약관을 통하여 이용계

약으로 편입되고,987) 이용계약의 상대방인 정보게재자에게 효력을 미친다. 정보

984)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은 이러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가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985) 황창근 (2009), 255면. 

986) 황창근 (2009), 274면은 이를 저작권법 제103조와 비교하면서, 입법의 오류라고 지적한다. 

987) 가령 네이버 이용약관 제16조는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청구권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
게 규정하고, 세부적인 절차는 네이버가 정한 게시중단요청서비스에 따른다고 정한다. 

네이버, “네이버 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 네이버 정책 http://policy.naver.com/rules/service. 

html#a16 (2018. 6. 14. 확인). 다음 서비스약관은 제11조 제5항 내지 제7항에서 정보통
신망법상 임시조치청구권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다음, “약관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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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제공자마다 임시조치 이후의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겠으나, 일반적

인 절차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우선 임시조치가 이루어진 뒤에 정보게

재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재게시 요청을 할 수 있다.988) 그 경우 

임시조치 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게시물이 복원된다. 임시조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정, 사법기관의 판단 등이 있으면 해당 게시

물이 곧바로 복원될 수 있다. 이처럼 게시물이 재게시 요청에 따라 복원된 뒤에

는 같은 게시물에 대하여 다시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 없다.989) 반면 정보게재자

의 재게시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임시조치 기간이 경과한 뒤 해당 게시물이 삭

제된다.

Ⅵ. 검토

개인정보 보호법제상 금지청구 관련 권리들이 구제수단으로서 적절히 기능하

려면 그 행사 요건과 그에 관한 제한 사유가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우선 행사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으면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보

호법제상 금지청구 관련 권리들을 행사하기 어렵게 되고, 정보주체의 신속하고 

실효적인 권리구제는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반대로 제한 사유가 지나치게 엄

격하게 설정되어 있으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대부분의 경우 정보주체의 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게 되어,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가지는 

정당한 이익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제상 금지청구 관련 

권리들의 행사 요건과 그에 관한 제한 사유는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합리적인 수준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금지청구 관련 권리들의 행사 요건과 그에 

관한 제한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어, 다소 정보주체

다음 http://policy.daum.net/info/info (2018. 6. 14. 확인). 

988) 네이버, “재게시 요청방법”, 네이버 고객센터, https://help.naver.com/support/service/main. 

nhn?serviceNo=958&categoryNo=1237 (2018. 6. 14. 확인) 및 다음 서비스약관 제11조 제6

항 참조. 

989) 네이버, “명예훼손/기타권리침해 게시중단건 재게시 요청”, 네이버 고객센터, https://help. 

naver.com/support/contents/contents.nhn?serviceNo=958&categoryNo=1244 (2018. 6. 14. 확인) 

참조. 다음 서비스약관은 이처럼 같은 게시물에 대한 게시중단 요청을 반복할 수 없다
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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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익에 치우친 인상을 준다. 가령 과거의 어느 시점에 관한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그 시점을 기준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 는데 그 정보를 최신의 것으로 

정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

를 받은 뒤에 별다른 이유 없이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등, 정보주체가 

합리적이지 않은 요구를 하는 경우에도 현재의 개인정보 보호법제 하에서는 개

인정보처리자가 이를 거절할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우리 개인정

보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금지청구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를 계속하

여 처리한 경우는 물론, 정보주체의 금지청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

은 경우에도 형사적 혹은 행정적 제재를 부과하고 있고,990) 개인정보법상 손해

배상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정보주체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지나치게 비합리적인 요구를 하 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요구를 거절한 경우

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제3절 단체소송을 통한 정보주체의 금지청구권 행사

Ⅰ. 의의 및 도입 배경

1. 집단적 분쟁해결의 필요성

동일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상황에서는 각각의 

피해자 개인이 가해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를 전보 받도록 하는 것

이 비현실적이거나 비효율적일 수 있다.991) 소송 수행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 

비용 등을 고려하면 개별 피해자가 아예 소송을 통한 권리 구제를 포기할 가능

성도 낮지 않다.992) 특히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의 전체 크기는 작지 않지만 피

해자 개개인이 입은 손해의 크기가 작은 경우,993) 피해자에게 사회적⋅경제적 

990) 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개인정보법 제73조 제2

호 및 제3호), 후자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같은 법 제75조 제2항).

991) 강수미, “소비자단체소송의 소송법상 쟁점에 관한 고찰”, 비교사법 제24권 제3호 (2017), 

1384면은 이를 “분쟁이익의 집단화”라고 표현한다. 

992) 강수미 (2017), 1384면.

993) 함 주, “소비자단체소송의 법적 성질과 집단분쟁해결 시스템의 구축 방향”, 법조 제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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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이 불충분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관철시키기 어려운 경우994)에는 더

욱 그러하다. 그에 따라 위와 같은 사안에서 피해자들이 집단적으로 권리 구제

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집단적 분쟁해결 메커니즘이 논의되어 왔다. 

비교법적으로 보면 미국은 집단소송(class action) 제도를, 독일은 단체소송

(Verbandsklage) 제도를 각각 집단적 분쟁해결 메커니즘으로 발전시켜 왔다. 미

국의 집단소송 제도는 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용되며, 피해자의 손해를 

사후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반면 독일의 단체소송 제도는 피해자가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도록 하여, 침해행위의 제거 또는 손해 발생의 방지를 

도모한다.995) 우리나라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몇몇 법령에서 집단소송 및 

단체소송을 도입하고 있으나, 아직 그 활용 빈도가 높지는 않다. 

가. 독일식 단체소송 제도

독일식 단체소송 제도는 당해 사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 단체

가 자기의 이름으로 피해자 전체의 이익을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한다.996) 단체소송 제도는 1909년에 ｢부정경쟁방지법(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을 통하여 처음 도입되었고,997) 이후 ｢소비자 권리 등 침

해행위의 부작위를 구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Unterlassungsklagen bei 

Verbraucherrechts- und anderen Verstößen, 이하 “부작위소송법”이라 한다)｣에도 

도입되었다. 이처럼 독일은 일반법인 민법, 민사소송법 등에서는 단체소송 제도

를 도입하지 않되, 몇몇 특별법을 통해 단체소송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전통적인 형태의 단체소송에서는 금지청구만이 허용되나, EU의 향으로 도입

된998) 다른 집단적 분쟁해결 메커니즘에서는 손해배상청구,999) 이익환수청

권 6호 (2009), 100면; 박희주⋅강창경⋅김 신,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운용평가 및 개
선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보고서 (2011. 7), 22면은 소액⋅다수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단체소송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설명한다.

994) Micklitz/Rott, Münchener Kommentar zur ZPO, 5. Auflage (2017), Abschnitt 1. Ansprüche 

bei Verbraucherrechts- und anderen Verstößen, § 1, Rn. 3.

995) 박민 , “미국의 소비자보호 Class Action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연구 제20권 제2호 
(2009. 9), 176면. 

996) 함 주 (2009), 100면. 이 점에서 단체소송은 ‘단체주도형’ 제도로 이해된다. 이시윤 
(2015), 756면. 

997) 박희주⋅강창경⋅김 신 (2011), 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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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1000) 등도 가능하다. 

부정경쟁방지법상 단체소송에 관한 규정은 기업이 같은 법 제3조 내지 제7조

를 위반한 경우에 적용된다. 위반행위로 인한 권리 침해 위험이 현존하는 경

우,1001) 위반행위가 이미 완료되었지만 그 위반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

에1002) 부작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부작위소송법의 규정들은 기업

이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된다(제2조 제1항). 같은 

법 제2조 제2항은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규정’을 나

열하고 있고,1003) 여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처리의 허용 기준에 관한 규

정들도 포함된다(제11호).1004) 

독일식 단체소송 제도에 관하여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

다.1005)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가 실제로 소비자 보호에 크게 기여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비판의 주된 근거이다.1006) 독일식 단체소송 제도를 

998) 1998년에 제정된 ｢소비자 이익의 보호를 위한 금지청구에 관한 지침(Directive 98/2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y 1998 on injunctions for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nterests)｣을 말한다. 

999) 독일 민사소송법 제79조는 소비자단체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 받아 그
에 관한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Piekenbrock, BeckOK ZPO, 

28. Edition (2018), § 79, Rn. 13-14.

1000) 독일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는 소비자단체가 단체소송을 통하여 사업자가 위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위 제도는 도입 당시의 우려
와 달리 잘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Köhler, UWG Kommentar, 36. 

Auflage (2018), § 10, Rn. 2. 

1001) Bornkamm, UWG Kommentar, 36. Auflage (2018), § 8, Rn. 1.16.

1002) Bornkamm (2018), § 8, Rn. 1.40.

1003) 부작위소송법 제2조 제2항의 법 규정들은 예시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소
비자 보호에 관한 다른 법 규정들을 위반한 경우에도 부작위청구소송 제기가 가능하
다. Kristin Köpernik, “Zur Notwendigkeit einer Verbandsklage bei Datenschutzverstößen”, 

VuR 2014, 240, 240.

1004) 연방 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 규정들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인지는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 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부작
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가 불분명하 는데, 이러한 해석상의 문제는 법 
개정 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 규정을 부작위소송법 제2조 제2항에 포함시킴으로
써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Micklitz/Rott, Münchener Kommentar zur ZPO, 5. Auflage 

(2017), UKlaG § 2 Ansprüche bei verbraucherschutzgesetzwidrigen Praktiken, Rn. 30.

1005) Meller-Hannich, “Sammelklagen, Gruppenklagen, Verbandsklagen - bedarf es neuer 

Instrumente des kollektiven Rechtsschutzes im Zivilprozess?”, NJW-Beil 2018, 29, 30; 함
주 (2009), 127-1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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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뜬 우리 단체소송 제도에 대하여도 같은 비판이 가능하다. 나아가 우리 단체

소송 제도는 남소 방지라는 명목 아래 독일의 그것보다 더욱 엄격한 요건을 마

련하고 있어, 피해자 구제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더욱 적다고 보인다. 

나. 미국식 집단소송 제도

미국식 집단소송 제도1007)는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다수의 당사자 가운데 

1명 혹은 여러 명이 그 다수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1008) 미

국은 민사사건에서 집단소송의 가능성을 널리 인정하고 있다. 집단소송은 원래 

형평법상의 구제수단으로 출발하 으나,1009) 연방 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제23조를 통하여 연방법원이 다루는 모든 민사사건으로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1010) 

연방 민사소송규칙에 따르면 집단소송은 (i) 집단의 규모가 매우 커서 모든 당

사자가 공동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ii) 그 집단에 공통

된 법률 문제 또는 사실 문제가 존재하며, (iii) 집단을 대표하는 당사자가 제기

하는 주장이나 항변이 그 집단이 할 수 있는 주장이나 항변의 전형적인 모습이

고, (iv) 그 대표당사자가 집단 전체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보호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된다(제23조 (a)항). 

독일의 단체소송 제도와 달리, 미국의 집단소송 제도는 실제로도 널리 활용되

고 있다. 그에 따라 집단소송 제도의 남용 가능성도 대두되기 시작하 다. 가령 

집단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 으나 집단 구성원 간 손해배상액수가 합리적 이

유 없이 차등적으로 배분되는 경우, 집단소송에 앞서 이루어지는 고지(Class 

Notice)의 내용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집단 구성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이

1006) Tilp/Schiefer, “VW Dieselgate - die Notwendigkeit zur Einführung einer zivilrechtlichen 

Sammelklage”, NZV 2017, 14, 15.

1007) 이를 ‘대표당사자소송’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시윤 (2015), 756면; 송혜진, 

“피해액에 따른 소비자분쟁의 집단적 구제제도”, 재산법연구 제34권 제2호 (2017), 64

면 등. 본문에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상 용어이기도 한 ‘집단소송’이라는 표현을 사
용하기로 한다. 

1008) 연방 민사소송규칙 제23조 (a)항. 이 점에서 집단소송은 ‘개인주도형’ 제도로 이해된
다. 이시윤 (2015), 756면.

1009) Hansberry v. Lee, 311 U.S. 32 (1940). 

1010) Montgomery Ward & Co. v. Langer, 168 F.2d 18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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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그것이다.1011) 이에 더하여 위와 같은 남용 가능성이 연

방법원보다 각 주 법원에서 더욱 현저히 드러난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일정한 

집단소송 사건을 연방법원이 담당하도록 하는 ｢집단소송 공정화법(Class Action 

Fairness Act of 2005)｣이 도입되기도 하 다.1012)

2. 우리 법의 집단소송 및 단체소송

가. 개관

우리 법에서 집단소송을 도입한 법령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유일하다. 

이 법은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을 증권관련 집단소송으로 정의한다(제2조 제1호).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62조, 제170조, 제175조, 제177조, 

제179조 각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한해서만 제기할 수 있다(제3조). 법원

의 소송허가가 있어야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 집단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미국식의 집단소송 제도

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1013) 

한편 단체소송을 도입한 법령으로는 개인정보법과 ｢소비자기본법｣이 있다. 위 

두 법령의 단체소송 제도는 기본적인 틀에서 독일식의 단체소송 제도를 받아들

인 것으로 이해된다.1014)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단체가 전체 피해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점, 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청구하도록 한

다는 점이 그러하다. 한편 법원의 소송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은 미국식의 집단소

송 제도에서 발견되는 특징이다.1015) 

1011) Sarah S. Vance, “A Primer on the Class Action Fairnes Act of 2005”, 80 Tul. L. Rev. 

1617, 1618 (2006). 

1012) 위 법률의 입법 배경에 관하여는 Thomas E. Willging & Shannon R. Wheatman, 

“Attorney Choice of Forum in Class Action Litigation: What Difference Does it Make?”, 

81 Notre Dame L. Rev. 591, 594 (2006) 참조. 

1013) 이시윤 (2015), 758면. 

1014) 호문혁 (2016), 902면; 조만형,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에 관한 소고”, 토지공법연
구 제60권 (2013), 373면. 한편 함 주 (2009), 109면은 우리 법의 단체소송이 독일식 
단체소송과 미국식 집단소송을 혼합한 새로운 형태의 단체소송이라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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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가 제20조1016)를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제70조 각 

호의 단체가]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소비

자단체소송으로 정의한다(제70조).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의 요

건은 법 제70조에 상세히 정해져 있으며, 이에 더하여 법원의 소송허가가 있어

야 비로소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73조). 

개인정보법은 소비자기본법의 그것과 비슷한 내용의 단체소송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만, 소비자단체소송보다 요건이 한층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다. 우선 

개인정보 단체소송은 법 제51조 각 호의 단체만이 제기할 수 있는데, 이들 단체

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

하지 않은 경우에 비로소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의 소송허가가 있어

야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소비자단체소송의 경우와 같다(제55조). 

나. 이용 현황 및 평가

집단소송과 단체소송은 개별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 받기 어

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법제도이다. 그러나 실

제로 집단소송 및 단체소송이 이용된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1017) 집단소송 및 

단체소송 제도가 일반 국민에게 널리 인식되지 못한 탓도 있겠으나, 특히 단체

소송의 경우 제도 자체에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고 보인다. 

1015) 함 주 (2009), 93면. 소송허가 요건에 관하여는 비판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강
수미 (2017), 1400면; 박희주⋅강창경⋅김 신 (2011), 135면.

1016) 소비자기본법 제20조는 국가가 정한 기준에 위반되는 물품등의 제조⋅수입⋅판매⋅제
공 금지(제1항), 국가가 정한 표시기준의 위반 금지(제2항), 국가가 정한 광고기준의 
위반 금지(제3항), 국가가 지정⋅고시한 행위의 금지(제4항), 국가가 정한 개인정보의 
보호기준 위반 금지(제5항)에 관하여 정한다. 

1017)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경우 단체소송보다는 사건 수가 많지만, 실제로 판결에 이른 것
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2가합17061 판결이 유일하다. 위 판결에 관
하여는 피고가 항소하 으나, 2017. 7.경 항소가 취하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권관
련 집단소송 사건 현황은 대한민국 법원, “증권관련집단소송 공고”, 대한민국 법원 대
국민 서비스, https://www.scourt.go.kr/portal/notice/securities/securities.jsp (2018. 6. 14. 확
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단체소송의 경우 소비자단체소송이 도입된 이래 단 1

건이 제기되었는데, 원고 단체들의 소 취하로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한다. 위 사건의 
경과에 관하여는 박희주⋅강창경⋅김 신 (2011), 48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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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소송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주체는 당해 소송의 결과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한편 단체가 소송을 수행한다고 하여 소송비용이 적

게 드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 개개인이 부담하 을 소송비용을 단체가 부담할 

따름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소송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부담하면서 단

체소송을 수행할 여력이 있는 단체는 많지 않다.1018) 더구나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기 때문에, 단체소송을 통하여 피해자가 

권리를 구제 받을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1019) 

남소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중첩적으로 도입된 것 역시 문제점으

로 지적되고 있다.1020) 소비자기본법상 편면적 변호사 강제주의(제72조), 법원의 

소송허가(제73조),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른 단체의 단체소송 제기 배

제(제75조) 등은 모두 남소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1021) 그런데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이 단체소송 제도의 성질이나 실제 활용 

가능성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도입된 것인지는 다소 의문스럽다. 이에 

관하여는 가령 원고의 경우에만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1022)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 관련 요건이 법령에 정해

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소송허가를 요구할 필요가 있는지, 청구기각 판결

의 경우에만 다른 단체의 소송 제기를 막아야 할 근거가 있는지 등 다양한 의

문이 제기될 수 있다.

1018) 함 주 (2009), 120-121면은 단체소송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적 능력을 갖춘 
소비자단체를 생각하기 어렵다고 한다.

1019) 강수미 (2017), 1398면은 우리 소비자단체소송 제도의 단체 요건이 다른 입법례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다고 평가한다. 

1020) 박희주⋅강창경⋅김 신 (2011), 11-12면은 단체소송을 도입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관련 논의 과정에서 기업 등 이해관계인의 입장이 지나치게 큰 폭으로 반 된 것이 
이러한 문제를 가져왔다고 한다. 

1021) 박희주⋅강창경⋅김 신 (2011), 12면. 개인정보법 역시 이와 같은 규정들을 두고 있
다. 

1022) 소비자기본법과 개인정보법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참고하여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
입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상 변호사 강제주의는 원고와 피고에
게 모두 적용된다는 차이가 있다(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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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개인정보법상 단체소송

1. 요건

개인정보법상 단체소송의 제기 요건은 (i) 법 제51조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일 

것, (ii)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않았을 것 두 가지이다.

가. 단체 요건

개인정보법 제51조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로 다음 두 유형을 제

시하고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

록한 소비자단체이다. 이 유형의 단체는 (i)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여야 하고, (ii) 단체의 정회원 수가 1천 명 

이상이어야 하며, (iii)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 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은 소비자기본법 제70조 제1호의 그것과 거의 같다. 

두 번째 유형은 ｢비 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 리민간단체이다. 

이 유형의 단체는 (i)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100명 이상의 정

보주체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아야 하고, (ii) 정관에 개인정보 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어야 하며, 

(iii) 단체의 상시 구성원 수가 5천 명 이상이어야 하고, (iv) 중앙행정기관에 등

록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은 소비자기본법 제70조 제4호의 그것과 거의 

같지만, 단체소송 제기를 요청하는 소비자 또는 정보주체의 숫자 측면에서 개인

정보 단체소송의 요건이 더욱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다.1023) 

위와 같은 단체 요건에 관하여는 적지 않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우선 개별 

요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가령 소비자단체에 관한 (ii) 요건

은 정회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상시 정회원 수가 1천 명 이상이어야 하

는 것인지 제소 당시에만 1천 명 이상이면 되는 것인지가 불명확하다는 것이

다.1024) 또한 단체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실제로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1023) 소비자단체소송의 경우 50인 이상의 소비자로부터 단체소송 제기를 요청 받으면 족하
다. 소비자기본법 제70조 제4호 가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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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불가능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소비자단체로서 위의 세 요건을 갖춘 단체

나 비 리민간단체로서 위의 네 요건을 갖춘 단체를 찾아보는 것 자체가 현실

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1025) 

나. 집단분쟁조정 요건

개인정보법 제51조 각 호의 단체가 단체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먼저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집단분쟁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는 개인정보법 시행령 제52조가 정하고 있다.1026) 집단분쟁

조정은 당사자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함으로써 성립하고

(제47조 제3항 및 제4항), 집단분쟁조정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

된다(제47조 제5항). 

개인정보법 제51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

조정 결과를 수락하지 않은 것을 단체소송의 제기 요건으로 규정하여, 단체소송 

제도의 운 을 집단분쟁조정 제도의 그것과 연계시키고 있다. 단체소송이 필요 

이상으로 남발할 것을 우려하여 이러한 규정을 둔 것이라고 설명되지만,1027) 굳

이 집단분쟁조정 전치주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개인정보법은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

고 있어, 실제로 개인정보법상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례는 매우 적을 것

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집단분쟁조정의 대상과 단체소송의 대상이 같지 않다는 점도 문제이

다. 집단분쟁조정을 통해서는 (i) 침해행위의 중지, (ii)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iii) 같거나 비슷한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한 조치 등을 구할 수 있으나(제47조 제1항), 단체소송을 통해서는 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제51조). 이는 소비자기본법과 달리 집단

1024) 조만형 (2013), 375-376면.

1025) 조만형 (2013), 375-376면은 가령 비 리민간단체의 경우 상시 구성원의 수가 5천 명 
이상인 단체 자체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1026)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려면 피해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정보주체가 50명 이상이어야 
하고(시행령 제52조 제1호),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어야 한
다(시행령 제52조 제2호). 

1027) 행정자치부 (2016), 3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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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전치주의를 취하면서도 소비자기본법의 단체소송 관련 조문을 그대로 

개인정보법에 옮겨오면서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1028) 

Ⅲ. 개인정보단체소송에서 판결의 효력

개인정보법 제56조는 “확정판결의 효력”이라는 표제 아래, 단체소송에서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다른 단

체가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의하여 당해 사안에 관한 새로운 연구결과나 증

거가 나타난 경우(제1호),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제2호)에는 다른 단체가 다시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소비자기본법 

제75조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1029)

그런데 위와 같이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된 후 동일한 사안에 관한 별도의 단

체소송 제기를 배제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불명확하다. 민사소송에서 ‘확정판결의 효력’은 기판력을 가리키는 것이 보통인

데,1030) 위와 같은 규정이 기판력의 범위를 다른 단체로 확대하기 위한 취지에

서 마련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에 따라 ‘확정판결의 효력’이 기판력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1031)와 단지 제소권을 제한하는 효력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1032)가 모두 주장되고 있다. ‘확정판결의 효력’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건, 

그 효력이 청구기각판결의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다

소 의문스럽다.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된 후에 다른 단체가 같은 사안으로 단체소

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고 설명되지만,1033) 이러한 문

제는 청구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28) 조만형 (2013), 376-377면.

1029) 비교법적으로 이는 일본 소비자계약법의 향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 소비자계약법
은 기각판결뿐 아니라 모든 유형의 확정판결에 관하여 같은 효과를 인정한다는 차이
가 있다(제12조의2). 

1030) 강수미 (2017), 1409면. 

1031) 박희주⋅강창경⋅김 신 (2011), 114면; 호문혁 (2016), 907면.

1032) 강수미 (2017), 1410면.

1033) 강수미 (2017), 14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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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평가

단체소송 제도가 우리 법제도 내에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앞서 살펴보았다. 이에 더하여 개인정보단체소송에 특유한 문제점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단체소송의 근본적인 문제는 침해행위의 금지⋅중지 청구만이 허용

된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사건에서는 침해

행위의 금지⋅중지 청구가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침해행위가 1회적인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개인정보 무단 제공, 무단 공개 등의 일부 행위 유형을 제

외하면 침해가 계속하여 이루어지는 상황을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1034) 그

런데 개인정보 무단 제공, 무단 공개의 경우에도 단체소송은 실효적인 구제수단

이 되기 어렵다. 정보주체로서는 개인정보의 무단 제공 또는 무단 공개를 최대

한 신속하게 금지⋅중지하려고 할 것인데, 집단분쟁조정을 거쳐 단체소송을 제

기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우회적이기 때문이다.1035) 단체소송보다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것이 여러모로 간편한 구제수단

이다. 이 점에서도 단체소송이 활용될 여지는 거의 없어 보인다. 

소비자단체소송 제도와의 관계도 검토가 필요하다. 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

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것을 소비자단체소송의 요건으로 규정하

고 있다(제70조). 한편 같은 법 제20조 제5항은 사업자에게 국가가 정한 개인정

보 보호기준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요컨대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 그에 관한 분쟁은 소비자단체소송의 대

상이 될 수 있다. 개인정보단체소송의 요건이 소비자단체소송의 그것보다 오히

려 더 엄격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정보단체소송의 입지는 더욱 좁아진

다.1036) 

개인정보법상 단체소송 제도가 단지 장식적인 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피

해자 구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가장 간

1034) 정상조⋅권 준 (2009), 29면. 

1035) 조만형 (2013), 376면.

1036) 윤 철 (2012), 129-130면; 조만형 (2013), 3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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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해결책은 현재의 단체소송 제도를 유지하되 단체소송 제기 요건을 완화하

여 단체소송 제기 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

으로는 현재의 단체소송 관련 규정들을 대폭 개정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

도록 하는 방안, 아예 단체소송 제도를 폐지하고 집단소송 제도를 새롭게 도입

하는 방안1037)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1038) 

이와 같이 입법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는 단체소송 제도뿐 아니

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는 다른 법 제도들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단체소송 제도는 법원의 재판을 통한 사법적(司法的) 규제의 

한 유형이다.1039) 행정적 규제의 향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미국에서는 집

단소송에 의한 사법적 규제가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반면 행정적 규제가 비교

적 엄격하고 그 향력도 큰 유럽에서는 단체소송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어려웠다.1040) 이처럼 단체소송제도의 역할과 중요성은 행정적 규제의 그것과 

무관하지 않다. 단체소송에 어느 정도의 역할과 중요성을 부여할 것인지는 사법

적 규제와 행정적 규제의 상관관계 속에서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한다. 행정적 

규제가 이미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체소송 제도를 더욱 확대하

는 것은 규제의 과도화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행정적 규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피

해자들이 단체소송 제도를 포함한 사법적(私法的) 구제수단을 취하기 전에 이미 

1037) 최근 행정안전부는 2018년 하반기에 추진할 개인정보보호 정책 가운데 하나로 집단소
송 제도 도입을 언급하기도 하 다. 김상광, “행정안전부의 2018년 하반기 개인정보보
호 정책 방향”, 보안뉴스,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70423&kind=2 

(2018. 6. 19). 

1038) 집단소송이 허용되는 증권 관련 손해배상 사건과 달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사
건의 경우에는 개별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크기가 서로 같지 않을 수 있다. 이 점에
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사건에서 단체소송이나 집단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
를 허용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어느 정도 
손해액을 정액화하는 것이 가능하고, 현재 법원의 재판실무도 비슷한 사건 유형에서 
거의 동일한 손해배상액을 인정하고 있다. 적어도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단
체소송이나 집단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
각된다.

1039) Posner (2011), P. 11은 행정적 규제(administrative regulation)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보통
법을 통한 규제(common law regulation)’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1040) Brigitte Haar, “Regulation Through Litigation - Collective Redress in Need of a New 

Balance Between Individual Rights and Regulatory Objectives in Europe”, 19 Theoretical 

Inq. L. 203, 20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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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현실은 단체

소송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한다. 그러나 단

체소송 제도를 비롯한 사법적(私法的) 구제수단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

는 시각은 지금과 같은 수준의 행정적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

제 위에서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행정적 규제의 비중을 지금보다 줄이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 행정적 규제의 비중이 줄어든 만큼 단체소송 제도를 

비롯한 사법적(私法的) 구제수단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타당하다.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행정적 규제가 언제나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것은 아

니다. 행정적 규제가 엄격하게 작동할수록 자유로운 정보 이용이 필요 이상으로 

위축될 가능성도 커진다. 과소집행 혹은 과잉집행의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다. 

앞의 제2장에서는 이러한 근거에서 행정적 규제의 비중을 지금보다 줄이고 사

법적 구제수단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행정적 규제의 비중이 줄어든 만큼 사법적 구제수단의 비중을 늘린다는 기조 

아래, 단체소송 제도를 조금 더 과감하게 개편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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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불법행위법은 사인 간의 민사 분쟁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불법행위법의 해석과 적용을 통하여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

가 조절된다.1041)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기를 원하는 정보주체, 자

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처

리자 사이의 이해관계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불법행위법의 맥락을 떠나 개

인정보 보호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 사이의 이해관

계를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내용을 개관하고 문제점을 

도출한 뒤, 민사법, 특히 불법행위법이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어떠한 역

할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 다. 구체적

으로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제가 개인정보 보호의 가치와 자유로운 정

보 이용의 가치 가운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운 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민사법, 특히 불법행위법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제시하고자 하 다.

개인정보처리자를 엄격하게 규제하지만 정보주체의 보호에는 미흡한 것이 우

리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문제임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다. 제3장의 전반부에서

는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요건 판단이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 사이의 이해

관계를 미세하게 조정하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규제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자기결정

권 침해 행위를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용⋅제공 유형과 개인정보 유출 유형의 

둘로 나누어, 각각의 유형에서 쟁점이 되는 성립 요건을 중심으로 검토하 다. 

개인정보처리자의 과실을 판단하는 단계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적정한 수준에서 설정하고,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단계에서 이

익형량을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둘러싼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손해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는 정보주체에게 배상

1041) 주석민법 채권각칙(6), 48면(박동진 집필부분)은 불법행위법의 지도원리로 ‘당사자 사
이의 이해 조정’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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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할 손해와 그러한 손해에 이르지 않은 단순한 불안을 구분하며, 인과관

계를 판단하는 단계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행위와 규범적으로 인과관계가 있

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도 다루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에 관하여 논의한 뒤에는 위자료 

산정 문제도 살펴보았다. 우선 객관적인 위자료 산정 기준의 필요성을 밝히고, 

판결에 나타난 위자료 산정 사례들을 검토하 다. 그리고 위자료 액수가 불법행

위 피해자의 입장에서 소송을 제기할 유인이 되기에 충분하지 못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시 정보주체가 느끼는 정신적 고통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는다

는 점을 지적하 다. 위자료의 기준금액을 설정하고 증액 사유나 감액 사유를 

구분하여 분석한 뒤 최종적으로 위자료를 결정하는 등의 논증 과정을 거치고, 

이를 판결에서도 어느 정도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당사자는 물론 개인정보 보호

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들의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는 점도 논의하

다. 

제3장의 후반부에서는 개인정보법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마련되어 

있는 손해배상책임 관련 특칙들을 검토하 다. 고의⋅과실의 증명책임 전환, 3

배배상, 법정손해배상 제도가 그것이다. 우선 고의⋅과실의 증명책임 전환 규정

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법상 손해배상청구가 개인정보법 위반행위를 요건으로 하

고 있기 때문에 정보주체에게 그다지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 다. 3

배배상의 경우 실무상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가 상당히 낮게 설정되어 있어 3배

배상액이 정보주체에게 큰 유인을 제공하기 어렵고, 형사적⋅행정적 규제와의 

상관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법정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비

재산적 손해의 역에서 손해액에 관한 증명도 경감이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

기 때문에, 실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제4장에서는 민법상 금지청구권과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마련된 금지청구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개인정보 보호법제상 금지청구권 유사의 권

리들은 민법상 금지청구권보다 정보주체에게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수단

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에 따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사건에서는 민법상 

금지청구권이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하기 어렵지만, 가령 잊힐 권리나 프로파일

링 관련 권리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상 금지청구권 유사의 권리들을 통하여 정

보주체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전히 민법상 금지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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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마련되어 있는 금

지청구권 및 관련 권리들은 정보주체의 이익에 지나치게 경도된 경향이 있다는 

점도 지적하 다. 

본문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 것과 같이,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지나치게 엄격하고 경직되어 있다. 형사적⋅행정적 제재를 통하여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개인정보처리자 등을 처벌하거나 규제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사건을 예방하고 억지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높은 수준의 행위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적⋅행정적으로 무거운 제재를 가한다. 그런데 이러한 제

재를 가하는 것을 정당화하기에는 여전히 법의 내용에 대한 불명확성이 크다. 

사전적인 사고 예방의 역에서 형사적⋅행정적 제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민사적 구제수단의 역할을 확대하여 형사적⋅행정적 

제재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불법행위법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규율하는 유일한 법규범인 것은 아

니다. 오히려 불법행위법은 최후의 수단으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다.1042) 법을 통

한 규율 외에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 제고, 프라이버시 

증강 기술(Privacy Enhancing Technology) 등 기술적 조치1043)를 통한 보호, 개인

정보처리자의 자율 규제 등도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하여는 규제법적인 접근뿐 아니

라 불법행위법적인 접근, 법적인 접근뿐 아니라 사회문화적⋅기술적 접근이 통

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논문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

해에 대한 민사법적 구제를 개인정보 보호라는 큰 틀에서, 불법행위법이라는 또 

다른 큰 틀에서 바라보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작성되었다. 이 논문이 개인정보 

보호와 민사법적 구제에 관한 연구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1042) 박준석 (2016), 161-162면; 이원우 (2011), 267면도 손해배상제도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
생하 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1043) 기술을 통하여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을 Privacy Enhancing Technology(PET) 혹은 
Privacy by Design이라고 한다. 후자는 캐나다의 정보⋅프라이버시 위원(Information and 

Privacy Commissioner)인 Ann Cavoukian 박사가 주창한 개념이다. 이에 대한 소개로는 
Ann Cavoukian, “Privacy by Design - The 7 Foundational Principles”, Privacy by Design, 

https://www.iab.org/wp-content/IAB-uploads/2011/03/fred_carter.pdf (2018. 6. 1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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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tecting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 From Private Law Perspective

Seoul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Soeun Lee

This paper reviews the current data protection laws in Korea and discusses the 

problems thereof. Data protection laws in Korea have been criticized as too rigid 

and putting too much weight on the criminal punishment and government regulation. 

This paper studies the role of private law, tort law in particular, in the area of data 

protection, with the aim of balancing the interests of data subject and that of 

relevant parties such as the controller, processor, or recipient of the personal data. 

Chapter 2 of this paper discusses the concept of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from comparative law perspective. The Data protection laws in 

Korea have been heavily influenced by those of Germany, the U.S., and the EU. As 

such, the first part of Chapter 2 deals with how each jurisdiction has developed the 

concept of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or data privacy, and touches 

upon the relevant statutes and case laws thereof. The latter part of Chapter 2 

focuses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data protection laws in Korea, namel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the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and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Chapter 3 mainly deals with compensatory remedies to the data breach. The first 

part of Chapter 3 analyzes the issues which have frequently been raised in cases 

where the personal data have been processed without the consent of th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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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and where the personal data have been leaked by third party. The issue of 

assessing the amount of compensation is also covered in Chapter 3. The special 

rules set out in data protection laws with regard to compensatory remedies, such as 

the burden of proof, treble damages, and statutory damages are reviewed from 

thereon.

Chapter 4 discusses the preventive remedies some of which have been recognized 

by the case laws and others introduced by the data protection laws. The preventive 

measures prescribed in the data protection laws, including the right to rectification, 

erasure, and restriction of processing, may work quite efficiently, so the data subject 

may not resort to the traditional preventive remedies when such measures are 

available. However, the traditional preventive remedies may still provide the data 

subjects with appropriate measures to protect their rights that are not yet 

incorporated into the data protection laws. 

As to the conclusion, this paper maintains that more weight must be put on the 

private law perspective in the area of data protection. Of course, criminal and 

regulatory laws have their own merits in preventing the data breach or at least in 

lowering the risk thereof more efficiently than the private law. However, criminal 

punishment and government regulation do not always function as efficiently as they 

are expected to. The emphasis on the criminal and regulatory measures further raise 

the issue of chilling effect in the use of personal data. As such, the role of criminal 

and regulatory laws must be reduced in the future, while that of private law should 

be increased. In line with this, the private measures must be designed in a way 

giving the data subject more protection from the data breach. The provisions of data 

protection laws regarding the compensatory remedies, in particular, must be revised 

so that the data subject may access such measures more easily.

Key Words: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Tort Law, Data Breach, Data 

Protection

Student Number:  2014-31367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Ⅱ. 민사법적 보호
	1. 민사법적 구제수단
	2. 민법상 구제수단
	3. 개인정보 보호법제상 구제수단


	제3절 연구의 구성 

	제2장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 보호법제 
	제1절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 
	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인정과 수용
	1. 독일의 정보자기결정권
	가. 일반적 인격권
	나.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도입
	다. 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승인

	2. 미국의 정보 프라이버시
	가. 쿨리의 홀로 있을 권리
	나. 워렌과 브랜다이스의 프라이버시권
	다. 프로서의 프라이버시 유형론
	라. 헌법상 프라이버시(Constitutional Privacy)와 불법행위법상 프라이버시 (Tort Privacy)
	마. 정보 프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 개념의 발전 

	3.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 보호 논의
	가. DPD
	나. EU 기본권헌장
	다. GDPR

	4. 우리나라의 수용
	가. 초기의 논의
	나. 헌법재판소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승인
	다. 대법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판단


	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성질과 내용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법적 성질
	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나. 사권(私權)으로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다.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
	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다른 인격권의 관계
	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제2절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내용과 문제점 
	Ⅰ. 개관
	1. 개인정보 보호법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개별 법령들의 관계
	가. 논의의 배경
	나. 특별법 우선의 원칙 적용
	다. 개별 규정사항에 관한 검토


	Ⅱ.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내용
	1. 개인정보의 처리
	2.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3. 정보주체의 권리
	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다.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권리
	라.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마.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Ⅲ.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문제점
	1. 규제 수준과 보호 수준의 괴리
	2. 자유로운 정보 이용에 대한 고려 부족
	3. 규율 대상의 불명확성

	Ⅳ. 개인정보법의 해석론
	1. 개인정보의 개념
	가. 개인정보법상 개인정보의 정의
	나. 개인정보의 유형화

	2. 개인정보처리자의 개념
	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제3절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구제수단 
	Ⅰ. 구제수단 개관
	Ⅱ. 사법적 구제수단
	1. 사전적 구제수단 - 금지청구
	가. 금지청구 일반론
	나.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특칙

	2. 사후적 구제수단 - 손해배상청구
	가. 손해배상청구 일반론
	나.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특칙


	Ⅲ. 분쟁 유형에 따른 구제수단의 비교
	Ⅳ. 개인정보 보호법제 운영상의 문제점과 사법적 구제수단의 역할 
	1. 불법행위법의 역할
	2. 민사적 구제수단의 역할 확대 필요성



	제3장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제1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요건 일반론 
	Ⅰ. 개관
	Ⅱ. 고의과실
	1. 고의과실의 개념
	2. 과실과 주의의무 설정
	가. 주의의무 설정의 의의
	나. 주의의무 설정의 방식
	다. 주의의무 설정의 기준
	라. 주의의무 설정 시 고려 요소


	Ⅲ. 위법성
	1. 위법성의 개념
	2. 위법성 조각사유
	3. 인격권 침해와 위법성 판단

	Ⅳ. 손해
	1. 손해의 개념
	2. 손해 발생 판단의 규범성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의 성질

	Ⅴ. 인과관계

	제2절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용제공 
	Ⅰ. 개관
	Ⅱ. 동의 유무 및 유효성에 관한 판단
	1. 동의의 의의
	2. 동의의 방식
	가. 동의 사항의 고지
	나. 자율적 동의
	다. 개별적명시적 동의


	Ⅲ. 과실 요건과 개인정보처리자의 주의의무
	1. 개인정보 보호법제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주의의무
	2. 판례에 나타난 특별한 사정의 판단

	Ⅳ. 위법성 요건과 이익형량
	1.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정당화사유
	가. 개관
	나. 정당화사유의 내용

	2. 이익형량을 통한 위법성 조각
	가. 위법성 판단에서 이익형량의 역할
	나. 개인정보법 시행 이전의 판례
	다. 개인정보법 시행 이후의 변화
	라. 이익형량의 단계
	마. 이익형량의 고려 요소
	바. 법 개정의 필요성


	Ⅴ. 정보주체의 손해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와 손해의 관계
	2.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용제공과 손해 발생 판단
	가. 판례에 나타난 손해 발생 판단
	나. 검토



	제3절 개인정보 유출 
	Ⅰ. 개관
	Ⅱ. 개인정보처리자의 주의의무
	1. 수탁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의무
	가. 개관
	나. 수탁자에 대한 감독의무
	다.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의무

	2. 사전적 예방의무
	가. 개관
	나. 안전성 확보조치의 내용
	다. 판례에 나타난 과실 판단 기준

	3. 사후적 조치의무

	Ⅲ. 방조책임과 상당인과관계
	Ⅳ. 손해 발생 판단
	1. 개인정보 유출의 의미
	2. 개인정보 유출과 손해의 관계
	3.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 발생 판단
	4. 판례의 손해 발생 판단
	가. 주택복권통장 회원 정보 유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7. 11. 27 선고 2007나3059, 33066 판결)
	나. 리니지 II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17888 판결)
	다. 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 59858, 59841 판결) 
	라.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24555 판결)
	마. 신용카드회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5가합501956 판결) 
	바. 검토



	제4절 손해배상액 산정 
	Ⅰ. 위자료 산정 문제
	1. 위자료 산정 기준의 필요성
	2. 위자료 산정 사례 검토
	가.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용제공
	나. 개인정보 유출

	3. 검토
	가.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
	나. 당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의 고려



	제5절 개인정보 보호법제상 손해배상 관련 특칙 
	Ⅰ. 고의과실의 증명책임 전환
	Ⅱ. 3배배상
	1. 의의 및 도입 배경
	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의의
	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부분적 수용
	다. 개인정보법상 3배배상 제도의 의의

	2. 요건
	3. 효과
	4. 평가

	Ⅲ. 법정손해배상
	1. 의의 및 도입배경
	가. 법정손해배상 제도의 의의
	나. 법정손해배상 제도의 수용

	2. 요건
	3. 효과
	가. 법원의 상당한 손해액 인정
	나. 실손해배상과의 관계




	제4장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금지청구권 및 관련 권리 
	제1절 금지청구권의 행사 요건 일반론 
	Ⅰ. 개관
	Ⅱ. 침해행위의 현재성 또는 임박성
	Ⅲ. 침해행위의 위법성
	Ⅳ. 개인정보 관련 분쟁에서 금지청구권의 역할
	1. 잊힐 권리와 금지청구권
	가. 개관
	나. 잊힐 권리의 개념
	다. 정부 및 국회의 대응
	라. 잊힐 권리와 구제수단

	2. 프로파일링과 금지청구권
	가. 개관
	나. GDPR의 규정 내용
	다. 국내의 논의
	라. 프로파일링과 구제수단



	제2절 개인정보 보호법제상 금지청구 관련 권리 
	Ⅰ. 정정청구권
	1. 요건
	2. 효과

	Ⅱ. 삭제청구권
	1. 요건
	2. 효과

	Ⅲ. 처리정지청구권
	1. 요건
	2. 효과

	Ⅳ. 일시중지청구권
	1. 요건
	2. 효과

	Ⅴ. 임시조치청구권
	1. 요건
	2. 효과

	Ⅵ. 검토

	제3절 단체소송을 통한 정보주체의 금지청구권 행사 
	Ⅰ. 의의 및 도입 배경
	1. 집단적 분쟁해결의 필요성
	가. 독일식 단체소송 제도
	나. 미국식 집단소송 제도

	2. 우리 법의 집단소송 및 단체소송
	가. 개관
	나. 이용 현황 및 평가


	Ⅱ. 개인정보법상 단체소송
	1. 요건
	가. 단체 요건
	나. 집단분쟁조정 요건


	Ⅲ. 개인정보단체소송에서 판결의 효력
	Ⅳ. 평가


	제5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startpage>20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4
  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4
  Ⅱ. 민사법적 보호 5
   1. 민사법적 구제수단 5
   2. 민법상 구제수단 6
   3. 개인정보 보호법제상 구제수단 8
 제3절 연구의 구성  9
제2장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 보호법제  12
 제1절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  12
  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인정과 수용 13
   1. 독일의 정보자기결정권 14
    가. 일반적 인격권 14
    나.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도입 17
    다. 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승인 17
   2. 미국의 정보 프라이버시 20
    가. 쿨리의 홀로 있을 권리 20
    나. 워렌과 브랜다이스의 프라이버시권 21
    다. 프로서의 프라이버시 유형론 23
    라. 헌법상 프라이버시(Constitutional Privacy)와 불법행위법상 프라이버시 (Tort Privacy) 25
    마. 정보 프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 개념의 발전  28
   3.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 보호 논의 31
    가. DPD 31
    나. EU 기본권헌장 32
    다. GDPR 32
   4. 우리나라의 수용 34
    가. 초기의 논의 34
    나. 헌법재판소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승인 36
    다. 대법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판단 38
  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성질과 내용 40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법적 성질 40
    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40
    나. 사권(私權)으로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41
    다.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43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 49
    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다른 인격권의 관계 49
    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52
 제2절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내용과 문제점  56
  Ⅰ. 개관 56
   1. 개인정보 보호법 57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58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58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58
   5. 개별 법령들의 관계 59
    가. 논의의 배경 59
    나. 특별법 우선의 원칙 적용 61
    다. 개별 규정사항에 관한 검토 62
  Ⅱ.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내용 64
   1. 개인정보의 처리 65
   2.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65
   3. 정보주체의 권리 66
    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67
    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67
    다.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권리 68
    라.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68
    마.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69
  Ⅲ.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문제점 70
   1. 규제 수준과 보호 수준의 괴리 70
   2. 자유로운 정보 이용에 대한 고려 부족 72
   3. 규율 대상의 불명확성 75
  Ⅳ. 개인정보법의 해석론 76
   1. 개인정보의 개념 76
    가. 개인정보법상 개인정보의 정의 78
    나. 개인정보의 유형화 97
   2. 개인정보처리자의 개념 115
    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116
    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117
 제3절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구제수단  118
  Ⅰ. 구제수단 개관 118
  Ⅱ. 사법적 구제수단 120
   1. 사전적 구제수단 - 금지청구 121
    가. 금지청구 일반론 121
    나.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특칙 124
   2. 사후적 구제수단 - 손해배상청구 126
    가. 손해배상청구 일반론 126
    나.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특칙 126
  Ⅲ. 분쟁 유형에 따른 구제수단의 비교 128
  Ⅳ. 개인정보 보호법제 운영상의 문제점과 사법적 구제수단의 역할  130
   1. 불법행위법의 역할 130
   2. 민사적 구제수단의 역할 확대 필요성 132
제3장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134
 제1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요건 일반론  134
  Ⅰ. 개관 134
  Ⅱ. 고의과실 135
   1. 고의과실의 개념 135
   2. 과실과 주의의무 설정 137
    가. 주의의무 설정의 의의 138
    나. 주의의무 설정의 방식 138
    다. 주의의무 설정의 기준 139
    라. 주의의무 설정 시 고려 요소 141
  Ⅲ. 위법성 143
   1. 위법성의 개념 143
   2. 위법성 조각사유 144
   3. 인격권 침해와 위법성 판단 145
  Ⅳ. 손해 146
   1. 손해의 개념 146
   2. 손해 발생 판단의 규범성 147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의 성질 150
  Ⅴ. 인과관계 151
 제2절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용제공  152
  Ⅰ. 개관 152
  Ⅱ. 동의 유무 및 유효성에 관한 판단 153
   1. 동의의 의의 153
   2. 동의의 방식 154
    가. 동의 사항의 고지 155
    나. 자율적 동의 159
    다. 개별적명시적 동의 160
  Ⅲ. 과실 요건과 개인정보처리자의 주의의무 162
   1. 개인정보 보호법제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주의의무 163
   2. 판례에 나타난 특별한 사정의 판단 164
  Ⅳ. 위법성 요건과 이익형량 166
   1.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정당화사유 167
    가. 개관 167
    나. 정당화사유의 내용 169
   2. 이익형량을 통한 위법성 조각 175
    가. 위법성 판단에서 이익형량의 역할 175
    나. 개인정보법 시행 이전의 판례 176
    다. 개인정보법 시행 이후의 변화 177
    라. 이익형량의 단계 180
    마. 이익형량의 고려 요소 184
    바. 법 개정의 필요성 187
  Ⅴ. 정보주체의 손해 188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와 손해의 관계 188
   2.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용제공과 손해 발생 판단 190
    가. 판례에 나타난 손해 발생 판단 190
    나. 검토 194
 제3절 개인정보 유출  196
  Ⅰ. 개관 196
  Ⅱ. 개인정보처리자의 주의의무 197
   1. 수탁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의무 197
    가. 개관 197
    나. 수탁자에 대한 감독의무 198
    다.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의무 199
   2. 사전적 예방의무 199
    가. 개관 199
    나. 안전성 확보조치의 내용 201
    다. 판례에 나타난 과실 판단 기준 205
   3. 사후적 조치의무 215
  Ⅲ. 방조책임과 상당인과관계 216
  Ⅳ. 손해 발생 판단 218
   1. 개인정보 유출의 의미 218
   2. 개인정보 유출과 손해의 관계 219
   3.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 발생 판단 221
   4. 판례의 손해 발생 판단 223
    가. 주택복권통장 회원 정보 유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7. 11. 27 선고 2007나3059, 33066 판결) 223
    나. 리니지 II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17888 판결) 224
    다. 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 59858, 59841 판결)  225
    라.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24555 판결) 226
    마. 신용카드회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5가합501956 판결)  227
    바. 검토 228
 제4절 손해배상액 산정  230
  Ⅰ. 위자료 산정 문제 230
   1. 위자료 산정 기준의 필요성 230
   2. 위자료 산정 사례 검토 232
    가.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용제공 232
    나. 개인정보 유출 233
   3. 검토 238
    가.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 239
    나. 당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의 고려 240
 제5절 개인정보 보호법제상 손해배상 관련 특칙  241
  Ⅰ. 고의과실의 증명책임 전환 241
  Ⅱ. 3배배상 242
   1. 의의 및 도입 배경 243
    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의의 243
    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부분적 수용 244
    다. 개인정보법상 3배배상 제도의 의의 248
   2. 요건 249
   3. 효과 250
   4. 평가 250
  Ⅲ. 법정손해배상 251
   1. 의의 및 도입배경 251
    가. 법정손해배상 제도의 의의 251
    나. 법정손해배상 제도의 수용 252
   2. 요건 253
   3. 효과 254
    가. 법원의 상당한 손해액 인정 254
    나. 실손해배상과의 관계 256
제4장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금지청구권 및 관련 권리  259
 제1절 금지청구권의 행사 요건 일반론  259
  Ⅰ. 개관 259
  Ⅱ. 침해행위의 현재성 또는 임박성 260
  Ⅲ. 침해행위의 위법성 261
  Ⅳ. 개인정보 관련 분쟁에서 금지청구권의 역할 262
   1. 잊힐 권리와 금지청구권 263
    가. 개관 263
    나. 잊힐 권리의 개념 264
    다. 정부 및 국회의 대응 265
    라. 잊힐 권리와 구제수단 266
   2. 프로파일링과 금지청구권 269
    가. 개관 269
    나. GDPR의 규정 내용 270
    다. 국내의 논의 271
    라. 프로파일링과 구제수단 271
 제2절 개인정보 보호법제상 금지청구 관련 권리  273
  Ⅰ. 정정청구권 274
   1. 요건 274
   2. 효과 277
  Ⅱ. 삭제청구권 278
   1. 요건 278
   2. 효과 280
  Ⅲ. 처리정지청구권 280
   1. 요건 280
   2. 효과 282
  Ⅳ. 일시중지청구권 282
   1. 요건 282
   2. 효과 283
  Ⅴ. 임시조치청구권 284
   1. 요건 284
   2. 효과 285
  Ⅵ. 검토 286
 제3절 단체소송을 통한 정보주체의 금지청구권 행사  287
  Ⅰ. 의의 및 도입 배경 287
   1. 집단적 분쟁해결의 필요성 287
    가. 독일식 단체소송 제도 288
    나. 미국식 집단소송 제도 290
   2. 우리 법의 집단소송 및 단체소송 291
    가. 개관 291
    나. 이용 현황 및 평가 292
  Ⅱ. 개인정보법상 단체소송 294
   1. 요건 294
    가. 단체 요건 294
    나. 집단분쟁조정 요건 295
  Ⅲ. 개인정보단체소송에서 판결의 효력 296
  Ⅳ. 평가 297
제5장 결론  300
참고문헌  303
Abstract  319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