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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정보사회는 인간과 주변의 모든 사물이 서로 소통하며 무수한 전자적
데이터를 남기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가치와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인간의 행태에 관한 수많은 데이터가 인간본연의 창조기능을 외면한 채 그 역기능
만을 이유로 사장되고 있다. 생각건대,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자기결정권을 통해
직접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사생활의 비밀이나 명예 등 정보주체의 인격권이며
부수적인 것이 재산권산이다. 그러나 국가가 보호해야 할 것은 이러한 권리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활용을 통한 정치적 비판이나 학문적∙예술적 표현 등 표현의
자유권과 개인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시장의 가치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권 또한 그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정보주체 자신도 알지 못한 자신의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빅 데이터
기술”
의 시장창조기능을 위해서도 정보자기결정권과 이들 표현의 자유권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권과의 상호 양립가능한 조화를 위해서 표현의 자유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인격권 등에 대한 침해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의 자율에 의한 엄격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한 창조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직접식별정보를 제외한
개인에 관한 정보의 사전동의제 폐지와 개인정보를 처리한 결과물 중심의 법익침해
여부 판단시스템, 정보침해사고 발생시 현실적 손해 외에 추상적 손해에 대한 법정
배상책임의 인정, 정보보호를 위한 인적∙물적 안전조치의무를 최소한의 법정의무로
하는 신의칙에 따른 서비스제공자의 보호의무 강화 및 정보주체의 가치사슬형성의
과정에 대한 실질적 참여권의 보장 등이 법제화되어야 한다.

Ⅰ. 서론
2013년 6월 5일 미래창조부장관은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만들고
좋은 일자리로 창출로 연결한다는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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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1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조성,
②벤처∙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강화, ③신산업∙
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④꿈과 끼, 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 인재양성, ⑤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혁신역량강화 및 ⑥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창조경제문화
조성”등 6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현정부의 전략별 추진과제는
아래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출처: 연합뉴스.

[그림 1] 참조결제계획 6대 전략 및 예산

1 http://blog.daum.net/shbaik6850/16546367 <2013.11.1.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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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창조경제 실현계획 전략별 추진과제
전략

추진과제

- 손쉬운 창업여건 조성
-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 아이디어∙기술의 지식재산화 및 보호∙활용촉진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조성
- 재도전이 가능한 창업안전망 구축
- 벤쳐∙중소기업의 창조경제 - 벤처∙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개척 지원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강화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촉진
-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 SW∙인터넷기업 기반 신산업 및 고부가 콘텐츠 산업육성
성장동력 창출
- 미래 유망 신산업 발굴∙육성을 통한 신시장 개척
- 꿈과 끼, 도전정신을 갖춘 글 -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강화
로벌 창의인재 양성
- 도전정신∙기업가 정신 고취를 위한 교육확대
- 창조경제 기반이 되는 과학기 - 잠재력 확충과 사업화 강화를 위한 R&D 시스템 개선
술과 ICT혁신역량강화
-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과학기술∙ICT 역할 강화
-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하는 창 - 창의성과 상상력이 발현된 수 있는 창의문화 조성
조경제문화 조성
- 정부 3.0을 통한 공공자원과 국민의 아이디어 융합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현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위와 같은 창조경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제를 포함한 기존의 질서에 대한 창조적 파괴 내지 혁신
(Innorvation)이 필요하다. 바꾸어 말하자면,“새로운 것을 처음으로
만들어 낸다”
는 의미의 창조는 혁신적인 사고와 실천을 요하는
것이며, 혁신적인 思考와 실천은“기존의 틀 내”
에서의 사고와
실천이 아니라 기존제도에 의한 제약의 틀이 없는 사고와 실천이
어야 하며, 헌법 제32조제2항에 의한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등을 위한 최소한의 틀이 있어야 한다면, 그 틀은 사고를 실천한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형태로 가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IPV6와 정보통신기술의 융합화에 기반을 두고
행하여지고 있는“인간과 사물 및 사물과 사물이 서로 소통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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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데이터를 생산하는 현실”
과‘빅데이터 기술에 힘입어
무심코 흘려버린 과거의 다양한 흔적으로부터 새로운 가치의
창출이 가능한 현실’
에 대하여,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침해에 대한 두려움이,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새로운 가치의
창출을 통해 새로운 일거리의 창출 내지는 한정된 지구자원을
갖고서 인간의 수요를 조화롭게 만족시켜 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교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먼저,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펴보고, 헌법이 국가에 대해 부여하고 있는
국가의 책무를 다시 되새기면서“프라이버시가 없는 사회”
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를 최소화하면서
긍정적인 측면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의 대강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Ⅱ. 개인정보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1. 개인정보에 대한 전통적인 입장
1)“혼자 있을 권리”
에서“정보자기결정권”
으로

농경시대와 달리“혼자 남아 있을 권리”
(Right to be alone)가
화두로 되었던 산업시대와는 달리 현실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이나
기업의 일거수 일투족이 전자적 흔적으로 기록되는“사생활이 없는
사회”
(Zero Privacy Society)2로 진화될 것으로 전망3되는 정보화
시대로 넘어가면서 세간의 관심이 된 대표적인 단어를 들라고

창조경제시대에 있어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의 조화를 위한 법정책적 제안

41

한다면, 사회현상적인 측면에서는“빅브라더의 출현”내지“모두”
(Pan)를“본다”
(Opticon)는 의미를 가진“원형감옥”
(Panopticon)4의
사회로 압축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응하는 권리로는‘E-Privacy권’
5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내지‘정보자기결정권(정보자기통제권)’

이러한 정보자기결정권은 현행「개인정보보호법」
상으로는 제4조의
정보주체의 권리로 구체화된 바, 그 내용은“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여부 및
동의범위 등을 선택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및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2 “현대 고도정보사회에 있어서는 사생활에 대해 조의를 표하여야 하며, 카메라나 데이터베이스의 침해를
방지하기엔 너무 늦었다. 이미 쏟아진 물이다. 아무리 많은 입법이 행하여진다고 하더라도 입법으로
새로운 감시도구와 데이터 베이스를 제거할 수는 없다”고 한다. D. J. Solove, Marc Rotenberg,
「Information Privacy Law」, Aspen. 2002. p.507.
3 김재광교수가“정보가 가지는 사회적 가치가 비약적으로 증대하고, 국민생활과 사회∙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정보의 생산∙유통 및 이용이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니게 되는 사회”를 정보사회로 성격지운 점도
이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정보사회에서의 행정법의 주요문제와 과제”,「인터넷법연구」, 제4권
1∙2호, 4쪽.
4 18세기 말 Jeremy Bentham은 원형감옥이라는 이상적인 교도소 형태를 고안한 바, 원형으로 된
건축물은 간수가 있는 중간의 탑과 그 탑을 둘러싸고 배열된 죄수의 독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앙탑과
건물 바깥 방향으로 두 개의 창문이 있어 간수는 역광선의 효과를 이용하여 죄수의 윤관이 빛 속에
떠오르는 모습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미셜 푸코 또한“감시와 처벌”이라는 저서에서 원형감옥을
감시의 전형적인 장치로 보고 있다). 간수에 의해 원형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를 일목요연하게 감시할
수 있다는 점을 정보화사회에 빗대어 표현한 용어이다.
5 이 권리는 헌법상 일종의 무명의 기본권이지만 헌법재판소는“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로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를
둔 일반적 인격권 또는 위 조문들과 동시에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규정 또는 국민주권
원리와 민주주의원리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호하려는 내용을 위 각 기본권들
및 헌법원리들 중 일부에 완전히 포섭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헌법적 근거를 굳이
어느 한 두개에 국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이들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5.05.26. 선고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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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은 필연적으로 제3자에 의한
사생활의 탐지가능성과 제3자가 보유하게 되는 개인의 활동에
관한 디지털 데이터를 통한 개인의 초상이나 명예 등 자신의 인격
형성에 제3자의 인위적 관여6나 개인지배의 가능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등7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위협을 받게 됨은 부인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현대 정보사회를 원형감옥의 사회라 평가하고
그에 대응하여 정보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에도 계속하여 진화되고 있고, 식별성이 없어 보이는
개인에 관한 정보조차 개인식별화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술 등으로
인하여 정보사회가 개인의 사적 공간을“0”
으로 수축하게 하는
현상을 피할 수 없다면, 과거 농경시대에 공동체간의 공개를 통한
화합을 도모하였던 것처럼 개인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이용은
형법(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이나 개별법에 의해서 보호된 법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동의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이나
목적 외 이용 등을 사회적 제약으로 긍정적으로 수용하되, 그러하지
아니하고 법이 보호하고 있는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 가중된 규제를

6 이광윤,“인터넷의 딜레마와 인권”,「법학연구」통권 제27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3쪽.
7 뉴욕州의 사법부장관은“현재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빅 브라더(Big Brother)가 아니라 빅 브라우저
(Big Browser)”
라고 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경계하고 있다. John Caher,“Big Browser has
replaced Big Brother”, NYAG Says(January, 24, 2000) <http://www.nylj.com/stories/00/
01/012400a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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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 것으로 변화된 전향적인 수용의 자세를 보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8

2) 정보자기결정권의 법적 의의

정보주체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정보자기결정권(또는 정보자기통제권)9은
그 자체가 고유의 법익을 갖는 것으로 새기기 보다는 개인정보에
담겨 있는 개인의 인격적인 정보의 오∙남용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인격권에 대해, 부수적으로는 재산적 정보 또는 정치적
성향정보 등의 오∙남용으로부터 재산권 또는 정치적 비판권 등에
대해 추상적인 차원에서부터 위험을 예방하고자 하는 매개적
권리 내지 절차적인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며, 정보자기결정권 그
자체에 대한 침해가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형벌에 의한 보호 이외에
현실적인 침해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10
판례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의“…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에

8 「국가정보화기본법」제2조는“이 법은 국가정보화의 추진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사회적,
윤리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지식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규정한 점도 이러한 취지로 해석된다. 정준현, “지속가능한 고도지식정보사회의 법제연구”
「토지공법연구」제48집, 2010. 2. 367쪽 이하 참조.
9 헌법재판소 2013.07.25. 선고 2011헌마63,468(병합) 전원재판부;정보자기결정권을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요인으로 보는 입장으로는 헌법재판소, 2003.6.26. 2002헌가14 및 헌법재판소
2005.5.26. 99헌마513 등 참조.
10 예컨대, 형법상의 강간죄가“성의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듯이,「개인정보보호법」제71조
및 제72조에 의한 벌칙은 정보주체의 동의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처리나 제3자 제공 등에 대한
벌칙은 정보주체의 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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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수의 증가와 함께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영향력이 매우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침해나 각종 명예훼손성 정보의 유통 등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도
커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에 대처한다는 취지에서 입법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등”
이라는 표현은 그 앞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단어와
유사한 것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는바, 그럼에도 위 규정 중
“등 타인의 권리”
라는 문언에 집착하여 이를 제한 없이‘타인의
모든 권리’
라고 해석할 경우에는 과연 위 조문이 의미하는“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매우 불명확하게
되고, 그 결과 이렇듯 불명확한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또한
모호하게 되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게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위 법 제44조 제1항의“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는‘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
나‘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및‘이에 준하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만을 의미할 뿐, 거기에서 더 나아가‘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정보’
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고 하여 인격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11
물론, 인격권 그 자체는 생명이나 신체와 마찬가지로 일단
침해되면 금전적인 보상만으로는 원상회복이 어렵다12는 점에서
인격권에 대하여는 위험이 구체화되기 전단계에서부터 장래의

11 대법원 2012.12.04. 자 2010마81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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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행위의 금지를 예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는
것13은 부인할 수 없지만, 결국 종국적 법익침해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현실적으로 그릇되게 행사한 경우에 비로소 구체화되는
것이고 그것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경우에는 정서상의 피해
(emotional Damage)는 있을지언정 현실적인 피해(actual
Damage)는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14
3) 판례와 정보자기결정권 그리고 법익침해의 현실성

2008년 9월 5일 서울도심 한복판 쓰레기 더미에서 1,100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담긴 GS칼텍스 고객명단의 유출된 사건과 관련
하여 대법원15은“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피용자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이 무엇인지, 개인정보 유출로

12 참고로「행정소송법」제23조제2항의 집행정지의 요건으로서‘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대법원 2010.5.14, 자, 2010무48 결정).
13 판례도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14 2012년 미국 연방대법원도 개인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실시한 연방정부부처간의 개인정보공유는
프라이버시보호법(The Privacy Act of 1974)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감정적인
손해만 발생하였을 뿐 금전적인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실세손해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FAA v Cooper, 132 S.Ct. 1441.1446(2012))하였다고 한다. 정하명,“공공데이터의 개방∙
공유와 개인정보보호 발제에 대한 토론문”,「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주년 기념 세미나」(2013.10.25.),
개인정보보호법학회, 37쪽.
15 대법원 2012.12.26. 선고 2011다59834,59858,598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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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제3자가 유출된 개인
정보를 열람하였는지 또는 제3자의 열람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제3자의 열람 가능성이 있었거나 앞으로 열람 가능성이 있는지,
유출된 개인정보가 어느 범위까지 확산되었는지, 개인정보 유출로
추가적인 법익침해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개인정보를 관리해온 실태와 개인정보가 유출된 구체적인
경위는 어떠한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하여졌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는 것을 전제로“주유 관련 보너스카드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고객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로부터 고객
서비스센터 운영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乙 주식회사 관리팀
직원 丙이, 丁 등과 공모하여 戊 등을 포함한 보너스카드 회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고객정보를
빼내어 DVD 등 저장매체에 저장된 상태로 전달 또는 복제한 후
개인정보유출사실을 언론을 통하여 보도함으로써 집단소송에
활용할 목적으로 고객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를 언론관계자들에게
제공한 사안에서, 개인정보가 丙에 의하여 유출된 후 저장매체에
저장된 상태로 공범들과 언론관계자 등에게 유출되었지만 언론보도
직후 개인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 등을 소지하고 있던 사건 관련
자들로부터 저장매체와 편집 작업 등에 사용된 컴퓨터 등이 모두
압수, 임의제출되거나 폐기된 점, 범행을 공모한 丙 등이 개인정보
판매를 위한 사전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한정된 범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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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에게 개인정보가 전달 또는 복제된 상태에서 범행이 발각
되어 개인정보가 수록된 저장매체들이 모두 회수되거나 폐기되었고
그 밖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흔적도 보이지 아니하여 제3자가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이용할 수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개인
정보를 유출한 범인들이나 언론관계자들이 개인정보 중 일부를
열람한 적은 있으나 개인정보의 종류 및 규모에 비추어 위와 같은
열람만으로 특정 개인정보를 식별하거나 알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戊 등에게
신원확인, 명의도용이나 추가적인 개인정보 유출 등 후속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추지할 만한 상황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戊 등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 하여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유출된 것 이외에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자기결정권 그 자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격침해의 예방을 위한 추상적인 차원에 이루어지는
절차적인 권리임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사건에 대하여도 대법원16은“영리적 목적 하에 일반 대중을
관람층으로 예정하여 제작되는 상업영화의 경우에는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하더라도 영화제작진이 상업적 흥행이나 관객의 감동

16 대법원 2010.07.15. 선고 2007다34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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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을 위하여 역사적 사실을 다소간 각색하는 것은 의도적인
악의의 표출에 이르지 않는 한 상업영화의 본질적 영역으로 용인될
수 있으며, 또한 상업영화를 접하는 일반 관객으로서도 영화의
모든 내용이 실제 사실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극적 허구 사이의 긴장관계를 인식∙유지하면서
영화를 관람할 것인 점도 그 판단에 참작할 필요가 있다”
는점
등을 전제로“실제 인물이나 역사적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라
하더라도 상업영화의 경우에는 대중적 관심을 이끌어 내고 이를
확산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광고∙홍보행위가 수반되는바, 영화가
허위의 사실을 표현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행위자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그 광고∙홍보의 내용이 영화에서 묘사된 허위의 사실을
넘어서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광고∙홍보행위가 별도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상업영화에 있어서 그 내용의 특정 부분을 적시하지 않은 채
진실이라고 광고∙홍보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화의 모든 내용이 진실이라는 의미라고 보아서는 아니 되고
전체적으로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두었으며 극적 허구와의 조화
속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최대한 반영하였다는 취지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고 하여 개인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표현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표현물에 대하여도 사회적 상당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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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범위에서 그 위법을 배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에는 가치간의 형량이
필요하다. 즉, 해당 개인이 공적인 존재인지 여부, 해당 개인정보의
공공성 및 공익성,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
개인정보 이용의 필요성, 개인정보 이용으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비공개 이익)과
표현행위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공개 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어느 쪽 이익이 더욱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17에서 보듯이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반하는 행위로서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이용행위라고 할지라도 그 자체가 즉시
현실적인 권리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한 새로운 입장
1) 개인정보에 대한 국외의 패러다임의 변화

17 대법원 2011.09.0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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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컨설팅그룹이 추정한 개인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는 2011년
3억 1,500만 유로에서 2020년 1조 유로의 잠재적 가치(EU GDP의
8%)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데이터
브로커에 의해 거래되는 개인데이터의 판매가격이 1인당 약 1달러
라고 한다.18 이와 같은 가치를 가진 개인정보의 활용을 놓고 세계
경제포럼(World Economics Forum)이 2012년 10월 8일 브뤼셀에서
“성장과 보호의 균형을 위한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의 해금
(Unlocking the Economic Value of Personal Data Balancing
Growth and Protection)”
이라는 논제로 행한 워크숍의 보고서19에
의하면,“개인정보는 혁신, 투자,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의 추동력이
될 수 있고 사회복지를 크게 증진시킬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가치가 안전, 개인 사생활보호, 규제, 신뢰의 측면에서 올바르게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와 위험이 상존한다”
는 전제하에서
몇 가지 주요사항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행 개인정보의 법적 정의는 다수의 긍정적인 사용까지 방해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개인정보로 정의하는 것은 지양
되어야 한다. 둘째로, 사생활의 보호와 관련하여서는“개인정보의
공유 = 프라이버시침해”
로 보는 전제가 수정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의 시도가 정보의 가치창출을

18 Financial Times, 2013.6.12.; 미국의 데이터 브로커의 현황에 관하여는 유지연,“미국 데이터 브로커
(Data Broker) 현황”,「정보통신정책연구」, 2013.7.16.
19 http://www3.weforum.org/docs/WEF_IT_UnlockingValueData_BalancingGrowthProtection_
SessionSummary.pdf <2013.9.14.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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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아울러,
정보주체의 동의에 있어서도 제대로 읽지도 아니하는 약관동의를
“Full informed Consent”
로 간주하는 법제는 사실상 정보주체를
“거짓말장이”
로 만드는 것으로 현실과 규범이 불일치하는‘허구적인
입법’
에 불과한바, 이에 대한 대응책 또한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20

<표 2> 3가지의 논의의 틀을 제공하기 위한 OECD 프라이버시원칙의 유형화

셋째로, 개인에 관한 정보의 가치창출과 관련한 것으로서, 건강
관리분야나 전자상거래 및 물류산업에 있어서는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강조되고 있으며, 정보의 활용이 있더라도 정보주체에 대한 법상
보호되고 있는 법익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분야에 대한 동의

20 같은 취지, 구태언,“개인정보에 대한 행정적 규제체계의 개선방향”,「개인정보보호법제 전문가
포럼」,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포럼, 2013.10. 112-11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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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넷째로, 정보주체와 정보사용자간에는
신뢰가 형성되어야 하나 법규범만으로는 신뢰가 달성될 수 없고
효과적인 강제력을 배경으로 기술의 변화발전에 상응할 수 있는
자율적인규칙이생성되어야한다. 이와관련하여서는앞의<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0년~1980년대에 만들어진 OECD의 8원칙을
두 가지의 쟁점으로 집약하여 정보의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개인의
참여를 전제로 사용자를 중심으로 하는 법제의 재구성이 행하여
져야 한다.
어쨌든, 위 포럼의 핵심논의 사항은 정보의 이용을 선순환시키기
위해서 정보의 공유로 야기될 수 있는 비극을 최소화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익명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반의 구축과 개인
참여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의 과제로 남게 된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2) 국내에서의 논의

국내에서도 개인정보가 갖는 가치를 수치화하기 위해 해당
개인정보가 갖는 경제재로서의 가치측정을 한 경우는 없지만,
보호수준별로 지불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지불가격을
중심으로 하여 산정된 개인정보의 가치는 2001년도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개인정보 5만 명의 자산가치 추정액의 평균값이 약 8억
28만 원이나 강한 보호수준하에서의 가치는 61억 5천만 원으로
평가되었으며,21 최근에 산출된 발간된 자료에 의하면 개인정보의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지불의사액(개인정보의 가치)은 월/1인당
3,914원으로 설문대상자 2,402명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1조 298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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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추정되고 있다.22
어쨌든, 개인정보에 대한 가치사슬의 분석을 통한 개인정보의
가치확산은 아닐지라도 개인정보가 이와같이 인격적 가치 외에도
경제적∙재산적 가치를 갖는 점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으나, 법적인
측면에서는 전자에 방점을 두고 개인정보의 보호에 초점을 두는
입장과 후자에 방점을 둘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활용내지 이용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는 입장으로 대별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개인
정보의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전제로 하는 논의가 주된 경향으로
보인다.23
예컨대, 개인정보보호와 헌법적 가치간의 조화를 위한 방향성
및 기준을 모색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상의
강력한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라는
관점에서는“+”
의 효과를 야기할 수 있지만, 반면에 개인정보
처리자가 되는 사업자의 영업자유의 보호라는 관점에서는“-”
의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24고 하면서 개인정보보호와 표현자유 및
영업자유와의 조화 및 방향성 기준의 제시에 이르러 <표 3>을

21 김철환/정준현외,「개인정보보호제도 시행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분석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12. 174쪽 참조.
22 김여라 외 2인,“가상가치접근법(CVM)을 활용한 개인정보보호의 가치산출 방법론 고찰”,「정보보호
Issue Report 2007-02」,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2쪽.
23 예컨대, 황성기,“개인정보보호와 다른 헌법적 가치의 조화”및 고학수,“개인정보보호의 법, 경제 및
이노베이션”,「경제규제와 법」,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2.11.; 윤종수,“공공데이터의 개방∙
공유와 개인정보보호”및 정준현,“개인영상정보법제의 필요성과 방향에 관한 소고”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주년 기념세미나」, 개인정보보호법학회, 2013.10.25.; 정준현,“스마트시대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문제”,「새로운 기술환경과 개인정보보호의 새로운 지평 - 기업의 대응」, 개인정보보호법학회,
2013.8.23. 등 참조.
24 황성기, 위의 논문,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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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취지의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표 3> 개인정보의 유형별 기본권과의 우위여부
기본권의 종류

표현의 자유
언론보도의 자유

사적 표현 및
광고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

개인정보의 유형
민감정보(교유식별정보 포함)

개인정보보호가
우월

개인정보보호가
우월

개인정보 보호가
우월

개인식별정보

언론보도의
자유가 우월

사안에 따라
유동적

사안에 따라
유동적

개인식별
가능정보

언론보도의
자유가 우월

사적 표현 및 광고
표현의 자유가 우월

영업의 자유가
우월

비민감정보

즉, 개인식별정보와 개인식별가능정보의 구분을 전제로 개인
정보보호와 개인정보의 이용과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권과 영업의
자유권 등 기본권간의 균형을 위한 제언으로서 개인정보의 개념
정의에서 개인식별가능정보를 배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헌법
재판소가 최종유권적 해석기관으로서 내린 개인정보의 외연을
축소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현행과 같이 하되 개인정보보호
관련 시스템을 개인식별가능정보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완화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조심스럽게 개진하고 있다.25

3. 사견
현재의 고도정보화사회에 있어서 ①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25 황성기, 앞의 논문, 33-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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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행태가‘정보주체의 인식에 기초한 능동적인 데이터의
수집’
에서‘M2M으로 자동으로 전송되는 정보생태계하에서 수집
단위별 개인에 대한 건별 통지가 법상 불가능한 정보주체의
수동성을 전제로 한 개인에 관한 정보의 수집’
으로의 전환되고
있다. ②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정보자
기결정권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적법과 위법을 평가하는
2진법적 틀’
에서‘의미연관적인 사회규범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의 정당여부 평가’가 요구된다. 아울러 ③‘정보
처리자가 사전에 제시한 세부목적을 위한 데이터의 수집’
에서
‘개인정보의 다양한 결합과 연계적 사용에 따른 경제적 가치와
혁신’
으로의 인식전환의 요청과 ④
‘정보주체만이 자신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관념에서‘정보주체 이외의 정보
처리자도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것과 ⑤ 사이버이용관계의
현실을 직시할 때 정보주체가 정보의 수집목적 등에 동의를 하지만
사실상의 참여는 없다는 반성에 근거한‘개인의 이해(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가치를 창출하게 되는지 여부)를
토대로 한 가치창출과정에의 참여권보장’등이 요청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전통적인 보호중심의 법제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와 이용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위에서
언급한“①”
부터“⑤”
까지의 내용을 전제로 정보처리자의 책임과
정보주체의 참여에 의한 개인정보의 가치창출을 위한 정책 및
법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고도정보사회를
이끌어 가는 국가의 책무에도 합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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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의 책무와 개인정보
1.헌법과 국가의 책무
현행 헌법은 제10조는 국가에 대해 사생활의 비밀권(제17조),
통신비밀권(제18조) 및 언론∙출판의 자유권(제21조) 등의 기본권에
대한 확인∙보장의 책무뿐만 아니라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고
(제31조의 교육기본권)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권) 자유로운 저작∙발명 및 과학기술
활동과 예술활동을 하고 그 성과물에 대하여 법률에 의해 보호된
권리(제22조의 지적 활동기본권) 등을 갖고서 시장에서 자유롭게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제119조의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에 대한 확인∙보장의 책무 또한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의 책무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 우리 헌법은
제32조의 근로자의 근로기회의 증진을 위한 노력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제123조제3항은 국가에 대해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의무를 그리고 제127조제1항은 과학기술의 혁신과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할 의무를 각각
부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대한 국가책무는
개인정보를 이루는 내용분류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개인
정보의 내용별로 헌법 제10조 또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권으로부터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할 국가의
책무에 속하는 사항과 개인정보의 이용과 관련한 개인과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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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활동을 통한 경제적 가치창출을 허용하는 직업선택의 자유권과
지적활동의 자유권을 보장할 국가의 책무에 속하는 사항 등 일견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국가의 책무에 대한 균형과 조화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개인정보의 속성과 관련되는 기본권간의 경합
1) 개인정보의 구성

(1) 개인정보의 구체적 구성
현행「개인정보보호법」
이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개인정보에 관한 대부분의 법은 개인정보에
대해“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는 정의규정을 일률적으로 두고
있다.
이러한 개념정의규정에 의하면, 해당 개인의 직접식별정보 외에
별도의 처리절차 없이 그 자체로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라
할지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고
26
이 보편화되면, 인간의 활동에 관련이
있는 결과‘빅데이터 기술’

있는 모든 전자정보는 개인정보로 되고 정보주체의 정보자기
결정권에 기초하지 아니하는 정보의 수집과 이용 등은 법률에 의해
그 위법성이 배제되지 아니하는 한 모두 불법행위로 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고, 인간의 활동정보에 인간의 지적활동을 투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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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물을 기대하기 어렵고 인간 삶의 질 향상이나 행복추구 또한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 개인지배 내지
개인의 프라이버시침해”
리고 하는 등식의 성립을 고정화하거나
하려는 틀을 버리고, 먼저 개인정보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유형화하고 이와 같이 유형화되어 있는
개인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기본권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검토를
거쳐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간의 균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검토를 위한 첫단계로서 일정한 개인에 관한 정보의
유형은 다음의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보주체에 대한
통상의 관점에 의한 식별의 정도(빅데이터기술을 전제하지 아니한
통상의 이용관계에 의한 식별수준)에 따라 개인정보를 개인식별
정보와 개인에 대한 내용정보(개인추상정보)로 나눌 수 있고,
개인식별정보는 다시 개인직접식별정보와 개인간접식별정보로
구별할 수 있다.27

26 빅데이터(Big data)란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로 데이터를 수집,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집합 및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은 다변화된 현대 사회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화된 현대 사회 구성원들에게
있어서 맞춤형 정보를 제공, 관리, 분석 가능케 하며 과거에는 불가능 했던 기술을 진일보 시킨다.
이에 빅데이터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과학기술과 같은 전 영역에 걸쳐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http:// ko.wikipedia.org/wiki/
27 개인식별정보의 그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백윤철∙이창범∙장교식,「개인정보보호법」, 한국학술정보
(주), 2008, 131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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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개인정보와 활용가능성
<표 4> 개인정보의 내용별 유형
분류

예

속성정보

이름,성별,나이,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지문, 사진, 주소,
이메일, 혈액형 등 개인을 타인으로부터 식별하고 특성을
규정하는 정보

가족 및 생활환경
학력 등
활
동
정
보

결혼, 이혼경력, 가족관계, 습관, 주거형태, 여행, 레저활동 등
학력, 출신학교, 성적, 학교생활, 자격증 등

고용 및 경력

취업, 사업경력, 구직 및 채용, 인사, 근태, 근무평정기록 등

재산,신용, 납세

수입, 투자, 지출, 세무, 보험, 재산, 연금, 보조금, 납세
사실 등

사회보장 및 행정서비스
기타
민감정보

정부로부터의 각종 복지급부, 급여, 면허, 특허 인가 등
기타 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인종, 국적, 정치성향, 종교, 노조, 사회단체활동, 보건,
의료, 성행활, 행정처분사실, 전과, 수형기록, 병역사항,
과세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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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속성
정보와 그러하지 아니한 활동정보의 분류는 <표 4>와 같이 할 수
있는 바, 28 활동정보는 국가나 기업 및 개인이 각각의 목적을
위한 가치창출이 가능하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개인정보가 갖는 정보이용자의 관점에
따른 개인정보의 가치와 관련하여서는 <표 5>와 같이 구별할 수
있고, 29 이러한 정보는 개인의 직접식별정보를 드러내지 아니하는
한 국민의 정치적∙경제적 및 문화적 수요를 예측하여 한정된
자원으로 최적의 예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개인의 보호와 이용간의 지속가능한 지식개발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30
<표 5> 개인정보의 주체별 가치
주체

주체별 관점에 따른 개인정보의 가치

개인

개인측면에서 개인정보는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 예)취미, 취양, 특기, 버릇 등(※활동정보 중심)

기업

기업입장에서 개인정보는 수익극대화 및 비용극소화 추구에 도움이 되는 상업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 예)소비유형, 소득수준, 라이프 스타일 등(※활동정보 중심)

국가

국가 또는 정부입장에서 개인정보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 등을 위한
정책결정을 위한 공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 예)전과∙병역기록, 연령과 부양가족유무,
주소 등(※ 민감정보 및 속성정보 포함)

28 김여라, 이해춘, 유진호, “가상가치접근법(CVM)을 활용한 개인정보보호의 가치산출방법론 고찰”,
「정보보호 Issue Report」2007-02, 한국정보보호진흥원, 4쪽 참조.
29 채승환, 민경식 외 2인,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분석에 관한 고찰”,「정보보호 Issue Report」
2007-03, 한국정보보호진흥원, 10쪽 참조.
30 정준현,“지속가능한 고도지식정보사회의 법제연구”,「토지공법연구」제48집(2010.2.), 36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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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함의
개인에 관한 정보의 생산과 이용관계를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의하여 친권자에 의해 신고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 성명과 출생연월일과「주민등록법」제7조제3항에 의하여
개인별로 부여되는 주민등록번호 및 제10조에 의해 신고된 주소
등에 의하여 설정되는 개인식별정보와 해당 개인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갖게 되는 관계별 정보로 구별할 수 있다. 특히 개인식별
번호 중 주민등록번호는 유일∙불가변성을 갖는 점에서,이름과
생년원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인을 직접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31

[그림 3] 개인정보별 가능한 이용관계

31 주민등록증은 현행「주민등록법」제25조에 의하여 본인의 확인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며 또한 같은
법 제37조에서 법률에 따르지 않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도 주민번호의 오∙남용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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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개인에 대한 직접식별정보를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개인의 생명을 위한 긴급구호활동이나 개인에 대한 맞춤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될 수 있는 반면, 악용을 하게 되면 개인의 인격침해나
테러 등 개인에 대한 지배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직접식별정보를 전제하지 아니하고 관계별 정보 내지 개인 활동
정보만을 놓고 볼 경우에는 공공과 민간영역에 있어서 개개인의
수요를 최적의 상태로 충족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나 민간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보장의 최대성과 침해의
최소성을 보장할 국가의 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와 관련된
기본권 상호간의 법익의 교량을 통해 이용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개인정보와 관련한 기본권간의 경합

(1) 개인정보와 헌법상의 기본권
우리 헌법은 사생활의 비밀권(제17조), 통신비밀권(제18조) 및
언론∙출판의 자유권(제21조) 등의 기본권과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거나(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권) 자유로운 저작∙발명
및 과학기술활동과 예술활동을 하고 그 성과물에 대하여 법률에
의해 보호된 권리(제22조의 지적 활동기본권) 등을 갖고서 시장에서
자유롭게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자유주의시장을 기본
(제119조)으로 삼고 있다.
개인에 관한 정보는 기본적으로 해당 개인의 인격상에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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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해당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권과 통신비밀권에 관련되지만
그 개인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일방이 타방을 평가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표현의 자유와 다른 한편으로는 인격권(정보자기결
정권)과의 충돌이 발생하게 되고. 일방이 개인의 활동정보를
이용하여 사회계층별 또는 연령대별 취미나 선호하는 여가생활
등을 분석해내여 새로운 지식체계로 만드는 것은 한편으로는
저작권 등 지적활동기본권이나 이러한 지적활동의 결과를 이용한
직업선택의 자유권과 관련하게 되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주체의
정보자기결정권과 관련된다.
그런데, 국가에 의해 확인하고 보장되어야 할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의 목록에 대하여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권 및 이로부터 도출되는 정보자기결정권,32 제11조의 평등권,
제22조의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제23조의 재산권 등 자유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전통적 의미의 자유권적 기본권 이외에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근로의 권리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바, 33
이들 기본권 상호간의 경합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압축하자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인에 관한 정보를 통해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본권간의 경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따라 개인
정보의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위한 범위설정이 가능하게 된다.34

32 학설상 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서 도출된다고 하는 입장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독자적인 기본권이라는 입장의 대립이 있으나 결과면에서는 차이점이 없다. 최석문,“개인정보자기
결정권”,「헌법판례해설Ⅰ」, 대법원헌법연구회, 2010, 322-323쪽.
33 방승주,“헌법 제10조”,「헌법주석서Ⅰ」, 법제처, 2007.12. 346쪽 참조.
34 황성기,“개인정보보호와 다른 헌법적 가치의 조화”,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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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권 상호간 충돌의 해결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정보주체의 인격권 내지 정보자기
결정권과 관련한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표현의 자유권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권 또는 지적 활동의 자유권 등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과 함께
양 기본권 사이의 실제적인 조화를 꾀하는 해석 등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양 기본권 행사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그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35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는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
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
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
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으며,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36
또한 개인정보의 이용가능성을 법제화한다면, 정보주체의
정보자기권에 대한 제한목적의 정당성과 비례성을 각각 갖추어야
할 것이다.37 이때, 제한목적의 정당성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35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36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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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하고 있는 정보주체가 사회생활을 통해서 자유로운 인격을
발현함에 있어 타인의 눈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형성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인자가 되는 각종 정보자료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38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권과 통신
비밀권을 보장함에 있는 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개인 활동정보를
활용하도록 하여 공공이익을 증진하게 하더라도 정보주체의 개인
정보자기결정권을 통해 긍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의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일정한 법률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식별정보 내지 식별정보와의 결합여부에 제한하더라도 그 제한
목적의 정당성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있어 비례의 원칙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견해가 가능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정보의 성격과 내용이 매우 다양하고 폭넓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법률조항이 개인정보의
성격과 내용을 가리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보호만을 목적으로
하고 그 이용가치를 외면하고 있는 것 자체가 비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39 그리고 개인정보를 이용한 다양한 정치적
표현을 비롯한 광고적 표현을 위한 표현의 자유권이나 지식재산의
창출과 같은 지적 활동권 및 이들을 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권을 위해 정보주체의 정보자기결정권의 범위를

37 헌법재판소 2011.12.29. 선고 2010헌마293.
38 헌법재판소 2003.6.26. 2002헌가14.
39 대법원 2011.09.0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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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정보로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3장의 명예에 관한
죄나 민법 제751조의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점과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가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권과 삭제권을 유지하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의2이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이용
내역 통지제도를 두어 정보주체의 관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존치하는 한 정보자기결정권을 직접식별정보 또는 비식별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 식별정보를 결합시킬 것인지 여부에 한정하더라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에 대한 비례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40
3) 사견

현행 헌법처럼 기본권에 대한 제한가능성과 제한 정도를 기본권
마다 다르게 정하지 않기 위해 이른바‘개별적인 법률유보조항’
을
두지 않은 기본권질서하에서는 기본권 상호간의 효력의 우열을
획일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헌법은 국가에 대해 공공
복리를 목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인간다움 삶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보주체가 정보자기
결정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직접식별정보에
제한하여 개인의 활동정보가 갖는 가치의 극대화를 통한 공익
증진을 모색41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42

40 헌법재판소 2011.12.29. 선고 2010헌마2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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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도 ①공공의 안녕, ②범죄의 예방, 조사, 수사, 기소
등을 위한 경우 뿐만 아니라 ③유럽연합 또는 회원국의 공익, 특히
금융, 예산, 조세문제 및 시장의 안정을 포함한 유럽연한 또는
회원국의 주요금융 또는 재정적 이익이나 ④정보나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나 의무를 제한할 수 있다43고 하여 그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창의경제를 위한 개인정보법제의 개선방향
1) 창의의 속성

창의는 사전적인 의미로“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생각이나
의견”
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생각이나 의견은 그
생각과 의견의 성과물을 일정한 질서의 틀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자유로움과 그 성과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자율성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하게 된다. 우리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으로부터 일반적 행정의 자유와 자기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44이나 헌법 제119조가 시장의 질서 또한 개인과

41 개인이익의 총량이 전체사회의 이익이므로 정의로운 법의 원리는 결국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 되도록
하는 행위지침이라고도 한다. 김문헌외 4인,「법과 사회정의」, 이화여자대학출판부, 2004. 259쪽.
42 같은 취지,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13. 445-458면 참조.
43 최경진,“EU와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동향”,「개인정보보호법제 전문가포럼」,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포럼, 2013.10. 73쪽.
44 헌법재판소 2003.10.30. 2002헌마518 ; 헌법재판소 2005.7.21. 2004헌가30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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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창의존중을 기본으로 삼고 있는 것도 또한 개인의 새로운
생각이나 의견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새로운 생각과 의견이 타인의 정당한 권리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이 아니며,
이에 대하여는 민법이나 형법에 의한 책임이 따르게 된다.
2) 창의경제를 위한 개인정보법제의 개선방향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법의 지배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강조하면서, 법의 지배가 모든 기술성을 배제한다면“정부의
모든 행동은 이미 정해진 규범에 의해 공개되어 있는 결과 구체적
사건에 있어 정부가 법상 부여된 강제력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에
대하여 누구든지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는 것 등을 이유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에 대한 복종이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이는 자신의 행동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이성적인 인간상을 전제한 금지규범에
대해서 타당한 것으로서 현실의 구체적인 개인과는 일치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인간의 창의를 대상으로 하는 법규범에 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한 점에서 통상적인 인간으로서의 개인의
자율과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은 필요조건에서 그쳐야
하며, 충분한 조건까지 갖춘 것으로 보거나 그러한 입법을 획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45

45 이와 관련한 구체적 논의는 長谷部恭男,“比 較 � 能 な 價 値 の 迷 路”, 東京大學出版會, 2000, 158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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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비식별개인정보의 창의적 이용과 같은 것은 정부규제를
의미하는 행정법체계에 의존하기 보다는 사적자치에 근간을 두고
있는 민법의 틀46에 의존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며, 굳이
국가의 입법정책적인 요소가 가미되어야 한다면, 정보시장에
있어서 고도의 위험에 노출된 약자인 정보주체를 위해 국가는 법
질서를 통해 공정한 경쟁질서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형성해야
과 같이
하는 책무를 부담한다는 점47에서 현행「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법정 안전조치의무를 설정하고“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
를 규정하여 정보처리자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기 보다는
개인정보주체의 비식별정보를 이용한 정보처리자의 가치창출을
허용하되, 그 결과가 정보주체의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한 경우 침해사실만 입증하면 실제손해의 발생여부와 관계
없이 법률로 정한 정액배상제나 최고한도로 정한 범위 내에서
법관에 의한 배상결정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도, 실제피해액에 대한 “배수배상제도(multiple
48
를 도입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스스로가 장래의
Damages)”

피해를 방지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법제정비에 대하여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46 특히 민법 제2조에 의한 신의칙을 통해 정보서비스제공자의 주의의무의 범위를 과학기술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과 현실의 괴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47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48 이종구,“소비자피해구제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소비자문제
연구」제44권제2호(2013.8.), 130-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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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법정책적 제언
“지리경제학(geoeconomics)이 지정학(geopolitics)의 역할을
49
는
대신하고 있으며, 세계정치의 성공은 경제력에 의해 좌우된다”

지적에서 보듯이 오늘날과 같이 국가간 무한경쟁력이 강조되는
고도정보화사회에서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개개인의 경제적 및
문화적 수요나 새로운 형태의 수요창출을 가능케 하는 개개인의
활동정보가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적 가치를 假死狀態에
두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를 여부를 차분하게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우리 헌법상 국가는 개개인의 사생활자유권이나 통신비밀권
등의 자유권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얻은 지식재산권을
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직업선택의 자유권
등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국가의 고용창출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책무의 실현은 기본권
상호간의 최소제한을 통해 대립되는 기본권상호간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다음과 같은 법제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법익은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
비밀에 있음을 전제로 향후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제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의 개념을 직접식별로 한정하고 개인의 비식별정보
(행태정보)에 대하여는 사전동의에 의한 수집∙처리를 폐지하여

49 Joseph S.NYE,「The Future do Power」, PublicAffair, 2011,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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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가치창출을 허용한다.
둘째로, 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가치창출을 허용하되 그 결과물이
개인의 인격을 침해할 경우에는 실손해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사실만의 입증으로 법정의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났으나 유출된 정보가
외부로 사용되어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률로 정한 일정액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제개선을
도모하여 현행의 법질서 하에서와 같이 정보주체는 감정상의
피해 외에는 실제적인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데 국가는 동일한 이유로 권한청에 의해 부과하는 과징금
등의 처분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이상한 모습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정보처리자에게 법률로 정한 인적 또는 물적 안전
조치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요구되는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한 경우를 위법으로 보는 법제의 개선을
통해 정보처리자에게 신의칙에 따라 기술발전의 수준에 합치되는
예방의무를 부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끝으로,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상 개인정보의“이용내역 통지제도”
를 보다 구체화하여 정보
처리자의 홈페이지에 정보주체별 정보이용현황과 정보처리에
따른 가치창출의 흐름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이해에
의한 참여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제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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