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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인류가 기록을 남기기 시작한 이후 년대 초반까지 생산된 정보 총량은 약 2000

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류가 년 넘게 걸려 생산해 낸 정보의 20 Exabyte . 2000

양을 년대에는 주일 만에 만들어 낸다 이후 년 후 세대 이동 통신2010 1 . 2010 4

의 보급에 따라 유튜브 페이스북 등 의 탄생은 정보 폭발의 시대를 (4G/LTE) , SNS

열어 인류 역사상 이상이 년 후에 생산된 정보라고 추측한 연구가 있다90% 2016 . 

현행 헌법 은 지난 년에 최종 개정된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헌법을    1987 . 「 」

개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파산하고 말았다 년 . 1987「

개정 헌법 은 미디어의 역대급 변화를 예상치 못한 물론 정보사회를 중심으로 두, 」

지 않고 개정한 헌법이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 개정에 정보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 

헌법 개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은 년대 초반부터 헌법학계에서 주장해왔고2000 , 

년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안한 헌법개정안 등을 비롯한 여러 개정안 등을 비롯2018

하여 정보기본권의 신설을 통해 심화한 정보사회에 부응하고자 한다 그리고 년 . 2020

월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데이터 법을 개8 3

정하였으나 정보 주체의 권리 강화 사항 등은 향후 과제로 남겨둔 바 있다. 

인권위원회 정보인권 보고서에 정의한 정보기본권이란 정보사회라는 새로운 생활    

환경에서 정보와 매체에 접근하고 이용하며 이를 통해 만들어진 가치를 누리는 안전

하게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라고 한다 표현과 언론의 특징은 . 

표현 기능과 인지적 동기 또는 의도를 담고 과정에 전념해야 하지만 정보는 과정, , 

원재료를 동시에 가리킬 수 있고 즉 정보는 표현 행위의 수입이고 수출이다 따라, . 

서 정보는 표현 또는 언론보다 훨씬 큰 개념이다.

인터넷 실명제라 함은 주민등록번호 혹은 기타의 기술적인 실명인증 방법을 통   , 

해서 본인으로 확인된 자만이 일정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거나 게시판을 

통해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고 당해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본인인증을 , 

위한 기술적 조치를 구축해야 할 법정의무뿐만 아니라 본인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에 의해 게시된 의견이나 글을 삭제하거나 본인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에 의한 

당해 정보통신 서비스의 이용을 차단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되며 이러한 법적 ,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재가 부과되는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한 나라이고 공직선거법 과   , 「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각각 년 년에 2004 , 2007「 」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 「

한 법률 상 인터넷 실명제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의 표」

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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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년 만에 위헌결정을 받았다 이와 반대로 5 . 

공직선거법 상 인터넷 실명제는 세 차례의 헌법소원을 거치고 결국 년 무려 2021 , 「 」

년 만에 위헌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학계에서 두 종류의 실명제를 흔히 같이 살17 . , 

펴보고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반 논의는 주로 익명표현의 자유를 둘러싸고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이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실명제는 건. , 

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입하였고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는 공정한 , 

선거 환경을 이루는 데 있다 두 실명제의 입법목적이 서로 상이한데 학계에서 이를 .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검토한 연구가 보편적이다 따라서 본문은 두 종류의 실명. 

제를 나누어 살펴보고 두 실명제의 입법목적에 기초하여 위헌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까지의 판결에서 명의 재판관 인터넷 업자 및 사회단체 사이에서도 인터    9 , 

넷 실명제 그리고 인터넷 관련 규제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다 인터넷 산업의 촉진 , . 

및 표현의 자유의 보장 내지 국민의 정보기본권 보호라는 상반된 목표달성을 위해 

기존의 정부규제 자율규제 등의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고는 정, . 

보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생긴 정보의 자유를 고려하여 인터넷 실명제를 예로 표현의 

자유를 넘어 정보기본권에 대한 정리를 한 다음 정보 주체의 권리 강화 사항 등 향

후 과제도 함께 살펴보겠다.

 

주요어 정보기본권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터넷 실명: , , , , 

제 공직선거법 익명표현 미디어 데이터 , , , , 

학  번 : 2019-2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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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서론1

제 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1

한국은 가정 내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상위권에 있어 인터넷은 국민의 일상과     

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으나 인터넷 규제가 점점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 

어 자유로운 표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넷 규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할 , 

수 있다 한국의 인터넷 규제 정책 중 특수한 규제 중 하나는 인터넷 실명제이다. . 

인터넷 실명제는 또한 본인확인제로 혼용되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 논의는 . 

년부터 시작하였고 년 공직선거법 에 도입 년 정보통신망 이용2000 2004 , 2007「 」 「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에 도입하였다 그러나( , ) . , 「 」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실명제, 

즉 상시적 실명제는 년에 폐지되었고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즉 한시적 2012 , , 

실명제는 년에 폐지되었다2021 . 

비록 한시적과 상시적 실명제 모두가 위헌 결정을 받았지만 상시적 실명제는    , 5

년 만에 폐지됐지만 한시적 실명제는 무려 년 만에 위헌 선언을 한 것이다 또한 17 . 

선거운동 기간 중의 실명제는 년 판결 전에 무려 세 차례의 위헌심판을 거쳤지2021

만 모두 합헌 결정을 받았다 세 차례 결정 중 첫 결정에서 재판관 전원이 합헌의견, .  

을 내렸고 두 번째 결정에서 , 6:21)로 의견이 갈렸고 세 번째 결정에서 합헌결, 5:4 

정으로 점점 위헌 판단으로 확인하는 추세였다 그리고 마침내 년 월에 으. 2021 1 6:3

로 위헌 결정이 내린 것이다 이처럼 헌법재판소는 매번 실명제가 개인의 표현의 자. 

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그리고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였는지를 

판단하였는데 이번 판결은 왜 전의 판결을 번복하였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리. 

고 이는 각 기본권의 한계에 대한 인식 차이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우월적인 지위를 가    

지고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적이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왜 다른 기본권보. , 

다 우월한 지위를 가졌는지 그리고 표현의 자유도 똑같이 헌법 제 조 제 항에 의, 37 2

하여 제한되고 있는데 과연 표현의 자유만으로 한시적 실명제의 위헌성을 증명할 , 

수 있느냐가 의문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의 하    “
나로 인정한 이래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적용 영역을 계속해서 확대해 오고 있다. 

1) 년 월 일 조대현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으로 인사청문을 한 조용환 변호사의 경우 천안함  2011 7 10 , 
사건에 대한 발언 문제로 선출이 되지 않아 년 개월 이상 인의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지 못했다1 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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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증을 제시하지 않

았다.”2) 따라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고유한 보호 영역을 확정하지 않은 채 그 적 

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고3)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을 증명 

하는 다른 권리가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현재 실명제 찬반 논의 중 거의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논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4)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실명제는 건전한 인터넷  ,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입하였고 공직선거법 상 인터넷 실명제는 공정한 선거 환경, 

을 이루는 데 있다 따라서 두 종류의 인터넷 실명제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인간은 각 시대가 요구하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러한 기술은 그 시대를     , 

대표하는 매체를 만들어 내고 역으로 추적하면 기본권의 변화는 매체의 발전에 의해 

변화된다 매체 기술의 발전과 그 추세에 대한 파악은 매체와 인간 매체와 사회 사. , 

이의 복잡한 관계를 더 잘 이해하게 하고 매체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도움

이 된다 차 산업혁명에 따라 기존 매체의 정체성을 흔들게 하고 데이터라는 무기. 4

로 기존 세대의 인권을 돌파하기 시작한다 인권 의식의 발전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 . 

단계적으로 분류하려는 인권 세대론 이 있는데 이는 지금과 같은 데이터 기반의 세' 3 '

계 질서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년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중 정. 2018

보기본권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는 기존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서 

파생되는 열거되지 않은 권리들에 좋은 안식처인지 검토하고 정보기본권으로부터 인 

터넷 실명제의 위헌성을 논의함으로써 새로운 논의 방향을 조금이라도 제시하였으면 

한다. 

제 절 연구의 범위2

본 논문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된 매체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정    , 

보기본권이라는 새로운 인권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정리하며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 

성을 입증하고 새로운 기본권의 신설이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현재 대표적인 관, 

련 문제에 대한 검토를 연구 범위로 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다    .

2) 전상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영역 저스티스 제 권 면 , “ ”, 169 , 2018, 5-36 .
3) 전상현 앞의 논문 면 , , 5 .
4) 자세한 논의는 황용석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 익명적 표현의 권리를 중심으로 , “ - ”, 
언론과 사회 권 호 김종철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언론규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언론과 15 2 , 2007 ; , “ ”, 
법 제 권 제 호 조소영 인터넷실명제의 의의와 한계 언론과 법 제 권 제 호 김8 2 , 2009 ; , “ ”, 10 2 , 2011 ; 
송옥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헌법적 평가와 전망 공법학연구 제 권 제 호 이준복 인터넷, “ ”, 14 1 , 2013 ; , “
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헌법적 고찰 홍익법학 제 권 제 호 김광재 선거운동기간 ”, 14 2 2013 ; , “
중 인터넷 실명제의 헌법적 고찰 법학논총 제 집 참고”, 41 ,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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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에서 우선 매체의 발전을 통해 기본권에 주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이는     2 . 

정보기본권 논의의 역사적 배경이나 전제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필요하기도 하거니

와 정보기본권을 보장하는 이유와 연결된다 이어서 정보기본권에 관한 논의로서 , . 

국내외 논의 현황 논의 필요성 내용 제한 및 한계 등에 대해 살펴본다, , , .

제 장에서는 정보기본권의 신설에 대한 이유와 연결된 논의로서 정보통신망법     3 , 

및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의 예로 왜 기존의 표현의 자유 이론이 자체의 한계

를 벗어나지 못해 새로운 해석 또는 새로운 근거가 필요한지에 관한 내용을 검토한

다.

제 장에서 현재 매체의 발전으로 인해서 발생한 실제의 사회갈등을 보여주며    4 , 

특히 와 의 의무와 권리를 명백하게 하였고 전통 종이매체가 남겨진 과제들ISP ICP , 

과 사태를 비롯하여 정보기본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로 되COVID-19 

었음에 하고 감염병 통제와 정보기본권 보호에 대해 자그마한 조언을 한다.

제 장은 위의 전체 논의를 정리하며 마무리한다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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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매체의 역사 및 정보기본권에 대한 고찰2

제 절 매체의 역사1

매체는 조직화하지 않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여 대량의 정보 및 시사 내용    , 

당대의 이슈 등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인간은 각 시대가 요구하는 기술을 발. 

전시키고 이러한 기술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매체를 만들고 역으로 추적하면 기본권

의 변화는 매체의 변화에 의해 변화된다 이처럼 인간 매체 사회는 긴 한 구조 속. , , 

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변화를 초래한다. 

인간의 언어 기원은 만 년 전부터 전재했다고 하나 공식적으로 개인의 표현    10 , 

의 자유와 국가의 권력이 긴장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한 것은 인쇄기술이 발명된 15

세기 중반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5) 세기 말 매스 미디어의 등장으로부터 매스 20

미디어는 서적 신문 잡지 녹음제품 라디오방송 영화 방송 인터넷 등 대 , , , , , , TV , 8

산업으로 분류됐다 그리고 세기 말 세기 초에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 , 20 21

전에 의해 대 대중 매체 로 분류하는 학설'7 ' 6) 외에도 매체의 종류로 분류하는 방식 

이 있었다.7) 어떤 형태의 매체를 매스 미디어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영국 미디어 이론가 맥루한은 크게 구술시대 문자시대 인쇄, , 

시대 전자시대로 매체의 역사를 구분하였다, .8) 이에 본 연구는 맥루한의 분류법과  

비슷하게 매체의 역사를 종이매체 시대와 전자매체 시대 두 개의 큰 틀에서 고찰한

다.

       종이매체 시대 I.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에는 저작은 매우 힘겹고 쉽게 실수하는 사람의 손의 과    , 

정을 통해서만 복제될 수 있었다 그 후 세기 중국의 종이 제조 기술이 중동. , 12~13

을 통해 유럽에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유럽에는 손으로 쓴 소식지 수서 (Middle East) (

신문 가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다hand-written paper) .9) 인쇄술이 등장하기 전  

서적 출판업은 대학이나 대학가를 중심으로 번성하였지만 당시 서적은 아주 귀하고 , 

소중하여 통치자의 통제는 겉에만 머물렀다.10) 뉴스레터와 같은 편지통신은 세기  15

5) 정상조ㆍ남효순 인터넷과 법률 법문사 면 , 2 , , 2005, 93 .「 」
6) 대 대중매체이란 도서 소책자 신문 잡지 등 포함한 인쇄제품 라텍스 음반 테이프 카세트 테이 7 , , , ; , , 
프 등 포함한 녹음제품 영화 라디오 방송 방송 인터넷 이동전화이다, CD, DVD ; ; ; TV ; ; .      

7) 매체의 종류로 분류하면 신문 잡지 서적 포스터 등 활자매체가 있고 영화 컴퓨터 등 영상매체 , , , TV, , 
가 있으며 라디오 음반 등 음성매체가 있고 스마트폰 등 인터넷이 있다, SNS, . 

8) ㆍ임상원 구텐베르크 은하계 활자 인간의 형성 커뮤니케이션북스 면 McLuhan , : , , 2001, 5 .「 」
9) 수서신문 나오기 전에 수도원이나 대학 권력층과 같은 엘리트 사회에서는 뉴스레터와 같은 수서 신 , 
문이 유행하기 시작했으나 피지배 계급에 속하는 시민 사회에서는 여전히 구어적인 신문에 의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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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면서 더욱 보편화되고 책보다 부피가 작아서 눈에 뜨지 않은 장점이 있어 검열에 

걸릴 확률이 작았다 이는 종교와 신령의 의식에서 납치돼 자아의식을 얻는 해방으. 

로 유럽 역사에서 사상의 계몽과 자유주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큰 도움이 됐

다. 

종교적 권위가 속세까지 지배하던 중세사회에서 이를 당연히 가만히 볼 수 없    

었다 사상의 자유는 물론 자유로운 사상의 자유 형성도 불허하고 종교적 권위가 이. 

단으로 여기는 사설이 전파되자 로마 가톨릭교회는 검열제도를 제안했다 년. 1501 , 

교황 알렉산데르 세가 무허가 인쇄 금지법안을 발의했고 이단박멸 활동은 종교재판6

소의 이단적 사상에 대한 사문 과 년 금서목록‘ ( )’ 1559 (Index of Prohibited 査問
Books)11)이 대표이다.12) 이 외에 교회는 영원한 진리를 반박하는 사람들을 화형에  

처하였다.13) 세기 후반부터 세기 중반까지 이르는 종교전쟁의 과정을 거치면서  16 17

양심의 자유란 영원한 진리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라고 표방하여 중세

를 지배해온 기독교의 권위와 신학으로부터 해방되어 세속화의 과정을 밟게 되었고, 

종교적 관용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였다.14)

교회와 정부는 성경과 정부의 정보를 전파하기 위해 인쇄업을 여러모로 지지하    

였다 그러자 다양한 사상과 교회와 정부를 비판하는 작품도 빠르게 유통될 수 있. , 

었다 그러나 인쇄소가 증가하면서 검열과 탄압이 뒤따랐다 군주는 이를 저지하는 . , . 

한편 정부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 금서 분서 검열 등의 수단으로 표현의 자유를 노, , 

골적으로 억압하고 나섰다.15) 이에 영국 사상가 존 턴 은 자신의 저 (John Milton)

서 아레오파지티카 에서 국왕의 검열제도를 격렬히 비난하여 영국의 검(Areopagitica)

열제도를 폐지하는 데 년 큰 영향을 미쳤다(1695 ) .16) 이 외 독일은 교회는 교회대로  

세속 군주는 군주대로 년 신성로마제국이 종언을 고할 때까지 이단 과 비방문1806 ‘ ’ ‘
서 에 대한 억압 정책을 계속했다’ .17)

10) 인쇄기술의 보급은 세기 말부터다 15 .
11) 로마 가톨릭교회의 금서목록은 주로 민중의 사상과 의견을 통제하기 위해 교회의 교리와 의견에 어 
긋나는 관점을 억압하는 것으로 르네 데카르트 갈릴레오 데이비드 흄 존 로크 다니엘 디포 장 자, , , , , , 
크 루소 볼테르 등의 저서를 금지하거나 검열하는 것을 포함한다 자세한 논의는 , . Castillo, M A. 

참고"Banned Books: Censorship in Eighteenth-Century England.", 2009 .
12) Pool, I. Technologies of Freedom, Belknap Press, 1983.
13) 오승훈 표현 자유의 역사 시아출판사 , , , 2006.「 」
14) 박용상 표현의 자유 현암상 , , , 2002.「 」
15) 년 영국에서는 헨리 세 때 최초의 금서목록을 공포했고 매리 시대에는 서적상와 출판업자가  1529 , 8 , 
구성한 스테이셔너스 컴퍼니 에 특허장을 주어 독점을 허용하고 이를 통해 ‘ (Stationery Company)’ , 

년을 기준으로 인쇄 권리를 두 대학과 런던시의 인쇄기 개 총 대에 한정하여 출판의 통제를 1557 21 53
가했다. 

16) Karen Sanders, , , 2007.道德与新闻 复旦大学出版社「 」
17) 구체적인 논의는  Laurie, Graeme, et al. Contemporary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김옥조 미디어법 커뮤니케이션Policy. 2010. , 1992; , , 石村善治 言論法制 表現 自由 信山社と の，「 」， 「 」
북스,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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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매체 시대         II. 

제 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간들은 전자 시대를 맞아들이게 된다 기존의 수서 신    2 . 

문 인쇄신문도 전기의 발명으로 전자 신문으로 진화하였고 라디오와 같은 전파로 , ,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청각적 매스미디어 와 같은 케이블을 이용해 전달하는 시, TV

각 청각적 매스미디어, 18) 그리고 현재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는 스마트 등은 , TV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센터의 역할을 지니고 있다.19) 융합적인 시대인 만큼 다양한  

매체는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동시 무궁무진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세기 중후기에 들어오면서 세계는 사상적으로 자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20

갈라지면서 표현의 자유도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자본주의 헌법 유형20)과 소련의 

사회주의 헌법 유형21)으로 크게 나누게 되었고 등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겪으, IMF 

면서 모든 국가는 사회 복지 국가 지향으로 엄청나게 전형하였다, .22) 그 외 시민운 

18) 라디오 매체의 기술적 토대는 무선 통신이고 년 하인리히 루돌프 헤르츠 1888 (Heinrich Rudolf 
가 최초로 전파를 증명하고 레지날드 페슨든 이 년에 세계 최초로 Hertz) (Reginald A Fessenden) 1901

라디오 전파에 목소리를 실어 전달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라디오 발전사에 한 획을 그었다 독일 최초. 
의 라디오 방송은 년에 시작하여 년 대에 라디오 사업국이 사기업으로 성립되었지만 방송 1923 1920 , 
시스템은 국가의 통제를 받았다 독일 제국 우정국은 년에 창설된 제국 방송협회지분의 를 . 1925 51%
소유하였다 독일 제국의 내각은 모든 뉴스와 모든 형식의 정치적인 보도를 통제했다 초기에는 넓은 . . 
장소에 사람들이 모여서 청취하는 홀 방송 모델이 선호되었다 그러나 마침내 가정에서 개‘ (Saalfunk)’ . 
인의 라디오를 청취할 수 있었고 청취자 수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국가 사회주의자들은 라디오방송. 
을 선전 도구로 이용하기 위해 소위 국민 라디오라는 저렴한 라디오 수신기를 개발해 라디오의 확산
을 도와주었다 제 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라디오 방송의 봄날이 다가왔다 영국의 방송사 . 2 . BBC 
모델로 삼은 공영방송 모델이 독일에 도입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라디오의 봄날은 의 등. TV
장에 따라 냉동이 다가오기 시작하여 라디오는 점점 의 보조 매체로 이용되었다 도 처음에 라TV . TV
디오의 방송 발전과 같이 소수의 방송국만 있을 뿐이다 매체가 대중의 인기를 얻도록 해준 최초. TV 
의 이벤트 는 년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대관식과 년 월드컵 경기 중계였다 헌법상의 ‘TV ’ 1953 1954 . 
일반적 관행으로는 방송의 개념을 다루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방송에 대한 개념 정의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역동적인 해석이 필요하고 현재의 멀티미디어 시대에서 볼 때 방송에 대한 개념 정의는 그다지 
의미가 있지 않아 보인다. 

19)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대중매체라는 점에서 인쇄 매체인 신문의 연속선상에 있다 방송은 라디오가  . 
제 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군용에서 일반 정보 매체로 전환되었고 는 제 차 세계대전을 기점으1 , TV 2
로 대중화되었으니 세기도 채 되지 않은 역사를 갖고 있다 신문이나 잡지처럼 라디오 방송도 주기1 . 
적인 매체다 특정한 방송 프로그램이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방송된다 그러나 라디오는 순수하. . 
게 청각 매체라는 점에서 인쇄 매체와 구별되며 청각뿐만 아니라 시각적 요소가 부가된 영화나 텔,  
레비전과도 차이가 있다.

20) 바이마르 헌법 제 조  118「 」 
모든 독일인은 일반 법률의 제한 내에서 언어 문서 출판 도서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이    (1) , , , , 

그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어떠한 노동 및 고용의 관계도 이 권리를 방해하지 못한다 그 권리의 행. . 
사에 대하여 누구든지 저해하지 못한다.
검열은 행하지 아니한다 단 활동사진에 대하여서는 법률에 따라 달리 규정할 수 있다 풍속을 해   (2) . . 

하는 저작물의 취재와 공개 관람물 및 여행에 관하여 소년의 보호를 위하여도 또한 법률에 따라 적당
한 조치를 정할 수 있다.

21) 소련 헌법 제 편 제 장 제 조 2 5 14「 」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는 현실적 자유를 노동자에게 보장하기 위해 소련 공화국은 인쇄가 자본에 의존   
하는 상태를 없애고 신문 팸플릿 문서와 이 밖의 모든 인쇄물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적, , , 
물질적 수단을 노동자 계급과 빈농의 손에 맡기고 이를 전국에 자유롭게 배분할 것을 보장한다.

22) 김옥조 앞의 책 면 ,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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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반봉건운동 및 민족해방의 독립운동을 거쳐 전 세계 각국과 지역은 민주주의가 ( ) 

보편화하였다 이러한 급격한 변동에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만 이해되어온 표현의 . 

자유가 큰 변화를 맞게 된다 비교적 평화롭고 시대에 있어서 기존 다소 항쟁 적인 . 

반대의 자유 와 말할 권리 와 달리 사람들은 발달한 매체를 통해 문화 활동을 즐기‘ ’ ‘ ’
고 세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관심이 컸다 이로 인해 각 나라 정부는 매체의 활. 

성화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규제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 시도를 

했으나 세기에 들어와 턴과 의 사상의 자유시장론, 19 ‘ 23)과 소수자의 권리‘ ’24) 

주장은 미국 등의 자유주의적 표현의 자유 이론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 ’ .25) 미 

국에서는 버지니아 권리장전 제 조12 26) 년 수정헌법 제 조 1791 1 27) 채택으로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보호를 받게 되었으며 프랑스는 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1789 “ ” 

제 조11 28)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받게 되었다. 

세기에는 인쇄 매체와 방송 매체 통신 매체가 통합되는 정보 환경에서 새로    21 , 

운 매체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는 기존의 매체의 정체성을 흔들게 하고 뉴스와 정. 

보를 생산하는 곳 에서 뉴스와 정보를 상호작용적으로 (a news-and-information site)

처리하는 플랫폼 으로 전환되는 (amore interactive news-and-information platform)

것이다.29) 이러한 플랫폼은 바로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라는  ‘ ’(a network of network)

인터넷이다 인터넷의 유래는 냉전 시기 . 미국 국방부 산하의 고등연구국 (Advanced 

23) 존 밀턴은 진리란 들판에서 오류와 맞붙어 싸우고 다른 견해와 자유롭고 공개적인 만남을 통해 정립 
된다 진리는 자유롭고 자율적일 때가 특별하게 정해진 논리나 사고의 방법에 묶여 있을 때보다 더 . 
빨리 그 자신을 드러내 보인다고 주장한다 자세한 논의는 존 밀턴ㆍ임상원 아레오파지티카 존 밀. , : 「
턴의 언론 출판 자유에 대한 선언 나남출판, , 2007.」

24) 존 스튜어트 밀은 설령 단 한 사람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 그 한 사람만이 반대의 
견을 갖는다고 해도 인류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이는 그 한 사람이 권, . 
력을 장악했을 때 전 인류를 침묵하게 할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주장한다 자세한 논의는 . 
존 스튜어트 밀ㆍ서병훈 자유론 책세상, , , 2004「 」

25) 영국의 초기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개인이 누리는 권리라기보다는 국민으로서 누리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의원들의 권리는 그들 자신은 때문이 아니라 국민과 사회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해서이다. . 
이런 상황은 프랑스혁명과 미국독립전쟁 때부터 변화 시작했다 미국과 프랑스는 독립전쟁이나 혁명. 
을 거치면서 헌법을 통해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인정하고 보호해 왔다 이후 언론 출판 표현적 행위 . (
포함 에 대한 서방 국가의 통제도 법치의 궤도를 걷고 있다 여 년의 발전과 함께 법으로 가장 먼) . 200
저 인정하고 보호해 온 언론과 출판의 자유 가 이제는 그 변화를 표현할 새로운 단어인 표현의 자' ' ‘
유 를 빌려야 할 정도로 폭넓게 변하고 있다’ .

26) 버지니아 권리장전 제 조 12「 」 
   That the freedom of the press is one of the greatest bulwarks of liberty and can never 

be restrained but by despotic governments.
27) 미국 수정헌법 조 1「 」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28)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 조 11「 」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의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로이    . 
발언하고 기술하고 인쇄할 수 있다 다만 법에 의해 규정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자유의 남용에 대해. , 
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29) 신동희 빅테이터와 언론 커뮤니케이션북스 , , ,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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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용 네트워크가 시초이다 쉽게 말하면 인터넷은 Research Projects Agency) . , 

곳곳의 컴퓨터를 연결한 전 세계적인 웹 이다 웹 이 인터넷을 통해 일방적(web) . 1.0

으로 정보를 보여주었다면 웹 은 사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여 쌍방향으로 , 2.0

소통하는 것이다.30)

인터넷 매체의 특성은 주로 가지 있다    4 .

첫째 인터넷 매체가 가진 제일 본질적인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의사소통의 쌍    , 

방향성이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확대는 새로운 네트워크 콘텐츠의 생산이 가능하게 . 

되었다 기존의 매스미디어가 일방적인 통신이라면 인터넷은 송신자 와 수신자 사. ‘ ’ ‘ ’ 
이의 개념이 모호해지며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참여하는 열린 공간

이라고 할 수 있다.31)

둘째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 및 표현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통신의 비 을 전    , 

제로 한다.32) 보통 신문사나 방송사에서는 정보를 전달하는데 취사하는 권리 편집 (

권 에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인터넷 공간 중 이러한 매스미디어를 통) . , 

하여 대중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전에 언론사 내부에서 검열하고 취사하는 게이트

키퍼 가 없다(gate keeper) .

셋째 유저들의 능동성이다 과거 매체의 개념은 정보를 취사한 후 각기 다른     , . 

수신자 에 일방적이였다 인터넷은 독자 및 시청자를 수동적인 지위와 달리 인터넷‘ ’ . 

에는 일방적인 우월적인 지위가 없고 이용자들은 세계적 범위의 정보 슈퍼마켓 에 ‘ ’
들어가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접근의 용이성이다 접근권이란 사회 공민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언론매체    , . , 

를 이용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발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인터넷은 저비, . 

30) 웹 에서 웹 으로의 패러다임 전환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일련의 폐쇄된 공간인 자신들의 사이 1.0 2.0
트에서만 어떤 활동이 가능한 서비스를 웹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웹 의 특징 내에서도 1.0 . , 1.0
공유와 개방 및 참여를 유도하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데 그 사례들이 위키피디아와 네이버 지식인 
같은 서비스들이다 이들이 바로 웹 의 폐쇄성을 개방적인 형태로 전환해 웹 의 형태로 구현한 . 1.0 2.0
사례가 된다 그다음 단계가 개방적 온라인공유 단계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각종 . . 
블로그 사이트나 싸이월드와 같은 서비스들이다 싸이월드는 일 촌 맺기와 같은 기능을 이용하여 선. 
별적으로 심층적인 정보공유를 지원하는 소셜네트워킹의 개념을 구현하고 있다 이는 이용자들의 유. 
기적인 연대를 통하여 참여 공유 개방을 유도하는 웹 의 초기 구현사례라 할 수 있다 마지막세 , , 2.0 . 
번째 단계로 온 오프라인 다차원 공유 단계에 접어들면 웹 의 개념들이 포괄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 2.0
고 볼 수 있다 모바일 인터넷이나 각종 이질적인 장치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온라인 공간은 점. 
차 오프라인과 결합되는 형태로 확장되고 있다 이단계가 구현될 수 있는 하부에는 기존의 기술에서 .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없었던 많은 제한이 극복됨으로 가능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바로 이 단계. 
를 통해서 가 확산하였고 가 확산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대표적인 서비스인 유튜브가 UCC , UCC
등장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인 논의는 노기영 뉴미디어의 의사소통과 쌍방향성 정보통신정책연구. ( , “ ”, 
원, 2008.)

31) 정상우 포털사이트 관련 법제의 현황과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면 헌법재판소 헌법재판 , “ ”, , 2007, 41 . 
연구원 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통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제한, “ ”, 2014.

32) 이인호 교수는 인쇄 매체를 통한 표현의 자유가 가능할 수 있는 조건 중에 우편제도와 서신 및 우편 
물의 비밀 보호를 들었고 아무리 인쇄 매체를 통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우편물에 대, 
한 검열이 이루어진다면 인쇄 매체를 통한 개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자세. (
한 논의는 이인호 디지털시대의 정보 질서와 정보기본권 중앙대학교 법학논문집, “ ”,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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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으로 의사소통의 장의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접근하기 쉽다. 

인터넷 매체의 범위를 명확할 수 없고 정의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서 인터넷     , 

매체가 과연 언론매체인지에 논란이 있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년에 다음과 같. 2002

은 내용을 판시한 바 있다.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 이다 공중파방송은 “ ”, “ ” . 

전파자원의 희소성 방송의 침투성 정보수용자 측의 통제능력의 결여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 , 

있어서 그 공적 책임과 공익성이 강조되어 인쇄매체에서는 볼 수 없는 강한 규제조치가 정, 

당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인터넷은 위와 같은 방송의 특성이 없으며 오히려 진입장벽이 낮. , 

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며 그 이용에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 , 

지닌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 ,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표현매체에 관한 기술의 발달은 표현의 자유의 장을 넓히고 질적 변화를 야기하고 . 

있으므로 계속 변화하는 이 분야에서 규제의 수단 또한 헌법의 틀 내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33)

이는 인터넷 규제 관련 심사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 큰 영향을 미    

쳤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인터넷 규제 정책은 이 결정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었. 

고 이후 인터넷매체에 대한 규제는 매체 중에서도 제일 자유로운 매체로 뽑힐 수 , 

있다.

헌법 제 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는 그 매체에 관하여 제한이 없음    21

으로 인터넷은 언론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된다.34) 그러나 개인과 집합적 목소리가  , 

함께 공존하는 인터넷은 가상공간에서의 개인의 무책임 무분별한 참여로 인해 토론, 

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켰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인터넷상의 표현 극대화와 , . 

인터넷 매체의 발전이라는 시대적 요청이 청소년 보호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등 , 

기타 헌법적 가차와 충돌하기도 한다.

제 절 정보기본권 일반론2

       서론I. 

인권 의식의 발전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단계적으로 분류하려는 인권 세대론    ' 3 '

에 의하면 인권의 개념은 크게 다음과 같이 발생하였다.35) 제 세대 인권인 시민적 1 ·

33) 헌법재판소 선고 헌마 2002.6.27. 99 480.
34) 조재현 언론법 동아대학교출판부 면 , , , 2007, 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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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권리는 국가의 자의적인 간섭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보호받거나 

정치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권리이다 정부의 역할을 제한하기 때문에 소극적 권리. 

로 불리고 있다 그 보호를 위해 국가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을 (negative rights) . " "

구체화하여 불간섭 비개입 을 요구하는 권리로서 로부터의 자유 로 표현된다 시( ) , ‘ ’ . …
민적 정치적 권리를 대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세계인권선언 제 조 제 조와 · 1 ~ 21

규약 혹은 자유권규약으로 불리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전문과 B " · " (

본문 개조 이다 제 세대 인권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는 사회적 평등을 기초53 ) . 2 · ·

로 배분적 정의에 근거하여 제한된 가치의 생산과 자원의 배분에서 형평성을 보장받

는 권리이다 이 권리들은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을 . 

요구하는 적극적 권리 로서 에 대한 권리 로 표현된다 경제적 사(positive rights) ‘ ’ . ·…
회적 문화적 권리를 대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세계인권선언 제 조 제 조와 · 22 ~ 27

규약 혹은 사회권 규약으로 불리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 " · · "

전문과 본문 개조 이다 제 단계 권리는 세기의 산물로서 제 세계 국가와 중( 31 ) . 3 20 , 3

심부 국가 간의 빈부격차 과도한 군비경쟁과 핵전쟁의 위협 환경파괴로 인한 생태 , ,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집합적인 수준에서 정의하고 실현되는 권리를 말한다 이 . 

집단적 권리는 특히 서구의 식민지였던 저개발국가 제 세계 혹은 선주민들의 생존, 3 , 

과 발전의 권리에 주목한다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그 집단의 발전과 번영을 저해. 

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자원개발을 위해 이들을 이용해서는 안 , 

된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기술이 빠르게 발전한 지금의 시대에 인터넷과 인권은 더욱 긴 하게     , 

얽혀있다 인터넷은 개방적이고 접근이 용이해 사람들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인권이 . , , 

행사되는 공간을 크게 넓히는 한편 정보 이용량과 게이트키퍼의 부재 및 신속한 전, 

파 등 특성은 불법 정보의 전파에 편리를 주어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와 개인의 , 

권리에 위협을 조성하기 쉽다 따라서 인터넷상 인권을 어떻게 보장하고 법적으로 . 

규제할 것인지가 세계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국내외 정보기본권에 대한 논의II. 

 

          개념 및 국내외 논의 배경1. 

앞서 서술한 전통적인 오프라인 인권이 사이버 공간에서 파생된 인권은 바로     

35) 프랑스 법학자 바삭 의 분류에 따른 이 개념은 국가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뿐만  (K.Vasak)
아니라 집단으로서 국가와 국제사회의 책임과 의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법률적 영역을 넘, 
어 정치 경제 사회복지 환경 사회개발 등 인권의 실전 영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서구적 가치의 주, , , , , 
도와 식민주의 지속 불가능한 경제개발에 대하여 아시아적 가치와 제 세계의 비판을 수용하는 것으, 3
로 시대적 변화에 따른 인권 패러다임 의 전환을 보여준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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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본권이다 정보기본권이란 정보사회라는 새로운 생활환경에서 정보와 매체를 . 

접근ㆍ이용하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가치를 누리며 안전하게 믿고 이용할 수 있는 ,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이다.36) 년 주관 하에 각국 대표들이 정보화 사회 2003 , UN 

에서의 정보 및 통신에 관련된 것들을 의논하는 제 회 정보 사회 세계 정상회의1

약칭 는 제네바에서 개최하였(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
다 정상회의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충분히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사람들이 인터넷에. 

서 정보를 얻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대한민국은 회의에서 토론 내. 

용과 입장을 정리하여 정보사회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 선언문 을 공표하였다 선언‘ ’ . 

문에서 인권의 보장은 정보 사회의 기본 원칙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특히 정“ . , 

보화 과정에서 새로운 인권 침해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보 인권의 개념, 

을 새롭게 규정하고 현재 정보화 과정이 이러한 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을 쓰여 정보인권 이라는 문구를 공식적으로 제시한 바 있.” , ‘ ’
고 정보인권 개념 수립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년 월 유엔 특별보고관인 는 유엔 인권위원회에 표    , 2011 5 Frank La Rue

현의 자유와 인터넷이라는 보고서를 내면서 년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 차 인터2011 6

넷 거버넌스 포럼 처럼 국제인권 회의는 인터넷 (Internet Governance Forum, IGF)

접근 및 무료 이용 기회가 기본 인권이라고 여러 차례 인권 관점에서 접근하고 토

론했다 년 월 유럽위원회 개국이 인터넷 통치는 국제 인권법에 따라 기본 . 2011 9 , 47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 상호 의존과 연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 

내용의 인터넷 거버넌스 가이드 원칙선언(Declaration on Guiding Principle on 

을 발표했다Internet Governance) .

년 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인터넷상의 인권 증진 보장 향유를 위한 결의    2012 6 , ' , , 

안'(Resolution on the Promotion, Protection and Enjoyment of Human Rights 

을 채택하고 세계인권선언 제 조on the Internet) , 19 37)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조19 38)를 따라 사람들이 현실에서 누리는 권리는 인터넷에서도 똑

같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년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유엔 인터넷 거버. 2012

36) 정보기본권의 개념과 관련한 다양한 주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 보고서 쪽 이하 참 , , 2013, 9
고. 

37) 세계인권선언 제 조 19「 」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38)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조 19       「 」 
모든 사람은 간섭 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1. .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2. . , ,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과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
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이 조 제 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3. 2 .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 , 
요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a)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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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스 포럼 보고서와 년 이스탄불에서 열린 회의 보고서에서는 인권에 대2014 IGF “
한 인터넷의 보호 를 강조했다” .

계속하여 년 월 유엔 인권이사회 제 차 회의에서 인터넷에서 인권의 옹    , 2016 7 32 '

호 보호 및 향유, (The promotion, protection and enjoyment of human rights on 

the Internet 를 통해 온라인 환경에서 인권 보호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좀 더 구)'

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그리고 년 대통령 헌법개정안 제 조에서 정보기본권에 대해 언급한 바     , 2018 22

있었다.39) 이는 정보화 사회로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알 권리 및  

자기 정보통제권을 명시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이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정보기본, 

권 보장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방 및 시정을 위한 것이다 이는 기존의 정보기본권에 대한 명문의 규정 . 

없이 판례와 학설에 의존하던 것에 비교하면 분명 많은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정보기술의 고도화로 위협되면서 전 세계에서 프    , 

라이버시권을 헌법상 기본권을 인정하고 있고 소수 나라에서 헌법에 개인정보통제, 

권 및 개인정보접근권을 명시적으로 제정되어 있다.40)

              국내 논의 요지2. 

정보기본권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국내에서 기존에 제시된 주장    

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현행 헌법에서 명문으로 인정된 기본권과 해석론을 통하여 도출한 기본권      (1) 

39) 년 대한민국 대통령 헌법개정안 제 조  2018 22「 」 
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다   .①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② 
국가는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40)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32. Access to information 「 」 
1.Everyone has the right of access to
a.any information held by the state; and  
b.any information that is held by another person and that is required for the exercise or  

protection of any rights.  
2.National legislation must been acted to give effect to this right, and may provide for  

reasonable measures to alleviate th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burden on the state. 
헝가리 헌법 Article VI 「 」 

(1) Everyone shall have the right to have his or her private and family life, home, 
communications and good reputation respected. 

(2) Everyone shall have the right to the protection of his or her personal data, as well as to 
access and disseminate data of public interest. 

(3) The application of the right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and to access data of 
public interest shall be supervised by an independent authority established by a cardin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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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는 정보기본권을 공적 성격의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의 자유와 사적     

성격의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 프라이버시권으로 대별하고 정보의 자유에는 표, 

현의 자유 정보공개청구권 정보접근권 정보격차를 해소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참여, ( ), 

권 정보프라이버시에는 사생활의 자유와 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있다고 서술하, , 

였다.41)

이민영은 정보인권을 정보참여권 프라이버시 정보향유권으로 대별하고 정보참    , , , 

여권에는 정보접근권 정보보안권 정보영업권이 프라이버시에는 개인정보자기결정, , , 

권 사생활권 정보향유권에는 표현의 자유 정보평등권이 있다고 서술하였다, , , .42)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인권을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 정보프라    , , 

이버시권 정보문화향유권이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43)

권건보는 정보인권은 정보사회에 새롭게 대두한 기본권이지만 정보와 관련이       , 

있는 기존의 기본권으로 포섭 할 수 있고 전통적인 기본권들만으로는 충분히 포섭, 

할 수 없는 정보인권의 영역들은 헌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서 기존의 기본 

조항이나 기타 헌법 원리 등에 근거하여 도출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44)

황성기는 정보기본권을 디지털 기본권으로 달리 부르고 익명 표현의 자유 인터    , 

넷접근 이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잊혀질 권리 디지털 정보에 대한 형사 절차적 , , , , 

권리가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45)

현행 헌법에서 해석론으로 도출할 수 없어 신설이 필요한 기본권       (2) 

정보기본권의 구체적 내용을 현행 헌법에서 해석론으로 도출할 수 없어 신설이     

필요한 기본권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은 정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민의 삶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이익과 그러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권이 무엇인

지 우선 설정하고 그러한 기본권 중 현행 헌법에서 인정하기 어려워 신설이 필요한 , 

기본권이 무엇인지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 정보기본권을 도출하여 나열한 것

이다.46)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김배원은 정보통신의 기반 확립 유지 및 정보통신의 안전과 비  보장 정보제    , , 

공권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권리 알 권리 정보수령권 정보수집권 정보공개청구( ), ( , , 

41) 이인호 정보인권 논의가 시사하는 헌법학적 프레임 디지털시대에 있어서 정보를 둘러싼 권력과  , “ : 
자유의 긴장과 조화 법학연구 제 호 면”, 3 , 2008, 37-56 . 

42) 이민영 정보인권의 법적 보장과 그 구체화 정보인권의 법적 의의와 좌표 국가인권위원회 가톨ᆞ , “ ”, – 
릭대학교 공동학술세미나, 2010.

43)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보고서 , , 2013.
44) 권건보 정보인권의 침해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헌법학연구 제 권 제 호 면 , “ ”, , 18 2 , 2012, 103 .
45) 황성기 디지털 기본권의 의의와 현황 디지털 기본권의의미와 내용 한국헌법학회 중앙대학교 ᆞ , “ - ”, 
법학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 공동주최 학술대회 한국헌법학회ᆞ , , 2017.

46) 정필운 정보기본권 신설 동향과 지향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헌법은 어떻게 수용하여야 하는가 , “ - ?”, 
미디어와 인격권 제 권 제 호 면4 1 , 2018,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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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과 정부 언론에 대한 통제권 자기정보통제권이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47)

김현철은 정보접근권 정보수집권 정보수령권 정보공개청구권 정보보호권 정    , , , , , 

보의 평등 보장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정보재산권이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48)

기타 주요국 논의 요지           3. 

가 미국              . 

미국의 기본권 개념은 일반적인 대륙법계 국가가 가진 기본권개념과 차이가 있    

어 프라이버시권 과 알 권리 등을 통해 정보기본권을 (privacy rights) (right to knows) 

논의할 수 있다.49) 이는 정보프라이버시 개념이 발전하였다 (Information Privacy) . 

미연방법원에서 정보프라이버시권을 최초로 인정한 것은 년 판1977 Whalen v. Roe 

결로 이 판결에서 헌법상의 프라이버시권은 사적인 일을 차별 없이 공개할 수 없다, 

는 개인의 법익을 보호하는 정보통제권으로서의 권리성과 사적인 일에 대한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개인의 법익을 보호하는 자율권으로서의 권리성을 가지는 것이 

명시되어 이 두 가지의 측면을 가지는 권리가 프라이버시권이라고 하였다, .50) 위 판 

결은 수정헌법 제 조의 적법절차와 자유의 보장 등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공개를 14

정부로부터 강요당하지 않을 헌법적 차원의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이후 이 같은 경. 

향은 년 프라이버시법 에 반영되어 헌법상 기본권의 지위를 공고히 1974 (Privacy Act)

하고 있다.51)

나 유럽               . 

유럽연합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규정    (The General Data Protection 

제 조 제 항은 개인정보는 식별이 가능한 개인과 모든 정보로 Regulation, GDPR) 4 1

정의하고 있으며 전문 제 조에서 정보보호가 근본적 권리 라고 , 1 (fundamental right)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처음으로 제시한 . 

국제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이다 년 월 일 이사회는 (OECD) . 1980 9 23 ,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을 채택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의 주된 목적은 프라이‘OECD ’ . 

버시와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이 동일한 지위임을 인정하면서 개인정보에 관련, 

47) 김배원 정보기본권의 독자성과 타당범위에 대한 고찰 헌법학연구 제 권 제 호 , “ ”, , 12 4 , 2006, 199-232
면.

48) 김현철 정보기본권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 ”, , 2010.
49) Jerry Kang, Information Privacy in Cyberspace Transactions, Stanford Law Review, 50, 

1998, pp. 1202-1203. 
50) Whalen v. Roe 429 U.S. 589 (1977). 
51) 박기주 데이터 혁신시대를 위한 정보기본권 연구 미디어와 인격권 제 권 제 호 면 , “ ”, , 4 1 , 2018,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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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고려됨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국경 간 이동에 대한 장

애를 반대하는 것이다 또한 동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 보호를 프라이버시 보호의 . , 

범주에 포함하면서 실제로는 개인정보 처리의 기본원칙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52) 

년 월 일 유럽평의회는 개인정보의 자동적 처리에 관하여 개인의 보호를 1981 1 28 ‘
위한 협약 을 채택하였다 동 협약은 개인정보보호 목적의 최초의 다자조약이다 협’ . . 

약의 목적은 개인정보보호인데 개인정보의 자동적 처리에서 프라이버시 권리가 특, 

히 강조된다.53)

그리고 의 년 개인정보보호지침은 당시 강력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를     EU 1995

규정한 대표적인 법이다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주된 목적은 개인의 기본적 권리. EU 

와 자유 중에서 특히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의 보호이다‘ ’ . 

이 점에서 는 유럽평의회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프라이EU

버시에 대한 권리로서 기본권 차원에서 접근한다 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은 인터넷 . EU

등의 기술적 발전을 반영하여 년 월 일 채택된 일반 개인정보보호규칙에 의2015 4 27

하여 대체되었다 의 규율 대상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자연인의 보호. GDPR ‘
에 관련된 규정과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련된 규정 이다 의 목적은 ’ . GDPR

자연인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 및 특히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그의 권리 의 보호‘ ’
이다 개인정보보호지침의 목적과 의 목적을 보면 은 개인정보보호. EU GDPR GDPR

를 프라이버시 보호로부터 분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54)

독일에서 정보기본권보다 정보의 자유 이란 용어의 사용    (informations freiheit )

이 일반화이다 이는 독일 기본법 제 조. 5 55)의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
로부터 방해를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라는 부분을 정보의 자유로 본 것이기 때”
문이다 독일에서 이런 규정을 둔 것은 나치의 정보 통제 특히 외국 방송의 청취 금. 

지 금서목록에 대한 독서 금지 등에 대한 반성에서 기원한 것이다 년 독일 연, . 1983

방 헌법재판소는 정보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 발현에 대한 기본권과 

인간 존엄성의 구체화를 근거로 이 권리의 존재를 인정했다.56)

다 일본                . 

52) 박노형 개인정보보호법 박영사 면 , , , 2020, 32 .「 」
53) 박노형 앞의 책 면 , , 32 .
54) 박노형 앞의 책 면 , , 34 .
55) 독일기본법 제 조 5
누구든지 자기의 의사를 말 글 및 그림으로 자유로이 표현 전달하고 일반적으로 접근 할 수 있는 ᆞ   , , 
정보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알 권리를 가진다 신문의 자유와 방송과 영상으로 보도할 자유는 보장된. 
다 검열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

56)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판결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언제 어떠한 범위 안 BVerfGE 65, 1(43) “ , 
에서 개인의 생활 관계가 공개될 것을 인식하고 결정 할 수 있는 권리 즉 자기의 개인적 정보의 제, 
공과 이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스스로 결정 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는 기본법 제 조 제 항 인간의 존, 1 1 (
엄 과 결합한 기본법 제 조 제 항의 일반적 인격권에서 도출된다 라고 하였다) 2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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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정보기본권을 정보에 대한 권리로 이해하나 일본 도쿄대 하마다 준이치    

교수는 정보와 관련된 분야에서 논의되어 온 여러 가지 자유 권리의 내( ) , 濱田純一
용과 중첩되는 면이 많다고 하면서 정보수취권 정보제공권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 , 

권리 정보통신기반의 정비를 청구할 권리 등 가지 권리를 그 내용으로 든다, 4 .57) 그 

러나 이를 헌법적 차원에서 구체적인 권리로 보지는 않다 정보기본권이 구체적인 , . 

권리를 기반으로 하는 소송에서는 표현의 자유 알 권리 프라이버시권 나아가 행복, , , 

추구권 등의 전통적인 권리들을 통해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58)

대통령 헌법개정안           4. 2018 

년 월 일 대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후     2016 12 29 , 20

본회의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하였다 개헌특위 차 회의에서(12/9), . 4

는 소위원회를 개로 나누어 구성하기로 하고 제 소위에서는 기본권 등을 제 소2 1 2 

위에서는 정부 형태를 논의하기로 하였다 개헌특위는 소위별로 자문위원회를 두고 .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이 외에도 공청회 회 시민단체 의견 청취 자문위원 의견 청, 2 , , 

취 등 총 차례의 회의를 가졌다 년 월 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개헌 23 . 2018 2 13 , 

합의안 논의가 늦어지면서 개헌 권고안 마련을 목적으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헌법자문특위의 개헌 권고안을 바탕으로 대통령 , 

헌법개정안을 구성하여 월에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는 국민들과 약3

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59)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 

한 개헌자문안을 마련하여 여러 차례 숙고하였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여 대통

령 개헌안으로 확정했다고 한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 

쓰고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 이유에 대해 가지 이유를 제시하였다4 .60)

첫째 개헌은 헌법 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광장의     ,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고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가 지방선거 , 

동시투표 개헌을 약속한 이유라고 한다.

57) 면 , , , 1993, 39-40 . 濱田純一 情報法 有斐閣「 」
58) 김배원 앞의 논문 면 , , 208 .
59) 년 월 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으로 월에 치러진 제 대 대통령선 2017 3 10 5 19
거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자를 포함한 모든 후보자가 년 월 지방선거 동시개헌 을 공약‘2018 6 ’
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년 월 일 취임 일을 맞아 가진 기자회견에서 . 2017 8 17 100

년 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며 국회 개헌특위가 국민주권적인 개헌 2018 6 ,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개헌안을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60) 자유한국당이  회 지방선거7 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 ' 
협상 전망은 밝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는 별개로 보수 야당인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물론이고 
친여당 성향으로 분류되는 야당인 민주평화당 그리고 , 정의당도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부정
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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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은 많은 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 6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이다, .

셋째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하면 다음부터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시기를 일치    , , 

시킬 수 있어서 전국 선거의 횟수도 줄여 국력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두 

번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이다.

넷째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기 때문이다    , .61)

청와대는 정보기본권의 신설 취지에 대해 정보화 사회로 빠르게 진전되고 있    “
는 현실을 고려하여 알 권리 및 자기 정보통제권을 명시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이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정보기본권 보장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정보의 독점과 , 

격차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방 및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이라고 ”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신설된 정보기본권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 조   22

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다.①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② 

국가는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결국 년 월 일에 개헌을 위한 표결이 진행되었지만 투표자가 명에     2018 5 24 , 114

그쳐 투표 불성립이 선언되었지만 헌법에 정보기본권에 관해 규정하고 국가의 의무, 

를 기재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번 헌법개정안 전에도 한국은 공공부문과 민. 

간부문을 망라하여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처리 원칙 등을 규정하고 개인정, 

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사생활의 비 을 보호하며 개, 

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 목적으로 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2011

하였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하는 것이 대세였지만 이. , 

번 개정안은 정부나 기업에 대한 정보의 개방 요구가 늘어나고 개인정보를 무차별적

으로 수집해 활용하던 기업이나 기관의 기존 활동은 많은 제약과 제재를 헌법 차원

에서 논의하기 시작하는 계기인 듯하다.62) 

         정보기본권 논의 필요성III. 

61) 개헌안 발의 관련 대통령 입장문 ,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2787 최후확인, : 
2020.11.7

62) 예를 들어 년 미국의 프라이버시법 은 전 세계적으로 연방 정부의  1974 (The Privacy Act of 1974)
개인정보 처리 행위를 규율하는 첫 번째 국가적 입법 중 하나다 일본은 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을 . 2015
대폭으로 개정하여 버전 으로의 변화를 추진했고 태국은 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했다2.0 , 2019 . 
이 외에 중국은 년 월 일부터 일까지 베이징에서 제 차 전인대 최고 입법 기구 전국인2020 10 13 17 13 ( , 
민대표대회의 약칭 상무위원회 제 차 회의에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에 대한 심의 요청 건을 심의하) 22  < > 
게 될 것이고 내년에 실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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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산업혁명1. 

산업의 발전 특히 정보기술 의 등장으로 정보 주체 사이의 정보교환 모델은     , (IT)

길거리에서 대 또는 대다가 아니라 다대다의 시대가 열렸고 국가도 자유에 대1 1 1 , , 

한 유일한 위협이 아닌 한편63) 웹과 인공지능기술도 새로운 구체적 문제를 초래하, 

였다 이러한 매체의 편리함과 즐거움을 누린 동시 단점도 점점 드러나고 있다 매. . 

체 기술의 발전과 그 추세에 대한 파악은 매체와 인간 매체와 사회 사이의 복잡한 , 

관계를 더 잘 이해하게 하고 매체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앞서 제 장 제 절에 논의한 듯이 헌법재판소는 년에 인터넷을 매체로 보고     2 1 2002

헌법 제 조에 의하여 인터넷도 물론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된다는 것이다 그21 . 

러나 청소년 보호 및 타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등 기타 권리와 충돌하기도 한다 그, . 

리하여 표현의 자유의 한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년 세계경제포럼 에서 제 차산업혁명    2016 , (World Economic Forum, WEF) ‘ 4

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주창하였다 차 산업(Fourth Industrial Revolution, 4IR)’ . 4

혁명에 관한 핵심기술로 논의되는 것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머신러닝 사물인터넷, , , 

등의 기술이 서로 연결되고 융합되어 머신 혁명을 이루는 것이다(IoT) .64)

표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 1> - 65)

이러한 생산성의 혁명은 사회 전반의 제도적 변화를 가져 오고 새로운 법률적     ,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66) 따라서 기본의 법과 제도 특히 헌법적 차원의 기본권까지  ,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은 정보의 산업적 활용을 위. 

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는 움직임과 이에 반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의 움직임

이 충돌하고 있다.67) 구체적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최초로 데이터 경제 란  , “ ”

63) Cass Sunstein. “The First Amendment in Cyberspace.1995; Owen Fiss, “Free Speech and 
Social Structure”.2018; Liberalism Divided: Freedom of Speech and the Many Uses of 
State Power, 1996, pp. 8-30; Kate Klonick, “The New Governors: The People, Rules, and 
Processes Governing Online Speech” 131 Harv. L. Rev. 2018; “ ”左亦鲁 告别 街头发言者 美：《 ：

2015 2国网络言论自由二十年 中外法学 年 第 期》，《 》 。
64) 손형섭 차 산업혁명기의 미디어법 박영사 면 , “4 IT ”, , 2020, 3 .
65) 선형섭 앞의 책 면 , , 3 .
66) 박기주 앞의 논문 면 , , 82 .
67) 박기주 앞의 논문 면 , , 56-57 .



- 19 -

개념을 사용하고 데이터 경제 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 ” . 

개인정보보호가 한층 강화된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The EU General Data 

을 통과 시켜 데이터 유통의 신뢰감을 구축하고 있다Protection Regulation) .68)

                표현의 자유의 한계2. 

표현의 자유는 국제인권조약과 현대 민주국가의 헌법이 보편적으로 보호하는     

권리와 자유이다 헌법재판소는 언론출판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되는 의사 표현 또는 . “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므로 담화 연설 토론 연극 방송 음악, , , , , , , 

영화 가요 등과 문서 소설 시가 도화 사진 조각 서화 등 모든 형상의 의사 표, , , , , , , 

현 또는 의사 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한다 고 제시하였다” .69)

표현의 자유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중요한 헌법적 권리로서 전통적으로 자신    

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타인과 교류하며 국가의 간섭을 피할 수 있는 권리로 여겨진

다 표현의 자유의 기본적 논리는 표현이나 표현의 능력은 사람마다 타고난 것이고. , 

표현은 인간의 천성의 일부라는 논리이다 표현의 자유의 일반론에서 표현하는 주체. 

에게 필요한 정보와 플랫폼 및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 표현의 자유는 . 

자유주의적 권리이다 자유주의는 주체 사이 정보를 스스로 취득하고 처리하며 교. , , 

환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갖춘다고 굳게 믿는다 그러나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자유, . , 

주의의 이러한 전제는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의 일반론은 표현 즉 말하는 권리를 강조하고 듣 는     , ‘ ’, , ‘ ’
권리를 중시하지 않는다 이리하여 헌법은 표현하는 자를 직접 보호하는 것이지 청. , , 

중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었다.70) 그러나 지금의 시대에서 발언자의 신분을 확인하 , , 

는 데 곤란이 있다 익명 표현 또는 발언자와 청중의 이중 신분일 경우도 있는데 그 . 

누구든지 수취자일 수도 있고 또 누구든지 발신자일 수 있다 심지어 발신자가 자. , 

연인이 아니라 로봇일 수도 있다.71) 이와 함께 사이버 공간의 다원적 규제 주체 문 

68) 자세한 논의는 박기주 데이터 혁신시대를 위한 정보기본권 연구 미디어와인격권 제 권 제 호 “ ”, , 4 1
면 참고2018, 58-60 .

69) 헌법재판소 선고 헌가  2001.8.30. 2000 9. 
70) Thomas Emerson. “Legal Foundations of the Right to Know”, washington university law 

quarterly, 1976. “history, tradition, doctrine, and practice have all developed largely on （
언론자유는 주로 청중의 권리이고 발언자the basis of protecting the rights of the speaker.” . , ）

의 권리는 부수적으로만 보호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See Larry Alexander, “Is There a Right of Freedom of Express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pp.8-9; Alexander Meiklejohn, Free Speech and its Relation to 
Self-government, The Law book Exchange, Ltd., 2011, pp. 22-27; Robert Bork, “Neutral 
Principles and Some First Amendment Problems” 47 (1), 1971, 25-26; Frederick Schauer, 
“Intentions, Conventions, and the First Amendment: The Case of Cross-Burning”, Sup. Ct. 
Rev. 197, 2003, 216-224; Eugene Volokh,“The Freedom of Speech and Bad Purposes” 63 
UCLA L. Rev. 2016, 1366, 1370-71.

71) 자세한 논의는  Stuart Benjamin, “Algorithms and Speech” 161 U. Pa. L. Rev. 201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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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민주적 참정에 도전장을 내 어 표현의 자유의 기반을 흔들리고 있다.72) 따라 

서 표현의 자유의 이론은 이 시대에 적응하기 어려워 새로운 이론의 논의가 절실하, 

다.

정보 중심주의로 표현의 자유 재정립불가                3. 

현재 많은 나라의 헌법을 비롯하여 표현의 자유의 보호 내용은 표현이나 언론    , 

이다 정보가 표현 또는 언론의 주요 차이는 표현은 표현성 과 커뮤니티. (expressive)

성 있고 정보는 과정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으며 지식일 수(communicative) , , 

도 있다 즉 전통 이론이 정의한 표현의 보호 내용은 표현의 원재료 정보 가 아니라 . , ( )

표현의 행위나 액션이다 여기서 말한 표현성이란 것은 무엇인가 미국의 . ? Spence v. 

판결 중 제시한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기필코 표현 또는 소통의 주관Washington . 

적 의사가 있어야 하고 기필코 잠재적인 청중이 있어야 하며 청중들은 이 표현을 , ,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73) 간단히 말하자면 표현의 자유는 어떠한  , 

정보 또는 생각을 잠재적인 청중에게 전달하려 하는 행위만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정보는 표현과 달리 과정 객체 원재료를 가리킬 수 있고 표현 그 자체가 정보라고 , , , 

할 수 있다.74) 즉 정보는 표현 행위의 수입 이고 수출 이다 그리하여  (input) (output) . 

비교적 정보의 범위는 훨씬 넓다.

그동안 전통적인 표현의 자유 이론은 표현의 행위와 과정 그리고 표현하는 자    , 

와 표현 행위의 대상자를 과도하게 의뢰하고 표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정

보를 홀대하였다 정보 중심주의로 표현의 자유를 재구성하면 지금의 시대에 더 적. 

응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통적 권리의 경제적 가치를 부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 . 

표현 또는 언론의 개념 대신 정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정보의 역할을 재조명할 수 

있고 표현의 자유를 정보의 자유로 재정립하여 알 권리를 핵심으로 하는 정보에 대

한 균형과 분배를 기반으로 하는 이론과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표현의 . , 

자유의 핵심적인 이론 기초는 진리탐구 민주참여 자아실현인데 표현은 가치가 있, , 

어야 한다 정보는 표현보다 훨씬 넓은 개념으로 전통적인 이론이 보호하지 못한 것. 

을 보호할 수 있지만 정보의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정의하면 이러한 헌법의 권리를 , 

무의미해지거나 일반적 의미의 자유로 전락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앞서 논의. 

Ronald Collins & David Skover, Robotica: Speech Right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72) Jack Balkin, “Old-School/New-School Speech Regulation” 127 Harv. L. Rev. 2014, 2296; 
Seth Kreimer, “Censorship by Proxy: The First Amendment, Internet Intermediaries, and 
the Problem of the Weakest Link” 155 U. Pa. L. Rev. 11, 2006, 27-33.

73) Spence v. Washington, 418 U. S. 405,411 1974 .（ ）
74) Michael Buckland, “Information as Thing”,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42(5), 1991, 35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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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과 같이 정보기본권의 논의 배경은 생산의 혁명으로 이루어졌고 정보기본권을 

제 단계의 인권 그리고 자유권적 권리보다 생존권적 권리로 보아야 한다4 , . 

        정보기본권의 내용IV. 

데이터 중심주의의 정보기본권           1. 

정보사회 개념은 전체적으로 제 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정보를 가공 처리 유    3 , , 

통하는 활동이 활발하여 사회 및 경제의 중심이 되는 사회라는 것이다 정보사회에. 

서 발생하는 정보 불평등 정보통제와 독점 개인정보침해 등의 문제를 헌법적 차원, , 

에서 논의하는 것이 정보기본권의 주요 내용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정보기본. 

권은 기존의 헌법상 기본권의 해석으로 도출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정보기본권의 독, 

자성이 약한 측면에 반응한다 이에 정보기본권의 독자성을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 . 

중심으로 정보기본권을 새롭게 정립하는 주장이 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는 정보 이. 

전의 사물의 본질을 이루는 근본적인 기초 요소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개인이 , 

실제와 가상공간에서 동시에 존재하므로 발생하는 모든 행위가 데이터가 되고 이것

이 축적되어 분석되는 세상에서 기존의 정보기본권 논의는 한계가 있으며 지금의 , 

시대가 데이터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고 정보기본권이 가진 기존의 논의가 그

러한 변화를 포섭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요약할 수 있다.75) 데이터 기반 정보기본권 

의 내용으로 기존에 논의되었던 정보의 자유 평등 재산권 논의는 유효하나 재산권 , , 

논의를 중심으로 데이터 소유권 을 확립하는 수단으로 데이터 기본권의 핵심 내용‘ ’
으로 된다고 한다.76)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 

정보자기결정권 개념은 독일 연방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헌법재판소의 년 인구조사법 판결에서 인정되었다 이 판결은 정보처리라는 현1983 . "

재 상황에서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은 자신의 개인 정보가 제한 없이 수집 저장 이, , , 

용 전달되는 것에 대한 개인의 보호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보호는 기본법 , . 

제 조 제 항과 결합한 제 조 제 항의 기본권에 의해 파악할 수 있다 이 기본권은 1 1 2 1 . 

자신의 개인 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스스로 결정할 개인의 권한을 

보장한다 고 하였다." .77)

75) 박기주 앞의 논문 면 , , 78-81 .
76) 박기주 앞의 논문 면 , , 75-77 .
77) BVerfGE 65, 1 = NJW 1984,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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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이라는 용어는     " " 2005. 5. 26. 

선고 헌마 헌마 병합 에 처음 명시적으로 사용하였다 이 결정에 99 513, 2004 190( ) . 

대한민국 헌법 제 조와 제 조의 규정이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10 17 "「 」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

까지도 보장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하였다 이 결정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을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

것인지를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의 ,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라고 정의하였다” . 

앞에 서술하는 것처럼 일견 개인정보보호의 개념은 프라이버시 보호의 개념에    

서 도출되었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사생활의 비 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었다, . 

그러나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 ,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78) 그리 

고 그 보유 주체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가 보유한 정보를 포함한다, .79) 나아가 개 , 

인정보자기결정권이 보호하려는 생활 영역이 사생활의 비 과 자유 유지가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면서 형성되는 개인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하고 보호 이

익의 독자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제 개인정보를 살아있는 자연인에 관

한 정보뿐만 아니라 법인에 관한 정보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80) 이 권리 안에  

자신의 정보에 관한 정보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정1) 

정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정정청구권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파기, 2) 

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삭제 파기청구권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 3) ᆞ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등이 있다.81) 최근 논의되는 것 

처럼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인터넷에 게시된 자신의 정보가 검색되지 않도록 처리

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잊힐 권리 가 법적 권리로 인정‘ (right to be forgotten)’
된다면 그것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 중 하나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82)

잊힐 권리 는 아직 통일된 정의 개념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잊힐 권리 는 흔히     ‘ ' . ‘ '

잊혀질 권리 삭제권 망각권 등의 ‘ ',  ‘ '(the right to delete),  ‘ '(the right to oblivion) 

용어로도 지칭되고 있다 그 내용에 있어서 이부하 교수님께서 익힐 권리를 검색당. 

하지 않을 권리 삭제청구권이자 링크 삭제청구권으로 정리하였고 잊힐 권리의 헌법, 

적 근거로는 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설83) 새로운 기본권설, 84) 정보프라이버시권, 

78) 개인정보보호법 제 조 제 호 2 1 .「 」 
79) 정필운 앞의 논문 면 , , 14 .
80) 김배원 앞의 논문 면 , , 199-232 .
8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 , , 2011.「 」
82) 정필운 앞의 논문 면 , , 15 .
8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설은 잊혀질 권리 는 법률적 차원인 실정법적 권리 차원에서 인정되어 잊혀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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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85)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혼합된 기본권설, 86) 

등을 제시하였다.87)

이에 최근 세계 헌법재판소가 잊힐 권리에 대한 판결동향으로 잊힐 권리에 대    

해 이해를 하고자 한다.

가. Google Spain SL, GoogleInc. v. AEPD, Mario Costeja Gonz lezá 88)

스페인 변호사 마리오 코스테하 곤살레스는 구글에서 년 전 경매 절차가 이    10

미 수년 전에 종료된 자신의 집 경매공고 기사가 아직 구글 검색되는 것을 (Google) 

확인하였다 그리고 해당 신문사에는 자신의 기사 삭제를 구글에는 자신의 기사 노. , 

출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신문사는 거절했고 구글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청구인은 스페인 정보보호청에 청원을 제기하였고 정보보호청은 신문사에 , 

대한 청구를 기각했고 구글에서 삭제 또는 숨기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구글은 스페, . 

인 국가고등법원 에 제소하였고 법원은 정보보호 지침(National High Court) , ‘EU 

이 인터넷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유럽(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
사법재판소에 요청하여 온라인에서 잊힐 권리 가 인정된 최초 판결로 기록되었다, ‘ ’ .

 개인 데이터의 처리에 관한 국가법의 목적은 기본적 권리와 자유 특히 프라이버시권을 , …
보호하는 것이다89) 검색엔진의 운영자는 제 자가 발행하고 해당 사람과 관련된 정보를 포... 3

함하는 웹페이지에 대한 개인의 이름 링크에 기초하여 만든 검색에 따라 표시되는 결과 목

권리의 근거는 잊혀질 권리가 개인정보 를 그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찾' '
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세한 논의는 이민영 이른바 잊혀질 권리 와 개인정보보호 법학논총 제. , " ' ' ", 20
집 제 호 면1 , 2013, 71 . 

84) 새로운 기본권설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서의 개인정보 의 범위와 보호영역은 잊혀질 권리의 그것과  ' '
다르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이 잊혀질 권리의 보호영역을 전적으로 포섭할 수 없어서 잊혀
질 권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범위를 초월하는 새로운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자세. (
한 논의는 이부하 인터넷상 잊혀질 권리에 대한 헌법적 고찰 홍익법학 제 권 제 호, , , 18 1 , 2017, 294
면.)

85) 정보프라이버시권설은 잊혀질 권리 는 정신적 자유를 포함하고 있는 동시에 개인정보자기통제권의  ' '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종래의 정보기본권에 포함하기 어렵고 잊혀질 권리 의 헌법적 근거, ' '
는 헌법 제 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도출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헌법 제 조의 정보프라10 , 17
이버시권에서 구할 수 있다고 한다 정영화 헌법상 정보 프라이버시로서 잊혀질 권리 법학논고 . ( , " ' '", 
제 집 면39 , 2012, 573 .)

86) 혼합설은 잊혀질 권리는 그 법적 성격이 혼합되어있는데 한편으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으로 파악 , ' '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 으로 이해된다고 주장한다 황성기 개인, ' ' . ( , "
정보 보호와 다른 헌법적 가치의 조화 경제규제와 법 제 권 제 호 면", 5 2 , 2012, 21 .)

87) 이부하 앞의 논문 면 , , 293
88) Case C-131/12 Google Spain SL, GoogleInc. v. AEPD, Mario Costeja González (ECJ 13 May 

2014).
http://curia.europa.eu/juris/document/document.jsf?docid=152065&mode=req&pageIndex=1&di

r=&occ=first&part=1&text=&doclang=EN&cid=14202044 최후확인, : 2020.11.17
89) 원문 (10): the object of the national laws on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is to … 

protect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notably the right to 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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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에서 삭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90)

이 판결문에서 재판소는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하여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해야 한    

다고 명시하여 잊힐 권리를 프라이버시권에서 도출된다는 견해이다.

나 스페인 과거 범죄기록 잊힐 권리 사건. 91)

년경 스페인 유명일간지는 웹사이트에 포함된 디지털 아카이브에 무료로     2007

접속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수많은 가사 중에 청구인 와 가 . D.F.C. M.F.C

포함되어 있었다 해당 기사에서는 이들의 성 이름 직업이 언급되었고 년이 더 . , , , 20

지나고 그 이후로부터 구글 과 같은 인터넷 검색 서비스 사이트에 청구인, “ ”(Google)

들의 이름과 성을 입력하면 청구인에 관한 과거의 뉴스 기사가 맨 먼저 검색되었, 

다 청구인들은 일간지에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적어도 자신의 이름과 성을 이니셜. 

로 대체하고 필요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기사가 공개된 웹사이트에서 자신들이 검, 

색 결과로 연동되지 않도록 요구하였다 후에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명예권과 사생활. 

권92) 개인정보보호권, 93) 효과적인 사법보호를 받을 권리 94)의 침해를 주장하며 

스페인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하였다2016. 4. 18. .

특히 인터넷 사용이나 검색 엔진과 같이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개발된 ...

컴퓨터 수단은 개인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명예권 프라이. , 

버시권과 정보의 자유 간의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잊힐 권리 에 대한 , “ ”
논의가 새롭게 제기된다 청구인들이 헌법 제 조 제 항과 동조 제 항을 원용하면서 주장.... 18 1 4

하려는 바는 판례95)에 의해 확립된 소위 잊힐 권리 의 행사이다 청구인들이 헌법 제 조 “ ” . 18

제 항과 동조 제 항을 원용하면서 주장하려는 바는 판례에 의해 확립된 소위 잊힐 권리 의 1 4 “ ”
행사이다 이 내용은 유럽연합 일반정보보호규정 제 조. (GDPR) 17 96)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90) 원문 88....the operator of a search engine is obliged to remove from the list of results 
displayed following a search made on the basis of a person’s name links to web pages, 
published by third parties and contain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at person...

91) STC 58/2018, de 4 de junio de 2018. 
92) 스페인 헌법 제 조 제 항 18 1「 」 
명예권 개인과 가족의 프라이버시권 초상권은 보장된다1 , , . 

93) 스페인 헌법 제 조 제 항 18 4「 」 
법률은 시민 개인과 가족의 명예 및 사생활과 이러한 모든 권리의 완전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4 , 
보과학의 이용을 제한한다. 

94) 스페인 헌법 제 조 제 항 24 1「 」 
모든 국민은 자신의 적법한 권리와 이익의 행사를 위하여 법관 및 법원의 효과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1 
를 가지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방어에 처하지 아니한다, . 

95) 앞의 판례 , CaseC-131/12 Google Spain SL, Google Inc. v. AEPD, Mario Costeja González 
(ECJ 13May2014).

96) 유럽연합 일반정보보호규정 제 조 17「 」 
개인정보주체는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부당한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청 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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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렇듯 잊힐 권리는 정보기술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2018 5 25 ... 

정보보호권의 측면을 담고 있으면서 명예권과 프라이버시권 내적인 것과 관계되는 자율적, -

인 권리 를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메커니즘이다 잊힐 권리를 개인정보보호권에 내재하는 - ... 

권리로서 기본권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와 관련된 기본권의 한계도 동일하게 적, 

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위의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부분 판결문에 있어서 잊힐 권리를 개인정보보호권에    

내재하는 권리로서 개인정보보호권의 측면을 담고 있는 한편 명예권과 프라이버시, 

권인 내적 권리와의 관계가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회적 인격에 관한 자기결

정권이 혼합된 기본권설에 부합하다.

다. Anonymous plaintiff v. Federal Court of Justice97)

청구인은 년 두 명을 사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년 종신형을 선고받아     1981 1982

확정되었다 이 사건에 관해 년부터 신문사는 이 기사를 온라인기록으로 수수료 . 1999

없이 제공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통상적인 인터넷 검색창, . 

권리를 가지며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가 적용되는 경우 부당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삭제할 , , 
의무를 가진다.
개인정보가 수집된 그렇지 않으면 처리된 목적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a) ,  
개인정보주체가 제 조 의 호 또는 제 조 의 호에 따라 처리의 기반이 되는 동의를 철회하고(b) 6 (1) (a) 9 (2) (a) , 
해당 처리에 대한 기타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개인정보주체가 제 조 에 따라 처리에 반대하고 관련 처리에 대해 우선하는 정당한 근거가 없거(c) 21 (1)  
나 개인정보주체가 제 조 에 따라 처리에 반대하는 경우, 21 (2)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처리된 경우(d)  
개인정보처리자에 적용되는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법률의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삭(e) 
제되어야 하는 경우 
제 조 에 규정된 정보사회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개인정보가 수집된 경우(f) 8 (1)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제 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삭제할 의무가 있는 경우 개2. 1 , 
인정보처리자는 가용 기술과 시행 비용을 참작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
보주체가 그 같은 개인정보처리자들에게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링크 사본 또는 복제본의 삭제를 요, 
청하였음을 고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 항 및 제 항은 다음 각 호를 위해 개인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3. 1 2 . 
표현과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행사 (a)  
개인정보처리자에 적용되는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법률의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데 처리가 요구되는 (b) 
경우 또는 공익을 위해서 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여된 공적 권한을 행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 
경우  
제 조 뿐만 아니라 제 조 의 호 및 호에 따른 공중보건 분야의 공익상의 이유인 경우 (c) 9 (3) 9 (2) (h) (i)  
제 조 에 따른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 목적 또는 통계적 목적에 해당(d) 89 (1) , ,  
하는 경우로서 제 항의 권리가 그 처리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중대하게 손상 시킬 것으, 1  
로 예상되는 경우  

법적 권리의 확립 행사 또는 방어를 위한 경우 (e) ,  
http://www.pipc.go.kr/cmt/not/ntc/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12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유럽연합 일반정보보호규정 번역문 참조 최후방문   . : 2021. 01. 07 

97) Germany/ Federal ConstitutionalCourt/ 1 BvR 16/13 („Right to be Forgotten I“)
Anonymous plaintiff v. Federal Courtof Justice (Bundesgerichtshof)
독일 과거 범죄사실을 신문사 웹사이트 내부 검색 엔진에 연동하는 것에 대한 잊힐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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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심판청구인의 이름을 기입하면 첫 번째 항목으로 그 기사들이 나온다 청구인이 . 

년에 이르러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피고 회사에 경고하였으나 효과가 없자 금2009 , 

지소송을 제기하여 그의 성을 언급하며 해당 범죄를 보도하지 못하도록 청구하였다. 

그러나 연방 민형사법원은 기각하여 청구인은 연방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 

하여 심판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실을 확인했다.98) 

일반적 인격권에서 원칙적으로 당사자만이 자신의 정보를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는 의, 

미의 잊힐 권리가 도출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어떠한 정보가 흥미롭거나 불쾌하게. , , 

또는 비난받을 만하다고 기억되는지를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못한다 더불어 일반적 . 

인격권으로부터 의사소통 과정에서 교환된 이전의 정보 모두를 인터넷에서 삭제하도록 할 , 

권리가 도출되지 않는다 자신의 인격을 표현할 권리와 마찬가지로 자기정보결정권 역시 자. 

기정보의 사용에 관한 일반적인 내지 포괄적인 자기결정권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하지만 이 . 

권리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타인이 자기 정보에 접근하여 이용하는지에 관해 , 

각자가 다양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확보한다 여기에는 자기 고유의 인격에 해당하는 속성. 

의 결정에 실제로 직접 참여할 권리의 보장이 포함된다.

이에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인격권에서 잊힐 권리를 도출할 수 없고    99) 자기 

결정권 역시 자기정보의 사용에 관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한 바에 있어 종합

적으로 보면 잊힐 권리 의 보호 영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 ' ‘ '

고 말하기 어렵고 잊힐 권리는 정보 주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인식될지 영향을 미치는 과정인 자기표현 과 정보 주체가 자기전달을 통해 그 외부‘ '

적 형상이 다른 사람의 관념 형성에 영향을 미치면서 일반적 인격권과도 관련이 있

다는 견해이다.100) 따라서 독일에서 잊힐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나 상대적인 권리로 , 

서 새로운 기본권설 주장에 속한다.

위의 세 개의 세계 헌법 판례를 통해 각 재판소는 잊힐 권리의 개념 정의와 법    

적 근거에 달리 주장하고 있고 기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영역과 일치하지 ,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101) 유일한 공통점은 모두 잊힐 권리를 보호해야 할 적극적 

인 태도이고 명예권 또는 프라이버시권 등 내적인 권리와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부

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최소한으로 잊힐 권리의 존재 의미이다 따라서 앞으. . 

로 개인정보 연구가 심화하면서 잊힐 권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이 독자적으로 보

98)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세계헌법재판조사연구보고서 제 호 면 , , 2020 3 , 5-7 .
99) 독일법상 잊힐 권리는 개별적 인격권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상대적 권리이어서 다른 권리와의 형량 , 
을 통하여 구체적인 범위가 결정된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와 관련하여 연방정보보호법상 삭제청구권은 . 
자기게시물에 한하여 긍정되고 제 자의 게시물은 일반적 인격권에 따라 규율 된다 특히 형사사건의 , 3 . 
보도와 관련하여서도 사회 복귀의 이익이 현저하게 침해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잊힐 권리가 인정
될 뿐이다.

100) 이부하 일반적 인격권의 헌법적 보장 공법학연구 제 권 제 호 면 , " ", 17 2 , 2016, 137 .
101) 문재완 프라이버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규제의 의의와 한계 잊혀질 권리 논의를 중심 , " - ' ' 
으로 언론과 법 제 권 제 호 면-", , 10 2 , 2011, 1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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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해야 할 날에 독자적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앞. , 

의 판례와 같이 현재 프라이버시권 즉 사생활의 비 과 자유의 새로운 해석을 통하, 

여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음으로 현재 상황으로는 잊힐 권리를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신설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알 권리          3. 

사람들은 왜 정보를 얻으려 하는가 한 마디로 대답하는 것은 바로 지 를     ? , ' ( )'知
위해서이다 주위 환경정보를 알고 아는 것은 누구나 환경을 이해하고 적응하여 효. 

율적으로 생존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 필요성 또는 기본적 전제다 그렇다면 한 . 

사람이 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지의 대상? (an object of 

혹은 범위 는 반드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 법으knowledge) (scope of knowledge) . 

로 지 의 범위를 정하고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 의 권리는 바로 알 권리이다‘ ’ ‘ ’ . 

근대 입헌민주국가에서는 국민이 자기 지배 를 실현하거나 국가에 (self-government)

자신의 의사와 민주적 정당성을 투입하기 위한 전제로 국가가 가진 정보에 국민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산업사회에서는 토지  자본  노동이 생산의 . , ᆞ ᆞ
대 요소로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지만 정보사회에 진입해서는 정보가 이와 더불3 , 

어 생산의 핵심적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102)

알 권리와 정보의 자유 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right to know)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정보를 취사 선택하고 의사 형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 , , 

적극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권리이다 세계인권선언. 103)와 독일기본법104)은 알 권리

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헌법에서도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알 권리는 헌법. 

적 가치를 가지는 기본권으로 이해하는 데 이론이 없다.105)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 

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알 권리가 헌법 제 조에서 직접 도출되는 것으로 판시하21

고 있다.106)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 수집 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 는 표현의 , , , , ‘ ’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며 자유권적 성격과 청구권적 성격을 공유하는 것이

102) 정필운 앞의 논문 면 , , 23 .
103) 세계인권선언 제 조 19「 」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   . 
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 , 
를 포함한다.

104) 독일 기본법 제 조 제 항 5 1「 」 
누구든지 자기의 의사를 말 글 및 그림으로 자유로이 표현하고 전달하며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   , , 
는 정보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알 권리를 가진다 신문의 자유와 방송과 영상으로 보도할 자유는 보장. 
된다 검열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105)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면 , , , 2019, 1160 .「 」
106) 헌법재판소 선고 헌바 , 1993. 5.13. 9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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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유권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수집 처리하면서 국가권력의 방. , 

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청구권적 성격은 의사 형성이나 여론형성에 ,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수집을 방해하는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현대사회가 고도의 정보화 사회로 변화하는 것에 따라 정보 .  

매체의 접근에 있어서 빈곤자나 노인 및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경우 차별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정보 격차의 감소를 위해 알 권리 는 사회권적 성격까지‘ ’
도 획득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107)

알 권리는 정보수령권 정보접근권 정보수집권 정보선별권 등을     1) , 2) , 3) , 4) 

주요 내용으로 한다.108) 대체로 액세스권과 정부공개청구권으로 나눌 수 있다 .

알 권리와 이들 권리의 관계에 있어 액세스권과 선후 관계 즉 목적과 수단의     , 

관계이다 절차상 한 사람이 정보를 얻기 위해 정보에 접근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 

알기 위한 행위로 인해 접근하기 때문에 알 권리는 액세스권의 목적이고 액세스권, 

은 알 권리의 수단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선후 관계와 달리 알 권리와 . 

정보공개청구권은 내외 관계에 있다 즉 한 사람이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정보에 . , 

접근하려는 데 획득하기 위한 정보는 정부 정보공개에 관한 것이면 정부공개청구권

이다.

가 액세스권            . 

일반 대중이 발언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려면 반드시 매개체에 대한 일반 대중    

의 접근권 을 보장해야 하며 이 권리는 매스컴이 사회 대중에게 공개해야 하는 의" " , 

무와 책임을 부여한다 오늘날 정보화시대에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근할 권리를 인권. 

으로 인식하고 있다.109) 특히 현재 로 인해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통해  , COVID-19

우리의 생활방식을 바꿨고 인터넷 소외계층들은 더욱더 혼돈의 처지에 처하게 되었

다 인터넷은 현대 사회의 필수품으로 변했고 규범적으로 인터넷 접근권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하다.  

실제에서 액세스권을 법적 권리로 인정하려고 하여도 언론기관이 보도의 자유    , 

와 충돌하기 때문에 헌법에서 승인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일본의 헌법학자 호. 

리베마사오 교수는 액세스권의 분류로 출발해 두 가지 의미의 액세스권 외( )堀部政男
에 그사이에 중간적 의미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액세스권이 존재하겠지만 이미 열거

해서 명백할 것이라고 한다.110) 즉 액세스권의 범위가 애매해서 권리를 명백하게 열 

거한 것을 통해 범위를 좁혀 개별적으로 보호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알  . 

107) 헌법재판소 선고 헌마 , 1991. 5. 13. 90 133.
108) 정종섭 한국헌법학원론 박영사 , , , 2018. 「 」
109) 김현귀 인터넷접근권에 대한 시론적 연구 법과정책 집 제 호 면 , “ ”, 26 1 , 2020, 29 .
110) , , , 1977.堀部政男 権 東京大学出版社アクセ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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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구별된다면 알 권리는 표현의 전제가 되는 정보의 인식과 관련된 권리라면, 

액세스권은 의사의 표현 그 자체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고 성낙인 교수님의 

관점이다.

액세스권은 넓은 의미의 액세스권과 좁은 의미의 액세스권으로 나누어져 있다    . 

넓은 의미의 액세스권은 국민이 매스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는 

권리이다 좁은 의미의 액세스권은 매스미디어에 피해를 본 국민의 반론할 수 있는 . 

권리이다 현재 한국은 액세스권을 반론권으로 간접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언론중재. . 

법에 따라 보장되는 반론보도청구권 정정보도청구권 등으로 형성된 권리들은 바로 , 

좁은 의미의 액세스권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주장한 액세스권은 넓은 의미상의 액세

스권으로 볼 수 있다 매스미디어에 대한 액세스권은 전통적 언론의 자유와 정보를 .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수용자인 국민 을 이제는 보내는 지위인 국민 으로 쌍방적 ‘ ’ ‘ ’
지위의 입장에서 새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액세스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위에 좁은 의미에서     . 

언급하듯이 현재 한국은 액세스권을 반론권으로 간접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이는 액. 

세스권의 청구권적 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빈부격차는 . 

물론 계층 간의 정보격차도 나날이 커지면서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다 그리. 

하여 액세스권은 점점 생존권 사회권적인 양태도 들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국가, 

의 관여를 요청할 수 있고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액세스권을 법적으로 . 

제정하는 것이 복지국가의 이념적 기초에 타당할 것이다.

나 정보공개청구권            . 

한국은 헌법상 알 권리 보장의 일환으로 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1996 ‘
법률 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에 의하여 ’ , 

별도의 법령 위임 없이도 조례에 의하여 직접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헌. 

법재판소는 알 권리 정보공개청구권 의 침해 여부 라는 표제로 기본권 충돌 내지 상‘ ( ) ’ (

충 의 법리에 따라 정보공개청구권을 알 권리의 당연한 내용 으로 전제한 다음 이) “ ” , 

를 헌법 제 조의 사생활의 비 과 자유와의 충돌하고 있고 두 기본권 모두 개인의 17 ‘
자유권적 기본권에 해당 한다는 논리를 가설한 조건에 규범조화적 해석 헌법의 통일’ (

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 을 바탕으로 법익형량의 원리 입법에 의한 선택적 ) , , 

재량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심사하고 있다.111)

성낙인 교수님은 국민은 이제 공공기관이나 언론 보도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    

를 수령하여 이를 취사 선택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스스로 정보, , 

111) 헌법재판소 선고 헌바 2010.12.28. 2009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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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한다 그리하여 정부 정보공개의 범위가 쟁점이 . 

된다 현재 세계의 정보공개법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평가연구인 세계정보권순위평. ‘
가 은 크게 개의 범주로 나뉘어 개의 (The Global Right to Information Rating)’ 7 61

세부지표를 개발하여 이를 기준으로 각 나라의 정보공개법을 평가하고 있다 세계정. 

보권순위 평가지표에 의하면 총 개의 카테고리로 된다 이는 정보공개청구권 정보7 . , 

공개범위 정보공개청구절차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거부 불복제도 제재 및 보장, , , , , 

정보공개 장려책들로 구성되어 있다.11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공개법 의 제 조에 따르면 정보공    “ ( : )” 2

개법상의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문서ㆍ도면ㆍ사진

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그리고 비공개 대상 정보도 동법 제 조 제 항9 1 113)에서 명시되어있다 비공개 대상 정. 

보에 대한 평가는 정보공개법의 핵심적 내용이고 년 세계정보권순위평가지표에 2018

따르면 한국의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거부 점 만점 점 을 얻어 비교적 낮은 평21 ( :30 )

가를 받고 있다 이에 정보공개법 제 조를 제 항. 4 3 114)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

리도 있다.115) 물론 이 평가지표는 계속된 검토가 필요하고 꼭 따라야 하는 것이 아 

니지만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시사점을 준다 알 권리의 제한과 관련하여서는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된 기 사생활의 비 과 자유의 보장과의 관계 영업상 비 의료 , , , 

비  등이 특히 문제 된다 그리하여 나라의 실제상황에 맞게 평가 기준도 바뀌어야 . 

112) 임현 정다은 정보공개법에 대한 평가와 입법적 개선방안 토지공법연구 제 집 “ ”, 69 , 2015, 、 ， 
면122-124 .

113) 정보공개법 제 조 9「 」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 , ① 
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  1.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 에 따라     ( · · · · )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2. · · ·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  3. ·
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  4. , , , , , 
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
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  5. · · · · · · ·

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업무의 공정한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 , 
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 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10
여야 한다.

114) 정보공개법 제 조  4「 」 
중략      .①②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③ 

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 조 제. , 8
항에 따른 정보목록의 작성 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 .

115) 임현 정다은 앞의 논문 면 , , 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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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계속적인 입법적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정. 

보공개법을 도입한 나라이다 그러나 년 처음으로 제정 후 년에 전면 개. , 1996 2004

정이 있었으며 최근에 년 개정이 마지막이었다 년 세계정보권순위에 대한2016 . 2018

민국은 개 나라 중 점 만점 점 으로 위에 있어 이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145 97 ( :150 ) 45

보장하기 위해 법을 개선해야 하는 것 중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116)

이리하여 알 권리는 액세스권과 정보공개청구권의 변화로 보호하고자 하는 이    , 

익이 단순히 표현의 자유로 보호하기 어렵다 이 또한 세계인권선언과 독일 기본법. 

이 이를 기존의 기본법과 달리 독자적으로 설립한 이유이다 따라서 알 권리를 기존. 

에 인정하던 기본권이 아니라 독자적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보격차해소와 정보문화 향유권          4. 

정보사회에서는 토지 자본 노동과 더불어 정보가 생산의 핵심적 요소로 부상    , , 

하였다 정보사회가 심화할수록 정보와 그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의 중요성은 . 

더욱 커진다 따라서 정보와 그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가능성은 . 

다른 사람보다 삶의 질 차원의 문제 경제적 가치 창출 차원의 문제와 직결된다 정, . 

보 불평등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불평등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는 개인과 개인. ᆞ ᆞ ᆞ
의 인간관계가 왜곡되고 사회로부터 개인이 소외되는 격리와 사회 분열 계층 간의 , 

정보격차는 물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계층 간의 이해관계가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 

서 급속히 가열되고 있다 심지어 다른 인터넷 플랫폼을 사용하는 유저들 사이도 . , 

서로 다른 시각으로 세계를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중국의 인플루. , 

언서가 중국 인 웨이보 에 호주 전체의 인구보다 팔로워가 많을 수 있SNS (WEIBO)

지만 중국에서 웨이보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그 인플루언서를 들어보지 못할 수, 

도 있다 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한 나라에서도 각 정보 영역 간의 교집합이 매우 제. 

한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중국에서 인터넷 엄격한 규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미. 

국에서도 을 사용하지 않은 유저들은 에서 유명한 사람을 알 수 없는 TikTok TikTok

것과 마찬가지다. 

한국은 정보사회 초기부터 정보문화 향유 정보격차 해소를 국가의 과제로 인식    , 

하고 그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정책추진의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 

지난 년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그 후 년 이법의 핵심 2001 2009「 」

내용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으로 자리를 옮겨 현재에 이르고 있다.「 」 117) 이외  2018 

대통령 헌법개정안에서도 정보격차해소를 언급한 바 있다.118) 그리고 과학기술정보 , 

116) https://countryeconomy.com/government/global-right-information-rating/south-korea
최종확인: 2020.11.16
117) 정필운 앞의 논문 면 , , 31
118) 대한민국 대통령 헌법개정안 제 조 신설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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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부의 주관으로 조사한 년 웹 접근성 실태조사를 통해 점으로 웹 접근2019 53.7

성 개선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렸다.119) 즉 현재 헌법 제 조 만으로 새로운 정보 , 21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정보혁명 시대에 있어 정보격차해

소와 정보문화 향유권을 따로 신설한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보문화향유권이란 정보. 

화가 가져오는 이익을 누릴 수 있는 헌법상 권리로 정보격차와 관련하여 시민이 갖, 

는 권리는 모든 시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

할 헌법상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권은 현재 생성 중인 기본권이라고 이. 

해할 수 있다.120)

정보기본권 논의는 정보사회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개된 것이므로 전    

체적으로 입법례 또는 헌법해석에 의한 기본권성을 인정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 특. 

히 정보문화 향유와 정보격차 해소는 기존에 많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 건강권 교육권 그 밖의 사회적 기본권과 복지국가 원리 , , , , 

등에서 해석으로 도출하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입법례가 많지 않다.121) 앞 

에 서술한 듯이 한국은 정보사회 초기부터 정보문화 향유 정보격차 해소를 국가의 , 

과제로 인식하였으니 정보문화 향유와 정보격차 해소를 국가 목표조항으로만 규정하

고 기본권 조항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도 있다.122) 그러나 이번  , 

사태는 원격교육으로 인해 교육격차를 더욱 커지게 하였고 여건을 제대COVID-19 , 

로 갖추지 못한 학생들의 교육권을 그동안 홀대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계기이고, 

더욱 섬세하게 교육 약자를 배려하고 투자해야 하는데 이를 정보기본권의 하나로 신

설하는 것이 교육 양극화 해소에 의미가 크다.

정보보안권          5. 

세기와 함께 전자 매체가 등장하면서 다매체 다채널 탈중앙집권적 상호작    21 , , , 

용적 수평적 정보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러한 매체 환경의 변화는 개인이 갖, , 

는 표현의 자유와 국가통제라는 점에서 급속한 이론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현대. 

사회의 매스미디어는 자신의 미디어를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에 독자적인 편집통제권

을 가지고 국가 미디어 시민의 삼각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뉴미디어의 등장- - . 

에 따라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이제 국가 미디어 시민의 관계가 새로운 관계를 - -

이루어지면서 시시각각 새로운 양태를 지니고 있다 한국은 정보사회 초기부터 정보. 

보안을 국가의 과제로 인식하고 그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정책 추진의 명시, 

국가는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3. .
1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웹 접근성 실태조사보고 년 면 , , 2019 , 56 .
120) 국가인권위원회 앞의 보고서 , .
121) 정필운 앞의 논문 면 , , 37 .
122) 정필운 앞의 논문 면 ,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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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 「 」 「

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을 제정하였다, .」 「 」 123)

정보보안 이란 정보의 기 성 비 성 무결성 및 가용성    (information security) ( ), 

이용 가능성 을 유지하기 위하여 권한 없는 접속 이용 공개 방해 변경 및 파괴로( ) , , , , 

부터 정보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124) 이를 기본권의  

관점에서 재개념화 하면 정보보안권이란 정보의 기 성 비 성 무결성 및 가용성, ( ), 

이용가능성 을 유지하기 위하여 권한 없는 접속 이용 공개 방해 변경 및 파괴로( ) , , , , 

부터 정보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말한, 

다.125)

정보보안 침해 사건의 법리적 분석을 살펴보면 침해 법익의 종류는 크게 컴    , 1) 

퓨터 프로그램 등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와 통제 권한 보안시스템 운영시스, 2) , 3) 

템 정보 물리적 설비 등이 있다 이들 법익은 공격을 위한 대상 탐색, 4) , 5) . 1) , 2) 

침투 및 침투 후 시스템 탐색 악성 코드 프로그램 삽입 악성 코드 프로그, 3) ( ) , 4) (

램 의 존속 악성 코드 프로그램 의 실행 프로그램 등 파괴와 삭제 프로) , 5) ( ) , 6) , 7) 

그램 등의 성능 저하와 오작동 등의 행위 태양에 따라 침해 법익이 더욱 구체적으

로 나타난다.126) 그리하여 정보보안은 개인정보보호뿐만 아니라 기업 비 과 국가 , 

비 을 보호하기 위한 전제로 필요하기에 독자적 기본권이라고 해석하기에 한계가 

있다. 

년 미국국가안보국 이 개인정보감시 프    2013 (NSA : National Security Agency)

로그램인 프리즘을 통해 세계를 대상으로 도청한 사실이 국가안보국 직원에 의해 폭

로된 사건이 있었다.127) 따라서 세계 각국은 사이버 공간에 대하여 실정법으로 규제 

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중국은 년에 네트워크안전법을 제정하였다 중국 , 2016 . 

네트워크 안전법 제정 목적은 제 조1 128)를 보면 네트워크 보안의 보장과 네트워크 , “
공간상의 주권 국가안전 및 사회공공이익을 수호하기 위함이고 공민 법인 그리고 , , , 

기타 조직에 대한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를 촉진하고 정보화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다 고 밝혔다” .129) 이처럼 네트워크 보안의 보 

장은 국가안전뿐만 아니라 사회공공이익 또는 법인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전제로, 

도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자유권적 기본권과 . 

123) 정필운 앞의 논문 면 , , 39 .
124) 정필운 사이버보안이란 개념사용의 유용성 및 한계 과학 기술과 법 제 권 제 호 면 , “ ”, , 2 2 , 1-25 .
125) 정필운 정보기본권 신설 동향과 지향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헌법은 어떻게 수용하여야 하는가 , “ - ?”,
미디어와 인격권 제 권 제 호 면4 1 , 2018, 41 .

126) 구체적인 논증은 정연부 정보보안 침해 산건 분석에 기초한 정보보안의 법적 개념 요소 도출 , “ ”, 
공법학연구 제 권 제 호14 4 , 209-243.

127) 조현석 빅데이터 시대 미국 간 개인정보보호 분쟁과 정보주권에 대한 함의 세기 정치학회 , “ -EU ”, 21
보 제 권 제 호 면, 26 2 , 2016, 100 .

128) 1 : , 网络安全法 第 条 爲了保障网络安全 维护网络空间主权和国家安全 社会公共利益 保护公民「 」 ， 、 、
法人和其他組織的合法权益 促进经济社会信息化健康发展 制定本法， ， 。 

129) 신재하ㆍ임요준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에 관한 연구 중국법연구 제 권 면 , “ ”, 39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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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본권의 실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정보보안에 관한 내용은 기본권 형식

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130)

          소결6. 

이 부분에서 정보기본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과 기존의 표현의 자유의     

사법실천과의 충돌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또 기본권 신설의 배경과 필요성과 세계 . 

각국의 헌법 동향을 고찰하여 항목별로 신설되는 것이 타당 하는지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고찰 하에 정보기본권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알 권리 액세스권 정, 1) , 2) ( , 

보공개청구권 정보문화 향유와 정보격차해소권 기존 기본권의 보호 범위 등), 3) , 4) 

을 고려하여 정보기본권형식으로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다 광범위의 정. 

보기본권이란 개인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 중 헌법에서 보호하는 권리이다.131) 좁은  

의미의 정보기본권으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하고 이를 통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로132) 정보원에 접근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자유 국가가  , 

가진 정보를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말하며 정보화가 가져오는 

이익을 누릴 수 있는 헌법상 권리로 시민이 갖는 권리는 모든 시민이 정보통신 서, 

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헌법상 권리133)로서 인정이 필요

하다.

        정보기본권의 한계 및 제한의 이론V. 

정보기본권은 한가지의 권리로서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절대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논의한 주요 문제는 정보기본권에 대해 자유와 인권 보. 

호를 더 강조해야 하느냐 아니면 책임과 규제를 더 강조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 

주요 주장은 아래 세 가지 주장으로 나눈다.

          인터넷 기반의 정보 자유론1. 

년 사이버 운동가 는 사이버스페이스 독립선언문    1996 , John Peny Barlow (A 

를 발표하였다 그는 선언문에 당신들은 여Cyberspace Indepencence Declaration) . “

130) 정필운 앞의 논문 면 , , 43 .
131) 권헌영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권의 의의와 입법체계 연세법학연구 제 집 제 , “ : ”, , 12 1
권 면, 23-55 .

132) 정필운 앞의 논문 면 , , 12 .
133) 정종섭 앞의 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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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여기에서 당신들은 결코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당신들. . 

은 윤리적인 의미의 통치권도 없고 당신들은 어떠한 수단도 우리가 반드시 당신들의 

제약을 받아야 한다고 느끼게 하지 않다 이 온라인 세계는 결코 너희들의 국경 내. 

에 있지 않다 고 발표하였다 그는 인터넷을 하나의 가상 세계로 여기고 있으며 무.” . , 

조직 무정부 국경 없는 디지털 공간으로 영원히 정부의 관할을 받지 않는 곳으로 여· ·

긴다 이후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은 인터넷 자유 이론 을 주요 외. (Internet Freedom)

교정책의 하나로 명시했다. 

년 은 인터넷 자유의 역사적 연원과 발전 경로를 논증하였    2010 , Ross Alec

다.134) 당시 미 전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은 년 조지 워싱턴대 강연에서 인터 2011 '

넷의 자유 라는 개념을 공식 석상에서 제기했다 인터넷 자유론자들은 인터넷의 자유' . 

가 인터넷상의 자유 이며 인터넷 표현의 자유 인터넷 집회(Freedom of the Internet) , 

의 자유 인터넷 결사의 자유를 포함해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 , , 

기본적 인권의 연장이라고 주장한다 또 하나는 인터넷을 통한 자유. (Freedom via 

즉 인터넷을 통해 일부 지역이 전체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the Internet) ,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주장한다.135) 그러나 이 이론은 명확한 정의가 없고 , 136) 확정 

의 노경이 없다137)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상 두 개의 중. 

요한 포인트가 있다 하나는 표현의 자유는 친미혁명 을 이룰 수 있다고 보고. “ ” 138) 

기업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의 지위를 불분명하게 하는 것이다.139)

          인터넷 규제론2. 

정보기본권은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게 국제적 통념이지만 논증의 이유는 천차    

만별이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

가 인터넷 주권설            . 

년 유엔은 제네바에서 열린 에서 제네바 원칙 선언을 통해 인터넷과     2003 WSIS

134) Alec Ross “Internet Freedom Historic Roots and the Road Forward” 30SAIS Review， ： ， ，
No.2(2010) pp.3-15.，

135) Richard Fontaine and Will Rogers “Internet Freedom A Foreign Policy Imperative in ， ：
the Digital Age” Center for a New American Society June 2011.， ，

136) D.R.McCarthy “Open Networks and the Open Door American Foreign Policy and the ， ：
Narration of the Internet” 7 Foreign Policy Analysis No.1(2011) pp.89-111.， ， ，

137) Ian Brown and Christopher T.Marsden Regulating Code Good Governance and Better ， ：
Regulation in the Information Age Cambridge MIT Press 2013.， ： ，

138) Joseph S.Nye “Get Smart Combining Hard and Soft Power” 88 Foreign Affairs， ： ， ，
No.4(2009) pp.160-163.，

139) Rebecca MacKinnon Consent of the Networked The World wide Struggle for Internet ， ：
Freedom. New York Basic Books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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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공공정책 문제의 의사결정권은 각국의 주권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인터넷. “
과 관련된 국제공공정책 문제에 대해서는 각국이 권한을 갖고 책임을 진다.”140)

나 공동책임설            . 

년 국제연합 인터넷거버넌스그룹    2005 (Working Group on Internet 

약칭 이 제시한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국가 민간부문 시민사회Governance, WGIG) , , 

가 각각의 역할 범위에서 제정하고 집행하는 원칙 표준 규정 의사결정 절차 및 인, , , 

터넷의 발전과 사용을 규율하는 공동 계획을 말한다.141) 서로 다른 주체가 인터넷  

관리에 공동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인터넷 규제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다 거대영향설             . 

유럽 인권법원은 이미 년     2011 Editorial Board of Pravoye Delo and Shtekel 

판결에서 인터넷은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데 있어서 전통적인 종이 v. Ukraine 

매체와 달리 인터넷은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터넷

상의 콘텐츠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커야 하며 그 규제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종이, 

매체와는 달리 제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142)

          인터넷 중립설3. 

네트워크 중립 이란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모든     (Network Neutrality)

인터넷 이용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인터넷 콘텐츠를 접속하고 앱을 실행하며 기, , 

기에 접속하고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원칙은 , . 

모든 인터넷 콘텐츠와 접근을 평등하게 취급하고 사업자가 상업적 이익으로부터 데

이터 전송의 우선순위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여 네트워크 데이터 전송의 중립성 을 ' '

보장하도록 요구한다.

년부터 컬럼비아대 법대 교수 을 발명한    1996   Tim Wu, World Wide Web  Tim 

인터넷 프로토콜 공동 발명자인 를 비롯해 인터넷 Berners Lee, (IT) Vinton G.Cerf

속 커뮤니티 무료 서비스인 초고속 인터넷은 다수의 사람이 설치한 장비와 통신 모

델에 대해 중립적이고 통신에 따라 다른 통신 서비스의 등급을 낮추지 않아야 한다

고 주장했다.143) 이 학설의 요지는 통신사업자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인터넷의 정보  

140) Declaration of Principles 2003.，
141) http //： www.un.org/chinese/events/wsis/agenda.htm 최종확인, : 2021.02.01
142) Editorial Board of Pravoye Delo and Shtekel v. Ukraine(Application no.33014/05).
143) Shin D H , Lee J , Kim N C , et al. Network neutrality: Insights gained by juxtaposing 



- 37 -

흐름을 차단하고 인터넷의 평등한 사용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인터넷 , . 

규제설 즉 인터넷 규제설 등 다양한 메커니즘을 동원하는 나라가 많다 예를 들어 , . 

호주는 블랙리스트 베트남 중국, · 144) 한국은 인터넷 실명제 개국 이상 인터넷 내용· , 40

을 필터링하고 있다.

소결론        VI. 

네트워크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은 권력을 분립시키고 참여의 가능성을 증가시키    , 

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프라이버시와 청소년 보호라는 기본. , 

권의 충돌 외에 디지털 시대에 온라인 플랫폼은 다양한 이데올로기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이런 논쟁을 격화하고 의견을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 현, . 

재 수많은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사회단체 간의 이념적 충돌의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다 이는 인터넷의 성장과 유도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처지가 보편적이다 그러나. . ,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개개인이 지향한 문화는 원래부터 다르고 선호한 것들이 달

랐고 인터넷 플랫폼은 다만 유저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준 것에 불과하고 정보 집단

의 분열은 원래부터 존재한 것이고 인터넷은 이를 드러나게 한 것에 불과하다 하지. 

만 이는 이러한 분열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지나. 

치게 관여해서는 아니 되고 점점 커지는 정보격차와 정보 불평등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독과점 지위에 지닌 인터넷 회사의 책임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 

다.

최근 연예인들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 악성 댓글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인터넷 실명제 찬반 논의가 다시 여론 속으로 소환되었다 오늘과 같은 . 

가짜뉴스 혐오 표현 유해정보가 인터넷 기술의 발전을 이용해 빠르게 퍼져나가고 , , 

있다 특히 선거철에는 게시판 대화방 등에 각종 비방과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혼탁. ·

한 양상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은 사이버 . 

공간에 대하여 실정법으로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인터넷 규제정책을 연속, 

으로 내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중요한 표현 매체의 하나로 자리 잡. , 

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는 경우 표현, 

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기존의 표현의 자유 이론은 새롭게 나타난     , 

the US and Korea[C]// 20thITS Biennial Conference, Rio de Janeiro 2014: The Net and the 
Internet-Emerging Markets and Policies.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Society 
(ITS),201

144) 중국 년 월 일에 플랫폼 경제 분야에 관한 반독점 가이드라인 2020 11 10 关于平台经济领域的反垄（《
이라는 것을 발표했고 년 월 일에 인터넷 라이브 커머스 방송에 , 2020 11 10断指南 征求意见稿（ ）》）

관한 관리규칙 입법예고를 하였다 라이브 ( ) . 互联网直播营销信息内容服务管理规定 征求意见稿《 （ ）》
커머스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개인 물품을 파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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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기게 된다 아래 본문은 기존의 표현의 자유의 . 

이론이 왜 부족하고 새로운 권리의 신설이 필요한가에 대해 인터넷 실명제를 예로 

계속하여 검토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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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한국법상 인터넷실명제에 관한 연구3

제 절 인터넷실명제의 의의 및 입법연혁1

인터넷실명제의 의의        I. 

개념          1. 

인터넷 실명제라 함    은 주민등록번호 혹은 기타의 기술적인 실명인증 방법, 145)을 

통해서 본인으로 확인된 자만이 일정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거나 게시판

을 통해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고 당해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본인인, 

증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구축해야 할 법적의무뿐만 아니라 본인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에 의해 게시된 의견이나 글을 삭제하거나 본인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에 

의한 당해 정보통신 서비스의 이용을 차단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되며146) 이러 

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재147)가 부과되는 제도라고 정의될 수 있

다.148) 인터넷 실명제는 공식적인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인터넷에서 의견을 표현하 , 

기 위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본인임을 확인하는 법적 제도를 총괄하는 용어

다.149)

유형          2. 

인터넷 실명제는 세부적으로 본인확인 방식 과 관련하여 완전 인터넷 실명제    “ ” , 

145) 본인확인방법으로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실명인증 외에도 신용카드인증 공인인증서 아이핀 휴대 , , , 
폰 인증 등의 방법이 있다.

146)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 조에서 정하고 있는 본인확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인인증기관 그밖 29 , 
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 자 또는 행정기관에 의뢰하거나 모사전송 대면확인 등을 통하여 게3 ·
시판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 제 호 및 본인확인정보의 유출방지기술 제 호 을 각 마( 1 ) ( 2 )
련하고 개월간 본인확인의 정보를 보관 제 호 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본인확, 6 ( 3 ) . 
인방법 중 대면확인이나 모사전송 공인인증기관을 통한 확인은 여러 가지 현실인 불편 때문에 별로 , 
이용되지 않고 있는바 현재 주로 쓰이고 있는 본인확인방법은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 자인 , 3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이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신용카드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게시판 , , , 
이용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147)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위 본인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본인확인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법 제 조의 제 항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44 5 2 ), 3
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법제 조 제 항 제 호 정 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본인확( 76 1 6 ) 
인제의 시행을 강제하고 있다.

148) 헌법재판소 선고 헌마 등 병합 2012.8.23. 2010 47 .
149) 홍남희 검열 커뮤니케이션북스 , SNS , 2019.「 」 ，



- 40 -

인터넷 게시판 실명 표시제 제한적 본인확인제 실명 게시판 우대제가 있고 적용 , , ,  “
시기 와 관련하여 한시적 실명제 상시적 실명제로 나누어진다” , .150) 또한 정부 또는  

법에 따라 강제적으로 시행되는가 아니면 인터넷 커뮤니티가 판단하여 자율적으“ ” , “
로 시행되는가에 따라 강제적 실명제와 자율적 실명제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151)

가 본인확인 방식에 따르는 분류 유형            . 

진정 인터넷 실명제              (1) 

 

진정 인터넷 실명제 는 인터넷 사용 시 모든 과정을 실명만을 사용하여 이용하    ‘ ’
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정도의 인터넷 실명제이다 이 방법은 인터넷의 익명성이라. 

는 특성을 거부하고 인터넷의 발전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 세계와 . , 

동일한 정보교환으로 발신자 및 수신자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인터넷 게시판 실명 표시제              (2) 

인터넷 게시판 실명표시제 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필명 또는 닉네임과 실명을     ‘ ’
동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실명 표시가 요구되지 않는 게시판에서는 필명 또는 닉, 

네임 만으로만 활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명 표시가 요구되는 성격의 게시. 

판에서는 아이디와 함께 실명이 표시되도록 함으로써 게시판의 성격에 따라 본인확

인 정도를 달리할 수 있도록 고안된 방법이다.152)

제한적 본인확인제              (3) 

제한적 본인확인제 는 인터넷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 ’
에게 게시판 이용자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

록 하는 조치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다.153) 학계와 여론에서는 제한적 본 

인확인제 협의의 인터넷 실명제 와 광의의 인터넷 실명제를 용어상으로 따로 구분하( )

지 않고 인터넷 실명제라는 용어를 제한적 본인확인제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경

우가 대부분이다.154)

150) 오용희 인터넷 실명제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면 ,  “ ”, , , 2014, 3 . 
151) 김광재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의 헌법적 고찰 법학논총 제 집 면 , “ ”, 41 , 2018, 58 .
152) 김광재 앞의 논문 면 , , 59 .
153) 헌법재판소 선고 헌마 결정 2010.8.23. 2010 47 .
154) 김광재 앞의 논문 면 ,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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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게시판 우대제              (4) 

실명 게시판 우대제 는 실명제 도입 여부를 정보서비스사업자의 재량에 맡기고     ‘ ’
정보서비스사업자가 실명제를 도입하여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하는 경우 제도적 이익

을 정부에서 제공하는 방법이다 게시판에 불법 자료가 등록된 경우에는 관련 법률. 

에 따라 정보서비스사업자에게 삭제 의무가 부과되는데 만일 게시판 운영자가 실명

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인센티브를 받게 되며 상대적으로 실명제를 도

입하지 않은 운영자에 비해 삭제 의무에 대한 방조 책임을 낮게 인정하는 방안이 

고려되었다.155)

나 적용시기에 따르는 분류 유형            . 

상시적 실명제              (1) 

정보통신망법상 적용되는 인터넷 실명제로 만 명 이상의 인터넷 이용자를 갖    10

는 인터넷 홈페이지이면 기간 제한 없이 게시판 이용자 누구나 그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는 인터넷 실명제이다 년에 위헌으로 결정된 정보통신망법 제 조의 . 2002 44 5 

제 항 제 호는 상시적 인터넷 실명제를 규정하고 있다1 2 .156) 이 법에 의하면 공공기관 

과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어떤 글도 작성할 수 없다. 

네이버 다음 등 하루 평균 만 이상의 포털사이트 등 일평균 이용자 만 이상의 , 30 20

인터넷 신문사 게시판 등 개 사이트가 실명제 의무화 대상이 됐다 정부는 37 . 2008

년 의무 대상 기준을 삭제해 인터넷 게시판 전체로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하려 했고, 

년에는 인터넷 실명제 대상 사이트를 개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2009 153

됐다 그 후 인터넷 실명제 규정 적용대상 사이트는 년 개 년 개. , 2010 167 , 2011 146

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157) 점점 엄격한 규제를 하는 한편 상시적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 논란이 커지고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가 위, 

헌결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한시적 실명제              (2) 

위의 상시적 인터넷 실명제와 달리 한시적 실명제 는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에     ‘ ’

155) 김광재 앞의 논문 면 , , 60 .
156) 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선고 헌마 병합 결정 는 이 법령조항들이  2012 ( 2012. 8. 23. 2010 47·252 .)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 게시, 
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157) 이준복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헌법적 고찰 홍익법학 제 권 제 호 면 , “ ”, 14 2 2013, 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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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의견을 인터넷 공간에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서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

치 여부가 확인된 이용자만 글의 게시나 댓글 달기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 

명확인기간은 특별한 제한이 없었지만 실명 확인제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 ‘ ’ 
넷 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글 을 게시‘ ’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 를 하도록 ‘ ’
하면서 실명 확인을 받은 글은 실명 확인 표시가 나타나도록 하고 실명 확인 표, ‘ ’ ‘ ’ 
시가 없는 지지ㆍ반대의 글이라도 일단 게시는 가능하게 하고 사후에 삭제의 대상이 

되도록 하였다.158)

인터넷실명제 입법연혁        II.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도입과정          1. 

한국은 년대 후반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된 이래 사용자가 급    1990

증하여 그에 따른 언어폭력 명예훼손 등 역기능도 증가했다 이러한 인터넷의 역기, . 

능은 익명성에 따른 이용자의 자기 책임 결어가 중요한 원인으로 파악된다.159) 인터 

넷 실명제에 대한 논의는 년대 초반부터 제기되었다 본격적인 논의는 년 2000 . 2003

월에 정보통신부가 공공기관의 인터넷 게시판부터 단계적으로 실명제를 도입하겠다3

는 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한 사건이 계기였다.160) 이에 시민단체에서의 반발이 컸고  

본인 동의 없이 실명 확인을 남용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다는 명목으로 정보통신부

를 서울지검에 고발하고 년 제 대 총선을 앞두고 제한적 실명제가 법제화되었2004 17

다.161) 그러나 여론의 반발로 대 총선에서 바로 적용되지 못했지만 년 개 17 2005 ‘， 

158) 구 공직선거법 법률 제 호로 개정되고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 (2004. 3.12. 7189 , 2005. 8. 4. 7681
의 것 제 조의 제 항은 인터넷 언론사는 당해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 82 6 1 "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의견게시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게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
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 항은 정당ㆍ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ㆍ운영하는 인." , 2 "
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 항의 1
규정에 의한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실명 확인제를 도입하였다." .

159) 김윤명ㆍ이민영 포털을 바라보는 리걸프레임 대 판결 커뮤니케이션북스 면 , , 10 , , 2015, 13 .「 」
160) 본인확인제가 실시되는 게시판 이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 ’
목적으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화상 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 · · ·
나 기술적 장치를 말한다 정보통신망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상의 블로그 개( 2 1 9 ). , 
인 홈페이지 카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은 일반인 공개목적이 아닌 사적 의사소통 영역으로 보, , 
아 위 게시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인확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161) 게시판 일반에 대한 실명제 통제는 여론에 밀려 한 발 뒤로 물러났지만 인터넷상의 정치 격론과  , 
엉뚱한 방향으로 폭발할지 모르는 파급력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기에 . 
한쪽으로는 년 월 인터넷침해사고 대응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다른 쪽으로는 인터넷상에서 선2003 12 , 
거 관련 게시판 활동에 대한 규정을 본격적으로 세워놓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 
회 이하 선관위 를 거쳐 발의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에 선거 운동 기간 중이라는 조건( ) , 
으로 다시금 게시판 실명제가 들어간 것이다.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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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녀 사건으로 실명제 확대 논의가 고개를 들었고 년 공작선거법 개정을 통해 ’ 2005

선거운동 기간 중으로 실명 확인 적용 범위를 제한하여 년 지방선거에 처음으2006

로 시행되었다.162)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실명제 도입과정          2. 

 

년 연말에 정보통신망법 본인확인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년 월    2006 2007 7

부터 시행됐다 그리고 년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서 제 조의 에 게시판 이용. , 2007 44 5

자의 본인확인조항을 신설하였다 구체적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 , , 

등 공공기관 등과 정보통신 서비스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만 명 이상으로10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게시판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

도록 한다 그리고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가 본인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 , 

하지 않은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

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는 정보통신망을 . 

이용한 신규서비스의 보급 및 이용 확산 등 정보통신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

장하는 개인정보침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 ·

등에 관한 절차를 강화하고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익명성 등에 따라 발생하는 역기, 

능 현상에 대한 예방책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와 공공기관

의 책임성을 확보 강화하기 위하여 제한적인 본인확인 제도를 도입하며 권리를 침· , 

해받은 자의 삭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접

근을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가 임시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조치제도를 도입

하기로 하였다.

현황          3. 

헌법재판소는 년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실명제를 위헌결정을 내려 공직    2012 ,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 확인제는 년과 년 공직선거법 제 조의 제 항 등 2010 2015 82 6 1

위헌확인 사건163)을 통하여 합헌결정이 난 이후 년 월에 위헌결정2021 1 164)을 내려 

사실상 한국에서 어떠한 인터넷 실명제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http://www.mediatoday.co.kr)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620
최후확인   : 2020.11.25

162) 년 총선 직전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지만 실명확인 시스템 미비와 시간부족으로 총선에  2004 , 
실제 적용되지는 못했다. 

163) 헌법재판소 선고 헌마 결정 헌법재판소 선고 헌마 2010. 2. 25. 2008 324 ; 2015. 7. 30. 2012 734, 
헌마 병합 결정2013 338 ( ) . 

164) 헌법재판소 헌마 헌마 헌가 병합 2021.1.28. 2018 456, 2020 406, 2018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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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인터넷실명제 주요 입법연혁< 2- >

그러나 년 월 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    , 2021 4 27

심사소위원회는 이른바 인터넷 준실명제' '165)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

안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대표 발의 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인터넷 실명제와 비슷( ) . 

한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반대했다 또, , . 

한 여러 시민단체 등이 반대하였다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위헌으, . , 

로 간주했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법안의 제기는 인터넷 실명제의 찬반 논의

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제 절 인터넷실명제 찬반논의2

인터넷실명제 찬성입장        I. 

악성 글 피해 예방 및 감소 가능          1. 

고인 최 지난 년 악성 댓글로 우울증을 앓으며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는    00 2019

안타까운 소식이 전했다 그 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년 월에 인. 2019 10

터넷 댓글 실명제 도입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 응답이 반‘ ’ 69.5%, ‘
대 응답이 의 결과로 집게 되었다’ 24% .166) 그러나 이 조사는 고인 최 의 부고가  , 00

165) 이 법은 대한민국의 기반을 둔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에게  10
작성자의 계정명을 공개하도록 강제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3,000 .

166) 리얼미터 온라인 댓글 실명제 도입에 대한 국민여론 리얼미터 현안조사 면 , “ ”, , 2019,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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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진 직후 성인 약 명의 응답으로 집게 된 수치이므로 신뢰수준이 떨어진 것500

이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일본에서 악성 글을 근절하고자 시범적으로 인터넷 실명. , 

제를 도입한 결과 시행 개월 만에 절반으로 줄어 효과를 입증했다 보도에 따르면 6   . 

년 상반기에 접수된 악성 글 수는 약 만 건으로 실명제 시행 개월 후 2015 7 5,000 6

약 만 건으로 줄었다3 .167) 찬성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심각한 간접피해를 유발 

하기 때문에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이버 범죄 추적 용이          2. 

사이버 범죄는 주로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불법 콘텐츠     , , 

범죄 세 가지 종류이다. 

가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    

컴퓨터 시스템 에 침입하거나 시스템 데이터 프로그램을 훼손 멸실 변경한 경우 ( ) , , , 

및 정보통신망 컴퓨터 시스템 에 장애 성능 저하 사용 불능 를 발생하게 한 경우가 ( ) ( , )

이에 속한다. 

해킹              (1) 

구체적으로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한 협의의 해킹과 계정도용 행위를 포함한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가 있다 예를 들어 계정도용 단순 침입 자료 유출 자료 훼손 행위가 대표적. , , , , 

이다.

서비스 거부 공격              (2) 

정보통신망에 대량의 신호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여     , 

정보통신망에 장애 사용 불능 성능 저하 를 야기한 경우를 가리킨다( , ) .

악성 프로그램              (3) 

167) 세계일보 , “ 인터넷 실명제 후 악성댓글 절반으로 급감”, 日 
출처: https://www.segye.com/newsView/20160315001132?OutUrl=naver
마지막 확인: 2021. 05. 02



- 46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    , , , 

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경우를 , 

가리킨다.

기타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4)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중에서 위 중분류 개 항목 해킹 서비스 거부 공격    3 ( , , 

악성 프로그램 어디에도 유형별로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이전에는 없었던 신종 수) , 

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는 범죄인 경우를 가리킨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 

정보통신망 컴퓨터 시스템 을 범죄의 본질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    ( )

는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사이버 사기              (1) 

정보통신망 컴퓨터 시스템 을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할 것    ( ) , 

처럼 기만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 교부행위 한 경우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 . , 

직거래 사기 쇼핑몰 사기 게임 사기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 .

사이버 금융 범죄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자금 이체받거나 소액결제가 되게     , 

하는 신종 범죄이다 구체적으로 피싱. (phishing)168) 파밍, (pharming)169) 스미싱, 

smishing（ ）170) 메모리 해킹, 171) 몸캠피싱, 172) 등이 있다 .

개인 위치 정보 침해              (3) , 

정보통신망 컴퓨터 시스템 을 통하여 디지털 자료화되어 저장된 타인의 개인정    ( ) , 

보를 침해 도용 누설하는 범죄로 정보통신망 컴퓨터 시스템 을 통하여 이용자의 , , , ( ) , 

168) 개인정보 와 낚시 의 합성어 (Private data) (Fishing)
169) 악성코드에 감염된 피해자 를 조작하여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경우 PC
170) 문자메시지 와 피싱 의 합성어 (SMS) (Phishing)
171) 피해자 메모리에 상주한 악성코드로 인하여 정상 은행사이트에서 보안카드번호 앞 뒤 자리만  PC , 2
입력해도 부당 인출하는 수법

172) 음란화상채팅 몸캠 후 영상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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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받지 않거나 속이는 행위 등으로 다른 사람의 개인 위치정보를 불법적으로 , 

수집 이용 제공한 경우도 포함한다, , .

사이버 저작권 침해              (4) 

정보통신망 컴퓨터 시스템 을 통하여 디지털 자료화된 저작물 또는 컴퓨터 프    ( ) , 

로그램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를 가리킨다.

사이버 스팸메일              (5) 

정보통신망 컴퓨터 시스템 을 통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 ) ,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및 이와 관련 허용되지 않는 기술적 조치 등을 

행한 경우를 가리킨다.

다 불법 콘텐츠 범죄            . 

사이버 성폭력              (1) 

정보통신망 컴퓨터 시스템 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    ( ) , , , , 

을 배포 판매 임대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불법 성 영상물을 정보통, , . , ( ) 性
신망 컴퓨터 시스템 을 통하여 일반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 ) , 

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배포, 

판매 임대 전시하는 경우 아동 성 착취물을 정보통신망 컴퓨터 시스템 을 통하여, , ; ( ) , 

아동 또는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 , 

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배포 판매 임대 전시하는 , , , 

경우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영리 목적 혹은 영리 

목적 없이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거나 촬영 당시에

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는 경우가 이에 속하다.

사이버 도박              (2) 

정보통신망 컴퓨터 시스템 을 통하여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거나 도박행위 또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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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 행위 를 한 경우를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정보통신망 컴퓨터 시스템 을 통하여) . , ( ) ,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도박하게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컴퓨터 시스템 을 통하여 경마 경륜 경정 등의 경주를 이용하여 ; ( ) , , , 

도박하게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컴퓨터 시스템 을 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 이외의 ; ( ) ,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도박하게 하는 경우가 이에 속하

다.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사이버 스토킹 등 기타 불법 콘텐츠 범죄              (3) · ,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정보통신망 컴퓨터 시스템 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 ) , 

훼손하는 경우이고 모욕이란 정보통신망 컴퓨터 시스템 을 통하여 공연히 사람을 , ( ) , 

모욕하는 경우이다 사이버 스토킹이란 정보통신망 컴퓨터 시스템 을 통하여 공포심. ( ) , 

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 , , 

도달하도록 하는 경우이다.

라 소결            . 

위의 사이버 범죄의 분류는 현재 인터넷 시대에 있어서 복잡하고 다양한 범죄     

형태를 보여준다 복잡한 범죄인만큼 사이버수사국이 범죄 행위자를 추적하는 데 있. 

어서 운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최근 년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적으. 10

로 모바일환경과 온라인거래의 확대 속에 사이버 범죄 발생이 지속 증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마디로 사이버팀 수사업무의 업무량은 내우 방대하다는 것이. 

다.173)

건전한 사이버 공간 마련 필요          3.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소통할 수 있는 가상공간의 특수성 때문에 사람들은 쉽    

게 말을 뱉는다 그리고 온라인에 익명이라는 방패를 앞세워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 , 

최초 배포자를 찾아낸 것이 절대 쉽지 않다 년에 발생한 자살 사이트 사건은 . 2000

전 국민에게 충격을 가했다 이는 자살 사이트를 이용하여 대 청소년이 다른 . 10 10

대 청소년에게 자살을 부탁한 사건이다 청소년은 성인보다 자기절제 능력과 판단능. 

력이 떨어진 반면 인터넷 활용능력이 뛰어나 쉽게 유해정보를 접촉될 수 있다 정보 . 

전송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자살 사이트가 유행하기 시작하였고 자살 시도를 위한 , 

만남은 또한 번개처럼 쉽게 이루어져 결국 단시간 내에 많은 비극이 이루었다, .174) 

173) 구체적인 연구는 정웅 경철서 사이버수사팀 업무량 분석 치안정책연구 면 , “ ”, , 31(3), 2017, 2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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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모든 권리에 의무가 따르듯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를 얻었으므로 그에 따른 , 

책임이 필요하고 온라인 정보의 신뢰도를 높아지기 위해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 

야 한다는 이유가 위를 본 바와 같다.

인터넷실명제 반대입장        II. 

표현의 자유 침해          1. 

가 익명표현의 자유의 가치            . 

인류의 역사 속에서 자유를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보호해야 하는가를 지속적해   

서 논의해 온 가장 핵심적 보호 영역이 바로 표현의 자유 영역이었다 이는 혁명과 . 

변화를 배태하게 만들 수 있었던 자유로운 표현의 역사적 역할 때문이다.175) 익명표 

현의 자유란 자신의 실명이나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익명의 상태에서 자신의 의사나 

의견을 외부에 표명하는 자유를 말하는데 여기서 익명 이란 단순히 실명 의 반대, ‘ ’ ‘ ’
어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신원을 확인받지 아니한 상태 또는 신원을 드러내지 ‘ ’ ‘
않은 상태 까지 포함한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갖추고 있’ . 

으며 한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게시판 대화방 댓글 문화가 상당히 발달하였, · ·

는데 주요 외신과 국제 인권단체들은 년 이후 한국 사회에서 검열이 증가하고 2008

있음을 비판적으로 지적해 왔다.176)

표 인터넷실명제의 규제규조< 3- 177)>   

174) 문성원 인터넷 자살 사이트에 의한 매개된 자살 상담 및 심리치료 면 , “ ”, , 14(2), 2002, 462 .
175) 조소영 인터넷실명제의 의의와 한계 언론과 법 제 권 제 호 면 , “ ”, 10 2 , 2011, 68 .
176) 검열문제는 년 보수 정권 집권 이후 노골화된 언론과 문화예술계 검열 논란과 탄압 문 SNS 2008 , 
화예술가 블랙리스트 작성 국가가 주도하는 역사 교과서 추진 정부 비판적 발언에 대한 관리와 배, , 
제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이다.

177) 김송옥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헌법적 평가와 전망 공법학연구 제 권 제 호 면 , “ ”, 14 1 , 2013,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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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도 제한적 본인확인제 사건   178)에서 익명표현의 자유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국민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 되는데 특히 익명이나 가명으로 이... , 

루어지는 표현은 외부의 명시적 묵시적 압력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 ,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전파하여 국가권력이나 사회의 다수의견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정치적 사회적 약자의 의사 역시 국가의 정책결정에 반, , 

영 될 가능성을 열어 준다는 점에서 표현의자유의 내용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익명표현은 인터넷이 가지는 정보전달의 신속성 

및 상호성과 결합하여 현실 공간에서의 경제력이나 권력에 의한 위계구조를 극복하

여 계층 지위 나이 성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 , , 

국민 의사를 평등하게 반영하여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되게 한다 따라서 비록 인터. 

넷 공간에서의 익명표현이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갖는 헌법

적 가치에 비추어 강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나 익명표현의 자유의 사회적 기능            . 

익명표현은 개인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보호하는 장치이다 익명의 표현은 원    . 

래 사람과 사람 사이는 평등하므로 누구나 자신의 신분과 사상을 내놓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이성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역설에서 비롯됐다 다양한 관점에 관해서. 

는 누구나 관대한 마음을 갖고 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늘 괴리. 

가 있다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의 관점에 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못하는 사람이 있. 

다 타인에 대한 정체성 발표는 비난하거나 협박 공갈 심지어 보복까지 서슴지 않. , , 

는데 사회는 표현의 보호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다.179) 비난과 보복을 벗어나기  

위해 익명으로 글을 쓰는 것이다 그래서 발생학 적으로 익명은 완벽하지 . (genetics) '

않은 세상에 대한 이성적 응답 을 의미한다' .180) 인간적 존엄성의 본능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일종의 자기 보호의 장치다 어떤 학자의 말처럼 익명은 매우 유용한 장. "

치이며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행동할 수 있다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다양한 주, . , 

장이나 환상에 대해 탐색하고 시도할 수 있으며 사회적 비난을 피하면서 그 결과를 , 

178) 헌법재판소 선고 헌마 2012. 8.23. 2010 47.
179) 년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사이버폭력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대 성인  2019 20~50

명 중 가 최근 년 이내에 사이버 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는 사이버 1,500 32.5% 1 , 48.5%
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생 명 중 가 최근 년 이내에 사이버폭력 가해 . 4,779 18.0% 1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피해 경험 응답은 로 나타났다 년 전체 사이버폭력 경험률 가, 19.0% . 2019 (
해 또는 피해 은 수준이고 년 전체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률은 피해 경험률은 ) 33.5% 2019 21.5%, 

이다 유형별로는 가해와 피해 경험률 모두 언어폭력 이 가장 높고 명예훼손이 두 번째로 높았26.0% . ' '
다.

180) 2006 1 120 127胡泳 人人都知道你是一条狗 读书 年 月 第 页：《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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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할 수 있다 고 말했다" .181) 따라서 익명표현이 언어폭력 비방 모욕 등 악의적 , 

으로 행해질 경우 선거의 공정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터넷 실명, 

제의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인다.182)

개인정보 유출 우려          2. 

본인확인 은 특정한 방법을 통하여 특정인이 본인인지 아닌지를 식별하는 방법    ‘ ’
이고 본인인증 은 특정한 방법을 통하여 특정인이 본인임을 증명하는 방법이다 격’ ’ . 

차가 미비하여 혼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구분하여 보면 본인확인 은 공인인증, ‘ ’
서를 발급받기 위해 휴대폰 실명 확인 등을 통해 본인인지를 식별하는 것이고 본인‘
인증 은 금융거래를 위해 이미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임을 증명하는 ’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개념적으로 기술적 방법에 의한 실명확인 혹은 본인확인 을     ‘ ’
전제로 한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실명 확인 또는 본인 확인을 할 것인지. 

가 문제가 된다.183) 현재 한국에서 공인인증서 184) 주민등록번호 등 여러 가, , i-PIN 

지 본인확인 방법이 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모든 국민이 갖진 주민등록번호를 

181) 2006 1 120 127胡泳 人人都知道你是一条狗 读书 年 月 第 页：《 》，《 》 ， － 。
182) 헌법적인 관점에서 나와 실제로 인터넷 실명제 효과에 대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연구에서 실 
명제 도입 이전과 이후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와 게시글 및 댓글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인터넷 게시
판 실명제의 효과를 탐구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슈 정치 사회 갤러리의 게시글 일일 평균은 . ( ) ・
실명제 이전 건에서 이후 건으로 댓글 일일 평균도 실명제 이전 건에서 이후 1,319 399.7 , 4,259.5

건으로 모두 감소하여 패션 상의 갤러리 역시 게시글은 실명제 이전 건에서 이후 2,156.4 ( ) 1,185.5
건으로 의미 있게 줄었고 댓글도 건에서 건으로 약하지만 유의미한 정도로 줄849.5 , 3,792.9 2,738.9

어 실명제 후 일어난 글쓰기의 위축 효과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 실명제 이전과 이후 글 게시자, . 
가 자신의 글을 얼마나 삭제했는지를 살펴보면 실명제 이전에는 삭제된 글이 전체 글의 , 

개 중 개 였고 이후에는 전체 글의 개 중 개 로 통계적으로 의미 27.0%(18,064 4,871 ) 39.5%(6,615 2,616 )
있게 증가하였다 디시인사이드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운영자가 게시글을 삭제하는 경우가 . 
매우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의 삭제글은 글 게시자가 직접 삭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 
실명제 시행 이후 글쓰기 자체의 감소뿐 아니라 글을 쓴 이후 자기검열 차원에서의 위축 효과도 일어
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실명제 이전에는 게시글의 가 비방글이고 이후에는 가 . 13.9% 12.2%
비방글인 것으로 나타나 실명제 전후에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욕설 사용 여부를 살펴, . 
보아도 실명제 이전에 였던 욕설 글이 실명제 이후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4.7% 2.6%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게시글의 경우 실명제 실시 이전과 이후에 비방과 욕설 사용 모두에서 변화가 . ,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댓글에서는 실명제 이전과 이후 비방적 내용이 개 에서 . 26.8%(342 ) 23.4%(307
개 로 감소하였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였다 또한 실명제 이후 댓글에 욕설이 포함된 경) . 
우도 개 에서 개 로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 즉 실명제로 인한 게시글의 변화는 검증되5.1%(65 ) 2.1%(27 ) . 
지 않았으나 댓글에 서는 비방과 욕설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다 앞의 분석에서 게시글에서의 비방, . 
과 욕설 사용 여부에는 실명제 실시 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출처 우지. ( : 
숙 나현수 최정민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 행정논총 제 권 호 면, , , , 48 1 , 71-90 .)

183) 이준복 앞의 논문 면 , , 182 .
184) 년 개발된 공인인증서는 정부가 인정한 기관이 소유자 정보를 포함한 인증서를 발급해 인터넷   1999
상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서명 등을 활용한 신원확인을 인증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보관과 갱신 . , 
등 사용이 불편하고 다양한 기기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지난 월 공인인증기, . 5
관과 공인인증서 공인전자서명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 
과하면서 공인인증서는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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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는 방법이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사고 발생 시 유출되는 정보의 양과 피해의 범위가     

매우 확대되어 있어 그 피해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추측하기 어렵다 정부의 개인, . 

정보 침해 방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기 마련이다.185)

소결          3.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고 악성 댓글 감소에 실효    

성이 없다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등 관련 . 

주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관한 실효성 . , 

있는 대응 정책은 부족한 것이 분명하다. 

제 절 국내 인터넷실명제 대표 헌법 판례 검토3

정보통신망법 인터넷 실명제 대표 판례 검토        I. 

헌법재판소 헌마 병합 결정 검토          1. 2012.8.23. 2010 47, 252( )

가 배경개요             .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실명제의 시행령상 적용기준이 강화되기 전해인 년     2008

월 정부는 정보통신망법에 있는 유형별로 일일 이용자 만 명 이상 이라는 11 , “ ” “10 ”
기준마저 삭제하는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186) 정부는 개정 

안을 제안한 이유는 인터넷 역기능 문제를 예방하고 사후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할 “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기 위해 서라고 했다 그러나 년 월 국가인권위원회” . 2009 11

는 이 정부 개정안에 대해 인터넷 실명제는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들마저 시행령에 위임하는 위 개정안은 법률유보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에 위반되기 때문에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한다.187) 그리고 년 정보통신 , 2010

망법상 인터넷 실명제의 규제 대상이 되었던 인터넷 신문사 미디어 오늘 과 여러 , ‘ ’

185) 자세한 논의는 신재형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기업의 책임 서울대학교 학위논문 년 , “ ”, , 2015 .
18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안 정부제출 의 “ ”, [2008. 11. 28 , 
안번호 임기만료 폐기1802396, ].

187) 국가인권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제 조 게시판  , 115 (「 」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제 항 제 호에 대한 의견 상임위원회 결정) 1 2 , 2009. 1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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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이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실명제 규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헌

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나 헌법재판소의 판단            . 

년 월 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이 사건 결정에서 정보통신    2012 8 23

망법상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을 침해하고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며 판결을 내렸다.188)

다 검토            . 

제한되는 기본권              (1)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의 익명표현 자유는 매우 광범위하게 침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인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인터넷 

게시판 이용 자체가 봉쇄되어 표현의 자유가 사실상 박탈되고 있다고 봤다 그리고 .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되는 ,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의 경우에도 인터넷 게시판 운영 등을 통해 자유롭게 여론을 

형성하고 전파하는 이들 의 언론의 자유가 심대하게 제약되고 있다고 판단하였ISP

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정보 보관 의무로 인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증대됨으로 인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역시 중대하게 제

약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가 익명 표현의 자유               ( ) 

앞서 인터넷 실명제 찬반논의 부분에 익명 표현의 자유의 가치 및 사회적 기능    

을 보았다 헌법재판소 판결의견을 비롯하여 실제로 많은 논자가 인터넷 실명제로 . 

제한되는 기본권을 표현의 자유 특히 익명표현의 자유로 봤다, .189) 

비교법적인 관점                a. 

년대에는 익명의 표현이 헌법적 권리로서 미국에서 먼저 인정됐다    1960 .190) 미 

188) 헌법재판소 선고 헌마 병합 2012. 8. 23. 2010 47, 252( )
189) 김현귀 인터넷실명제의 도입과 헌법재판소결정 헌법판례연구 면 , " ", , 14(2), 2013, 157 .
190) 미국 법원이 심리하는 몇몇 사이버 침해 사건의 공통적인 특징은 저작권 침해 행위자가 익명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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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연방 대법원은 판결에서 익명의 전단과 책자 심지어 책자Talley v. California " , 

도 인류 진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류 역사의 흐름 속에서 박해를 많이 받는 집. 

단과 교파들은 이런 참을 수 없는 행태와 법을 익명하거나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있다 이라고 판시하였다 이어 대법원은 익명표현은 헌법 수정 조에 의해 보호받으." . 1

며 주의 익명 전단 발포금지법은 위헌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신분 공개California . “
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중요한 공공문제에 대한 평화적인 논의를 저지할 수도 있

다 수정안의 목적은 환영받지 못하는 개인을 너그럽지 못한 사회로부터 보복을 당” “
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고 강조하였다 그 후 년 ” . 1995 McIntyre v. Ohio 

판결에서 익명표현의 권리는 미국 헌법의 제정에 있어 중요Elections Commission 

한 역할을 했고 미국의 전통으로 미국의 역사에 통합되어 있으며 익명표현의 권리, , 

는 수정 조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에 의견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미국 과학발전협1 . 

회는 인터넷에 대한 규제 시스템이나 규제 정책들을 승계에 있어서 온라인에서의 “
익명 의사소통을 보장하기 위한 가지 원칙 을 발표하였다 또한4 ” . , Watchtower 

명 또는 불완전한 신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비방 저작권 침해 사기 등과 같은 행위를 한다는 것이, , , 
다 이리하여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의 신원을 거의 알 수가 없어서 그들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에게 . , , 
피해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해달라고 법원에 소환장을 제청한다 인터넷상 익명 표현을 보호하기 위해 . 
법원은 이러한 사건을 처리하면서 익명유저들의 신상정보공개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기준에 합당해  . 
야만 법원이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 사법실제에서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 하나는 익명의 당사자. . 
의 신원을 밝히는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소송 당사자가 아닌 당사자의 신원을 밝히는 기준이다, .
익명 당사자의 신원을 밝히는 기준 (1) 
익명 당사자의 신원을 밝히는 기준은 현재 뉴저지주 고등법원에서    Dendrite Int’l,Inc. v. Doe No. 

이하 덴드라이트사건이라 한다 사건에서 확립된 기준을 적용한다 본 사건은 피고가 3, 775A.2d 756( ) . 
야후 게시판에서 익명으로 덴드라이트회사에 관한 게시글을 올렸고 덴드라이트회사는 비방이라며 소, 
송을 제기한 사실이다 재판 기간에 원고는 법원에 피고의 신원을 빨리 확정하기 위해 소환장을 발부.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뉴저지 주 고등법원은 개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원고는 익명의 피고인. 5 . 1) 
이 진행 중인 신원확인 절차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통지해야할 것 원고는 익명의 게시자에 대해 ,  2) 
확실한 권리침해 혐의 인터넷 게시물을 제공할 것 원고는 익명의 피고인 신분 노출을 명령한 법, 3)  
원의 행동 이유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제공해야 할 것 저작권 침해 보상에 대한 증거를 제공, 4) 
할 것 익명의 피고인 신원을 밝히는 것이 익명의 표현의 자유보다 더 이익이라는 것을 법원에 입, 5) 
증해야 한다 다섯 가지 기준에 대해 원고가 어느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원은 원고의 신. 
상정보공개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소송 당사자가 아닌 당사자의 신원을 밝히는 기준(2) 
소송 당사자가 아닌 당사자의 신원을 밝히는 데 관련된 기준은 이르면 이하   Doev.2theMart.com( , 

이라 한다 사건에서 정해졌다 이 사건은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인 인포스페이스 가 TMRT ) . (Infospace)
운영하는 게시판에 이라는 회사를 비난하는 익명의 글이 게재되어 의 주주들이 를 TMRT , TMRT TMRT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자 는 인포스페이스를 상대로 게시판에 글을 게재한 명의 신원을 , TMRT 23
밝히라는 소환장을 발부한 사건이다 명의 대상 중 이라는 유저가 있었다 법원이 소환장. 23 NoGuano . 
을 발부하자 인포스페이스는 소환장 내용을 모든 인터넷 유저에게 이메일로 알려줬다 이후 사. TMRT
에 글을 올리지 않은 는 대리 변호사를 통해 소환장 철회 신청을 의뢰했다 재판부는 우선 NoGuano . 
인터넷 익명표현권은 헌법 제 조 개정안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라고 명시했다 그리고 적용할 심사기1 . 
준에 인터넷상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은 인터넷의 익명성에 보장되는 측면이 크다 인터넷 사용자의 “ . 
익명표현의 자유가 민사 소환장으로 박탈되면 인터넷 통신 내지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이 때문에 법원은 인터넷 익명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한다 그리. .” 
고 재판부는 신원정보를 얻으려는 기준을 소환장이 부적절한 목적이 아닌 선의로 발부되었을 것, 1) , , 
소환장으로 얻으려는 정보가 주장 내용 중 핵심적일 것 신원 정보가 주장하는 바와 직접적이2) , 3) 

고 상당히 많이 관련되었을 것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정보일 것 등 네 가지 기준을 만족, 4) 
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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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서 팜플렛 Bible and Tract Society of New York Inc. v. Village of Stratton

발행인들이 그들의 이름을 시에 제출하도록 요구한 시 조례에 대하여 미연방 수정, 

헌법 제 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익명의 이익 을 침해한다고 판l (anonymity interests)

시하였다. 

유럽평의회 는 년 월 일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Council of Europe) 2003 5 28

선언 을 발표하였다(Declaration on freedom of communicatation on the Internet) . 

선언문은 인터넷상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회원국들이 지켜야 할 가지 원칙을 천명하7

고 있는데 바로 제 원칙이 익명성 이다 즉 온라인 감시로부터 확실7 “ (Anonymity)” . , “
히 보호하고 정보와 사고의 자유로운 표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회원국들은 자신의 , 

신원을 밝히고 싶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의 의지를 존중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이것. 

이 국내법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협약 기타 사법 정의와 관련된 국, ‘ ’ 
제조약에 따라 범죄행위의 책임자를 추적하기 위하여 회원국들이 조치를 하거나 상, 

호 협력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191)라는 것이다. 

그리고 유럽 인권재판소 대재판부 는     , 2015. 6. 16. (Grand Chamber) Delfi AS 

사건에서 온라인 뉴스포털의 기사에 게시된 독자의 공격적 댓글에 관해 v. Estonia 

포털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청원회사는 델피 포털에 . 2006. 1. 24. 

페리운송회사가 계획된 빙도를 파괴하였다 는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게“SLK ” . 

재 후 이틀간 그 기사에는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그중 개에는 페리회사185 , 20 SLK 

의 이사이며 과점주주인 에 대한 개인적인 위협과 공격적 언어가 포함되어 있었다L . 

의 변호사는 청원회사에 그 공격적 댓글들을 삭제하고 유로의  2006. 3. 9. L 32,000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다 동일 청원회사는 공격적 댓글들을 삭제하였으나 손해배. , 

상청구는 거부하였다 에스토니아 대법원은 청원회사의 상고를 기각하.  2009. 6. 10. 

면서 델피 뉴스 플랫폼은 기술적 서비스 제공자에 그치지 않고 콘텐츠 서비스 제공

자로 간주한다는 이유로 명백히 불법적인 댓글의 공표를 효과적으로 방지했어야 한

다고 판시하였다 청원회사는 댓글 작성자가 아닌 청원회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그에 대한 대 재판부의 판시 요지는 다음과 , 

같다. 

현실적인 댓글 작성자의 책임이 인터넷 뉴스포털의 책임에 대한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는

가에 관해서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신원 비닉의 이익에 유념하여야 한다 익명성은 오랫동안 . 

191) Declaration on freedom of communication on the internet (Council of Europe) - 
Principle 7: Anonymity : In order to ensure protection against online surveillance and to 
enhance the free expression of information and ideas, member states should respect the 
will of users of the Internet not to disclose their identity. This does not prevent member 
states from taking measures and co-operating in order to trace those responsible for 
criminal acts,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nd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in the 
fields of justice and the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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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이나 원치 않는 주목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어 왔다 그것은 특히 인터넷에서 사상이나 . ,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중대하게 촉진할 수 있다 동시에 인터넷에서 정보 전파의 용이성. , 

범위 및 신속성 그리고 일단 공개된 정보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인터넷상 불법 언론의 효과, 

는 전통미디어에 비해 현저히 더 악화된다는 점도 고려된다… 

 

인터넷에서는 여러 정도의 익명성이 가능하다 인터넷 이용자는 검증되지 않거    . 

나 일종의 검증에 의하는 계정이나 연락 데이터를 통해 서비스사업자에게는 확인될 

수 있지만 넓은 공공에 게는 익명성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 이메일 , , ( , 

주소나 소셜 네트워크 계정의 활성화를 통해 제한된 검증에서부터 이용자의 더 안) , 

전한 신원 확인을 하게 하는 전국적 전자 신원 카드나 온라인 뱅킹 인증 데이터의 

사용에 의하는 등 더 안전한 인증 방안이 있다 또 서비스 사업자는 더 넓은 정도, . 

의 익명성을 허용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원 확인이 전혀 요구되지 , 

않고 오직 한정된 범위에서 인터넷 액세스 제공자가 보유하는 정보를 통해서, – – 

만 추적될 수 있다 그러한 정보의 개시는 일정한 제한적 조건에 따라 수사 기관 또. 

는 사법기관에 의한 인정션 이 요구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도 그것은 (injunction) . 

어떤 경우에는 범법자를 확인하고 기소하기 위해 요구될 수 있다. 

나 정치영역 관점                ( ) 

상당수 나라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 입장이다 미국은 선거운동 기    . 

간이나 방법을 규제하지 않고 선거 비용만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을 중심으로 

페이스북 유튜브 등이 선거 결과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영국도 인터넷 선· . 

거 활동에 대한 규제조항을 갖고 있지 않으며 프랑스도 선거운동기간은 정해져 있, 

지만 인터넷을 영상 커뮤니케이션 매체와 인쇄 매체의 중간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 

이처럼 인터넷에 대해서는 선거운동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많고 인터넷을 활

용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바람직한 선거 문화의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다.192) 이에 관하여 아래 공직선거법 인터넷 실명제 대표 판례 검토 부 

분에서 자세하게 거론된다.

다 사견                ( ) 

헌법재판소는 년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실명제 위헌결정에서 인터넷 실명    2012

제로 인터넷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확인했지만 정보통신망법상 , 

인터넷 실명제가 목적하는 바가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한 명예훼손 욕설 비방 인, · , 

192) 김광재 앞의 논문 면 ,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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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격 거짓 여론의 형성 등의 역기능 예방 등에 있다, .193) 더구나 명예훼손 욕설 , , ·

비방 협박 등과 같은 것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속하는지도 아직 논쟁이 있, 

다.194) 앞서 본 익명표현의 자유의 가치를 보았는데 저속한 표현을 자제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였는데 과연 이는 익명 표현과 어떠한 긴 한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 있다 물론 실명제는 확실히 부분적으로 저속 표현을 자제시. , 

킬 수 있지만 앞의 분석에서 게시글에서의 비방과 욕설 사용 여부에는 실명제 실시 , 

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195) 따라서 정보통신망법상 인 , 

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에서 표현의 자유 관점 특히 익명표현의 자유에 큰 의의를 , 

두기는 어렵다고 본다. 

언론의 자유                b. 

헌법재판소는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의 경우에도     

인터넷 게시판 운영 등을 통해 자유롭게 여론을 형성하고 전파하는 이들 의 언론ISP

의 자유가 심대하게 제약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인터넷실명제의 적용범위               ( ) 

인터넷 실명제의 적용 범위는 인터넷 사용 환경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우선    . ,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자에 관하여 보자면 본인확인제가 처음 도입될 , 

당시에는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만 명 이상의 포털서비30

스 제공자 및 전문손수제작물매개서비스 제공자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만 명 이상, 20

의 인터넷 언론 서비스제공자가 본인확인조치의무 대상자였으나 그 후 , 2009. 1.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의 개정으로 그 대상자는 서비스 유형과 관28. 30 1

계없이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로 확대되었다10 . 

그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본인확인제의 적용대상으로 공시한 정보통신 서비스제

공자의 웹사이트 수는 년 개 년 개이던 것이 년 개 년 2007 35 , 2008 37 2009 153 , 2010

개 년 개로 대폭 늘어났다167 , 2011 146 .

나 사견                ( ) 

193) 강경근 인터넷실명제 공공 민간 나누어 개별법에서 구체적 제도화 인터넷실명제 민 당 정 간 , “ - , ”, · ·
담회 국회 의원회관 호실 년 월 일 황창근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제에 대한 공법, [ 104 ], 2005 8 26 ; , “
적 고찰 세계헌법연구 면”, , 14(2), 2008, 319 .

194) Sunstein, Cass R. Democracy and the problem of free speech, New York: The Free 
Press, 1995.

195) 각주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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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인터넷 실명제 규제의 적용대상의 범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인터    , . 

넷 언론사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에 따른 인터넷 신문사2 4「 」

업자 그밖에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

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ㆍ편집ㆍ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ㆍ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ㆍ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

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위에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이 . 

구체적으로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 

설치 운영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언론사로 분·

류 할 수 있는 점이 자의적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인터넷 언론사에 의무적으로 본인확인절차를 설치하는 것이 기업 영업    , 

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고 위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언론사의 자유로운 

언론 환경을 마련하려는 언론의 자유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직업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 직업종사 직업변경 및 직    , , 

장 선택의 자유로 제 조에 규정되어 있다 직업의 자유는 영업의 자유와 기업의 자15 . 

유를 포함하고 이러한 영업 및 기업의 자유를 근거로 원칙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 

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경쟁의 자유는 기본권의 주체가 직업의 자유를 실제로 행사. 

하는 데에서 나오는 결과이므로 당연히 직업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고 다른 기업, 

과의 경쟁에서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받지 아니하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인증 방법은 신원 확인이 가능하지 . 100% 

않기 때문에 이처럼 주민등록 전선망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 인터넷 언론사는 신용, , 

정보업자의 주민등록 전산 자료를 활용해서 신원 확인 때마다 지불할 비용으로 인해 

처음부터 선거에 관한 게시판이나 대화방을 운영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다.196) 따라 

서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언론사의 사업수행방식에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영업의 자유도 제한할 수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되기 직전인 년 말 국내 동영2008

상 시장 점유율 페이지뷰 기준 에 불과하던 유튜브는 인터넷 실명제 시행(UCC) ( ) 2%

을 기점으로 단숨에 의 시장점유율을 달성했다 이후 년 월 말 기준으로15% . 2013 8

는 시장점유율 를 기록하며 넘볼 수 없는 위 사업자로 자리를 굳혔다 설상가74% 1 . 

상 년 월 말 시행된 저작권법 삼진아웃제는 국내 동영상사이트 이용자의 이탈2009 7

을 더욱 부추겨 유튜브로의 쏠림을 가속했다 년 월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결. 2012 8

정되었으나 국내 동영상 사이트와 유튜브와의 격차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벌어진 , 

뒤였다 국내동영상 사이트들은 실시간 모니터 등 규제 준수를 위해 막대한 비용과 . 

인력을 투자했고 저작권 공포에 시달린 많은 이용자는 유튜브로 대거 이탈했다 유, . 

196) 이준복 앞의 논문 면 , , 182-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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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희 의원은 인터넷 실명제가 국내 동영상 사업자를 고사시키고 해외 유튜브만 폭“
발적으로 성장하게 했음이 증명됐음에도 정부의 인터넷 사업자 죽이기가 계속되고 

있다 면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얼마 전 발표한 인터넷 검색서비스 권고안 역시 해” ,  “
외 사업자인 구글은 준수할 의향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국내 인터

넷 포털 사업자만 몰락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고 진단했다” .197) 따라서 국내 인터 

넷 언론사 중의 특정 언론사에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외국 인터넷 언론사와 국내 

의무가 없는 언론사와 합리적인 차별인지도 판단해야 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c.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 정보보관 의무로 인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증대됨으로 인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역시 중대하게 제약되고 있음

을 확인한다.

가 헌법재판소 의견                ( ) 

인터넷 실명제는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에게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본인확인정보는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 

있게 하는 정보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 수집 보관 처리 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 , ,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다.198)

나 사견                ( ) 

인터넷 실명제는 소수의 피해자인 몇몇 개인의 소중한 프라이버시 혹은 인간으    

로서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국민 대부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희생시키는 구조, 

의 제도라 할 수 있다.199) 개인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공익에 비하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가치는 작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정보통. , 

신망법의 제정과 시행령 개정이 모든 국민이 소수의 명예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포기할 것을 합의했던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을까?200) 더 나아 

가 개인정보가 명예 및 프라이버시의 이익에 비해 일률적으로 작은 가치를 가진다, 

197) 이데일리 유튜브 실명제 덕에 점유율 에서 로 국내시장 싹쓸이 , “ , 2% 74%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341926602970952&mediaCodeNo=257
최후확인: 2021.1.14 
198) 헌재 선고 헌마 판례집 하 참조 2010. 5. 27. 2008 663, 22-1 , 323, 333 
199) 김현귀 앞의 논문 면 , , 186 .
200) 김현귀 앞의 논문 면 , , 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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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단하기도 어렵다.201) 

오늘날 개인의 인적사항이나 삶에 관한 각종 정보가 정보 주체의 의사와는 전    

혀 무관하게 타인의 수중에서 무한대로 집적되고 이용 또는 공개될 수 있는 새로운 

정보 환경에 처하게 되었다 개인 정보를 수집 처리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 , 

라 국가의 개인에 대한 감시능력이 현격히 증대되어 국가가 개인의 일상사를 낱낱이 

파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으로부터 개인정. 

보를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개인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자유민주체, 

제의 근간이 총체적으로 훼손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다.202) 그러나 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개인정보 노출 사건은 샐  , 2000

수 없을 정도이다 따라서 아직 개인의 정보를 강제적으로 포기할 만한 등가의 보. , 

호장치가 없어 개인정보의 희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침해

에 다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일률적으로 그 가치를 형량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

다.203)

라 소결            . 

뒤에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에서도 계속 거론되겠지만 헌법재판소 내부에도     

인터넷 실명제를 찬성하고 반대하는 대립 입장이 계속 존재할 것이다 이런 의견의 . 

대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판례에서 전원 일치로 위헌의견을 내린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닌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익. 

명표현의 자유를 침해되는 기본권으로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는 개인정보보

호라는 측면이 표현의 자유보다 더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에 . 

기초하여 인터넷 규제에 관한 논의에서 개인정보보호는 표현의 자유만큼 매우 중요

한 의제라는 점을 알 수 있다.204)

공직선거법 인터넷 실명제 대표 판례 검토        II. 

헌법재판소 헌마 헌마 헌가 병합          1. 2021.1.28. 2018 456, 2020 406, 2018 16( )

결정 검토

가 배경개요            . 

201) 김현귀 앞의 논문 면 , , 187 .
202) 성낙인 앞의 책 면 , , 1235 .
203) 김현귀 앞의 논문 면 , , 188 .
204) 김현귀 앞의 논문 면 , , 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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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헌법재판소는 소위 선거 게시판 실명제 를 정한 공직선거    2021 1 28 ' ' 「

법 규정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이번 판결은 재판관 의 의견으로 . 6:3 2004」 

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205)에서 신설되어 유지되어 여러 차례 위 규정에 

대한 위헌소송이 제기되었으나 계속 합헌으로 결정되어 왔다가 이번에 판례변경이 , 

이루어진 것이다.206) 이번 결정은 한 인터넷 언론사가 제 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 20

동 기간에 정당 후보자에 대한 의견 게시글에 대해서 실명 조치를 취하지 않아 선, 

거관리위원회로부터 만 원의 과태료 부과조치를 받았다 이에 대해서 법원에 이950 . 

의신청하고 재판 중에 과태료 부과 근거인 공직선거법 제 조의 제 조에 82 6, 261「 」 

대해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 

을 제청하였다 또 다른 사건은 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인 청구인이 . 2018

실명인증 없이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에 선거와 관련해 의견을 게시한 것에 대해서 

정당이나 후보자 각급 선관위가 삭제요구를 하면 즉각 삭제하여야 하는 조항들이 , 

유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다 또한 년에도 선거 . , 2020

게시판 실명제의 위헌성을 다투는 유사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나 헌법재판소의 판단            . 

헌법재판소는 구 공직선거법 실명 확인 조항    207) 및 실명인증자료 관리조항 208), 

과태료 조항209)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 이용자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터넷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 

하였다.

다 검토            . 

제한되는 기본권              (1) 

앞서 정보통신망법 인터넷 실명제 판례에서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게시판 이용    

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 

205) 법률 제 호 일부개정 7189 , 2004. 3. 12, . 
206) 헌재 선고 헌마 헌바 병합 헌재 헌마 헌바 2010.2.25. 2008 342, 2009 31( ); 2015. 7.30. 2012 734, 2013

병합338( ).  
207) 구 공직선거법 제 조의 제 항 공직선거법 제 조의 제 항 제 항 제 항 제 항을 합하여 실 82 6 1 , 82 6 1 , 4 , 6 , 7 ‘
명확인 조항 이라 한다’ .

208) 구 공직선거법 제 조의 제 항 공직선거법 제 조의 제 항을 합하여 실명인증자료 관리조항 이 82 6 3 , 82 6 3 ‘ ’
라고 한다.

209) 구 공직선거법 제 조 제 항 제 호 공직선거법 제 조 제 항 제 호 공직선거법 제 조 제 261 3 3 , 261 3 4 , 261 6
항 제 호를 합하여 과태료 조항 이라 한다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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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침해하므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며 판결을 내렸다 이에 본 판례에서도 헌법재판소는 똑같이 제한되는 기본. 

권을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한정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위, , 

반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본문은 위 판결 요지와 같은 입장이고 과잉금지원칙의 . 

적용에 헌법재판소와 다소 의견이 갈라진다.

과잉금지원칙의 적용              (2) 

가 과잉금지원칙 개요                ( ) 

과잉금지의 원칙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 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1) , 2) , 3) , 4) 

을 의미하며 그 어느 하나라도 저촉이 되면 위헌이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한다. 

헌법 제 조 제 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 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37 2 “ ·

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 

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여 과잉금지의 원”
칙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개별적인 요건을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목적의 정당성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그 목적이 헌법과 법률의     

체계 내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개별 법률이 추구하. 

는 입법 목적이 국가안전 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 . 

입법 수단이 입법목적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거나 촉진하는 경우 그 수단은 적합성을 

띤다 이처럼 수단의 적합성은 입법목적의 최적실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수단이 전적으로 또는 근본적으로 부적합한지 여부만을 통제한다‘ ’ . 
침해의 최소성이란 입법자가 선택한 기본권의 제한조치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   

하여 적절한 것일지라도 가능한 완화된 수단이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필요 최소한·

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서는 목적의 . 

달성에 적합한 다양한 수단들을 평가한다 즉 수단과 수단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 

고찰하여 침해의 수단을 발견해내는 것이다 따라서 수단의 적합성이나 법익의 균형. 

성이 목적과 수단 사이를 규율하는 데 비하여 침해의 최소성은 수단과 수단 사이의 

관계를 평가한다. 
법익의 균형성 원칙은 협의의 비례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어떠한 행위를 규제함    , 

으로써 초래되는 사적 불이익과 그 행위를 방치함으로써 초래되는 공적 불이익을 비

교하여 규제함으로써 초래되는 공익이 보다 크거나 최소한 양자 간에 균형이 유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 관련 법률의 위헌심사에서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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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의 관계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성 심사의 경우"

에 과잉금지원칙은 명확성의 원칙과 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210) 불명확한 규 

범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게 되면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까지 망라하여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규제하게 되므로 과잉금지원칙과 조화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211) 이를 표현의 자유의 민주주의에서의 헌법상의 기본권으 

로서의 중요성에 비추어 표현의 자유 제한 입법에 대한 위헌심사에서 표현의 자유에 

가중치를 두어 비교형량을 하는 것이며 이는 곧 과잉금지원칙의 관점에서 보면 심사

기준의 강도를 강화한다는 취지라고 볼 여지가 있다.212)

나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에 있어서                ( ) 

사회변화에 따른 온라인 선거운동                 a. 

공직선거법 제 조 제 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의 구체적인 방법은 규정되어 있지     58 2 , 

않고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213)를 제외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동법 제 조 제 항은 선거운동 기간을 규. 59 1

정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허, 

용된다 그리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선거운동과 인터넷 홈페이. 

210) 헌법상 명확성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으로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하여 
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명확성의 정도는 모든 법률에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 
개개의 법률이나 법 조항의 성격에 따라 그리고 각 법률이 제정되게 된 배경이나 상황에 따라 차이, 
가 있을 수 있다 일반인이 법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법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법은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어야 하고 법은 누구나 쉽게 이해되. , 
고 일반 국민에게 생활의 지침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요청은 계몽 시대 이래로 광범위하게 인식되어 
온 토포스 이다 일반인은 그가 속한 영역에 따라 법을 상이하게 이해할 수 있다 선거운동 과 (Topos) . . ‘ ’
지지 반대의 글 을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해 일반인은 상이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 · ’ . , 
문언 이해로 선거운동 과 지지 반대의 글 을 상이하게 이해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구분 할 수 있다‘ ’ ‘ · ’ , . 
또한 실명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 실명 확인조항은 법문언상 지지 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ᆞ, "
록 하는 경우 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의 글이 게시될 가능성 만 " , · ' '
있으면 모두 규제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학자들은 이는 사실상 모든 게시판 및 . 
대화방이 규제대상이 되므로 규제의 공간적 범위가 지나치게 넓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을 위배하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명확성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적절하지 않다 규제의 공간적 범위의 넓. , . 
거나 좁은 논의는 사실상 선거운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부분 사람과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211) 헌법재판소 선고 헌마 2002.6.27. , 99 480.
212) 이우영 표현의 자유 법리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기준 서울대학교 법학 제 권 제 호 , “ ”, 53 2 , 

면298 .
213)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시점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행하고  
있는 시점으로 예컨대 행위 시에 미성년자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동일인이 선거운동을 할 수 . 
있는 직과 할 수 없는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 특별규정의 성격을 갖는 제한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해당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기관 단체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선거에서의 중립의무가 있거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기관    · ·
단체 그 대표자와 임 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 는 그 기관 단체의 명의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 · ) · ·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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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 또는 동영상을 게시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전ᆞ
송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선거운동 기간과 상관없이 상시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214) 여기에서 온라인 선거운동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전자우 , , 

편 등의 전기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말한다.215) 년 공직선거법 제 조 제 2011 93

항 등 위헌 확인 사건1 216)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 위헌결정에 따라 년 공직2012

선거법이 개정되어 유권자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 ,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년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 2017

지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 , 

정되었다 따라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 

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를 이용하여 , , (SNS)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다.217) 

정치영역 관점에서 본 입법목적                 b. 

년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    2012 , 

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가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

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 조의 제44 5 1「 」 

항 제 호 등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2 , 

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

를 침해한다고 하면서 인터넷 본인확인제에 대하여 위헌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선. , 

거 관련 실명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지속해서 합헌결정을 하여 때마침 올해 초에 

위헌결정으로 판례를 변경하였다 여기에서 정보통신망법 인터넷 실명제와 선거 관. 

련 실명제는 입법목적에 있어 분명한 차이가 있다 정보통신망법 인터넷 실명제는 .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선거 관련 실명제는 흑색선전 방지, 

를 위한 선거의 공정성이라 할 수 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관계                c. 

214)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선언하고 있으나 선거의 공정과 기회균등을 위하여 주체 시기 , · ·
방법 등에 대한 개별적인 제한 금지규정을 두고 있음에 따라 실제로 가능한 선거운동방법은 그리 많·
지가 않다 선거법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개별적으로 열거하여 허용하고 있는 선거운동을 유형별로 . 
분류하면 대중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 대담 토론회를 통한 선거운1) , 2) , 3) ·
동 인쇄물에 의한 선거운동 정보통신망 및 사이버 선거운동 시설물에 의한 선거운동, 4) , 5) , 6) , 7) 
선거사무관계자에 의한 선거운동 등이 있다.

215) 법무법인 한결 실전 선거법 매일경제신문사 면 , A to Z , , 2020, 261-265 .『 』  
216) 헌법재판소 선고 헌마 , 2011.12.29. , 2007 1001.
217) 최인화 온라인 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연구 유럽헌법연구 면 , “ ”, , 2020,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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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은 국민주권 행사의 일환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    

로서 민주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게 하는 요소이다.218) 선거운동의 자유는 널리 선 

거 과정에서 자유로이 의사를 표현할 자유의 일환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한 태양이

다.219) 선거권을 정치적 기본권과 동등한 기준으로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표현의 자 

유는 실로 정치적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 모든 영역에서의 자유를 말하므로 이 , , , , 

권리는 자유민주 기본질서의 구성요소로서 다른 기본권에 우월한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220)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의 관계                 d. 

선거에 있어서 유권자에게 전달되는 정치적 정보나 의견이 허위 또는 왜곡되거    

나 균형을 잃은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를 왜곡하, 

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선거제도의 원래적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성은 익명 표현의 자체의 한계 원리로 기능할 . 

수 있다 즉 익명 표현은 신뢰도가 저하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 , 

훼손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익명표현이 무책임하고 악의적으로 행해질 경우 인신공. 

격과 흑색선전에 악용되어 선거의 공정과 평온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

다 따라서 이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에 있어서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 , 

기 위해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있어서 정당하다.

다 침해의 최소성에 있어서                  ( ) 

선거운동 기간 존재의 의의에 인지착오가 있다                  a.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운동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외에는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폭넓게 제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선거운동 기간 만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는데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치적 의사 표현을 자유롭게 , 

할 수 있는 핵심적 기간이라 볼 수 있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

한하고 있어 사실상 선거와 관련한 익명의 의사 표현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221) 

선거운동 기간 중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그 자체가 선거운동의 의미를 가지기 때

218) 헌법재판소 선고 헌가 병합 1994.7.29. 93 4,6 .
219) 헌법재판소 선고 헌바 1997.4.24. 95 48.
220) 헌법재판소 선고 헌바 2001.8.30. 99 92.
221) 헌법재판소 선고 헌마 2015. 7.30. 2012 734, 헌바2013 338 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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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제약을 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222) 

그러나 인터넷과 정치의 결합은 미디어 정치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고 직접민주, 

주의를 확산시킬 수 있는 낙관적이고도 희망적인 대안이다.223) 앞서 논의한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터넷은 전통적인 선거운동 방식을 바꾸게 해 전통적인 선

거운동 관념 하에서 유지되어 왔던 선거 규제의 상당 부분은 근거를 상실하게 되고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 제한 입법을 위헌결정224)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의 

필요성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225) 인터넷 실명제의 부작용 중의 하나는 상 

황에 따라 국민에 대한 감시수단으로 변질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감시의 결과 . 

사회 구성원들은 강한 자기검열을 통해 위축 효과를 발생 시켜 참여를 통한 권력 

통제를 스스로 포기하여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226)

선거운동이란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고 헌법    

재판소는 헌법 제 조는 모든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보장24

하고 있다 선거권을 올바로 행사할 수 있으려면 후보에 출마한 자들이 어떠한 사람. 

들인지 제대로 알아야 하고 또한 후보를 출마한 자들 역시 국민에게 자신들을 제대, 

로 알려야 한다.227)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관련하여 자유 선거의 원칙 , “
은 비록 우리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지는 아니하였지만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 

재하는 법원리로서 국민주권의 원리 의회민주주의의 원리 및 참정권에 관한 규정, , 

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자유 선거의 원칙은 선거의 전 과정에 요구되. 

는 선거권자의 의사 형성의 자유와 의사실현의 자유를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투표의 , 

자유 입후보의 자유 나아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뜻한다 선거운동의 자유는 널리 선, . 

거 과정에서 자유로이 의사를 표현할 자유의 일환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한 태양이기

도 하다.”228) 즉 헌법재판소는 선거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동시에 선거운동을 할  ,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뜻한다.229)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주권행사  “
내지 참정권 행사의 의미를 지니는 선거 과정에의 참여행위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행하여질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고 선거운동은 참정권 제 조 의 내용” ( 24 )

으로 보면서230) 선거운동은 국민주권 행사의 일화일 뿐 아니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 

의 한 형태로서 민주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게 하는 요소이고 위헌심사기준을 엄격

222) 헌법재판소 선고  2001. 8.30. 헌마2000 121등.
223) 전자매체의 발달로 정보화 사회가 가속화되고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각 국가들은 전자매체가 가져 
온 탈공간화와 세계화에 맞추어 전자정부나 전자민주주의 사생활과 청소년보호 지적재산권보호 음, , , 
란물 소탕 등의 이유로 각종 통제정책을 마련하고 있기도 한다.

224) 헌법재판소 선고 헌마 2007.6.28. 2004 644.
225) 김종철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언론규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언론과 법 제 권 제 호 면 , “ ”, , 8 2 , 2009, 8 .
226) 황성기 사이버스페이스와 불온통신규제 헌법학연구 제 권 제 호 면 , “ ”, , 6 3 , 2000, 42 .
227) 헌법재판소 선고 헌바  1995. 4.20. 92 29.
228) 헌법재판소 선고  2001. 8.30. 헌바99 92.
229) 박승주 선거운동의 자유와 제한에 대한 평가와 전망 헌법학연구 제 권 제 호 면 , “ ”, , 23 3 , 2017, 30 .
230) 헌법재판소 선고 헌바  1995.4.20. 9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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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심사기준을 준용해야 한다 고 국민주권이론 제 조 및 표현의 자유 제 조 에서 ” ( 1 ) ( 21 )

도출된 것을 판시한 바 있다.231) 이를 종합적으로 정치적 기본권으로 볼 수 있다 .

종래 정치적 기본권으로는 헌법 제 조 공무원선거권 와 제 조 공무담임권 및     24 ( ) 25 ( ) 

그밖에 제 조 제 조 국민투표권 가 규정하는 이른바 참정권 만을 의미하는 것으72 · 130 ( ) ‘ ’
로 보았다 오늘날 정치적 기본권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가. , 

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정치적 활동을 총칭하는 것으로 넓게 인식하고 있

다 정치적 기본권은 기본권의 주체인 개별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주관적 공권으로. 

서의 성질을 가지지만 민주정치를 표방한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국, 

정에 반영하기 위한 객관적 질서로서의 의미를 아울러 가진다 따라서 정치적 기본. 

권은 참정권뿐만 아니라 국민주권원리 의회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하여 참정권에 관, , 

한 규정을 구체적 내용으로 참여하고 정치적 의사 형성을 실질적으로 표현하는 권리

라고 정리할 수 있다. 

재외국민의 참정권 침해 논란                b. 

정치적 의사 표현을 신원 확인된 자로 한정시키고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    

롭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 특히 한국에 거주하지 않. , 

은 재외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고 이는 합리적인 차별 취급, 

인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다수 재판관은 다음과 같은 믿음을 피력했. 

다 국민이면 누구나 그가 어디에 거주하든지 주권자로서 평등한 선거권을 향유하. "

여야 하고 국가는 국민의 이러한 평등한 선거권의 실현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 

울여야 할 의무를 진다는 것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른 헌법적 요청이

다.232) 따라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할 수 없는 재외국민이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할  

수 없어 내국인과 차별 취급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주 의사 또는 해외 . ,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 자체가 헌법적으로 불허되는 것은 

아니라는 별개 의견도 있다.233)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 자세히 논의할 여지가 있다 .

규제의 범위가 지나치다                c.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제대상인 인터넷 언론사 의 범위가 모호하고 광범    , ‘ ’
위하다 누구나 관심 사항을 인터넷에 올리고 전파할 수 있는 현대사회의 특수성을 . 

고려할 때 사실상 모든 웹사이트가 인터넷 언론사에 해당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 . 

231) 헌법재판소 선고 헌가 병합 1994.7.29. 93 4,6 .
232) 헌법재판소 선고 헌마 헌마 병합 2007.6.28. 2004 644 2005 360( )‧
233) 김태운 글로벌시대 재외동포정책 선진화 방안으로써 재외국민 참정권부여 법정리뷰 제 집  , “ ”, , 28 1
호 면,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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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사를 취재ㆍ편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히 매개 하는 경우까지 이에 해당, ‘ ’
한다고 보아 그 범위를 한정하기 곤란하며 이와 유사한 언론 기능 이라는 부분 역, ‘ ’
시 모호하므로 규제대상이 무한정 확대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인터넷 게시판과 대화방은 개설자에 의하여 용도가 제한된 것이 아닌     , 

이상 게시판 등 이용자는 어떤 내용의 의사표시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 

데 실명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문언상 지지ㆍ반대의 글

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 ” , 

지지ㆍ반대의 글이 게시될 가능성 만 있으면 모두 규제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 ’
있다 그렇다면 사실상 모든 게시판 및 대화방이 규제대상이 되므로 규제의 공간적 .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 의견 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과 구별    ‘ ’ ‘ ’
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여 인터넷 언론사의 삭제조치나 법집행기관의 과태료 부과 , 

등에 있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의미가 명확하다고 보더라도. ,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 의견은 선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의사 

표현의 핵심이라는 측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치적 의사 표현에 대, 

한 익명표현의 자유를 사실상 박탈하는 조항이 될 수 있다 특히 후보자 등에 대한 . 

지지의 글 은 비방이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적은데도 반대의 글과 마찬가지로 실명‘ ’ , 

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비방이나 명예훼손 등의 선거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목

적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익명표현의 자유를 과잉 제한하는 것이다, .

대체할 수 있는 기타 제재수단이 이미 마련되 있다                d.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표방하고 있는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목적은 인    

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지 않는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우선 영화의 등급분류 심사처럼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이용자가 실명 . , , 

확인이 된 글과 익명의 글에 대해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있다 인터. 

넷 게시판을 실명 방과 비실명 방으로 구분하여 익명표현 자체는 금지하지 않고 수

신자가 게시글을 읽기 전에 그 게시물이 실명 글인지 익명 글인지 미리 알 수 있도

록 하면 글에 대한 신뢰감을 주어 게시물의 영향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은 실명 , 

확인을 거쳐 실명 게시판에 글을 게재하게 될 것이다 또한 비실명 게시판에는 진지. 

함과 신빙성이 부족하여 유권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경

고문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정보에 따른 유권자의 의사 왜곡도 어느 정도 , 

막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죄나 후보자 비방죄     

등 여러 제재 수단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 게시판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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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통하여 불법 게시물에 대한 검색과 그에 대한 대응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 

기술 수준에서 사후적으로 게시물 게시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이처럼 사후 규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편의 및 선거 . , 

관리의 효율성이라는 기술적 편리성에만 치우쳐 사전적ㆍ예방적 규제를 통하여 익명

표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으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

다 법익의 균형성에 있어서                 ( )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을 이용한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인하    

여 선거의 공정성 훼손 후보자의 인격권 침해 및 여론 왜곡 등의 폐해 방지라는 실, 

명 확인조항으로 얻는 공익이 인터넷 언론사의 이용자가 실명 확인 과정에서 겪는 , 

불편함이나 글 등을 게시하면서 겪게 될 수 있는 주저함 인터넷 언론사의 기술적 , 

조치에 따른 비용 발생 또는 이용자 수의 감소 등의 사익보다 훨씬 크다는 증가가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제하고 있는 선거운동 기간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

사하면서 가장 긴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는 점과 표현의 자유 보장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 

데 따르는 불이익이 선거의 공정성 유지라는 공익보다 결코 더 작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기 어렵다.

제 절 소결론4

년 인터넷 실명제가 처음으로 도입한 후 년 초에 완전 폐지한 후에도     2004 2021

준 실명제를 비롯하여 찬반논의가 지속해서 논의해왔다 이에 본 연구는 인터넷 실. 

명제의 입법연혁 찬반입장 판례검토를 비롯하여 인터넷 실명제의 가치를 살펴보려 , , 

하였다. 

앞서 검토한 결과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기존 입법 내용이 모호하고 입법 효력    

이 약하며 세부 규정이 부족하고 관련 부서의 자유 재량권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개인 데이터 유출과 같은 특정 사이버 행위의 상당수가 법적 제약. 

이 없고 책임을 묻기도 어려워 국민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현, . 

재 표현의 자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표현의 자유의 적용영역을 계속하여 확대

해 오고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증을 제시. 

하고 있지 않았고 다른 기본권들과의 관계에서 표현의 자유가 갖는 고유한 보호 영, 

역이 무엇인지도 불분명하다 사이버 공간의 표현의 자유는 현실 공간에서 표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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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을 통제. 

하는 기준과 현실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법을 통제하는 기준은 같다. 

그렇다고 현실공간의 표현의 자유에 적용되는 법리를 기계적으로 사이버공간의 표현

의 자유에 적용하는 것은 자칫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234) 표현의 자유는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는 표. 

현의 자유 중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의 규범과 통제에 대해 찬성하지

만 민주적 제도가 미비하고 현대적 가치의 이념이 근본적으로 보편화하지 않은 상, 

황에서 인터넷 실명제는 현실적이지 않고 쉽게 침해당한다.235) 그러나 동시에 인터 , 

넷 실명제는 어느 정도의 보호 수단이다 물론 사후의 추적 등 기술수단으로 특. IP 

정 발신자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인터넷 실명제가 어느 정도 발신자의 발언을 제약하, 

여 양호한 사이버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적인 영향을 발휘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렇지만 사후적인 조치로 대응할 수 있기에 인터넷 실명제는 당연히 폐지 . , 

돼야 할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가 년 초에 내린 위헌결정은 아주 타당한 판. 2021

결이라고 평가하겠다. 

그리고 방대한 유저 집단이 사이버 공간에 엄청난 양의 개인 데이터가 올리고    , 

업로드된 개인 데이터는 지극히 쉽게 해킹에 의해 차단 유출될 위험이 있어 정보가 , 

전송되는 과정에서 쉽게 가로챌 수 있다 유저들은 실명제 때문에 더 쉽게 정보를 . 

침해당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권한과 책. , 

임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개인 데이터 보호에 관한 . 

별도의 법률이 없다는 것이다 개인의 사생활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개인 데이터. 

가 유출되는 상황이 심각하고 개인 데이터의 부당한 사용에 대해 불법과 불법의 상, 

인들이 거리낌 없이 방자하게 대처하는 등 개인 데이터 보호의 우려가 높다 현재 .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관련 법규가 아직 완비되지 않아 시급히 보완해야 할 단계에 

있으며 이는 국민의 개인 데이터에 대해 매우 큰 위험을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이, . 

에 국민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책임질 주체 및 내용을 확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 

서 이어서 본문은 인터넷 시대에 있어서 각 주체 기본권의 충돌 특히 개인정보보호, 

에 있어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받을 수 있고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다.

234) 정필운 사이버공간에서 공익에 근거한 표현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토지공법연구 , " ", , 2010, 
501-530.

235) 지난 년 월 일 서울고법 형사 부 부장판사 함상훈 는 김지사가 년 월 년 월  2020 11 6 2 ( ) 2016 6 2018 2∼
드루킹 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 수감 중 등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기사 만여 건의 댓글 순위를 ‘ ’( ) (51· ) 8
조작한 혐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년을 선고했다 이른바 드루킹 사건은 ( ) 2 . 
더불어민주당 당원 인이 대 대선 이전부터 킹크랩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네이버 등의 포털사3 19
이트 인기 검색어와 인터넷 기사에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도록 댓글을 작업하여 여론
조작을 벌인 사건이다 이들은 대선 이후에는 반대로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다 더불어민주당이 댓글 . 
조작 현황을 경찰에 고발하여 체포됨으로써 정황이 드러났다 이런 사건을 통해 그동안 한시적 인터. 
넷 실명제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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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자유와 질서의 충돌과 화합4

제 절 인터넷시대에서 주요 정보주체의 역할1

인터넷시대에서 정부의 역할          I. 

한국의 민주주의 사회건설 기간이 비교적 짧고 전통적인 유가 관리 패러    , ( ) 儒家
다임이 아직도 정부와 국민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 

사람들의 생활은 점점 더 편리해졌지만 새로운 정부 건설에 도전을 초래했고 인터, , 

넷 환경에서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여 관리자는 실명제를 통해 자신의 , 

편의를 꾀한다 인터넷 . 실명제를 쓰지 않고도 악행을 저지르고 비방하는 사람을 찾

을 수 있지만 실명제는 관리자의 업무를 편리하게 해 준다는 최저비용 원칙 을 보, ' '

여준다 그러나 이 같은 발상은 인터넷 실명제의 내재적 소명과 모순되는 것으로 정. 

부가 관리하는 현실적 수단을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의 . 

근본 목적은 사이버 보안 강화 사이버 환경 규범화 사이버 범죄 억제 네티즌에 대, , , 

한 사이버 공간 활용이지 단순히 사이버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다 단속은 수단이 .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부 이념만이 인터넷 실명제의 속뜻에 부합한다 이 외에 인‘ ’ . 

터넷 실명제는 비용이 많이 들어 정부 감시가 어렵다 한국의 네티즌 수가 많고 인. 

터넷 실명제가 실시됨에 따라 국민의 정보 데이터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형성하

였다. 

인터넷 주체가 광범위하고 네트워크 공간이 방대해 각 사이트와 포럼 모바일 앱    , 

등 실명제 인증 시스템에 엄청난 인력과 재력이 소요한다 네트워크 감독 자원이 제. 

한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 투입이 부족하여 감독 관리 강도가 크게 낮아진다 감사 , . 

조회에 필요한 기술 투입과 하드웨어 운영에도 막대한 비용이 드는 문제점이 인터넷 

실명제 감시를 부실하게 만들었다 또 관련 법규가 다수 존재할 경우 인터넷 감시를 . 

담당하는 정부 각 부처의 직책이 모호하고 획일적인 규제 기준이 없어 다중 감시를 

하는 것도 인터넷 감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참고로 프랑스에서는 년 제정된 정보조작대처법    2018 (Les propositions de loi 「

에 따라 선거법 에서도 온라인상 허위contre lamanipulation de l'information)」 「 」

사실 유포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선거기간에 한하여 이. , 

용자의 이의가 접수되고 시간 이내에 판사가 허위정보의 유포를 중지하는 명령을 48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여 당해 정보가 의도적으로 생성된 명백한 허위정보로서 대, 

량으로 유포한 경우에 판사가 이를 중지 할 권한이 있다.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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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네티즌의 교육 수준이 다르다 양호한 교육을 받은 엘리트도 있지만 대부    . , 

분은 학력이 떨어지는 집단이다 대부분 네티즌은 나이가 어리고 쉽게 자극을 받을 . 

수 있고 이는 사이버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이버 폭력의 주원인은 실명 여부. 

보다는 발언자의 소질이 낮기 때문이다 학력과 나이 등 이유로 인터넷 집단이 맹종. 

하기 쉽기 때문에 정보의 진위를 가려내는 능력이 약하고 독자적인 판단과 사고 능, 

력도 떨어진다 일부 네티즌은 법의식이 희박하고 법률 상식이 기본이 안 되며 법률. 

로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도 없다 비록 과학기술통신부의 년 정보보호 실. 2018

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조사대상 명 의 조사대상이 정보보호를 중요하96.2%( :400 )

게 인식하지만 침해사고 경험률이 로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수가 아니다, 4.6% . 

따라서 정부는 전문적인 입법으로 허위정보유통 및 사이버 폭력에 대한 사후     

대처의 입법이 필요하고 네티즌의 인터넷 이용 교육 및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인터넷시대에서의 인터넷업자의 역할        II. 

인터넷업자 관련 주체 개념            1. 

국내의 연구 논문을 보면 인터넷 또는 사이버상 활동 주체의 다양성 때문에 인    

터넷에 관한 규제 주체에 대해 거의 정리가 잘 되어 아래에서 간단한 정리를 하고

자 한다.

인터넷 콘텐츠제공자 이하 란 인터넷에 콘텐츠    (Internet Content Provider, ‘ICP’)
나 데이터베이스 등을 직접 제작하여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자뿐만 아니라 일. 

반 시민 역시 인터넷에 접속하여 자신의 콘텐츠 표현물을 올릴 수 있기에 일반 이, 

용자 역시 이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237)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Internet Service 

이하 의 개념에 대해 초기에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Provider, ‘ISP’)
한정되는 개념이었지만 현재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상 정보의 제공을 매

개하는 자 등 다양한 개념 정의가 있다.238)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On-line Service 

이하 는 보다 훨씬 큰 개념이고 온라인 업무와 관련된 거의 모Provider, ‘OSP’) ISP

든 것이 포함된다 인터넷 액세스 제공자 이하 는 . (Internet Access Provider, ‘IAP’)
유저들에게 접속 서비스만 제공하는 유저들이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

트와 서버 간의 연결을 제공하는 자이다 이란 인터넷을 통해 . OTT(Over the top)

236) 판사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모든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온라인상에서 신뢰 회복을 명하거나 배포  
중지를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정보의 진실성과 관련하여 이의가 , 
제기된 경우에는 제기된 때로부터 시간 이내에 진실성 여부를 파악한 뒤 삭제 명령을 내려야 한다48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면( : , 2019 , 2019, 438-439 ). 『 』

237) 최규환 앞의 연구보고서 면 , , 9 .
예를 들어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등 기업이 대표적이다   , , , , .

238) 대표적인 회사는 텔레콤 유플러스 등이 있다 KT, SK , L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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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통신사업자 독립사업자와 개인이 다양한 콘텐츠를 실시간 및 비실, (Streaming) 

시간 방식으로 단말기에 제공하는 서비스이다(VOD) .239) 

표 인터넷 관련 주체 업무 관련도< 4- >

각 개념에 따르면 서비스는 의 하나에 해당하다 는 와 인터    OTT ICP . OTT ICP

넷에 콘텐츠나 등을 직접 제작하여 제공하는 데 비슷하지만 는 사업date base , ICP

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콘텐츠를 올릴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그리고 는 . ISP OSP

의 주요 하나 서비스 제공업자이다 는 보다 훨씬 광범위의 개념이고 온라인 . OSP ISP

업무를 제공하는 제공자는 모두 이에 속한다.240)

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    ISP OSP 

고 대표적이다 통일적인 분류가 없지만 각 주체의 업무 범위에 근거하여 과 . IAP

를 에 귀납하였다 는 데이터 전송의 통로이다 이는 유저들이 전문 회선 ICP ISP . IAP . 

또는 일반적인 전화선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 할 수 있게 한다 한국에서 대표적인 . 

는 아이네트 채널아이 넷츠고 네띠앙 등이 있다 그리고 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IAP · · · . ICP

사이트가 있다 이들은 자신의 사이트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유저들에게 제공한다. . 

위의 도표에서 를 에 속하게 하였지만 와 는 상호의존하고 지닌     ICP ISP , ICP ISP

의무가 다르다 유저들은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 에 가입해야 네이버 다음 등 . ISP ,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의 서비스가 유저들의 관심을 두지 못하면 ICP . ICP

에 가입자 수는 현저히 낮았을 것이다 이와 반대로 인터넷망이 보급되지 않았다ISP . 

면 포털사이트가 지금처럼 발달하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와 는 사실상 서. ICP ISP

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아래 본문에서 와 의 서비스에 따라 의 ISP ICP ISP

모니터링 의무와 의 사적검열 논란으로 나누어 검토하려 한다ICP .

239) 권형둔 헌법상 방송개념과 서비스의 방송법적 규제의 정당성 언론과법 , “ OTT ”, , 18(1), 2019, 1-36
면.

240) 로컬 영역 네트워크 는 제외된다 는 네트워크 매체를 이용하여  (Local Area Network, LAN) .  LAN
집 사무실 학교 등의 건물과 같은 가까운 지역을 한데 묶는 구내 정보 통신망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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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니터링의무          2. ISP

가 정보통신망법상 관련 모니터링 의무            . 

년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제 조 제 항은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    2008 44 1

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해서는 아니 된다고 제2

항은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 항에 따른 1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 조의. 44

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침해나 2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 제 조의 에서 정보통신 서비스제. 44 3

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

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한편 년 월 일에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하면     , 2020 3 25 「 」 

현행 제 조에서 더 나아가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가 운영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44 “ ᆞ
게시된 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도록 한다 백혜련의(

원안 와 해외사업자에게도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에 관한 책임과 피해자 보호 의)” “
무를 부여하고 국내 대리인 업무에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 책임자 업무를 추가

하고 불법 정보에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포함하며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 중 , ,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두고 투명성 보

고서를 제출한다 는 박관온의원의 의안이 발의되면서 에 대한 침해물 삭제 의무 .” ISP

이상의 적극적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현황과 추세를 볼 수 있다.

나 저작권법상 관련 모니터링 의무            . 

년에 개정된 저작권법은 인터넷을 통한 제 자의 저작권 침해 시 온라인서    2003 3

비스제공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책임 범위

를 명확히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안정작인 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면책 요건 및 효과구성과 함께 저작권

자 구제를 위한 절차적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저작권법은 년 새로 . 2009

개정된다 이는 정부에 의한 모니터링 및 행정규제 강화를 하였다 개정법에서 문화. . 

체육관광부 장관은 일정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복제물 전송자의 계정 

정지 및 불법 복제물 유통 게시판에 대한 서비스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그리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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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요건을 충족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복제물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 민법상 관련 모니터링 의무            . 

민법에서는 제 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750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제 조 제 항에서는 타인의 , 751 1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 

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제 조에서 공동불법해위자. 760

의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불법 게시물 및 댓글에 대한 포털의 손해배상 책. 

임을 인정한 대표적 사례는 년 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2009 4 . 

포털 업체가 개인에 대한 비방 내용을 전달한 기사와 악성 댓글을 방치한 것도 배

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명예 훼손적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 내용 게시 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 , , 

정도 게시자과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여부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 , 

의 대응 태도 등에 비추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 

간에 게시된 명예 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위 사업자가 위와 같은 게시, 

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

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 

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 , 

대한 관리 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사업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 ,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

고 그 게시물 삭제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처리를 , 

하지 아니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241)

여기서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간의 역차별문제가 제기된다 왜냐하면 해외 사업    . 

자 역외 적용하는 데 난이도 있다 해외사업자들이 국내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국내. 

에서 상행위를 펼치거나 과세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 

국내기업들은 규제를 준수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저하된다 이 외에도 피. 

해자가 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삭제를 요청하지 않아도 불법성이 명백한 게시물ISP

에 대해서는 포털 스스로 이를 삭제하고 차단할 의무를 인정한 것은 포털의 사적검

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241) 대법원 선고 다 2009.4.6. 2008 5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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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3. 

인터넷 업계의 규제는 관련 법규의 부재와 효력 한계 때문에 정부의 규제만으    

로 충분치 않으며 인터넷 업계의 자율 강화를 통한 인터넷 규제는 이미 대다수 국

가의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인터넷 업계의 자율성 여부는 개인 데이터 프라이버. 

시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우리 인터넷 업계의 자율적 상황은 . 

녹록지 않다 인터넷 업계의 본질적인 속성이 상업적 속성이기 때문에 이익을 얻으. 

려는 목표와 사회적 책임 사이의 충돌이 뚜렷이 존재한다 많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이익을 챙기고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프라이버시 약관을 얼버무리면서도 

사생활 보장은 외면한 채 개인정보를 팔아 부당이득을 취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이. 

용자는 홈페이지를 볼 때 자동으로 광고가 뜨는가 하면 국민의 열람 정보를 심층적

으로 분석해 광고 내용을 어주고 열람을 강요한다 이는 개인의 뜻에 반하고 국민. 

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인터넷 업계의 주류 가치관에서도 벗어난다. 

데이터 처리에는 데이터 획득 데이터 병합 및 데이터 매칭 데이터 컴파일 등     , , 

세 가지 단계가 포함된다 빅 데이터 시대는 서비스 업체 각 기관의 데이터 획득을 . , 

더욱더 쉽게 해 주었고 인터넷은 기술 수준은 국민의 개인 데이터 보호를 결정하는 , 

핵심 역량이다 우선 사용자 정보의 진위를 가려내려면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사. 

용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유지 개인 데이터의 확인 절. , 

차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설의 투입 고도의 기술적인 운영과 유지보수가 필요하다, . 

둘째 첨단 기술 소프트웨어는 네트워크의 침입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용자의 , 

보안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셋째 추적 기술을 통한 위치 추적이 필요한. , IP 

데 이 기술은 미흡하다는 것이다 해외 프락시 서버를 통해 실제 주소를 숨기는 . IP

등 추적을 회피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해 국민의 데이터를 침해한 위법행위에 대한 책

임을 묻는 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관련 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정. , 

부는 투기꾼들의 불법 행위를 방지할 수 없으며 공민의 개인 데이터에 대해 확실한 , 

보장을 제공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인터넷 업계의 자율 의식 강화 및 개인 데이터에 대한 기술적 보장    

도 강화 필요하다.

제 절 최신 관련법제에서의 정보기본권 논의2

정보통신망법상 정보기본권 논의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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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제도    (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

를 정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정’21. 5. 21. . 

보보호 최고책임자는 기업의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 

등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책임자(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를 말한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수행하는 정보보호 업무는 아래와 같다Officer) . .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립 및 관리 운영1. ,  
정보보호 취약점 분석 평가 및 개선2. ,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3.  
사전 정보보호 대책 마련 및 보안조치 설계 구현 등 4. , 

정보보호 사전 보안성 검토 5. 

중요 정보의 암호화 및 보안서버 적합성 검토6.  
그밖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7.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법상 임원급으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    

정해야 한다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 란 전기통신 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 " "

신사업자의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모든 전기통신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는 정보. , ( , )

통신 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위는 형식적인 직위가 아. 

니라 정보통신망법 제 조의 제 항 각호의 정보보호 업무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45 3 4

자를 의미한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 의무대상은 원칙적으로 지정 신고 . , , 

제외 대상자242)를 제외한 모든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는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

임자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 에게 신고하여( )

야 한다.

대규모 기업 등의 경우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정보보호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여 기업의 정보보호 대응 능력 강화 정보통신망법상 겸, 

직 제한은 직위에 대한 겸직 제한이 아니라 업무에 대한 겸직 제한에 해당한다 따, . 

라서 원칙적으로 정보통신망법 제 조의 제 항에서 정한 정보보호 업무 외의 다른 , 45 3 4

242)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 의무 제외대상 영 제 조의 제 항 ( 36 6 1 ) ﾷ
자본금 억원 이하 부가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 자( 1 ) (「 」
본금 억원 이하의 부가통신사업자1 ) 

소상공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 가 명 미만이고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 ) * 10 ,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명 미만인 자 , , 10 , 5
임원 일용근로자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 * , , 3
소기업 등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전기통신사업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제외 으로 전년도 정( ) ( )「 」 
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억 원 미만이고 전년도 말 기준 직전 개월의 일일 평균 이용자수100 , 3
가 만명 미만인 자100 . 



- 78 -

업무를 겸직하는 것이 곤란하다.243)

이와 관련해 개정안의 검토보고 안을 제출한 과기정통위 조기열 수석전문위원    

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업무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통한 예방 대응 협력 활동을   · ·

추가함으로써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제도와 관련한 허위 부실 신고 검증 정책지원, · , , 

보안 교육 실시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

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244) 김영식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그동안 형식적 “
으로 운영되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위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법령 ,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이라면서 법안이 시행되면 국내 산업계 전반” , “
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 밝혔”
다.245)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기본권 논의         II. 

지난 년 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이하 보호법 일부개    2021 1 ‘ ( )’ 
정법률 안 을 입법 예고했다 그리고 지난 년 월에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를 했( ) .  , 2021 5

다 최근 감염병 확산과 비대면 사회 돌입 등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 국민의 정. 

보 주권을 더 강화하고 기업에는 이중규제 등 불필요한 혼란과 부담을 줄이는 것이 , 

목적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 보호법은 제 조를 통해 다른 법률과의 관   , 6

계를 정비한다 현행 보호법은 신용정보법 등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 그 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해 다르게 규정, 

하고 있으면 보호법의 원칙과 상충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개정 보호법에서. 

는 다른 법률 제 개정 시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규정한다 개인정보와 관· . 

련해 다른 법률과 상충 시 보호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의 규정이 정보 주체, 

에게 더 유리할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적용한다. 

제 조 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디지털 시대로     13 . 

변화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개인정보가 서비스에 사용되고 있어 정부가 주도하는 규

제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자율 보호를 활성화. 

하고 기업 등이 자율규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정 보호법을 통해 자율. 

규제단체를 지정하고 자율 규제 활성화 및 행정 기술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 · . 

243)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제도 안내서 년 , “ ”, 2019 .
244)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제도 강화됐다 정통망법 개정안 국회통과 ... 
출처: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97723

최후확인2021.05.07. .
245) 위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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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정을 통해 민간과 정보 소통창구 기능을 수행하는 자율규제단체 연합회 설, ‘ ’ 
립 근거도 마련했다. 

제 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은 새로운 기술 등장에 유연하게 대    25 ·

응하기 위해 개정한다 현행 제 조에서는 고정형 만을 규제하고 있어 드론. 25 CCTV , 

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기기의 특성에 맞는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 현재 드론 등을 . 

이용한 촬영이나 카메라 정보를 통한 자율주행이 구현 시에는 현행 제 조 개인정보 15 (

수집 이용 를 적용해 개별 정보 주체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이는 신기술 · ) , 

도입과 신사업 성장 저해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개정 보호법은 공공장소에서 업. 

무 목적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를 통한 개인 영상정보 촬영을 원칙적으로 제‘ ’
한하되 제 조 제 항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거나 촬영 사실을 표시했음에도 거부 , 15 1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제 조 제 절 가명 정보의 처리에 . 28 3

관한 특례와 제 조 비 유지 등은 가명 정보 결합기관 운영에 따라 현행보다 정의60

를 더 명확하게 개정한다 현행 제 조의 제 항은 가명 정보의 처리 로 표시돼 있. 28 2 1 ‘ ’
으나 개정 보호법에서는 여기에 개인정보의 가명 처리 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시, ‘ ’
한다 또한 가명 정보 처리목적을 달성하면 의무적으로 파기하도록 제 조의 적용. , 28 7(

범위 에서 예외조항을 일부 제거한다 이와 함께 제 조를 개정해 가명정보 결합기) . 60

관의 업무수행에서 비 유지 의무를 신설한다.

또한 제 조에는 개인정보 국외이전과 관련한 내용을 신설 제 조의 및 한    , 28 ( 29 8 9)

다 현행법은 국외이전과 관련한 조항은 일반규정과 특례규정으로 나뉘어 있어 해. , 

당 법을 적용받는 개인과 사업자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해외직구 . , 

등이 확대되면서 개인정보 국외이전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등 해외 법제GDPR 

와의 상호 운용성 확보 및 국외이전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 표준에 부

합하도록 이전 방식을 다양화한다는 계획이다.

제 조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심사 를 신설해 국민의 알 권리도 보장한다 현    30 2( ) . 

행 제 조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 방식이 적절30 , 

한지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어 문제 제기가 지속하고 , 

있다 가령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보관한다 고 약관에 명시돼 있으나 실제 이러한 처. ‘ ’
리가 이뤄지는지 사용자는 알기 어렵다 이에 따라 개정 보호법에서 신설되는 조항. 

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처리방침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하는 개인정보 처리방‘
침에 대한 심사제도 를 도입하고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

제 조의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도 신설한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따라 개인    35 2 . 

정보가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지만 정보 주체인 국민은 이러한 유통 과정에 능동적, 

으로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신설된 조항은 정보 주체가 기존 개인정보처리자에 .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및 관리 전문기관에 전송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한다 가령 소셜미디어 를 사용하는 김 씨는 기존 이용 서비스 품질이 . A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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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소셜미디어로 자신의 정보를 옮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B .

제 조의 자동화된 의사결정에의 대응권 는 인공지능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의     37 2( )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신설한다 최근 데이터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개인의 행동. 

에 대한 예측이나 평가가 가능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콘텐츠 추천 등 맞춤형 서비. 

스도 등장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특정인에 대한 낙인이나 차별 등 새로운 위험성도 , 

등장하고 있다 개정 보호법에서는 이러한 맞춤형 서비스가 정보 주체에게 법적인 . 

영향을 주는 경우 이의제기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다 또한 개인. , 

정보처리자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기준과 절차를 정보 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알릴 의무도 생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된 개인정보보호 의무 규정은 제 조 제 장 특례    39 6

규정을 삭제하고 다른 조에 반영 및 추가해 사업자의 혼란 및 이중부담을 줄일 계

획이다 일반규정과 유사하거나 중복된 특례규정은 일반규정으로 통합하고 온 오프. , ·

라인 모두 적용해야 하는 특례규정은 각각 다른 규정에 추가한다 또한 국내 사업. , 

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거나 실익이 없는 특례는 폐지한다. 

개인정보 분쟁 조정제도는 제 조 제 조 제 조를 개정해 현실성을 높인다    40 , 43 , 45 . 

현행법상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상 개인정보 수집목적 외 이용 광고 메시지 등, ( ) 

같은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대상은 공공기관으로 , 

한정되며 개인 및 기관은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조, 

정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 보호법에서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사업자 등 .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의무 대상을 확대하며 관계기관의 자료요청이나 현장 조사 , 

등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감염병예방법 통계법 등 현행 제 조에서 규정하는 보호법 적용 예외 대상 중     , 58

일부도 삭제한다 통계법과 감염병예방법 등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어 굳이 예외 대상으로 두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위의 침해조사 및 제제 기능은 제 조 제 조 제 조 등을 개정해     59 , 64 , 66

강화한다 현행법상 개인정보위가 시정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침해라고 . ‘
판단할 명확한 근거가 있고 유출로 인해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만 시정명령이 가능, ’
하다 개정 보호법은 이러한 시정명령 부과요건을 합리화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는 . , 

사실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제 조의 신설 및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등 벌칙에 관한 규정도 개   64 2 71 , 72 , 73 , 75

정한다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부분은 금전적 목적을 위한 경우가 많지만 현행 처벌 . , 

규정은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개인에 대한 처벌을 유도5 5,000

한다 이에 개정 보호법에서는 형벌을 줄이는 대신 등 주요국의 입법에 따라 . , EU 

행정처분 인 과징금으로 전환한다 서비스별 규모와 유형이 다른 벌칙을 매출액의 ‘ ’ . 

최대 이하의 과징금으로 바꾸고 형벌의 범죄 구성 요건을 자기 또는 제 자의 3%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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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목적 으로 유출한 경우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과실이나 시스템 오류로 인한 ’ . 

유출 시 개인에 대한 지나친 형벌을 줄일 수 있다. 

이에 대해 업계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과징금 기준 등 일부 조항에 반    IT

발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효과가 불투명한 데다 산업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 

이유에서다 업계는 과징금 상향 폭이 지나치게 높다는 입장이다 단체는 과징금 . IT . “
규모를 높이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연구 결과 가 ‘ ’
전혀 없는 상태 라며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산업 생태계 ” “
어느 쪽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과징금 부과 기준” . “
이 상향될 경우 개인정보 처리가 필수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은 경영을 유, 

지할 수 없다 라며 이는 개인정보 활용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 이라” “ ”
고 덧붙였다 업계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도 문제 삼았다 정보 주체 권리 . IT . 

보호라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기업으로서는 영업 활동에 족쇄가 될 것이라는 해석, 

이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란 정보 주체가 기업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자신이나 타 . 

기업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에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도입 시 개인, . 

이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확인하고 관리하기 수월해질 것으로 정부는 기

대하고 있다 그러나 단체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기업 재산권과 영업 자유를 제. “
한하고 설비 및 비용 투입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 이라며 반발했, ”
다.246) 따라서 앞으로도 국민 정보 보호와 업계의 발전 사이의 균형을 이루기 위 , IT

해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주민등록법상 정보기본권 최신 논의         III. 

주민등록번호란 주민등록법에 의해 부여되며 대한민국 이외에 거주하지 않은     , 

모든 국민에게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에 적혀있는 국민식별번호제도이다 주민등록번. 

호 자체가 가진 개인정보로서 고도로 민감하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주민등. 

록번호를 쉽게 도용할 수 있고 이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대한민국 주민등록번호는 . 

자리 숫자로 구성되고 앞에 자리는 생년월일로 이루어지고 뒷부분 자리 숫자는 13 6 7

성별과 지역 코드 검증번호로 이루어진다 뒷부분 자리 숫자 중 첫 숫자는 성별이, . 7

고 지역 코드는 두 번째 숫자로부터 자리 출생지역 코드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 4 . 

숫자는 출생신고 해당 읍 면 동 사무소에 접수된 순서이고 마지막 검증 숫자는 앞 - -  

개 숫자를 특정 공식에 대입해서 산출할 수 있다 따라서 고도로 민감한 주민등록12 . 

번호는 쉽게 알아낼 수 있어 보안 문제를 야기한다 이런 보안 문제 때문에 행정안. 

전부는 년 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역 번호를 없애고 임의 부여하는 2020 10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부여 체계를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년 현재 주민등. 1975

246) 뉴스로드 , http://www.newsroad.co.kr 최후확인 2021.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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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번호 체계로 바뀐 지 년 만이다 다만 효과가 어떤지에 대해 관찰해보아야 한45 . , 

다 따라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정보기본권이라고 하는 기본권의 보장이라든지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헌법적 원리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소결        IV. 

많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특히 산업계에서는 데이터 법의 개정으로 데이    , 3

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가명 정. 

보 개념을 도입하여 새로운 기술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의 과학연, , 

구 통계작성 및 공익기록 보존 등 목적으로는 가명 처리한 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 

의 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개인정보의 범위 불명확성 . 

때문에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었던 불합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현행 개

인정보 정의 규정에 그 범위의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 입

장에서는 관련 법률 준수에 대한 혼란이 최소화되었다 즉 개인정보의 정의가 명확. 

해지고 가명 정보 이용의 통로가 제도화됨으로써 데이터 활용의 폭이 커지고 향후, 

의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이용한 데이터 이용의 활성화 등 우AI( ) 

리나라의 데이터 기반 경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 기관화하여 그동안 여러 부처로 분산되    , 

어 있던 개인정보 보호 정책수립 법집행 등의 일원화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독립, (

성 확보 및 개인정보보호법 중심의 정합성을 위한 타법의 개정 등 개인정보 보) 「 」

호 추진체계의 변화는 관련 법률의 효율적 통일적 체계적 집행 및 규제 대상자의 , , 

법 준수 혼란 최소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 절 현행법제에서 종이매체가 남겨진 과제3

        I. 취재의 자유과 공익의 충돌

          1. 취재원비닉권과 공익의 충돌

통설    247)에 의하며 취재의 자유도 헌법 제 조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는21

다고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국에서 취재의 자유에 대한 명시적으로 헌법적 보호. 

를 인정한 판례가 없다 다만 서울지법의 판결문에서 무릇 기사 보도를 위한 언론. ‘

247) 김철수 헌법학 박영사 면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면 성낙인 헌법 , , , 2008, 984 . , , , 2007, 549 . , 「 」 「 」 「
학 법문사 면 구병삭 신헌법원론 박영사 면, , 2019, 1166 , , , , 1996, 48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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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취재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나...’248)라고만 하고 있어 보호의 수준이나 내

용에 언급한 내용이 없다.249) 과거 취재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었던 적이 있었지 

만 폐지되었고250) 년 월 일에는 취재원 보호 법안 배재정 의원 대표 발의, 2015 4 17 ( )

이 발의되기도 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임기 만료로 인하여 폐지되어 현재 법적으로 취

재원 보호에 관한 규정은 공백 상태이다.251) 비교법적으로 볼 때 취재원의 보호를  

위한 입법적 노력도 경주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취재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연방 법. 

률252)에 의하여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대다수의 주가 취재원 보호. 

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연방 차원에서도 취재원 보호를 위한 법안들이 지속해서 . 

제출되었으나 아직 통과되지는 못하고 있다, .253)

취재원비닉권이란 취재원에 대한 진술거부권이다 구 언론기본법 제 조 정의에    . 5

서 취재원에 대한 정의가 없었다 일상생활에서 취재원을 흔히 기자의 취재행위와 . 

248) 서울지법 선고 가합 1995.8.3. 94 14378.
249) 김옥조 미디어법 커뮤니케이션북스 면 , , , 2012, 310 .「 」
250) 구 언론기본법  법률 제 호 폐지 [ 3977 , 1987. 11. 28., ]
제 조 취재원의 보호 언론인은 그 공표사항의 필자 제보자 또는 그 자료의 보유자의 신원이나 공8 ( )  , ① 
표내용의 기초가 된 사실에 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경우에. , 1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 1984. 12. 31.>
장기 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는 범죄를 구성하는 내용이 공표된 때 다만 기자 등 언론인 1. 1 . , 
이 그 공표를 이유로 처벌된 때에는 이를 예외로 한다.
장기 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는 범죄로 공표의 기초가 된 자료 또는 정보를 입수한 때 2. 1
필자 제보자 또는 그 자료의 보유자가 공표내용에 비추어 사회안전법 제 조 각호가 규정하는 죄를  3. , 2
범하였음이 명백한 때
진술거부권이 있는 자가 보관하는 자료는 공표사항의 필자 제보자 또는 그 자료의 보유자를 수사하  , ② 
거나 공표내용에기초가 된 사실을 확인 증명 또는 수사할 목적으로 압수 또는 수삭할 수 없다· .

251) 조재현 공정보도를 위한 취재원 보호의 입법 방향 한국부패학회보 면 , " ", , 2018, 71-93 .
252) 독일 연방 형사소송법 제 조 직업상 비밀준수자의 증언거부권 (STPO) 53 ( ) 「 」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아래 사실에 대한 증언거부권이 있다  . 

생략1~4. .
인쇄물 방송 영화 또는 정보제공이나 의사형성에 기여하는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준비 제5. , , , 
작 또는 유포에 직업상으로 관여 하거나 관여했던 자. 
제 문 호에 언급한 자는 저작물 또는 방송물의 저자나방송전파자 또는 기타 정보제공자의 신상 및    1 5
자신의 활동과 관련하여 행한 통보와 그 내용 그리고 직접 처리한 자료의 내용 및 직업과 관련하여 
지각하게 된 대상에 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중략   ( )
제 항 제 문 호에 언급된 자들의 경우 진술이 범죄수사에 기여하거나 수사대상이 이하 각 호에      1 1 5 1
해당하고 사안에 대한 수사나 피의자의 소재지의 확인이 다른 방식으로는 가망성이 없거나 현저한 난
관에 부딪히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처리한 자료의 내용과 그에 따라 지각하게 된 대상일지라도 그
에 대해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배제된다.

253) 미국에서는 취재원 보호의 문제가 년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연 1972 ‘Branzburg v. Hayes’
방차원에서 최초로 공식적으로 다루어졌으며 그 후 많은 주가 주 취재원보호법을 제정하여 현재 40
여개 주가 법률을 가지고 있다. 

판결소개 폴 브랜즈버그 라는 기자는 사람들이 대    ‘Branzburg v. Hayes’(1972) : Paul Branzburg（ ）
마를 만들고 사용하는 것을 목격했고 그는 이에 관한 글을 두 편 썼다 두 편의 글은 모두 법원의 주. 
의를 끌었고 배심원단에 소환됐다 그 외에 또 다른 두 명의 기자가 그의 취재원을 말하라는 명령을 . 
받았고 그들이 목격했을지도 모를 불법행위에 대해 증언하도록 했다 그러나 기자들은 이를 거부했고 . 
법원은 법정을 경시했다는 죄로 판시하여 사건의 발단으로 되었다 결국 의 결과로 명의 기자가 . 5:4 3
승소하였다 그 후부터 미국 법정에서 기자를 소환하는 경우는 점차 줄어들어 하급법원도 취재원의 . 
보호를 보편적으로 인정한 실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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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동의어로 취급하기 때문인 듯하다 취재이란 작품이나 기사에 필요한 재료나 . 

제재를 조사하는 행위인데 이 해석으로 하면 일반인 즉 기자가 아니더라도 취재를 

할 수 있고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 방송 유튜버1 , 254) 등 다양한 모습으로 기자가 아 

니라도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의 중 판시. , Branzburg v. Hayes 

하듯이 법원은 기자의 진술거부권만 확인하였다 진용진과 같은 유튜버는 시민기자. 

로 인식하는지와 일반인으로 인식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다 그러나 취재원비닉권의. , 

주체를 다루기 전에 취재원비닉권과 공익과의 충돌을 해결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년에 증거조사 공조 사건에서 증인의 증언 거절 결정에 대2006

한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허가 항고 사건에서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다 부분(

).255)

민소법은 공정한 민사재판의 실현을 목적으로 누구라도 증인으로서 증언해야 하는 의무를 , 

지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증언을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정하고 , 

있다 그리고 동법은 직업의 비 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문을 받는 경우 에는 증인은 증언을 . ' '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도 관계자의 취재원은 일반적으로 그것이 함부로 공개되. 

면 보도 관계자와 취재원이 되는 자 간의 신뢰 관계가 손상되어 장래에 걸친 자유롭고 원활

한 취재 활동을 방해하게 되어 보도기관의 업무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이후 그 수행이 곤란

해진다고 해석되므로 취재원의 비 은 직업의 비 에 해당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 . 

보호할 만한 비 인지 아닌지는 비 의 공표에 의해 발생하는 불이익과 증언의 거절에 의해 

희생되는 진실발견 및 재판의 공정과의 비교형량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해당 . 

민사사건이 사회적 의의나 영향이 있는 중대한 민사사건이기 때문에 해당 취재원의 비 의 ,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도 더욱 공정한 재판을 실현해야 하는 필요성이 높고 그 때문에 해당 , 

증언을 얻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취재원의 비 은 

보호할 만하다고 해석해야 하며 증인은 원칙적으로 해당 취재원에 관련된 증언을 거절할 수 ,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일본은 취재원의 비 성을 원칙적으로 작업의 비 에 속하게 하고     

일반법규와 저촉이 없을 때 취재기자는 취재원에 대한 진술거부권을 가진 것을 원칙

으로 하되 공익과 충돌할 때 제한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다 취재의 자유를 보도의 . 

자유보다 헌법적으로 조금 낮게 평가하고 있는 판례에 비해 학계에서 이를 맹렬히 

비판했고 취재는 보도행위의 전제이고 보도행위의 공적 기능 수행에 절대적인 영향, 

을 준다는 이유가 대두였다.256) 실제로 취재부터 보도까지의 구분조차 어려운데 취 

재의 자유의 기능을 간과하는 것이 다소 유감이다.

254) 유튜브에서 그것을 알려드림 콘텐츠로 현재 구독자 만 명 누적 조회수 억 뷰를 기록한 유튜 ‘ ’ 191 , 4
버 진용진은 구독자들의 궁금증을 제보받아 영상을 올려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255) 18( )19. 平成 許 拠調 共助事件 証人 証言拒絶 決定 対 抗告棄却決定 対べ における の についての に する に す
. .許可抗告事件 最高裁判所る

256) 김옥조 앞의 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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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의 비밀과 알권리의 충돌

국가 기 에 대한 보호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의 안녕을 위한 목적으로 하고 취    

재에 있어서 진실한 정보라 하더라도 그 취재의 경위나 방법에 국가 기 을 누설하

지 아니해야 한다 한국은 군사기 보호법 제 조에서 군사기 을 탐지하거나 수집. 12

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우연히 1

군사기 을 알게 되거나 점유한 사람이 군사기 임을 알면서도 이를 타인에게 누설

한 경우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두고 있5 5

다 이에 정보의 누설 혹은 보도가 위법하다고 하는 경우에도 사전억제의 형태로 금. 

지될 수 있는가 아니면 단지 사후제재의 방법에 의해서만 제재가 허용되는가 하는 , 

점이 쟁점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권력에 대한 견제다.  . 

그러기 위해 언론은 정부 또는 군 당국이 하는 일을 시시콜콜 보도해야 한다 그러. 

나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군 관련 기사에 기 이 실릴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국, . 

방부 출입 기자는 항상 군사기 보호법과 특종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 때. 

문에 군은 항상 언론을 경계하고 통제하려는 습성이 있다.257)

국가의 기 을 유지하느냐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느냐에 꼭 결론을 내려야     

하지 않지만 국가 기 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재의 국가기 보호법이 타당하다고 , 

생각하되 군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임무가 있다 국민의 감시자 역할은 비. 

판적인 시각으로 오히려 맑고 깨끗한 군대 그리고 군대의 생존을 돋는다 그리고 , . 

취재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기 의 기준보다 실질적으로 기 의 기준을 갖추는 것이 

더욱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에 유익하다.

편집의 자유와 공익의 충돌        II. 

           1. 편집권의 주체

편집권은 일본에서 최초로 사용된 명칭이고 일본 신문협회는 편집권이란 신문    , “
의 편집방침을 결정 시행하고 보도의 진실 평론의 공정 및 공표방법의 적정을 유, , 

지하는 등 신문편집에 필요한 일체의 관리를 행하는 권능이다 고 하고 있다.” .258) 오 

늘날 편집권이란 언론기관 내외에서 언론에 가해지는 간섭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 진실하고 공정한 보도를 통하여 국민의 알 권리에 충실하고 올바른 여론형, , 

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도내용의 제작과정에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257) 김민석 군사기밀 보도와 알권리 관훈저널 면 , “ ”, , 2010, 33-39 .
258) 류한호 편집권개념의 쟁점과 발전방향 광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 제 권 면 , “ ”, 6 , 1996,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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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할 수 있다.259) 한국은 신문법 제 조 4「 」 260)에서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명시적

으로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 제 조. 4「 」 261)와 신문법 제 조는 언론자유를 보장하4「 」 

기 위해 방송편성의 자유와 편집의 자유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성과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몇 가지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가장 큰 문제는 . . '

편집권 의 주체가 누구이고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규제하는 주체에 대해 모호한 문' 

제점이 있다 편집권의 독립이 지향하는 목적과 내용에 관한 해석마저 분분한 가운.  

데262)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둘러싼 주장과 관련 논의의 대부분은 편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초점을 맞춰왔다 편집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에 의문. 

이 없다 그러나 편집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문제의 논의 방향이 달라진다 편집. . 

의 자유의 주체에 관한 학설은 주로 발행인 주체설 편집인 주체설 발행인ㆍ편집인 , , 

공유설이 있다.

편집인 주체설이 오늘날 언론기관의 독과점화로 인해 국민 여론을 쉽게 조종하    

는 현상 예를 들어 국회의원 의석수 국회의원 연금 등 문제에 관해서 국회 국민, , , , 

학계에서 극과 극의 관점을 갖고 국민 사이에서의 갈등도 점점 심화하는 데에서 여, 

론 선동의 책임이 있다 그리하여 언론기관의 경향보호보다는 오히려 언론기관의 중. 

립 공정성 을 고려해 편집권을 발행인 내지 정치인 광고주의 영향을 받지 않게 편( ) , , 

집인에게 편집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한국의 언. 2019

론인에 대한 조사보고에서 언론의 자유를 직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것 세 가지를 고, 

르도록 했다 응답자 명이 꼽은 가장 큰 요인은 광고주 였으며 다음으. 1,956 ' '(68.4%) , 

로 편집 보도국 간부 사주 사장 순이었다 이 개 요인별 순위는 ' , '(52.7%), ' , '(46.4%) . 3

직전 년 조사에서도 동일했으나 올해 조사에서는 정부나 정치권 포인2017 , ' ' (2.9% 

259) 박선영 언론정보법연구 법문사 면 , , , 2002, 56 .「 」
26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조 편집의 자유와 독립 4 ( ) 「 」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①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261) 방송법 제 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4 ( ) 「 」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①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② 
수 없다.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 방송시간 내에 매일 회 이상 공표하여야 하며  , 1 , ③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④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262) 대법원은 다 판결문에서 편집권의 독립과 관련하여 신문기사의 편집행위가 사시 1980.9.9.77 2030 “
에 반하는지의 여부나 어떤 사태가 언론의 자유와 근로자의 신문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되는지의 여
부에 대한 판단은 신문기자 각자의 주관이나 정치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결론을 달리할 수 있, 
는 것이지만 그 의도하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고용계약이나 근무규정 등의 범위 내에서, 
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고용계약상의 노무계약을 거부하며 근무 규정상의 의무에 반하여 기업체 내의 ,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동은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고용계약위반이라고 하였다 성낙인 교수. 
님은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은 보도라도 경제적 이윤이 없으면 언론의 공공성과언론기관의 사적 이윤
의 추구라는 명제의 갈등을 야기되어 궁극적으로 언론기업의 사적 이윤이 보장되지 아니하는 언론기
업 내부의 편집권은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한다 출처 성낙인 언론정보법 나남신서 면. ( : , , , 1998,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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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하락 응답이 대 이하로 떨어진 반면 언론 관련법 제도 포인트 상승) 30% , ' / '(14.6% ) 

요인이 직전 조사 대비 크게 상승하였다.263) 그리하여 현재 언론경영자들이 편집인 

의 편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고 실행 중인 신문법 방송법에 , 

언론의 자유에 있어 합당하지 않은 부분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편집권 독립과 공익의 충돌          2. 

언론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정보의 홍수와 허위정보에 대한 대중의 피로   

도가 점차 증가하면서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공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 년 월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승원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20 11 '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미디어 환경 변화로 인한 정보 홍수 속' . 

에서 신문의 공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취재 제. ·

작 및 편집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일반 일간 신문사업자는 편집위원회를 반드시 두

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소수 집단이나 정치적 이해 . 

당사자 등에 관한 균형을 유지하고 성별 연령 직업 신념 계층 지역 인종 등을 이유로 , · · · · · ·

한 차별을 두지 않는 등의 공정성과 공익성 조항도 신설했다 신문산업진흥에 대한 . 

지방 정부 책임도 규정했다 편집권 독립을 위해 언론사에 내부 편집위원회 설치를 . 

의무화하고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도 기사 배열의 기준을 공개하고 지역 기사를 일정 , 

비율 이상 제공하는 등 사회적 책무를 지우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한국 신문. , 

협회와 한국 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년 월 일에 신문사의 편집위원회 설치2020 11 30

와 편집 규약 제정을 법률로 강제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해 

신문편집인의 편집권을 침해하고 헌법적 가치를 위반해 폐기해야 한다 는 의견을 “ ”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신문협회와 편집인협회는 신문사에 편집위. “
원회 설치 등 의무를 강제해 신문 등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 이란 ‘ ’
법 취지를 위반한다 며 한국의 신문사는 소유 형태 역사와 전통 경영 철학이 천” “ , , 

차만별이고 지역과 규모도 다양한데도 일률적으로 편집위원회 설치 등을 법률로 강

제해 신문 편집인의 편집권 침해 사적 자치의 침해 등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위, 

반한다 고 비판했다 또 언론과 신문 편집권에 관한 사항은 국가가 법률로 강제할 ” . “
사항이 아니다 며 언론의 자율과 자기 교정 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지” “ ”
적했다.264)

편집권 독립의 문제는 공적 과업을 수행하는 민주주의 제도로서의 측면과 사적     

263)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의 언론인에 대한 조사보고 년 , , 2019 .
264) 세계일보 편집권 침해 신문법 개정안 폐기해야 , “ ‘ ’ ”, 
 http://www.segye.com/newsView/20201130520667 
최후확인: 20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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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추구하는 상업적 기관으로서의 측면이라는 언론의 이중적인 성격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 핵심 내용은 언론사 내부에서 편집인 측이 발행인 측에서 독자적인 지위. 

를 주장할 수 있는지 그 여부와 정도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265)

제 절 정보기본권이 남겨진 기타 과제4

감염병 통제에 관한 정보기본권 문제        I. 

          1. 감염병 통제조치가 인권보호에 주는 영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행과 같은 세계적으로 대유행인 감염병 사    (COVID-19) 

태가 발생했을 때 거의 모든 인권이 영향을 받게 된다 감염병 자체는 인권에 중대. 

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우선 감염병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기 때. 

문에 수많은 사람의 생명권을 첫손에 꼽을 수 있다 또 통제나 통제가 제대로 되지 . 

않아 공포와 혼란을 초래하면 사회 전반의 일상생활과 질서의 불균형과 혼란을 초래

해 거의 모든 인권 향유와 행사를 해칠 수 있다 또 감염병으로 생산이 중단되고 경. 

제가 위축되면 국가의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국가가 인권보장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거나 절대적으로 감소할 수 있고 이는 막대한 자원이 필, 

요한 권리를 사회 보장권처럼 누리는 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국가 차원의 통제 조치는 인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상생활과 질서에     . 

심각한 위협이 되는 만큼 어느 나라든 다양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조치들. 

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한 가지는 의학적 약물적 조치이며 다른 하나는 비약. , 

물적 관여 조치 라고 한다 두 조치 모두 인권 향(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s) . 

유와 행사에 영향을 미친다 의학적 약물 조치로는 바이러스의 출처 특성 전파 경. , , 

로 백신 및 치료제 개발 확진자추적 확정 진료 등을 들 수 있다 비약물 간섭 조, , , , . 

치는 감염병 특히 호흡기 감염병 확산을 막는 중요한 수단으로 개인의 조치와 사회

적 조치 환경 조치로 크게 구분된다 개인 조치로는 자가격리 기침 때 입과 코를 , . , 

막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이 있고 사회 조치로는 사회적 거리 두기 유치원 학, , , , 

교 백화점 유흥시설 등 인원이 접한 장소 폐쇄하고 대회 축제 등 모임 금지 등, , , 

이 있으며 환경 조치로는 건축물 시설과 물품에 소독 등이 있다 이 밖에 상황이 , . 

매우 심각할 상황 사회적 조치는 대중교통 잠정중단 인원 이동 제한 등도 포함될 , 

수 있다 특히 신종바이러스 등이 발생할 때 바이러스의 출처 특성 전파경로 등을 . , , , 

265) 박홍원 편집권 독립과 언론의 자유 언론과학연구 년 면 , “ ”, , 2011 , 123-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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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위하거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비약물 간섭조치는 

감염병 예방과 전파 속도를 느리게 하는 최적의 수단이다.

감염병 유형 기간 국가 통제의 최종목적은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    

이지만 국가의 통제조치는 기본권을 제한할 것임이 분명하다 의학과 약물 조치에, .  

확진자 및 접접촉자를 추적 확인 치료하기 위해 기본권을 직접 제한할 것이고, , , 

비약물 조치 중 인권의 행사에 제한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말한 기본권에 대한 . 

제한은 이 두 가지 상황을 가리킨다.

통제 조치는 인권에게 직접적인 영향 외에도 간접적인 영향이 있다 첫째 국가    . , 

의 인권보장에 쓰이는 자원이 영향을 받는다 국가 소득이 감소하는 동시에 국가는 . 

감염병 예방 및 치료에 자원을 대량 투자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임시병원과 병동을 . , 

건립해야 하고 감염환자 치료 무료화 격리 비용 부담 등이 있다 이는 다른 인권보, , . 

장 분야에 대한 상대적 자원 투입을 줄이거나 영향을 줄 수 있다 심지어 이는 통제 . 

목표 자체가 되는 생명권 영역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감염병 확산시기 의료 인력과 . 

물적 자원이 극도의 긴장 상태에 빠지고 의료 자원에 대한 배척 까지 생길 수 있다' ' . 

예를 들어 의료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거나 미리 보유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 

다른 환자나 급하지 않은 질병에 대한 치료 중단하고 의료진과 의료물품을 감염병 , 

확산이 심한 지역에 징발하거나 조달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둘째 인권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의 기능에도 영향    , 

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자원의 감소와 재분배가 가져올 수 있는 영향 외에도 일. , 

부 통제 조치는 국가의 인권 의무 수행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헌법상 생명권이 . 

하는 명시적 언급이나 조항이 없어서 생명권의 헌법상 근거에 대해 견해가 나누지

만 헌법 제 조는 우리 헌법의 근본원리라고 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 10 ‘
보장 을 천명하고 있으며 인간 으로서 존엄과 가치는 살아있는 인간의 생명을 전제’ , ‘ ’
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인간 존엄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생명권을 전제한 , 

것으로서 이해될 수 있기에 인간의 생명을 인간 존엄의 물리적 또는 생물학적 기초, 

라고 본다면 헌법 제 조 인간의 존엄을 생명권의 근거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10 .266) 

감염병 대유행 시기 국가의 통제조치는 국가가 제공하는 생명권 보호 능력에 영향을 

주어 건강권 심지어 생명권의 향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감염병 자체가 인권에 대한 영향과 국가가 통제조치를 하여 인권에 대    , 

한 직접 또는 간접 영향은 서로 교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 , 

어떤 업종의 부진 또는 폐업과 국가의 조치로 폐쇄한 어떤 업종은 실업으로 이어지

고 실업 보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의학적 조치로 강제적으로 확진자 및 , . , 

접 접촉자를 격리하는 조치와 사회적 조치로 인원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와 거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266) 헌법재판소 선고 헌바 , 1996.11.28.95 1, 8-2, 537(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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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받은 주요 기본권          2. 

수많은 기본권이 국가의 감염병 통제에 제한될 수 있지만 그중 훨씬 많은 제한    , 

을 받은 기본권이 여기서 검토할 요점이다 모든 기본권은 상호 의존적이고 불가분. 

의 관계이기 때문에 본문은 이러한 중점적인 권리를 분석할 때 헌법에 명시되어 있

든 아니든 간에 종종 긴 한 관계를 통합하여 검토한다.

 

가 신체의 자유와 거주ㆍ이전의 자유            . 

 

헌법 제 조는 신체의 자유를 명문으로 규정하였고 제 조에서 거주ㆍ이전의     12 14

자유를 규정하였다 즉 개인은 그 나라 영토 안에 자유로 이동하는 권리가 있다는 . 

것이다 그러나 헌법 제 조 제 항에 따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 , 37 2 “
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감염병 발생 시 인원의 이동은 질병의 전파와 확산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거.” 

주ㆍ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사회적 통제조치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다 이는 . 

일상생활 중의 이동 제한뿐만 아니라 격리와 검역을 비롯한 강력한 제한조치도 포함

한다 통제조치 중에서 두 가지 특수한 조치가 있다 첫째 입국 통제에 관한 것이. . , 

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외국인 입국 허용 여부는 국가의 주권적 권리이지만 감염. 

병 발생 시 외국인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흔한 방법적 수단이다 국제보건규칙. 「

제 조 제 항에서 의심되는 자 또한 확진자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18 1 “」

입국 금지 를 규정하고 제 조 제 항에서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거나 통제하기 위” 31 2 “
해 입국자에게 강제적으로 격리 검역 또는 공공보건관찰 조치를 할 수 있다 고 규, .”
정하였다 둘째 격리 또는 검역 조치에 관할 경우에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벗어나 . ,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된다 헌법 제 조 제 항 후단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 12 1 “
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여 법”
에 의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 

기 위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는 합리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나 프라이버시            . 

 

헌법 제 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 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고     17 “ .”
규정한다 협의적인 프라이버시권은 사생활의 비 과 자유를 가르치고 광의적인 프. , 

라이버시권은 통신의 비 거주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프라이버시권도 절, . 

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헌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감염병 발생 시37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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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인원의 건강과 이동상황을 조사하기 위해서의 조치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

해로 될 수 있다 개인의 건강 상태는 본질적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이다 그러나. . , 

감염병과 관련된 건강 상태는 그 존재와 행동의 범위가 타인의 자유에 미치지 않은 “
영역 에 속하지 않는다 국가가 감염병 발생 시 개인의 건강 상태를 알고 검사할 필” . 

요가 있고 이에 따라 더욱 효율적인 응대를 하여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 

합리적인 제한에 속한다 예를 들어 국제보건규칙 . , (International Health 「

제 조 제 항에서 국가에 권고하는 조치에 여행역사심사 확진자Regulations) 18 1 “ ”, “」

와  동선이 겹치는 접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 등이 있다” . 

감염병 발생 시 기타 프라이버시권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거주ㆍ이전의 자유    . 

를 제한하면 가족생활의 권리를 침해하고 격리 등 조치는 적용대상이 가족과 함께 , 

생활하는 권리를 영향 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가는 구역 내의 거주 상황을 조사. , 

할 수 있어 이는 거주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이룰 수 있다 국가는 광범위한 거주, . 

ㆍ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지만 이와 관련된 일상생활에서 방문자 연락처 및 주, 

소 기재할 수 있고 감염병 통제에 휴대폰 위치를 추적하여 개인의 위치를 확인할 

수도 있다 프라이버시는 또한 한 사람의 외적 표현을 보호한다 예를 들어 중요한 . . , 

사회적 통제조치로서의 마스크 착용도 프라이버시에 대한 제한으로 될 수 있다.

 

다 집회ㆍ결사의 자유            . 

 

헌법 제 조는 집회ㆍ결사의 자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 조 제 항    21 . 37 2

으로 제한할 수 있다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막기 위해 집회를 제한하는 것이 당연. 

하고 불가피하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은 집단적인 폭. 5 2 “「 」

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 , ,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난 년 월 일 광복절 ” . 2020 8 15

맞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차 대유행을 일으켜 해2

당 판사는 맹비난을 받은 바 있었다 따라서 공공 안녕의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 

끼칠 가능에 대한 판단이 부족한 것이고 감염병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한 판사가 판, 

단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이에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집회 . 「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교통 차' '」

단 내지 집합 제한 금지가 내려진 지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재난 사, ' '

태가 선포된 지역 내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도록 추가하는 내용이다.

 

라 종교의 자유            . 

헌법 제 조는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제 조 제 항에 따라 제한할 수     20 3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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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년 월 일 기독교 방송을 비롯한 개신교계 개 언론사가 공동으로 낸 . 2020 9 1 8

코로나 의 종교 영향도 및 일반 국민의 기독교 개신교 인식 조사 결과 보고서‘ 19 ( ) ’
에 따르면 국가와 종교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는 질의에 응답자의 ‘ ’

는 국가는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도 제한할 수 있다 라는 태도58.9% ‘ ’
를 보였다 반면 국가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라는 답. ‘ ’
변은 에 그쳤다 나머지 는 잘 모르겠다 라는 반응을 나타냈다31.4% . 9.8% ‘ ’ .267)

감염병 발생 시 집단 종교 활동은 어떠한 집단적 활동과 같이 방역에 큰 우려를    

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공공의 안전을 위해 종교 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 , 

있다.

 

마 근로권 및 근로와 관련된 권리            . 

헌법 제 조는 근로권을 규정하고 제 조는 근로 권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권    32 33 3 .  

에 대해 국가는 우선 존중하고 간섭하지 않은 소극적 의무를 진다 그러나 감염병 . , 

발생 시 국가의 여러 가지 조치는 개인의 근로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

다 근로권은 또한 강박적인 노동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감염병 발생 시 의사는 진. . , 

료를 거부할 수 있는가 의료법 제 조 제 항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 15 1 “「 」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고 규정.” 

하고 있다 지난 년 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를 넘어 증가세를 빠르. 2020 8

게 오르는 동안 의사들은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 . 

면 일 정오 기준 만 개 의원급 의료기관 중 만 개 의원이 휴업을 14 3 3836 1 584 (31.3%) 

신청했다 복지부에 통보하지 않고 휴업한 의원까지 고려하면 전체 의원의 분의 . , 3 1

가량이 집단 휴진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다.268)

파업의 권리는 감염병 발생 시 제한받을 수 있는데 특히 의사들의 파업은 국민    

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제한받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 

이는 의사 간호사 의료 업무종사자들의 근로권을 침해하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고 , , 

국가에서 적당한 보상이 필요하다.

 

바 가족활동의 권리            . 

 

267) 한겨례 국민 코로나 위기상황 때 종교자유 제한 가능 , " 58%, "
http://www.hani.co.kr/arti/society/religious/960305.html#csidx26444427cc96cc6b74241c0e96479

7a 
최후확인: 2020.9.6
268) 팜뉴스 코로나 라운드 시작했는데 파업 집회 밀어 붙인 의사들 , “ 2 · ”, … 
https://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132
최후확인: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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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조 제 항은 가족생활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염    36 1 . 

병 통제 조치로 인해 가족 활동에 대한 제한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최대한 집에 . , 

머물러야 하기에 가정폭력이 증가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보호 장소와 시, 

설은 방역을 위해 폐쇄될 가능성이 크고 격리 때문에 어린아이 또는 노인 등 보살, 

핌이 필요한 사회 약자는 보살핌이 사라지며 자국민만 입국 허가 시 타 국적의 가, 

족과 이별을 해야 하고 학교와 유치원이 폐쇄 시 자녀 양육과 일을 어떻게 병행하, 

는지도 문제이다 아동의 권리에 대해 유치원과 학교가 폐쇄 시 그들의 수많은 권. , , 

리가 제한받을 수 있다.

사 언론의 자유            . 

 

헌법 제 조는 언론의 자유를 보호한다 어떠한 사람의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21 . 

것 자체는 감염병 완화에 대해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 , 

의 제한과 감염병 통제에 간접적이고 중요한 관계가 있다 감염병 발생 시 대중들. , 

의 심리적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 같은 안정감을 파괴하는 표현은 감염병 방역에 . 

부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당국의 신뢰를 저해하는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의 유포. 

는 검사를 거부하는 비협조적인 사례까지 늘고 있고 인종차별 등 사회갈등을 심화하

여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정부는 가짜뉴스를 대처하기 위해 본래 부족한 자원을 . 

이에 투자해야 해서 자원의 낭비로 이루어져 방역에 부담을 가해질 수 있다 따라. 

서 방역을 위해 언론의 자유를 적당한 제한을 두어도 무방하다고 본다, .

감염병 통제와 정보기본권 보호의 형평성          3. 

가 근본적인 문제의 인식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세계적 대 유형 감염병 사례가 발생할 때 거의 모    , 

든 기본권은 어느 정도의 제한과 영향을 받는다 위에 서술한 것은 그냥 요약식이고 .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례와 결합하지 못해 아쉽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 

같은 전염병은 대규모의 군사 충돌에 비슷한 파급력을 갖고 있다 모든 나라는 어떻. 

게 질병 자체를 이겨내는지의 도전의 동시에 감염병 통제 조치와 기본권 보장의 균, 

형을 어떻게 조달하느냐는 어려운 도전을 직면하고 있다.

첫째 감염병 통제 조치와 기본권 보장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감염병 통제 조치    , 

와 기본권 보장의 관계에 대해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 

것은 감염병 통제 조치와 기본권 보장을 대립 관계로 여기면 안 되는 것이다 예를 . 

들어 격리하면 나의 인권은 이제 없다 또는 격리를 안 하면 나는 이제 죽는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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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극단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인권이란 천부적이지만 인권을 실현하. , 

는 데 조건이 필요하다 만일 평화 안전 질서 안정 생산 등과 같은 기본적인 조. , , , , , 

건이 없으면 기본권의 실현도 불가능하여 의미가 없다 헌법이든 국제법이든 인권에 . 

대한 제한을 두는 것도 기본적인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인권을 침. , 

해하느냐 질병의 확산을 방치하느냐 중에 국가는 비교적 작은 침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을 명백히 알아야 한다 심지어 국가가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통제조치. , 

는 사실상 더욱 큰 범위에서 국가의 인권 보호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둘째 감염병 통제 조치와 기본권 보장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제일 필요한 것은     , 

인권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보장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엄격하게 국내법 내지 국제

법이 제한한 제한을 지키는 것이다 헌법 제 조 제 항 후단에서도 국민의 자유와 . 37 2 “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감염병 , ”
통제 조치에 대해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는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조언            . 

원활한 대응조치 필요              (1) 

 

바이러스 폭발 초기 바리이러스의 전염경로 감염률 치사율 등 모든 면에 과학    , , , 

적으로 인식이 부족하여 국가가 방역 초기에 통제조치를 취할 때 통제의 한계를 충

분하게 고려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기본권에 대한 제한조치는 합리적이고 . 

비례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바이러스 발생 초기에는 과학의 미지로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제한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바이러스 발생 초기. 

에는 국가의 방역 통제에 과도하게 비판할 필요가 없고 질병에 대한 인지가 높이면 

수시로 통제조치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과학적인 방역의 함에서 인권에 대한 , 

제한을 최소한으로 줄어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 외에 사후에 감염병 통제 조치와 기. 

본권 보장의 균형을 어떻게 이루는지를 검토 필요하다.

 

보편적 인권 제한 조치 필요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세계의 연결과 높은 감열 확률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감염병 발생 시 인권에 대한 제한조치는 개별적인 제한이 아니라 보편. 

적으로 적용 가능해야 한다 이는 제한조치의 유형 범위 및 정도는 한 나라의 사회. , 

상황 민족 특성 전통문화 또는 한 지역의 인구 접도 습관 지리 위치 등 면을 , , , , 

고려해야 하고 감염병 및 질병 발생 현황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헌법 제 조 제 항. 3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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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한조항은 보편적으로 적용이 가능하지만 국내에서도 지역마다 다른 통제조치, 

를 취하고 있어 지역마다 자유판단 여지 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 .

 

제한조치는 곧바로 보호조치라는 인식필요              (3) 

 

감염병 통제를 위한 기본권 제한 조치는 제한과 보호의 이중성이 있다 대부분     . 

기본권 제한이 필요한 경우 어느 사람의 인권을 제한하는 것은 거의 타인의 권리 , 

또는 국가안전 사회질서 등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거주ㆍ이전의 자유 및 집회의 , . , 

자유 등을 제한하는 조치들은 대부분 사람에게 자신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

함이다 따라서 제한조치는 곧바로 보호조치이다 이 점을 인식하면 질병 통제를 위. . , 

한 기본권 제한조치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보기본권의 관련 기타 쟁점        II. 

사이버 집회와 집회의 자유          1. 

헌법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상에는 집회 또는 결사가 명확하    

게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집회는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 , "

특정한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 이라 한다" .269) 공직선거법은  

선거 기간에 특정 국민운동단체와 주민자치위원회의 모임 개최 금지270) 선거 기간에  

향우회 등 모임 및 반상회 출판기념회의 개최 금지· 271)를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 

일명 사이버 집회는 집회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속하는지가 첫 번째 논의해야 할 

문제이고 만약 사이버 집회, 272)가 집회의 영역에 속한다면 이를 규제하는 원칙은 어

떻게 적용할지가 두 번째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인터넷의 신속성 등 특징을 고려

269) 대법원 선고 도 1983. 11. 22. 83 2528.
270) 공직선거법 제 조 제 항  103 2「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 바르게   (
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 
의 그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271) 공직선거법 제 조 제 항  103 3「 」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 또는 야   
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
제 항 선거기간 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다   4 .

272) 사이버 집회 시위는 년 미국 의회에서 공공통신망에 저속한 내용을 올릴 경우 처벌할 수 있 , 1995
게 한 엑슨 수정안의 정보통신 품위조항 이 통과되면서 미국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정보의 사전 검열‘ ’
에 반발하여 가상공간에서의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며 대대적으로 미국 의회의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파란 리본 그림을 띄우는 방식으로 이른바 블루리본달기 운동을 전개하였는바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 ’ , 
사이버 집회 시위의 최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이러한 사이버 집회 시위는 전 세계적으로 확, . , 
산 발전하게 되었다 출처 이희훈 사이버 집회 시위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제 권 제 호, .( : , “ , ”, , 11 2 , 

면2010, 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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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전통적인 집회 및 시위가 제한받은 여러 규정이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사

이버 집회이란 행위를 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의미가 있는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헌법상 집회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속하는 집회 시위 의 요건에 대해서는 다음   ‘ , ’
과 같이 크게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평화적이어야 한다 공동목3 . 1) . 2) 

적이 있어야 한다 인 이상이여야 한다. 3) 2 .273) 이러한 요건에 비추어 사이버 집회 , 

시위가 집회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속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 

전통적인 집회 시위의 평화 이라 함은 정신적 심리적인 폭력이 아니라 신체적, ‘ ’ , , 

물리적 폭력이다 그렇다면 인터넷이라는 가상환경에 있어서 당연히 타인과의 신체. 

적 접촉이 없어서 평화적 요소에 해당하다 그리고 공동목적에 있어서 최광의 설에 . 

따르면 적어도 내적인 유대감에 의한 의사접촉 이 있어야 한다‘ ’ .274) 그리고 최협의  

설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상호 간의 정치적인 사항에 대해 의

견을 교환하여 공동의견을 형성해야 한다.275) 인터넷 매체의 특성에 의사 형성은 쌍 

방적이지만 불특정한 다수의 대상으로 정보를 전송하기 때문에 이를 의사접촉 이라‘ ’
고 볼 수 있지만 최협의 설에 의하면 의견교환 이 인터넷에서 우발적이고 예측불가, ‘ ’
능하다 마지막 인 이상의 요건도 의사접촉 과 의사표현 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 , 2 ‘ ’ ‘ ’ . 

어 한 사람이 인터넷에서 정치에 관한 비판의 글을 올려 운동 의 태그를 , “me too ”
올렸지만 이에 답장 리트윗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이를 , ? 

인 시위에 입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인 시위에 입각하면 한 사람이 인터넷1 . 1

에서 정치에 관한 비판의 글을 올린 것은 사이버 집회 시위에 속하지 않다 정리하, . 

면 최협의 설에 따르면 사이버 집회 시위는 집회 시위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고 최, , 

광의 설에 따르면 그 반대이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다 바로 만일 사이버 집회. , . , 

시위를 집회 시위의 자유에 보호 영역에 속하면 인터넷 주체들의 언론의 자유가 침, 

해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는 집회 시위에 관한 여러 제한들 때문이다 기본권. , . 

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굳이 사이버에 정치적인 사항 혹은 사이‘ ’ 
버 집회 시위 등을 집회 시위의 보호 영역에 속하게 할 필요가 없고 규제할 가치, , 

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도 집회의 자유를 침해. , 

하기보다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차단방식과 통신의 비밀과 자유          2. SNI 

273) 지난 년과 년에 대법원은 각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조에서의 집회에 대해 특 1992 1993 3 “
정 또는 불특정한 다수인이 특정한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며 그 모이는 , 
장소나 사람의 다과에 제한이 없다 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러한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인은 .” . 1
배제되고 인 이상이 있어야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선고 2 . ( 1982.10.26. 82
도 대법원 선고 도 1861; 1983.11.22. 83 2528)

274) 성낙인 앞의 책 면 , , 1207 .
275) David, C. King, Freedom of Assembly, Millbrook Press, 199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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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서 번방 등 유사 사건은 그 대표이다 전국 내지 전 세계에서 주목    n . 

받았던 번방 사건은 텔레그램 등 랜덤채팅 앱n 276)으로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제작 유포한 악랄한 범죄 사건이다 년 월 일에 게재된 텔레그램 , . 2020 2 14

성착취공동개책위원회의 출범문에서 번방 및 유사방 여 개의 참여자 수 중복을 n 60

고려하지 않고 단순 취합하면 만 명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미확인 사실로 26 , 

보도되었다 그러나 숫자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고 이러한 사건이 그동안 홀 . , 

때 해온 디지털 범죄의 사각지대에 대한 청소할 기회이다 그리고 음란물 야한 . ‘ ’, ‘
동영상 등 용어를 성 착취 영상 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범죄행위임을 명확하여 피해’ ‘ ’
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예방 차원의 법률과 교육들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보완

해야 한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도 마련하였지만 오늘도 유사 번방 이 . , ‘ n ’
활개 치고 있다 그리하여 정부는 사상 초유의 인터넷 규제 정책을 마련하였는데. , 

특히 최근 도입한 해외 불법 음란물 도박 사이트 차단 방식 을 두고 논쟁이 치· (SNI)

열해지고 있다.277)

차단 방식은 차단 방식과 사실상 같은 개념이다 실제 웹사이트들    SNI HTTPS . 

은 서버에 연결된 주소로 통한다 하지만 한 서버에 여러 사이트가 있을 수도 있IP . 

고 유저들이 주소는 기억하기 어려우므로 영문 주소로 치환한다IP .

<표 주소와 포털사이트 주소 치환 예시5> - IP 1

그리고 주소 및 사이트의 위치와 영문 주소를 매칭하는 것이 바로     IP 

라는 풀 이다 쉽게 말하자면 인터넷 전화번호부DNS(Domain Name System) (pool) . 

이다 기존의 차단 방식은 바로 에서 특정 주소를 지운 것이다. DNS .

276) 랜덤채팅 앱은 성 착취 피해자들을 만들어내는 통로였고 인터넷을 이용한 가해자와 피해자 만남의  
통로이다 랜덤채팅 앱 규제와 함께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도 공론화돼가고 있다. .

277)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청원 글은 만 명 넘었고 전문가 ‘HTTPS ’ 25
들은 차단 방식을 두고 사실과 가짜뉴스가 뒤섞여 혼란을 키우는 상황 이라고 지적하였다 출“SNI ” . 
처 서울신문 차단 정책 대 검증: , “‘https ’ 5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221006016 최종확인, : 20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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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소와 포털사이트 치환 예시6> - IP 2

기존의 우회 방식은 바로 를 바뀌는 것이다 정부에서 국내     DNS . KT, SK, LG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즉 에 요청해서 기본 통신사 에서 차단했는데 해, ISP DNS

외의 전화번호부까지는 요청할 수 없었다 이 방식은 단순히 전화번호부에서 목록을 . 

지우기 때문에 정부는 인터넷 이용자가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는지 확인할 수 없었

다 그러나 검열과 관계없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니 로그를 모두 보유. , 

하고 있어 에서는 인터넷 이용자가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는지 확인할 수 있다ISP . 

그런데 또 다른 우회 방식 중 뒤에 를 붙인 다른 우회법이 있다 이 방법은 ‘http s ’ . 

이 적용된 사이트에서만 가능하다 은 웹사이트와 브SSL(Secure Sockets Layer) . SSL

라우저 혹은 두 서버 사이에 전송된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인터넷 연결을 보안을 ( , ) 

유지하는 표준 기술이다 은 기본적으로 한 에 한 밖에 적용한다 이 . SSL IP SSL . SSL

없으면 웹사이트 주소와 주소를 매칭하는 작업을 중간에 차단할 수 있는데 IP SSL

이 적용되면 과 주소를 매칭하는 작업이 암호화를 통하기 때문에 가 주소 확인 IP ISP

불가하여 감시하는 장비가 무용지물로 된다.

<표 주소와 포털사이트 치환 예시7> - IP 3

유저
http://xxx.com 입력 

DNS
요청123.45.78.910 

웹사이트 사이트 표시

유저
http://xxx.com 입력 

유저
http://xxx.com 입력 

DNS
은 으로 표시123.45.78.910 warning

암호화DNS( )
요청???.??.??.??? 

가 주소 확인 불가ISP

웹사이트 사이트 표시 웹사이트 사이트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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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에 적용된 필드 차단 방식이다 기존     KT SNI . 

은 기본적으로 한 에 한 밖에 적용할 수 있어 한 서버당 하나의 가 제SSL IP SSL , IP

공된다 즉 한 서버 안에 여러 개의 웹사이트가 있는 경우 한 에 여러 을 할. , , IP SSL

당하는 방식이다 가 적용된 서버에서는 통신할 때 서버의 이름이 노출된다 그. SNI . 

리하여 정부는 이러한 노출된 서버 이름을 블랙리스트에 등록하는 것이다 이는 기. 

본의 차단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기본 방식은 최종과정에서 서버 를 반환하DNS . IP

는 과정에서 차단을 진행하기 때문에 가 로그를 확인하지 않은 이상 유저를 특정ISP

하기 어렵다 그러나 차단 방식은 유저가 특정 주소 을 입력하면 해당 유. , SNI , URL

저가 입력한 자체를 그 이전에 막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어떤 사람이 URL 

어디에 접속하려 했는지 알 수 있고 평소에 어떤 사이트를 언제 접속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후자는 사용자를 쉽게 특정할 수 있고 전자는 쉽게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 

다 이 방식이 바로 나 정부가 접속을 중간에 가로채는 원리이기 때문에 패킷을 . ISP , 

감청하는 행위이다.278)

이 방식을 활용하면 암호화가 강화된 보안 접속 방식으로 해외 음란사    (HTTPS) 

이트 등에 접속하려고 해도 막아 낼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적지 않은 . 

네티즌들은 부작용을 우려한다 정부가 음란물 차단 등을 빌미로 빅 브러더 정보 . ‘ ’(
감시자 가 돼 인터넷을 검열 사찰하거나 감청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패킷 감) · . ‘
청 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 회선 감청은 수사기관이 실제 감청 집행을 하는 ’
단계에서는 해당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흐르는 불특정 다수인의 모든 정보가 패킷 

형태로 수집되어 일단 수사기관에 그대로 전송되므로 다른 통신제한조치, 279)에 비하

278) 다시 말해 패킷 감청 이라 함은 인터넷 회선을 통해 송 수신되는 전기통신을 감청하는 것 ‘ (Packet) ’ ·
이다 즉 인터넷을 통하여 패킷 단위로 쪼개져서 전송 중인 데이터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으로서. , , 
이렇게 가로채 복사한 패킷을 재조합하여 데이터를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패킷의 구조는 크게 헤. ‘
더 와 데이터 영역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헤더는 편지 봉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출발(header)’ ‘ ’ . 
지와 목적지가 기재되어 있다 이를 조사하면 주소 발신지 목적지 패킷의 종류 등 기본적인 인. IP , , , 
터넷 네트워킹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데이터 영역은 편지 봉투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로 메시지 자. , 
체의 내용과 함께 해당 패킷과 관련하여 어떤 프로그램 을 사용하였는가에 관한 정보가 (Application)
있다 인터넷 회신 감청에는 와 가 있. SPI(Shallow Packet Inspection) DPI(Deep Packet inspection)
는데 는 헤더의 내용을 검사하는 행위이고 는 데이터 영역을 검사하는 것이다 지금 패킷 감, SPI , DPI . 
청이라고 불리는 것은 후자인 를 말한다 원래 는 이메일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확산하는 바이DPI . DPI
러스를 색출하기 위하여 고안된 방법이다 그러나 를 통하여 인터넷을 통해 접속한 사이트 주소. DPI , 
접속 시간 입력한 검색어 전송하거나 수신한 게시물이나 메시지 이미지 또는 동영상 파일의 내용, , , , 
보고 있는 웹사이트나 의 화면 인터넷 전화의 통화내용 등 모든 인터넷 통신내용을 파악할 수IPTV , 
도 있다.

279) 대한민국 통신비밀보호법 법상 통신제한조치는 범죄수사목적을 위한 통신제한 조치 법 제 조 ( 5 , ① 
제 조 국가안보목적을 위한 통신제한조치 법 제 조 긴급통신제한조치 법 제 조 로 나뉘어 각6 ), ( 7 ), ( 8 )② ③ 
각 허가요건과 허가절차가 달리 규율되고 있다 법에 규정된 통신제한조치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 ‘ ’ ‘
기통신의 감청 을 의미한다 법 제 조 제 항 여기서 전기통신 은 전화 전자우편 회원제정보서비스’ ( 3 2 ). ‘ ’ ‘ ⋅ ⋅
모사전송 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 ⋅ ⋅ ⋅

향 문언 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을 말한다 법 제 조 제 호 감청 은 전기통신에 ’ ( 2 3 ). ‘ ’⋅ ⋅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 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 문언 부호 영상을 청⋅ ⋅ ⋅ ⋅
취 공독 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 하거나 전기통신의 송 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의( ) ( )共讀 採錄⋅ ⋅
미한다 법 제 조 제 호 이처럼 통신제한조치는 그 대상이 통신의 내용 이라는 점에서 가입자의 전기( 2 7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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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감청 집행을 통해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자료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방

대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통신수단의 비중을 고려할 때 인터넷을 . 

수단으로 범죄를 음모하고 실행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대한 범죄 수사의 경우 불

가결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중대한 범죄가 급박하게 이루어질 것에 관한 충분한 . 

소명이 있으며 혐의자도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으며 다른 수단으로는 범죄를 방지, 

하거나 수사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만 인터넷 회선에 대한 감청 수단을 배제하는 것, 

은 오늘날 정보통신 사회의 현실에서 효과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어렵다.280) 그러나 ,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인터넷상의 표현을 규제하려는 경우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281) 이를 통해 주요 외신과 국제 인권 단체들은 년 이후 한국 사회에서  2008

검열이 증가하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지적한 것도 맹목적인 비판이 아니다. 

사적검열과 영장주의의 충돌          3. ICP 

가 의의            . 

개념              (1) 

지난 년 월 일 유튜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채널이 잠재적     2021 1 12 , 

폭력에 대한 우려가 계속돼 최소 일주일 동안 중지하겠다고 발표했다, .282) 이 외  

년 월 일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미국 의사당에 난입하는 사태가 발생한 뒤2021 1 6 , 

트위터도 추가적인 폭력 선동의 위험이 있다 고 발표하여 그의 계정을 정지하였‘ ’
다.283) 이는 임의로 유저의 계정을 정지 또는 삭제한 첫 사례가 아니다 이전 페이 . 

스북은 베트남전의 참상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네이팜 소녀 사진을 삭제했고 수유‘ ’ , 

하는 여성의 가슴을 차단해 논란이 일이기도 했다.284) 이러한 사례들은 최근에 페이 

통신일시 등과 같이 비내용적 통신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와 차이가 있고 법 제 조 ‘ ’ ( 2
제 호 이에 법도 통신제한조치 와 통신사실확인자료 에 대한 규율을 달리하고 있다11 ), ‘ ’ ‘ ’ .

280) 패킷 감청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 회선 감청은 그 특성상 실제 집행 단계에서 원래 허가받 ‘ ’ , 
은 통신제한조치의 인적 물적 범위를 넘어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의 범죄 수사와 무관한 정보뿐만 아⋅
니라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와 무관하게 해당 인터넷 회선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의 정보까지 광범
위하게 수사기관에 수집 보관되므로 다른 통신제한조치에 비하여 개인의 통신 및 사생활의 비밀과 , , ⋅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현행법은 인터넷 통신 감청을 통신제한조치의 하나로 인정하면. 
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집행 단계나 그 이후에 인터넷 회선 감청을 통해 수사기관이 취득한 자료에 대
한 권한 남용을 방지하거나 개인의 통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마련하고 있지 않다.

281) 헌법재판소 선고 헌마 2002.06.27. 99 480.
282) 한겨례 트위터 페북 이어 유튜브도 트럼프 채널 일 동안 중지 , “ , .. ‘ ’ 7 ”,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78617.html
최후확인: 2021.1.15
283) 조선일본 트위터의 트럼프 계정 정지 메르켈도 나발니도 강력 비판 , “ , ”,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europe/2021/01/13/BPEG4GPTIBDNVFMQMSHBQJB4UU/
최후확인: 20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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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북 유튜브 등의 디지털 플랫폼들이 표현을 관리하는 주체로 부상하고 이른바 사, , 

적검열이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앞서 논의한 것과 같이 란 인터넷에 콘텐츠나 . ICP

데이터베이스 등을 직접 제작하여 제공하는 자를 가르치고 그들은 자신의 콘텐츠 규

제 약관에 의해 민간 검열이 가능하다. 

예시 콘텐츠 규제 약관              (2) -Youtube 

를 이용하는 사용자라면 누구나     YouTube 커뮤니티 가이드를 따라야 한다 커뮤. 

니티 가이드는 허용되는 콘텐츠 유형 스팸 또는 괴롭힘 등에 대한 금지 규정 등을 , 

다룬다 구체적으로 스팸 및 현혹 행위 민감한 콘텐츠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콘텐. , , 

츠 규제 상품 등 개 항목과 추가 정책이 포함된다, 16 .  

콘텐츠가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는 것으로 차 경고를 받으면 동영상 실시    1 , 

간 스트림 스토리 맞춤 미리 보기 이미지 재생목록 게시물 등의 콘텐츠를 일주일 , , , , 

동안 게시할 수 없고 차 경고를 받으면 동영상 실시간 스트림 스토리 맞춤 미리 , 2 , , , 

보기 이미지 재생목록 게시물 등의 콘텐츠를 주간 게시할 수 없으며 차 경고를 , , 2 , 3

받으면 채널이 해지된다 동영상 신고가 접수되면 팀에서 동영상과 맥락. YouTube 

을 검토해 동영상의 제한 삭제 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아래 도표들은 , . 

에서 삭제된 동영상의 개수를 삭제 사유별로 보여주고 에서 삭제YouTube YouTube

된 동영상의 개수를 최초 신고 주체 자동 신고 또는 사람의 감지 별로 보여준다( ) .

표 에서 삭제된 동영상의 개수를 삭제 사유별 도표< 8>-YouTube 285)

(2020.7~2020.9)

284) 연합뉴스 네이팜탄 소녀 사진이 외설 페이스북 사진 삭제 논란 , “’ ’ ?... ”, 
https://www.yna.co.kr/view/AKR20160909141651009
최후확인: 2021.1.15
285) https://www.youtube.com/intl/ALL_kr/howyoutubeworks/progress-impact/responsibility/
최후확인: 20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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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에서 삭제된 동영상의 개수를 최초 신고 주체별 도표< 9> -YouTube 286)

(2020.7~2020.9)

나 의 편집권과 검열금지원칙            . ICP

의 편집권            (1) ICP

 

의 편집권이란 인터넷 콘텐츠제공자로서 법적 책임 판단에 있어서 자신의     ICP

콘텐츠에 대한 자율규제이다 또한 영업의 자유로 귀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 , . , 

의 사적 검열이라는 주장도 있다ICP .

검열금지원칙            (2) 

헌법 제 조 제 항은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    21 2 ·

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검열은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행정. 

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 , 

제도를 뜻하고 이러한 사전검열은 법률로서 불가능한 것으로서 절대적으로 금지된, 

다 그러나 검열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 , 

의사 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린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이

다 그리고 검열은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 의무 행정권이 주. , 

체가 된 사전심사 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 표현의 금지 및 심사 절차를 관철, 

286)   
https://www.youtube.com/intl/ALL_kr/howyoutubeworks/progress-impact/responsibility/#d
etection-source
최후확인   : 20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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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강제 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287) 즉 헌 , 

법재판소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의 요건으로 첫째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 

한 표현물의 제출 의무가 존재할 것 둘째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 절차가 존; , 

재할 것 셋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 표현을 금지할 것 넷째 심사 절차를 관철; , ; , 

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 존재할 것을 들고 있다.288)

다 영장주의와의 충돌            . 

 

형사 절차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이란 체포 구속 압수 등의 강제처분을 함에서는     · ·

사법권 독립에 의하여 그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아

니 된다는 원칙이고 따라서 영장주의의 본질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처분을 , 

함에서는 중립적인 법관이 구체적 판단을 거쳐 발부한 영장에 따라야만 한다는 데에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조 제 항은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12 3 " , ,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3

멸의 염려가 있을 때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 조 ." 16

제 문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2 , "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통신비 보호법 은 범죄 수사를 위해 통신사실 확인 사실 자료의 취득을 영   「 」

장주의 원칙에 적용하게 규정하였다 최근에 수사기관이 통신자료요청을 지나치게 . 

남발하고 전기통신사업자들이 기계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 

서 통신자료, 289)도 영장주의 원칙에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라 사견            . 

년 미국에 프레이거유 라는 미디어 회사는 유튜브가 제한된 모드     2017 (PragerU) '

필터링 으로 자유 언론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유튜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90) 

이들은 유튜브가 사이트에 올리는 다양한 동영상을 의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주

장했다 프레이거유의 변호사는 유튜브가 자신들의 서비스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 

겠다고 대중에게 말했지만 사실은 프레이거유와 같은 보수파의 입을 막기 위한 정, 

287) 헌법재판소 선고 헌가 2001. 8.30. 2000 9.
288) 헌법재판소 선고 헌가 2018. 6.28. 2016 8, 헌바2017 476 병합( )
289) 통신비밀의 자유에는 당사자의 통신 내용 외에도 통신사실 확인 자료 통신비밀보호법 법원 허가  ( , 
필요 와 통신자료 전기통신사업법 법원허가 불필요 로 구성된 통신 내역도 포함된다) ( , ) .

290) PragerU v.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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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 검열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미국 제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유튜브는 공적 포. 1 

럼이 아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조를 적용할 수 없다 라고 . 1 .”
판결하였다 이러한 판결이 나온 이유는 미국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 조 표현의 .   1

자유 규정에 대해 국가행위이론 을 엄격히 적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행위자‘ ’ . 

는 엄격하게 규제하는 반면 민간행위자 에 대해선 이 규정(state actor) (private actor)

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사건 전에 . PragerU v. YouTube Manhattan Community 

사건이 있다Access Corp. v. Halleck . 

이란 비영리단체가 뉴욕주의 공적 이용 채널을 운영했었다 그런데 이 채    MNN . 

널에 프로그램을 공급하던 디디 할렉 이란 제작자가 이 일방(DeeDee Halleck) MNN

적으로 자신들을 차단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공적 이용 채널 접근을 제. 

한했기 때문에 수정헌법 조를 침해했다는 게 할렉 등의 주장이었다 그런데 연방대1 . 

법원은 공적 채널을 이용한다는 사실만으로 국가행위자로 볼 수는 없다 라고 판단“ ”
했다 단순히 공적 광장 을 열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행위자에 따르는 제재를 가할 . ‘ ’
순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나 은 조금 다르다 뉴욕주가 공적 채널 . MNN . 

운영자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언뜻 보면 정부 면허를 취득한 것처럼 보인다 면허를 . , . 

받고 영업하는 기간통신사들은 실제로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 , “
부가 사인에게 면허를 주거나 독점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그 사인을 국가행위자로 

바꾸지는 않는다 라고 판결하였고 민영화된 공익 사업자가 해당 지역 내에서 독점적 ”
지위를 누리고 강한 규제를 받으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국가 행위자가 되는 , 

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공적 이용 채널에 대해 편집권을 행사하는 행. MNN

위는 수정헌법 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실제로 유튜브1 . , 

의 편집권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 알고리즘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한 기업. 

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을 한순간에 스타로 만들 수도 있다 헌법재판. 

소는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 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 절차 허, , 

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 표현의 금지 심사 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 

소를 사전검열의 판단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인터넷 환경과 글로벌 . , 

환경에서 이러한 판단기준은 부적절하다 앞서 논의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를 예로 하면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의사 표현이 금지되는 것부터 문제

가 된다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이용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지 . 

않으면 표현 자체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 법정 의견은 인터넷 이용자로서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자신이 게시하려는 것이 지지 반대 의 정보에 해당하면 실명 확인 ‘ , ’
절차를 거쳐 실명인증의 표시가 나타나게 게시하고 그렇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실

명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게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제한이 사전검, 

열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다 즉 검열은 표현 내용에 대한 사전제. , 

출 의무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지만 실명제는 내용과는 무관하게 실명의 확인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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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이들 원칙의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 , 

사전 이라는 문언에 집중한 결과이고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검열은 반드시 사전‘ ’ ‘ ’
검열로만 파악해야 할 이유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 단지 사전 사후라는 시간적 구. , 

분에 의한 검열의 법적 개념은 인터넷에서 사실상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실질적 검열

을 놓치게 되는 문제도 있다.291) 예를 들어 년 일본 아이치현에서 열리는 아 , 2019 , '

이치 트리엔날레 표현의 부자유전 그 후 에 출품되어 전시 중이던 평화의 소2019- ' '

녀상 이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작품이 일 만에 실행위원장인 아이' 3

치현 지사에 의해 전시 중단되면서 비판이 들끓었다.

인터넷이 주를 이루는 오늘날의 매체 환경에서 검열금지 원칙의 요소가 다소     

불편하다 인터넷에 이용한 정보의 발송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과거 사전 제작. , 

된 표현물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는 인터넷 이용자가 인터넷에서 게시 전에 일반. 

적인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심사하는 절차가 불가하며 회의 발표 때문에 전체 표1

현이 종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제가 사전검열. 

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 사전 억제 조치라고 언급하듯이 

인터넷에서는 실명제를 비롯한 다양한 본인확인 제도를 기술적인 필터링 조치 감, 

청 개인정보 노출 등으로 인해 개인의 정보 인권이나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는 사례, 

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사례들이 내용규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열이 아니라고 . 

판단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따라서 이러한 오늘날의 매체 환경에서는 사전 사후를 . , 

엄격히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오히려 검열금지가 여전히 의미 있는 표현의 자, 

유 제한 법리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시기적 요건을 보다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견해가 타당하다.292)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사적검열은 사실상 의 자율규제 수단이다 국가가 개    ICP . 

인의 표현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전통적 인식 때문에 의 자율규제ICP

는 사실상 국가가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해 관리의무를 부ICP 

여하는 것이다 자율규제의 수단은 주로 정지 삭제 등이 있는데 여기서 는 독점. , ICP

적인 지위에 있어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정보기본권까지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앞서 검토한 미국의 판례와 같이 표현의 자유의 일반론 즉 행정권을 주체, , 

로 하는 일반론으로는 와 유저들의 권리를 잘 보장하지 못할 것이다ICP .

291) 홍남희 디지털 플랫폼에 의한 사적검열 미디어와 인격권 제 권 제 호 면 , “ ‘ ’”, , 4 2 , 2018, 150 .
292) 임효준 검열금지 법리의 시기 요건에 관한 재검토 법학논집 제 권 제 호 면 , “ ”, 24 1 , 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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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stitutional Review on the Development of Media 
and the Fundamental Rights of Information：

With the focus on the real-name system 

 

WU CHUNJI
Constitution Law

The Graduate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It is speculated that the total amount of information produced by humans so 

far is about 20xabyte. the amount of information that took humans more than 

2000 years to produce was produced in just 1 week in the 2010s. Since then, 

with the popularity of 4G after 2010, the birth of SNS such as YouTube and 

Facebook opened the era of information explosion. Some speculate that more 

than 90% of human history is information produced after 2016.

 

The current Constitution was finally revised in 1987. In recent years, there 

have been many ideas to amend the Constitution though. But for various 

reasons it eventually fell through. The 1987 Constitution is not a constitution 

that was revised with the information society in mind. For the above reasons. 

Since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the constitutional school has been 

advocating that the changes in the information environmen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constitutional revision.

 

Korea was the first country in the world to introduce the Online real-name 

system in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in 2004 and 2007, respectively.



- 115 -

However, the Online real-name system in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violates the This infringes on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users of online bulletin boards, the Right to control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freedom of speech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that operate online bulletin boards. In contrast, the Online 

real-name system in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has gone through 

three constitutional lawsuits. It was finally ruled unconstitutional in 2021, 

17years later.

The academic pros and cons discussion on the network real-name system 

mainly revolves around the freedom of anonymous expression, that is, the 

freedom of expression. However, the legislative purposes of the two 

real-name systems are actually differing. The real-name system is adopted in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o 

create a green network environment, while the real-name system in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s to set right environment for election. 

Therefore, this article will discuss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real-name 

system based on their respective legislative purposes. And further investigation 

on other information-related basic rights and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information subjects will be conducted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formation society.

Keywords : the Fundamental Rights of Information, Freedom of expression
, freedom of speech, the Right to control personal information, Online 
real-name system
Student Number : 2019-2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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