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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Ⅰ. 들어가는 말: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문제 

인터넷은 초기부터 사적인 공간으로서 표현의 자유로운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표현의 자유에는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individually identifiable data) 또

한 예외가 아니었다. 이러한 시민사회 개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는 인

터넷의 발달에 따라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모든 정보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 공

개되고 추적되고 검색되고 프로파일링(profiling)되는 경향을 낳고 있다. 단위 개

인정보만이 공개되고 추적되고 검색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접 정보와의 융합

을 통해서 확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고 있다. 관련 인터넷 서비스 기업은 자신

의 영업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그러한 권리를 활용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

다. 구글(google)은 그렇게 인터넷을 통해 떠돌아다니는 각종 정보를 검색하고 

프로파일링하는 대명사다. 이제 전문지식을 검색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람

을 만나기에 앞서, 데이트하기에 앞서, 기업에서 사람을 뽑기에 앞서 특정인에 

대한 정보를 구글에서 찾아본다 즉 구글링(googling)한다. 물론 이러한 개인정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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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프로파일링은 국가기구적 시선으로 통치목적을 위해 전국민의 거대한 사생

활정보를 수집하여 국가데이터베이스(national database)화되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국가데이터베이스 또한 인터넷으로 서비스되는 경향이 증가되고 있고 다

양한 방법으로 기업 등에 의해서 획득된 개인정보가 융합되고 확장되기 때문이

다. 그 결과 인터넷은 그 더 많은 다양한 device와의 연결을 통해서 다양하게 수

집된 정보를 대량으로 축적하고 저장하는 ‘정보의 보고’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빠른 속도로 다양한 device를 통해서 전달하는 정보의 본체가 되고 있다. 물

론 인터넷상의 개인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도 또한 오프라인의 실제 자신과 

구별되는 인터넷 세상에서의 “또 다른 자신”도 형성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적으로는 투명사회인가 하는 물음앞에 선다. 구글의 에릭 

슈미트가 말했듯이, 만일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면 처음부터 

웹에 올리지 말아야 한다. 그만큼 인터넷은 다양한 형태의 개인정보 프로파일링

으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privacy) 문제의 근본적인 충돌을 항상

적으로 내재화하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는 그러한 충돌이 훨씬 적극적이고 공

세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표현의 자유

와 프라이버시의 적극적인 충돌현상의 하나인 ‘신상털기’가 왜 나타나는지 그리

고 어떤 모습과 어떤 성격을 지니는지를 살펴본다.

Ⅱ.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의 충돌과 ‘신상털기’ 문화 

1.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의 충돌

인터넷은 사적 공간에서 점차 공사혼재의 공간으로 다양화되고 분화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공적 사적 정보들이 생성되고 축적, 저장되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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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세상에서 다양한 개인정보매개 서비스의 실현을 통해

서 사적인 개인정보의 축적과 추적이 일상화되고 있어 감시사회적 시각에서 개

인의 ‘프라이버시’(privacy)의 소멸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다. 국가가 개개인의 

사생활 정보를 더욱 더 누적하여 ‘데이터베이스 국가’(Database Nation)가 되어 

감시사회가 된다고 주장되기도 하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인터넷의 개인정보축

적으로 인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감시사회’이거나 

‘투명사회’(transparent society)(Brin, 1998)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러한 개인정

보의 축적과 개인정보 매개적 서비스들은 프라이버시(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등 개인의 인격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하여 법적 제도적 논란에 휩쌓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섣부른 비관론에 앞서 그 구체적인 동학을 사이버개인의 특성에 

대한 해명을 통해 보다 더 정교하게 살펴보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의 충돌은 솔로브(Daniel J. Solove)에 의해 

체계적으로 주제화되어(Solove, 2004, 2005, 2007), 현대 정보사회에서 프라이버

시 개념을 재개념화하고자 하였다. 그는 프라이버시 권리를 보편적 차원에서 절

대화하는 것에 반대하고 오히려 공적 권리뿐만 아니라 사적 권리인 표현의 자

유 등과 일상적으로 충돌할 수 있으며 그러한 충돌과 관련하여 보다 세분화되

고 맥락화되어야 한다(Solove, 173)고 주장하였다. 개인사생활이나 프라이버시

는 날로 고도화되는 네트워크사회인 정보사회에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만 그 침

해 정도 및 존중 방안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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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인터넷상의 공적, 사적 정보의 유형

시선 이슈 공적 이슈 사적 이슈

공적 시선
학술논문, 연구보고서

언론기사

경찰수사기록, 재판보고서

의료진단서/보험기록

사적 시선 댓글 사생활

정보적 측면에서도 프라이버시 정보는 공적 시선에 의한 공적 개인정보와 순

전히 사적인 개인정보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러한 구분은 법정에서 그리고 법

적 형량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인터넷 게시판에서 개인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은 그 맥락성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인터넷의 게시판은 뉴스나 방송의 공적 게시판 뿐만 아니라 

아주 제한된 사람만이 방문할 수 있는 매우 사적인 미니홈피에 이르기까지 다

양하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의 일상적인 충돌은 공사가 혼재된 

게시판에서 더욱 분명한 형태로 나타난다. 지배적인 인터넷 관문인 포털사의 카

페는 아고라와 같은 공개 토론방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회원제에 의해 운영되

는 친 성을 지향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이다. 

더욱 더 우리 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지 않을 뿐만 아

니라 더욱 더 공세적으로 프라이버시를 적극 침해하면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

징이며 이것이 인터넷에서의 소위 ‘신상털기’ 현상이다.

2. ‘신상털기’현상을 통해 본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의 문화 

신상털기현상은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의 적극적이고 공세적

인 충돌 즉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

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현상을 비판적으로 재단할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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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안된다. 예를 들어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이하 타진요)의 ‘비합리

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타진요와 그 운영자인 왓비컴즈를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서 타진요처럼 왓비컴즈의 신상정보를 프로파일링해서 공개하는 일단의 네

티즌 집단이 나왔단 점1), 그리고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신상털기”의 

부정적인 범례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놓치게 한다. 

더구나 타진요 2 카페를 담당하고 있는 새로운 운영자가 “공격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배려를 우선시하는” 커뮤니티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2) 이 게시물이 

추천 수 기준 카페 내 전체 게시물 중 순위 6위(2011년 6월 27일 기준 추천수 

667회)를 기록할 정도로 지지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언론과 적대 세력이 “음

해를 꾸미고 공작을 계획”하며 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일종의 자

기규율(self-discipline)이라고 할 수 있는데3) 이런 자기규율의 와중에서도 타진

요2 카페가 타블로에 대한 의혹제기와 더불어 신상정보 프로파일링을 멈추지 

않는 것은 자기규율의 예외조항을 만들어주는 자기정당화 논리가 존재하기 때

문이며, 타블로 학력 논란 사건에서 타진요의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선 타진요가 

제시하는 자기정당화 논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의혹을 제기한 과정에서 지나친 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비난받을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T는 다음과 같은 단서조항을 붙인다.4) “하지만 어떻게 원인을 

제공한 과정과 배경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추려고만 하는가? 어떻게 가장 중요

한 요소인 동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단 말이다.” L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간간히 살펴보면 악의적인 비난글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부연한다. “역으로 생각하면 만약에 타블로의 모든 내용이 거짓이라면 그것은 

1) 국민일보 2010년 10월 13일자 참조
2) http://cafe.naver.com/tajinyo3/9270
3) http://cafe.naver.com/tajinyo3/13042
4) http://cafe.naver.com/tajinyo3/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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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으로 봐야할까요? 세계를 상대로 한 사기입니다. 그리고 사기라고 생각하는 

정황들을 타블로 스스로 빚어내고 그 빚어낸 것들을 상식적으로 보건데 거짓이

라고 확신한 사람들이 쏟아내는 울분입니다.”5) 

그런 의미에서 신상털기의 사회적 배경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이들의 독특

한 문화는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1) 공동체문화에서 근대사회적 ‘프라이버시’의식이 낮았다. 개인의식은 낮았

다. 전통사회에서 공동체문화에서는 개인의 독립성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김석근, 

2001/2; 이종은, 1997). 오히려 개인의 사생활정보를 공유하고 공개하는 

것은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근대사회에 들

어서 개인의 독립성과 자립성은 하나의 사회적 원칙으로 자리잡으면서 개

인의 개성과 창의를 집단적 질서 및 유대에 앞서서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앞서는 사회적 도덕규범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에게서는 자립적인 근대화

를 이루지 못하고 식민지 지배체제에 의해 강압적으로, 촌락적 공동체 유

제에서 쫓겨나 근대적 개인으로 내던져진 역사를 지니고 있다. 해방 이후 

개발독재체제는 근대적인 개인의 정치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

은 채 산업전선에 내던져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화는 7-80년대 경제

적 성숙과 더불어 그리고 민주화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1986년 6월 항쟁과 1992 YS 집권, 1997년 정권교체와 DJ 집권 등으로 이어

진 민주화과정은 정치적 개방과 더불어 시민사회의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는 

게기를 마련하였다. 정치사회적으로 시민사회 위에서 억압적으로 군림하던 독

재적인 정치적 틀이 깨지고 개인들의 표현의 자유, 행동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5) http://cafe.naver.com/tajinyo3/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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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눌렸던 다양한 불만과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었다. 그 결과 시민사회의 다

양한 불만과 욕구를 반영하는 정치제도의 제도화는 아직도 실험중이지만, 시민

사회의 각 영역에서 그동안 억눌린 다양한 불만과 욕구가 터져나오면서 시민

사회의 복합성과 활력은 현저하게 증가하였다.”(서이종, 2002: 52)

시민사회의 개인들은 자신의 불만과 욕구를 보장된 정치사회적 권리를 통해 

적극 표출되었다. 시민사회의 공간으로 자리잡은 인터넷은 그러한 표현이었다.

(2) 민주화과정에서 공권력에 대한 불신과 시민사회의 정의 의식이 발생하였

다. 정부의 공권력에 대한 불신과 기성언론에 대한 불신은 상대적으로 시

민들의 개개인의 주체성과 정의의 사도로서 정체성을 강화시켰다. 민주화

과정에서 권위적이고 부패한 공권력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또한 사회 기

득권에 대한 ‘무른’ 공권력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시민사회에서 우리 모두

는 정의의 사도라는 의식을 갖게 되었다. 기득권에 대한 비판의식은 “공

개되어야할 것은 공개되어야 한다”는 강한 비판의식으로 나아갔다. 때문

에 “혐의가 있다면 개인은 더 이상 단순한 개인이 아니다.” 그들은 개인이 

아니라 공권력에 의해 숨겨진 권력자이거나 사회적 죄인이다. 그러한 ‘공

인’의 프라이버시는 존중받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혐의가 입증되면 그 사

람의 권리는 무시되어도 된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

라는 절제의 문화는 통용되지 않는다. 인터넷 문화에 한정되지 않는다. 중

앙일보에서 유영철의 경우 실명을 밝히면서 알권리를 우선하여 범죄자의 

프라이버시를 더 이상 존중하지 않았다. 혐의가 있는 특정인의 “학력”을 

비롯한 “결혼생활”, “금전관계”, “자살에 이르게 한 관계의 부정” 등은 더 

이상 프라이버시로 보호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행동주의적 신상털기현상은 하지만 반권위주의적 인터넷 풀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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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운동 즉 행동주의적 네티즌운동의 부정적 측면으로, 동전의 양면이라는 

점도 중시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공동체 문화에서 근대화되면서, 식민지

적, 개발독재적 근대화에서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부정적 현상이지

만, 동시에 그러한 시민 개개인들의 주체적 의식과 행동은 또한 우리의 빠

른 압축적 경제성장과 민주화에 커다란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도덕적 정당성 있음> 

네티즌운동

안티사이트운동 

<사생활정보 없음> <사생활정보 있음>

언어폭력(악플)
인터넷 테러

신상털기 

마녀사냥

<도덕적 정당성 없음>

(3) 신상털기현상은 사회문화적 요인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소통플랫폼과 정보 

취급방식에 의해 그 강도와 속도에 있어서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 특히 우

리 사회에서는 지배적인 포털과 그를 통해 다변화된 다양한 사업모델은 

훨씬 더 빠른 소통 플랫폼을 형성하고 있어서 훨씬 더 집합적으로 참여하

고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 사회의 네이버

나 다음의 지배사업자적 위치가 그들 카페를 통한 집합적 행동과 정보확

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물론 인터넷 커뮤니티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자체 회원들의 충성도를 

높이고 지속성을 높인다. 신상털기 카페에서도 강퇴, 활동정지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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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소통을 강화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항의는 곧바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본인의 카페를 만들라.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에 드는 곳으로 가

라”라는 뜻이며6) 이에 따라 자신의 공감대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귀합하여 

자신들의 새로운 ‘보금자리’ 즉 카페를 만들어 확산에 기여하기도 한다. 

가수 타블로의 학력을 문제삼은 카페 타진요가 타진요2로 분리되고 또 

‘타블로의 진실을 알립니다’(타진알)이나 ‘왓비컴즈닷컴’을 만드는 확산과

정은 그런 과정을 잘 나타낸다. 다른 신상털기 카페 즉 ‘이지아닷컴’이나 

‘임태훈닷컴’ 등도 성장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과정을 밟을 수 있다.

Ⅲ. 신상털기 문화의 현실: 타진요와 이지아닷컴의 비교

그 틀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차치하고서라도 프라이버시 침해

라는 틀 아래에서 “신상털기”의 주요한 사례로서 최근 자주 거론되는 것이 ‘타

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네이버 클럽과 ‘이지아닷컴’라는 이다. 하지만 이 

두 사례는 개인정보를 프로파일링에 확산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진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상이한 플랫폼이 “신상

털기”의 사례로서 떠오른 배경을 간략하게 개괄하고 그 플랫폼의 구조를 살펴

본 이후, 두 사례를 대조함으로써, 무분별하게 “신상털기”라는 용어를 통해 포

괄되는 현상 내의 몇 가지 주요한 차이점을 부각시키도록 한다.

6) http://cafe.naver.com/tajinyo3/1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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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및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
니다.2’ 카페

그림 2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2’ 네이버 카페

(출처: http://tajinyo.org)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이하 타진요)는 ‘타블로 학력 논란 사건’(4

장 1절 참조)에서 제기된 특정 연예인 학력에 의혹을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커뮤니티(이하 타진요 카페)로, 2010년 5월 11일 네이버에 개설된 

이후 동년 10월 12일 네이버에서 당시 2대 운영자였던 ‘왓비컴즈’란 필명의 재

미교포 김모씨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폐쇄를 결정할 때까

지 유지되었다.7) 그 이후 동일한 기능이 같은 날 개설된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

구합니다. 2’ 카페(http://tajinyo.org 이하 타진요2 카페)로 이전되었으며, 자료도 

7) 문화일보 10월 15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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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타진요2 카페 메뉴

(출처: http://tajinyo.org) 

백업을 기초로 지속적으로 복원이 되고 있

는 중이다. 현재 6월 27일 기준 8명의 운영

진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39,612명의 회

원이 가입해 있다. 기존 타진요 카페에서 

의견 차이로 분리되어 나온 ‘상식이 진리인 

세상’(이하 상진세)도 비슷한 기능을 수행

했으며, 타진요를 비판하고 타블로를 지지

하는 증거를 수집하고 배포하는 ‘타블로의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네이버 카페(2010년 

6월 12일 개설, 회원수 약 4만명, 이하 타

진알 카페)와는 대립각을 세웠다.8) 타진알

과 유사한 성격의 ‘왓비컴즈에게 진실을 요

구합니다.’(이하 왓진요)라는 카페가 있으

나 회원수도 1000명 이하로 적을뿐더러 타

진알이 타진요의 의혹제기에 대응해 타블

로 학력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역할을 하였

다면, 왓진요의 활동은 왓비컴즈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이 포함되어 오히려 타진요와 

유사하다.

8) 현재 타진알 카페는 타진요에 대한 mbc 스페셜의 방영 후 타블로에 대해 호의적으로 바뀐 여론과 타
블로의 학력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찰 및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2010년 11월 타진요에 대한 경찰조
사 등을 계기로 카페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판단하여 카페를 폐쇄하였다. 타진알 카페를 “한국의 모든 
악플러에 대응하는 카페로 전향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스탭들의 논의 결과 “그간의 순수성과 열정을 
호도할 위험이 있고” “진실이 밝혀진 이제는 우리 카페마저도 사람들의 뇌리에서 서서히 잊혀지기를 
바란다.”는 이유로 폐쇄를 결정하였다.(http://cafe.naver.com/whoiswhat) 폐쇄하였지만 카페를 완전히 폐
쇄한 것은 아니며, 단지 쓰기를 운영자 이상만 가능하게 해두어서 현재 소수를 제외하고는 게시물을 
읽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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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진요2 카페가 약 20만명이 활동하던 타진요 카페와 달리 3만명의 규모를 유지

하고 잇는 사실에 대해 타진요2 카페 측에서는 타진요 카페 시기의 흥미본위의 참

여자들이 떨어져 나간 후에 더 체계화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가입이 자유롭게 

열려 있는 만큼 실제 열성적인 활동을 보이는 회원은 더 적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타진요2 카페는 네이버의 시스템을 이용해 회원들에게 등급을 부여해 게시판 접근 

권한에 차등을 두고 있으며, 새싹-일반-성실-열심-우수-감사멤버 순의 등급이 설정

되어있으며, 성실멤버까지는 일정 기준(게시물 15개, 덧글 70개, 출석 100회, 가입 

후 5주 이상)을 만족시키면 자동으로 등급이 올라가도록 되어있고, 그 이후는 카페 

운영진이 수동으로 등급을 조정하나, 현재 성실멤버 위로 열심멤버부터는 기존의 

타진요1 카페 시기의 열심멤버 이상 1,250명 중 일부이다.9) 2011년 6월 27일 기준 

감사멤버 8명, 우수멤버 56명, 열심멤버 460명, 성실멤버 452명, 그리고 그 외 수 

만의 새싹 및 일반멤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실멤버는 높지 않은 기준을 충족시키

면 자동으로 등급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일반멤버에서 성실멤버로 올라간 회원의 

비율이 많지 않다는 것은 실제로 활동하는 회원 수의 대략적인 비율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다음 표는 2011년 3월 이후 타진요2 카페 활동내역을 나타내고 있다.

표 2  2011년 3월 이후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2’ 네이버 카페 활동내역(http://tajinyo.org)

9) http://cafe/naver.com/tajinyo3/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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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에 있어서 새싹멤버는 글쓰기가 제한되어있으며, 읽기는 검찰에 불구속 기

소된 22인(실제 12인)만을 위한 게시판인 ‘22인 전용 논의방’이 감사멤버만 읽기/

쓰기가 가능한 것을 제외하면 모든 회원에게 열려있다. 그 외 쓰기기능에 대한 접

근이 제한되어있는 게시판은 다음과 같다. 위에 제시된 카페 메뉴를 참고하자면, 

알리는 글, 새싹회원 필독사항, 대외원론 데스크룸, 일간 베스트, 좋은 글방, 지난 

공지모음이 쓰기기능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있는데, 그것도 활동량에 따른 감사

멤버 등의 등급 기준이 아닌, 소수의 카페 운영자들에 대해서만 접근이 허용된다. 

대부분의 자료가 작성되는 것은 ‘타진요 통합 커뮤니티’ 카테고리의 통합 이야

기방과 그 하단부에 위치하는 또 다른 카테고리인 타블로 의혹자료이다. 쓰기가 

제한되어있는 상단부의 좋은 글방이나 일간 베스트들은 대부분 그 출처가 이런 

통합 게시판이나 의혹자료 게시판이며, 카페 운영자들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천수가 높거나, 공지로서 카페 전체 그리고 대외에 알려도 좋을만한 내용

들을 선별하여 게시물을 [일간 베스트] 및 [좋은 글방] 혹은 [새싹회원 필독사항] 

게시판 이동시키고 있고, “*****님의 정리글 공지감 아닌가요?”라는 식으로 스

탭(일종의 게이트키퍼)에게 게시물의 게시판 이동을 제안할 수도 있다.10) 이것은 

카페 내에 자료의 생산 및 편집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그 외에 통합 이야기방에 ‘금주의 타진요소식’이라는 “브리핑”이 정

기적으로 게시 되었으나 4월 23일을 마지막으로11) 중지된 상태이다.

그 외 주요한 특징으로는 게시물 사이의 상호인용이다. R이란 회원이 작성한 

｢MBC 방송과 타조알(인용자 주: 타진알을 타진요에서 부르는 별칭) 자료 반박해 

드릴께요｣12)글은 기존 우수멤버인 R이 작성한 글이 높은 추천수와 조회수, 그리

고 스탭의 판단에 기초해 “카페 전체 공지”로 조정된 경우인데, 이 글을 보면 자료

10) http://cafe/naver.com/tajinyo3/4310
11) http://cafe/naver.com/tajinyo3/22555
12) http://cafe/naver.com/tajinyo3/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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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출처에 대한 링크를 제시하고 있음은 물론이고(자료의 출처링크는 위키백과, 

스탠포드 공식 학사정보 홈페이지, 주간일간지, 도서정보 사이트, 언론사이트 등

으로 다양하다.) 카페멤버 사이의 상호인용링크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13) 

2. 이지아닷컴

그림 4  이지아닷컴 메인화면(출처: http://www.lee-zia.com/)

13) 해당 게시물 안에 제시한 상호인용링크는 다음과 같다. [다이제스트 : SOURCEBOOK & REFERENCES 
(출처 모음)http://cafe.naver.com/tajinyo3/2110] [의혹 간단 정리 ver 2.0http://cafe.naver.com/tajinyo3/2114] 
[다른대학의 설명도 같이 볼까요? http://cafe.naver.com/tajinyo3/11304] [타진요1에서의 n****님 공지
http://cafe.naver.com/tajinyo3/211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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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아닷컴’(http://www.lee-zia.com/)은 2011년 상반기에 유명 연예인 서태지

(본명 정현철)와 이지아(본명 김상은) 사이의 이혼이 언론에 보도되고 난 이후 

한 네티즌에 의해 개설된 사설 홈페이지다. 네이버 플랫폼의 공식기능에 따라 

개설자와 개설년월일에 대해 공식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타진요2 카페와 달리 

‘홈페이지 메인화면으로부터는’ 이지아닷컴의 개설과 관련된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다.14)

이지아닷컴은 외부로부터 쓰기가 불가능하다.15)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 근

거없는 자료는 취급하지 않습니다.”라는 게시와 함께 “배우 이지아씨의 과거 행

적 근거 자료 및 이슈기사 좌표를 보내주세요.”라는 공지가 있는데, 사이트 운

영자가 전적인 게이트키퍼로 활동하여 제보된 정보를 직권으로 정리하여 올리

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글의 출처는 ‘서태지에게 진실을 요구

합니다’(이하 서진요)와 디씨인사이드 서태지 갤러리 등이며, 투고에 의해 게시

된 글은 단 한 건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투고된 글도 이지아에 대한 정보를 닮

고 있는 것이 아닌, 이지아와 서태지의 이혼 보도가 나면서 둘의 결혼 소식이 

알려지기 전부터 둘의 결혼사실을 ‘예측’한 것으로 짐작되는 몇몇 네티즌들의 

언행을 링크한 것뿐이다. 양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정보는 디씨인사이드로부터 

왔으며, 이는 서태지와의 결혼 및 이혼 건이 화제가 되기 전부터 이지아 특유의 

신비주의 때문에 디씨인사이드에서 타블로이드나 옐로저널리즘에 가까운 관심

이 있었을 때부터 알려져온 내용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지아닷컴은 특정한 정

14) 한 네티즌이 (방법을 알면) 누구에게나 접근이 허용된 웹사이트 도메인 등록정보를 활용해 등록자 이
름, 주소, 이메일 등을 확인, 그것을 통해 등록자가 그 동안 다른 사이트 등에서 작성한 글들을 모두 
조사하는 프로파일링을 실시해, “신상털기”의 대명사로 언론에서 회자되는 이지아닷컴에 대해 오히려 
“신상털기”를 행하기도 하였다.

15) 이는 비슷한 계열의 홈페이지인 ‘임태훈닷컴’ 및 ‘서진요’가 최소한의 게시판 형식을 제시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서진요의 경우에도 정보를 주로 다루는 ‘뉴스피드’ 부분은 투고에 의해 
관리자가 직접 게시물을 작성하는 이지아닷컴과 같은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게시판의 경우는 약 50
개의 게시물만이 올라와있어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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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생산하기보다는 몇몇 주요한 정보들을 홈페이지 관리자가 모아서 게시해

놓고 있을 뿐이다. 

특징적인 것으로 화면 우측 상단의 트위터 검색창으로부터 트위터에 올라오

는 맨션과 리트윗을 실시간으로 검색한 ‘이지아’가 들어가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해둔 것이다.

3. 타진요와 이지아닷컴의 플랫폼과 정보 취급 방식 비교 

이지아닷컴은 기본적으로 타진요와 같은 맥락에서 신상털기현상의 하나로 파

악되고 있다. 모 일간지는 “‘이자아 신상털기’도 넘었다”는 제하에서 다음과 같

이 보도하였다.16)

소속사를 통해 서태지와의 만남부터 이혼까지의 과정을 밝힌 이지아에 대한 

누리꾼들의 ‘신상털기’(개인 신상정보 공개)가 도를 넘고 있다. 누리꾼들은 ‘신
상털기’를 위한 누리집(이지아닷컴, www.lee-zia.com)까지 만들었고, 이 누리집

은 22일 온종일 주요 포털사이트 인기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 머물렀다. (중략) 
누리꾼들의 이런 신상털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법정 소송까지 

갔던 가수 타블로(본명 이선웅)의 학력위조 논쟁 상황을 닮아가는 추세다. 언

론도 신상털기를 거들고 있다. 이씨의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주장하는 누리꾼이 

올린 초등학교 졸업사진은 물론, 이씨 친언니의 10년 전 직업까지 기사화됐다. 

해당 기사에서 이지아닷컴은 “신상을 털기 위해” 누리꾼“들”이 개설한 플랫

폼으로 여겨지는 동시에 타진요와 같이 ‘신상털기’의 연속선상에서 파악되고 있

으며, 이는 이 기사에 한정하지 않고 현재 한국사회 언론이 이지아닷컴을 이슈

화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그 플랫폼의 차이에서 볼 때 이지아닷컴은 우선적으로 

누리꾼‘들’이라고 하기엔 사이트 개설자 개인을 제외하고서는 직접적인 활동의 

16) 한겨레 2011년 4월 22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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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며, 신상을 ‘턴다’는 자극적인 동사를 사용 하기에는 이

지아닷컴의 활동은 지나치게 수동적이다. 이는 이지아닷컴을 타진요와 비교했

을 경우 차이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다.

표 3  이지아닷컴과 타진요2 ‘신상털기’ 플랫폼 비교

타진요2 네이버 카페 이지아닷컴

편집권한

→ 일반멤버 이상 등급에 의한 1
차 편집들을 다시 운영자에 의

해 선별하는 방식.
→ 유저의 등급에 따른 차등권한

→ 운영자의 전적인 편집권한. 그 

외에는 어떠한 권한도 없음

→ 사이트 방문자 외 유저란 개념

이 부재

정보수집 및
가공과정

→ 사이트 내의 회원들이 직접 정

보를 수집하고 가공하여 정보

를 생산

→ 회원들에 의한 원자료의 확인 

및 공유

→ 외부 디씨인사이드 등에서 생

산된 정보를 단순히 편집자가 

게재. 
→ 원자료의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음

협업

→ 플랫폼 내에서 댓글을 통한 토

론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거나 

편집 과정에 참여

→ 플랫폼 내에서 서로 간의 상호

인용을 통한 네트워크 구성

→ 플랫폼 내부에서 의사소통 불가

→ 디씨인사이드 등의 외부 플랫

폼에 의존

정보의 흐름 
에서의 위치

정보의 생산 및 정리 정보의 게재 및 소비

‘신상털기’ 한층 전문적으로 정의해 웹 기반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적인 

개인정보 프로파일링이라고 한다면, 타진요라는 플랫폼은 그러한 프로파일링 

작업을 한 단계 더 조직적으로 체계화시켜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정해진 범위

의 개인들이 도 있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집단의 공식적인 목표를 

확인해 상기시켜주는 편집시스템의 결합은 타진요가 단순히 개인 프로파일링 

작업을 하는 분산된 개인들의 ‘군집’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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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모아서 조직으로 구성해내는 플랫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타진요 카페를 통해 ‘신상털기’는 단순히 ‘집단적인 개인정보 프로파일링’이 아

닌 ‘조직적인 개인정보 프로파일링’이 된다. 반면에 이지아닷컴은 웹에서 흩어

진 개인들의 군집으로 활동하는 프로파일링 작업을 묶어주기보다는 그 위에 의

존해서 얹혀있는 수동적인 플랫폼으로 존재한다. 

이런 차이에 근거할 때, ‘신상털기’라는 애매한 범위의 용어에 포섭된 사례들

은 각기 그 조직화 정도와 플랫폼의 기능에 따라 상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타진요는 이런 신상털기가 포함하는 웹 기반 개인정보 프로파일링의 다

종다양한 사례들 중 가장 조직화된 영역을 대표하는 사례로서 이지아닷컴과 구

분되어야 한다.

Ⅳ. 신상털기 문화의 심층분석: ‘타진요’의 사례

1. ‘타블로 학력 논란 사건’ 개요

본고에서 ‘타블로 학력 논란 사건’은 ‘타블로’라는 예명으로 연예계 활동을 하

는 이선웅(1980년생, 이하 타블로)씨가 취득한 스탠포드 대학 영문학 학사 및 

석사 학력에 대한 일부 네티즌의 의혹제기가 (1) 인터넷이라는 웹 기반 정보공

유 환경을 통해 확대재생산 되어, (2)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라고 여겨지는 영

역에 대한 집중적인 정보 프로파일링이 이루어지고 (3) 최종적으로는 사법기구

(검찰)의 개입으로 이에 개입한 몇몇 네티즌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련

의 사건을 의미한다. 

이렇게 분절적인 단계의 사건으로 정의되는 ‘타블로 학력 의혹 사건’은 그동

안 다양한 매체에서 ‘신상털기’라는 용어로 틀 지워져 왔다. ‘신상털기’라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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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 ‘타블로 학력 의혹 사건’가 그 중심적인 행위자로서의 타진요 카페를 보는 

기준이 될 때, ‘신상털기’란 용어가 사용되는 용법에 포함되는 다종다양한 사례

가 ‘타블로 학력 의혹 사건’이 보여준 조직적인 특이성과 다른 사례들 사이의 

구분을 두지 않는 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논의한 바이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본고의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은, ‘신상’이라는 틀로 

‘타블로 학력 의혹 사건’을 조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한 개인

이 가진 지켜져야 할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와 ‘인격’이라는 틀로 사건이 조

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조명 방식은 자기 

자신을 준거틀로 해 ‘신상털기’에 개입된 각종 사례를 단순한 반사회적 일탈로

서만 다루었을 뿐, 그들이 어떤 집단인지, 특히 그들 집단과 프라이버시란 개념

이 가지는 관계와 프라이버시 개념을 지탱하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구분

이 타진요라는 조직적인 개인 프로파일링 작업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에 대한 상세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런 검토가 중요한 것은 프

라이버시와 인터넷 상의 인격이란 주제가 조명되어야 할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그것이 적용될 환경의 제반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적용된 원칙

은 그 실행 결과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1) 네티즌으로부터의 의혹 제시 자체는 200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나 

본고에서 ‘사건’으로 주목하는 부분은 2009년 11월에 ‘왓비컴즈’라는 인

터넷 필명을 쓰는 미국 거주 네티즌이 스탠포드의 졸업생 목록에서 타블

로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한 이후17) 2010년 5월 11일 인터

넷 포탈 네이버에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카페가 개설되어 이후 

‘왓비컴즈’가 2대 매니저를 맡아 조직적 ‘신상털기’가 가능해진 시점부터

17) 국민일보 2010년 8월 10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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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것은 앞서 이지하닷컴과 타진요를 비교한 결과, 타진요를 이지하

닷컴과 구별되는 ‘신상털기’ 즉 웹 기반의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정보 프로

파일링의 전형으로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근거로 이지하닷컴과 타진요가 

개인정보를 수집⋅축적⋅가공하는 플랫폼의 차이가 제시되었기에 때문에 

플랫폼으로써 타진요 카페의 개설이야말로 ‘신상털기’라는 개념으로 논란을 

틀 지울 때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타블로 

학력 논란 사건’은 그 진행 과정에서 당사자인 타블로와 그 가족에게 정신적

인 고통과 명예훼손이란 측면에서 많은 아픔을 안겨준 비극적 사태라고 할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그것에 대한 감정적 평가보다는, 타진요 카페라는 플

랫폼에 기초해 확산된 조직적인 정보 프로파일링이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

시 보호’와 ‘사상과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지 사회적 규범 가운데 어디 쯤 

위치하는가를 분석적으로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려고 한다.(→ 4장 2절)

(2) 2010년 5월 11일 타진요 카페가 개설된 이후, 해당 카페는 그들이 ‘해외 

학위 인증 상식’이라고 주장하는 네 가지 문서 출입국기록, (재학 당시의) 

여권, I-20 입학허가서, 그리고 F-1 유학생비자의 제시를 통한 의혹18) 해

소를 요구하며 활동을 시작했다.19) 그 후 타블로의 학력 논란과 관련해 

이들의 활동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는데, 하나는 그들이 보기에 타

블로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명해야할 목록의 발굴⋅확장 및 배포이

고, 나머지 하나는 중간 과정에서 타블로 측에서 해명을 위해 제시된 자

료에 대한 자체적인 검토였다. 다만 검토 결과 타진요에서 의심스럽다고 

18) 의혹으로 제시되었던 것들 중 검찰 조사를 통해 해결된 것들 또한 많고, ‘의혹’ 자체가 정당하지 않
은 문제제기들을 포함하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본고에서는 ‘(제시의 방식과 결과적인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 타진요가 해명을 요구하면서 화제를 던졌다.’라는 비교적 행위에 대한 평가를 제외한 의미
에서 의혹이란 단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19)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2’ 네이버 카페 참조(http://tajiny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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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의 종류 비고

타블로 본인 인터뷰 

및 사진
TV 쇼 프로그램 및 국내 공중파 뉴스, CNN 뉴스, 국내 신문 등

타블로 및 소속사 

공개 정보
성적표, 시민권 복사본, 여권 복사본(재학 당시는 아님), 

타블로 가족 인터뷰 

및 사진
국내 신문, 주간지, 월간지 등

타블로 관련 기사/
뉴스

국내 신문, 주간지, 월간지 등(모 언론사에서 NSC라는 기관을 

통해 발급받은 학력인증서 포함)21)

행정 정보
법무부 관보(법무부고시제 2009-213호, 대한민국정보 관보 제 

16977호), 기업 정보공개 

생각되는 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그들이 해명을 요구하는 목록에 포함되었

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완벽히 분리된 과정은 아니었다. 이 목록을 간단

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졸업시기에 대한 의혹, 모 언론사를 통해 공

개된 학력인증서에 대한 의혹, 성적 증명서 의혹, 학위논문 의혹, 사칭 의

혹, 기숙사 의혹, 이중국적 의혹, 본적지 의혹.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의혹이 제

시되어 있으며, 타진요가 작성한 ｢타블로가 밝혀야 할 진실 목록입니다.｣

에는20) 36가지의 사항이 번호와 함께 목록으로 만들어져있다. 

  이런 목록의 확장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그 점차적인 자료 범위의 확대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확대된 범위의 자료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방식이

다. 위의 ｢타블로가 밝혀야 할 진실목록입니다.｣에서 정보의 ‘출처’로서 

제시된 것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정보 출처 목록 

20) 1대 카페 매니저에 의해 작성된 이글은 2010년 10월 12일 네이버에서 타진요 카페에 접근제한 조치
를 취하자동월 동일 새롭게 개설된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2’ 네이버 카페로 이전되어, 막 
카페 가입을 한 가장 낮은 등급의 회원인 새싹회원이 봐야 할 ‘새싹회원 필독사항’이라는 카테고리에 
게재되었다.(http://cafe.naver.com/tajinyo3/18497; 원본글 http://cafe.naver.com/whathero/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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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의 종류 비고

스탠포드 학사 및

행정정보

스탠포드 전형 정보, 스탠포드 성적 환산 시스템 정보, 코터미널 

과정 정보(스탠포드 홈페이지), 스탠포드 학사정보, Fellowship 정
보, 스탠포드 정책, 스탠포드로부터 발급받은 성적표, 수강편람 

스탠포드 비공식 

정보
스탠포드 교지, 영문학과 뉴스레터, 동문회 사이트 등

기관 홈페이지 제공 

정보

한국 기능선수회 홈페이지, 국제 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 제공

정보
인물 DB, 건물 위치 정보, 주소 정보, 지도 정보 등

SNS 개인정보 

공개
Facebook, Linkedin

타진요에서 타블로의 가족의 주소를 알아내 명예훼손의 혐의가 있는 편지를 

보내거나 항의 방문을 하고, 개설자인 왓비컴즈가 타블로 학력 논란에 대한 

MBC스페셜을 제작한 PD의 사진⋅사원번호⋅휴대폰 번호 등의 신상정보를 공

개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지만, 그것보다 타진요의 주요 활

동은 상시적인 ‘정보 프로파일링’이다. 그리고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위의 

정보는 Facebook이나 Linkedin의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언론이나 공중

파 및 케이블 방송, 그리고 각 기관 및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정보이며, 

이것은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수집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정보를 수집한다

는 의미에서 ‘신상털기’라고 하기보다는 한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정

보를 찾을 수 있는 범위에서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배포하려 한다는 의

미가 강하다. 그리고 타진요는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을 철저하게 망라해서 비교

하는데, 수집된 정보 사이의 포괄적인 비교가 이루어진 결과 조그마한 불일치라

도 발생할 경우 그것이 또 하나의 의혹으로 목록에 추가된다. 타블로가 보여준 

10년간의 언동, 스탠포드에서 공식적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자료 등을 빠짐없

21) 머니투데이 2010년 6월 7일자, 동년 동월 10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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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심지어는 성적표 여백 길이까지 비교해 하나의 불일치라도 있으면 의혹으

로 제시되는 이 방식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구분에 있어서 제도적 정보에 

대한 신뢰라는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이 문제는 타진요 내에서 어떻게 타블로 

학력 의혹이 신속하게 확대 재생산 된 이유 중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 4장 

3절)

(3) 타블로 학력 논란 사건은 타블로가 2010년 8월 30일 왓비컴즈와 타진요 

회원 포함 네티즌 22명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22)과, 

이에 대응해 타진요와 마찬가지로 타블로 학력 논란을 주도한 집단인 ‘상

식이 진리인 세상’ 카페 회원들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 그리고 사

전자기록위작으로 타블로를 맞고소(2010년 9월 3일) 한 것을 시작으로23) 

사법적인 장으로 옮겨갔다. 그 외에도 상진세 회원들은 타블로 학력 논란

에 대해 방영이 예정되어있던 MBC 스페셜(“타블로, 스탠퍼드 가다.”)에 

대해 방송보류가처분신청서를 서울남부지접에 제출하였지만 기각되었

다.24) 그 후 타블로가 제시한 명예훼손과 관련된 고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 중간발표가 동년 10월 8일에 있었는데, 검찰은 타블로가 제출한 문

서 및 그의 출입국기록, 영어학원 강사 경력 등을 확인하여 그의 학력을 

잠정 확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25) 상진세는 2010년 10월 11일 공식적으

로 사과하고 고소를 취하한 다음 카페를 해체했으며26) 다음날 네이버는 

타진요 카페에 접근제한 조치를 하였다. 사법적인 장에서의 사건 진행은 

2010년 11월 10일 서초경찰서가 고소장이 접수된 22명의 누리꾼 중 중복 

22) 한겨레 2010년 8월 30일자 참조
23) 아시아투데이 2010년 9월 3일자, 동년 동월 17일자 참조
24) 서울신문 2010년 9월 29일자, 아시아투데이 동년 10월 1일자
25) 문화일보 2010년 10월 8일자 참조
26) 아시아투데이 2010년 10월 12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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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를 제외한 총 18명에 대해 14명을 불구속 검찰 송치 조치하고, 출

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운영자 왓비컴즈 등 4인에 대해 수배를 내린 것으

로 절정에 이르러27) 2011년 1월 12일 그 중 12명을 불구속 기소(그 중 미

성년자 2인 기소 유예, 6명 수배)하였다. 

  본고에서는 타블로 학력 논란 사건이 이 단계에 접어들어 사법적인 장

이 사건에 침투하기 시작한 이후의 타진요의 반응을 중요한 연구 대상으

로 본다. 타진요의 무제한적인 개인정보 프로파일링이 사적인 것과 공적

인 것, 그리고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라는 법적인 개념 사이의 해석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면, 타진요 자신의 해석과는 다른 법의 ‘공적’ 해석

과 가지게 된 충돌 및 긴장에 대해 타진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는 

것은 현 사태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인터넷이란 환경에서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파고 들어가는데 도움

을 줄 수 있을 것이다.(→ 4장 4절)

2.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타진요에게 있어 ‘프라이버시’

타진요 회원들에게 있어 “프라이버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단순히 개인

의 사생활이란 용법으로서의 ‘프라이버시’란 개념은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

다.28) 타블로의 가족에 대한 언급을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주의해야하고 삼가야 

한다는 입장도 내부에 존재한다.29)

27) 문화일보 2010년 11월 10일자 참조
28) “페이스북이 특히 원흉이네요. 저도 프라이버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10년 동안 연락 안하

던 대학원 동창들이 흑 어떻게 알구 뭔가를 날립니다.” http://cafe.naver.com/tajinyo3/22684 그리고 
“탐정님과의 대화내용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는 지켜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에.” http://cafe.naver.com/tajinyo3/19453

29) “저 또한 타블로씨의 학력 이외의 문제에 대해선, 특히나 가족에 대해서는 어떤 침해도, 언급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건 정말 사생활 침해니까요.” (http://cafe.naver.com/tajinyo3/12801
의 리플부분)



27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하지만 타블로의 학력에 관한 건이라는 맥락과 관계되면, 연예인은 과연 ‘공

인’인가, ‘공안’에게 프라이버시는 있는가라는 고전적인 질문을 놓아두고서라

도30),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의 사용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주의해야할 전

략으로 드러난다. 그것은 첫째로, 타진요에게 있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의 본질

을 흐리는 전략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타블로의 사생활이 궁금한 게 아니며,” 

“타씨(인용자 주: 타블로) 스스로 언론과 방송에서 대고 말한 학력과 관련된 진

실이 궁금하고” “타블로 본인 입으로 말한 걸 증명하라는”31) 요구를 할 뿐이라

고 말한다. 한 사람은 “한우라고 얘기했는데, 한우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게 기본권 침해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다.32) 그들은 프라

이버시란 용어가 스스로를 ‘한가하게 사생활에나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과 동일

하게 보이게 만드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타블로 학력에 

관해서 프라이버시란 용어를 적용시키는데 있어서 민감하다. 한 회원은 “의혹을 

제기한 과정에서 지나친 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비난받을 일이다.”라고 말하

면서 T는 다음과 같은 단서조항을 붙인다.33) “하지만 어떻게 원인을 제공한 과

정과 배경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추려고만 하는가? 어떻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 

동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단 말이다.” 타블로 학력 사건과 관련해서 발

생한 모든 일은 그들에게 있어서 타진요 최초의 ‘동기’ 즉 ‘A라고 했는데 A가 

아닌 것 같다고 한 것’에 환원되며,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은 그에 비해 부차적

인 것으로 여겨진다.

30) 타진요에 이러한 이슈에 대한 의견제시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가 이번일로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
해를 생각한다면 진작 연예인이란 직업을 가져서는 안되지요. 연예인이란 직업은 대중을 의식하며 상
업적으로 이득을 취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행동이나 말실수 등이 이슈가 되고 공개사
과를 하며 공인으로서의 행동을 합니다.” (http://cafe.naver.com/tajinyo3/12801)
타블로는 뒷감당이 안될만큼 처신을 제대로 못했다고 봅니다. 

31) http://cafe.naver.com/tajinyo3/12801의 리플 부분
32) Ibid.
33) http://cafe.naver.com/tajinyo3/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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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타진요에선 프라이버시란 개념의 사용이 사태를 ‘개인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발견된다. 카페의 한 열심멤버는 ｢권력, 악플

러, 집단지성의 사회심리학｣이란 부제의 ｢타진요 사회학 개론(1)｣34)이란 글을 

연재하였는데, 여기서 ‘사회학’이란 말은 인문학자에 비해 “팩트 분석”에 대한 

훈련이 되어있고 심리학자가 “심리학으로 모든 사회현상, 정의와 부정의를 설명

하려는 풍토가 유행하는 것”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지식을 뜻한다. 

그가 보기에 심리학은 “개별적이며”, “계량화가 부족하고,” 따라서 “사회현상과 

사회구조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누가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너무 쉽게 바뀌어 버린다고 말한다.35) 따라서 그는 “심리학적 시선에서 

우리 네티즌들을 흔히 광기, 마녀사냥, 쾌감, 학벌 컴플랙스, 인정욕구 등으로 

가두어놓는 것에 대해 저는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한다. 그에게 

있어 개별화된 개인의 시각이 아닌 사회구조의 시각에서 볼 때만이 ‘타진요’는 

이해 가능한 대상이 되며, 그럴 때 타블로 학력 사건은 “거대언론과 지배권력”

과 그에 대한 대응이라는 구조적 차원의 문제로 태어난다.

타진요가 보이는 이런 특유의 “인식틀”은 타진요 내부에서 타블로의 문제가 

34) http://cafe.naver.com/tajinyo3/6768 이 글은 또한 위의 첫 번째 논지에 대한 보충을 해주고 있다. 이 
글의 저자는 “우리 타진요가 요구하는 것은 [사실판단]입니다. 팩트를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중략) 타
블로 사건이 지닌 정치적 측면만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 우리사회 인문사회 지식인, 기자들의 욕심입
니다. 그러다 보니 타진요가 “한나라당 같다”는 어이없는 표현도 일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타
진요는 정파에 상관없이 현실세계에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자 하는 과학자적 시각으
로 뭉친 여론집단이지, 무슨 정치 집단은 아니지요. 지금 타진요는 타블로 사건의 과학적 사실판단을 
통해 우리사회에 전도된 정의와 상식, 인문학적 가치 붕괴의 문제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글의 저자에게 있어 타진요가 하는 일은 그 동기에 있어 자연과학적인 것이고 그 정치
적인 귀결은 그런 자연과학적인 목적에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본고는 이들의 입장을 정당
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며, 설령 한 개인의 행동이 팩트의 확인이란 전제가 보증된다고 하더라도 그
것이 가져온 정치학적 혹은 인문학적 귀결이 그런 동기에 종속되어 판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
도의 판단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타진요의 이런 측면은 한국사회가 황우석 사태 때 
보여준 과학만능주의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35) 이는 현대의 심리학이 실험적 방법을 도입하고 인문사회과학 내에서 가장 자연과학적 방법의 도입에 
적극적이었단 사실에 비추어보면 심리학의 일면만 보고 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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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타진요 대외언론 데스크룸 

게시물 

“구조적”인 문제란 확신이 지속되는 

이상 프라이버시나 사생활이란 용어를 

사용한 문제제기와 충돌하게 된다. 타

진요가 ‘대외언론 데스크룸’이란 게시

판에서 ｢검찰(언론사) 관계자분들과 국

민여러분 타진요는 이런 카페입니다.｣

라고 말하며 대한민국이 가져야 할 사

회상을 홍보하는 것 또한 이런 확신을 

지속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일 수 있

다. 어떤 유저는 사유재산에 대한 다음

과 같은 발언으로 프라이버시라는 틀

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데 그는 “이것은 

개인의 사생활침해가 아닙니다. 이완용

이 나라를 팔아서 많은 부를 축적하였

는데 이완용의 입장에서는 이 돈들이 지극히 개인적인 사유재산이겠지요. 하지

만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 그 돈들을 이완용의 사유재산이라고 인정할 수 없

습니다.”36)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타진요에게 있어 타블로의 문제가 구조적이란 

문제를 환기시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 가장 주요하게 지속해야할 ‘전략’으로서 

나타나며, 프라이버시라는 문제틀은 이와 대립한다. 이렇게 볼 떄, 특유의 전략

으로서 ‘프라이버시’는 마찬가지로 개별화된 개인의 자유인 ‘표현의 자유’와 대

립하지 않는다. 프라이버시는 구조와 대립하며, 구조에 대한 과학적 시각과 대

립한다.

그리고 인터넷이란 공간은 타진요에게 있어 “타블로의 문제는 구조적인 문

36) http://cafe.naver.com/tajinyo3/19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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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라는 자기확신을 재생산하기 쉬운 환경을 제공한다. 허쉬만(Hirschman, 

2005)은 한 개인이 집단의 문제에 직면하는 두 가지 방식을 분류하였다, 하나는 

그 집단의 문제에 직접 참여하여 집단의 문제를 내부에서 개선하려는 방법으로

서의 ‘참여’이고, 다른 하나는 그 집단으로부터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다른 집

단으로 옮겨가는 ‘이탈’의 방법이다. 그는 전자를 정치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후

자를 시장에서의 소비자의 영역으로 구분한다. 이 논의는 외부/내부의 경계를 

놓아두고, 한 집단 안에서 문제를 의제화하해서 집단적인 내용으로 가져가기 위

해서는 사람들이 경계선의 외부가 아닌 내부로 눈을 돌리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강조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전통들은 지식형성을 위한 공론이 형성되

기 위해서 특정한 제도적 경계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것이 육체적 

경험의 한계이든, 학교나 기업 같은 특정한 기구의 경계이든, 제도화된 정당체

계이든, 공론이 있는 곳에는 경계의 의식, 즉 이것은 “나와 너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할만한 장치가 필요하다.

반면 물질적이고 전통적이고 제도적인 제한으로부터 벗어나 이탈의 비용이 

극단적으로 낮아진 인터넷이란 환경에서 어떤 형태로 ‘정치’를 통한 ‘공감대’의 

형성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는 이

탈이 쉬울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동원을 쉽게 만들어주기도 하였다. 당장 나와 

관심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이 쉽게 떠나가거나 혹은 이쪽에서 그들을 간단히 

내치더라도 나와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

어, 공감대의 형성은 ‘정치’보다는 같은 종류의 재화를 원하는 소비자의 동질적

인 모임으로 수렴해간다. 

｢타진요를 위하신다면｣이란 제목을 가진 글로 타진요 전체 게시물 중 상위 20

위 안에 드는 추천수를 기록한 게시물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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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스탭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회원이 주인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과장되게 몰고 감으로써 스탭의 손발을 묶으려 드는 경우가 종종 목

격이 되고 있는데요. (중략) 스텝의 결정이 못마땅하고, 그래서 불만이고, 그래

서 불평과 항의를 하고 싶다면… 떠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틀림이 없다고 여겨

지는 자신의 주장이 카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본인의 카페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곳에서 마음껏 본인의 주장을 펼치시면 됩니다.37)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본인의 카페를 만들라.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에 드는 

곳으로 가라. 인터넷은 자신이 가진 확신에 대해 공감하는 사람을 찾기 쉬운 환

경이상으로, 조직의 확신을 배타적으로 재생산하면서도 동시에 조직을 성장시

킬 수 있는 인구규모를 쉽게 확보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제공한다. 타진요는 

그런 틀을 통해 ‘프라이버시’란 개념을 권리가 아닌 문제를 오도하는 하나의 전

략으로서 재개념화하며 이 경우 프라이버시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과학적 시각 

혹은 구조적 시각과 대립하는 개념이 된다.

3. 타블로 학력 논란의 확산과 제도적 정보에 대한 불신의 재생산

타진요 카페글에 대한 분석을 통한 타진요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경계에 

대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해석, 그리고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그들의 하위문화적 이해를 알 수 있었다면, 타진요 사이에서 학력 의혹이 급속

도로 확대 재생산 된 원인으로써 이런 해석과 이해에 대해 제도적으로 제공되

던 해석과 이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를 가지게 된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생긴다. 본고에서 그 원인의 하나로 제시하는 것은 웹이라는 플랫폼에 

기초한 타진요가 가진 정보력이 상대적으로 ‘국지적’인 제도에서 생산되는 정보

에 대해 조직의 맥락에서 벗어난 재해석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제도적으로 

37) http://cafe.naver.com/tajinyo3/1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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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는 정보가 신뢰성을 상실하는 과정이다.

앞서 논의했듯이 타진요가 정보를 모으고 정리해서 비교하는 방식은, 웹 기반 

정보검색 특유의 광범위한 수집범위와 다양한 미디어에서 수집된 정보를 같은 

플랫폼에 놓고 비교할 수 있다는 CMC 특유의 재매개 능력에 기초해 다양한 

‘국지적’ 정보원(정부, 대학, 방송사 등)으로부터 가져온 정보원들을 동일한 선

상에서 비교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원이 되고 있는 각 국지적 제도 및 조직은 

특유의 구조 및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정보처리에 어떤 영향이나 편향

을 가져온다. 타진요가 기초하고 있는 인터넷이라는 웹 기반 플렛폼은 비교를 

통해 이런 국지적 편향을 밝히는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 다만 어떤 편향이 

밝혀졌을 경우 그것을 단지 국지적 제도 및 조직의 구조 및 문화에 귀인 시켜 

단순히 제도적 정보의 신뢰성을 재평가하는 것을 넘어, 타진요는 그것을 일종의 

음모론으로까지 사고하는 경향이 있다는 데서 일종의 비약이 존재한다. 하지만 

신뢰성에 대한 재평가와 그로 인한 제도적 정보원에 대한 신뢰성 저하는 타진

요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타진요가 제시한 조사결과로 실제로 제도적 

정보원으로부터 나온 정보가 틀렸음이 밝혀진 경우들이 존재하고, 그런 경우들

이 있단 사실이 제도적 정보원에 대한 불신과, 그들 자신의 해석과 신념에 대한 

믿음을 신장시키고 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법무부 관보, 법무부고시 제 2009-213호와 대한민국정부 관보 제 16997호에 

나와 있는 타블로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짜와 타블로 자신이 공개한 캐나다 

시민권의 발급날짜가 맞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법무부는 타블로 가

족이 1992년에 캐나다 시민권을 발급받았음에도 한국 국적 상실을 뒤늦게 신고

했지만, 이는 국적법 제 16조에 따르면 처별 조항이 아닐뿐더러, 이럴 경우 관

련법령은 현행 여권의 발급일을 국적상실 일자로 추정기입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38) 이것은 국적 관련한 행정 절차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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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들을 대처하기 위한 몇몇 조항들이 법무부의 해명을 통하지 않으면 알기 

힘들 정도로 조직 내 관계자 이외에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타진요

가 국적 관련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그러한 조항들이 알려지게 

되었으며, 법무부의 국지적인 업무수행에 대해 그 적합성 및 신뢰성을 물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더해서 타진요는 타블로가 스탠포드 재학 기간이었을 2001년에 한국에서 영

어 강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였는데, 이는 모 오락 프로그램에서 

타블로가 2001년부터 2002년에 걸쳐 영어 강사활동을 했다는 내용이 나왔다는

데 그 근거를 둔다. 하지만 타블로는 예능 프로그램의 빠른 진행 속도에 맞추어

야 했기 때문에 길게 말할 수 없었던 사정과, 실제로는 방학동안 틈틈이 했던 

것이라는 해명을 MBC 스페셜 방송을 통해 제시하였다. 이 또한 방송계의 관행

에 가까웠던 것이 인터넷 플랫폼이 가진 광범위하고 신속한 비교 능력에 의해 

도마에 오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모 언론사는 6월 7일 NSC라는 학력 인증기관을 통해 타블로의 학력 

인증서를 발급받아 공개해 타블로가 1996년부터 시작해 6년 동안 스탠포드 대

학에 재학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타진요는 타블로의 연령과 평소에 방송을 통

해 밝힌 이력상황을 고려할 때 타블로가 1996년에 입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후에 해당 언론사는 NSC에 전산 상 입력오류 가능성에 대해 문의

하여서 1998년 입학한 것으로 기재사항이 수정된 학력인증서를 동년 동월 10일

에 공개하였다.(각주 5 참조) 그 외에도 타블로의 형의 경우 EBS 방송사에서 공

개한 이력에 컬럼비아대학교 석사 수료라고 기재되어 있던 것이 타진요에 의해 

허위라고 주장되고 EBS가 본사 운영상의 실수라고 인정한 일이나 그의 어머니

가 스위스 미용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했다고 알려진 것이 애초부터 과거 국민

38) 아시아투데이 2010년 9월 5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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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보 기자의 오보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밝혀 국민일보 기자가 직접 사과문을 

작성하게 한 일도 있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언론사 등의 거대한 조직이 일상적

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자주 벌어지는 정보 관리 상의 실수라는 범주에 들어

갈 수 있는 것들인데, 웹의 광범위하고 탈맥락적인 플랫폼이 평소라면 의식하지 

못하고 묻혀있었을 수도 있을 실수들을 끄집어 내 재평가의 대상으로 만든다.

4. 타진요와 사법적인 장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2’ 네이버 카페는 타블로에 의해 고소장이 

제출된 이후 사건이 사법적인 장 안으로 진입한 이후에 설립되었단 사실을 카

페의 구성에 이미 반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22인 법률지원센터’라는 코너에서 

나타난다. ‘22인’은 타블로에 의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22인을 나타낸다. ‘22

인 법률지원센터’는 ‘22인 전용 논의방’, ‘22인 게시글 모음’, 그리고 ‘22인 법률 

지원방’으로 나뉜다. 전용 논의방은 22인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법정 싸

움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지만 2011년 6월 27일 현재 2010년 10월 20일

(불구속 검찰 송치 이전의 참고인 조사 시간)을 마지막으로 세 개의 글만 올라

와있다. ‘22인 게시글 모음’은 22인이 검찰로부터 소환장을 받고 출두해 조사를 

받고 오는 일련의 과정에서 올린 글을 별도로 모아놓은 장소이며, ‘22인 법률 

지원방’은 이 22명을 위해 타진요 회원들이 법률적인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

하는 공간이다. ‘전용 논의방’의 경우 ‘최고 고마운 VIP 맴버’로 규정되어 있

는39) ‘감사회원’만에게 권한이 주어져 있어서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관찰

이 가능한 공간은 나머지 둘로 한정되는데, ‘게시글 모음’은 사법적인 장의 개

입에 마주하게 된 타진요 회원들의 상황 해석에 대해, ‘법률 지원방’의 경우 사

법적인 장의 개입을 마주하였지만 그것을 한 발짝 떨어져서 지켜보는 사람들의 

39) http://cafe.naver.com/tajinyo3/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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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해석에 대해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리고 사법적인 장의 개입에서 ‘사법적인 장’이란 것은 두 가지 상이한 장소

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하나는 타블로가 접수한 고소장에 의거해 경찰이 조사

를 위해 타진요 관계자들에게 출두를 요청했던 시기의 ‘조사 및 진술’ 상황이

고, 또 하나는 2011년 1월 20일에 12명이 불구속 기소 당한 다음의 ‘재판준비’ 

상황이다. 

먼저 ‘22인 게시글’의 경우, 22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소환장을 받기 이전에 

올린 글까지 일부 게시되어 있는데, 소환장이나 출두 요청을 받거나, 출두해서 

조사를 받고 와서 그 심정이나 경험을 적은 글이 7건이며, 총 다섯 사람(Z, K, 

A, Y, W)40)에 의해 작성되었다. 출석을 요구하는 전화나 소환장을 받은 후 그

들이 사법적인 장, 특히 경찰서에서의 조사 및 진술을 요청받은 국면에 의해 변

화된 정황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정황에 대한 해석 틀은 크게 

세 가지로 구별되어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사법 권력의 개입으로 상황이 정치적으로 변화하였다고 해석하는 입

장이다. Y는 “고소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고 주장했다. 이는 Y에게 있어 “학력 위조라는 사실관계 요구에서 정치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력 인증에 대해서는 ‘타

블로 본인 책임이고 본인이 밝히면 되는 논쟁의 이유가 없는 사실 확인’이라고 

40) 각각 필명 혹은 ID 가운데 한 글자의 이니셜을 따온 방식으로 익명처리하였다. 각각의 글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타진요 카페 출처 타진요2 카페 출처

Z http://cafe.naver.com/whathero/107648 http://cafe.naver.com/tajinyo3/7661

K http://cafe.naver.com/whathero/107687 http://cafe.naver.com/tajinyo3/7662

A http://cafe.naver.com/whathero/108158 http://cafe.naver.com/tajinyo3/7663

Y
http://cafe.naver.com/whathero/108598
http://cafe.naver.com/whathero/110054

http://cafe.naver.com/tajinyo3/7664
http://cafe.naver.com/tajinyo3/7665

W
http://cafe.naver.com/whathero/111646
n/a

http://cafe.naver.com/tajinyo3/7669
http://cafe.naver.com/tajinyo3/7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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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고 있었으나 타블로가 대한민국 형법이라는 ‘사실관계 확인과 무관계 한 

곳’에 호소함으로써 이제 사태는 사실관계에 대한 요구를 넘어 “불의에 맞서는 

행동”으로 나아갈 “연대와 투쟁”의 단계라고 주장한다. 

둘째는, 사법적인 장의 개입을 받아들이고 조사 및 진술의 공간을 사법적인 언

어를 통해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견해이다. 고소

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란 혐의로 이루어진 만큼 정당성 언어는 ‘허위

사실’과 ‘명예훼손’이라는 두 가지 사법적인 언어를 중심으로 상이한 경향을 보

이는데, 전자와 후자 중 어디에 중심을 두는가에 따라 대응의 성격이 달라진다. 

전자의 경우 “이 참에 법 공부라도 해야 하나요.”라고 물은 W의 게시물에 달

린 댓글에서 “경찰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세요. (중략) 저를 소환한 것은 형법 제

307조 제2항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기 때문인 거 같은데 저는 엄연

히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였을 뿐입니다. 따라서 저는 형법 제307조의 제1항을 

적용받습니다.”41)라고 조언하고 있는 것처럼 타진요가 주장하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주장을 조사에서 개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다른 댓글

의 조언처럼 “카페에 정리되어 있는 것을 잘 외워야 하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

고 몰아가는 것을 피하기”위해서 “사실을 6하 원칙에 의거해 말하는 법”을 익

혀야 한다. 이것은 “경찰 측에서 타블로의 진실공방 이야기보다는 악플러 혹은 

명예훼손 등에 대한 이야기로 끌어갈 수” 있는 것을 경계하고 ‘정치적인 장’으

로 상황을 받아들이는 입장과 달리 사건을 ‘사실관계 요구’에 머무르게 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동원되는 자원은 법률적인 언어보다는 타진요 카페에서 정리한 

자료로서 외부에서 끌어온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입장이 급진적으로 변할 

경우 앞서와 같은 ‘정치적인 장으로 파악하는 견해’로 발전하기도 하는데, W가 

조사를 받고 온 후 작성한 게시물의 댓글에서 해당 상황을 “의혹이 풀려야 한다

41) 여기서는 발언 그 자체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지식 및 해석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는 문제삼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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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경찰관에게 납득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입장표명의 자리”로 규정하고, 

더 나아가 경찰이 참고인으로서 타블로를 조사할 때 획득한 출입국기록 등의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는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전자보다 소극적인 대응을 보여주며, 사법적인 영역 외부의 

자원보다 법률적인 용어 및 지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일단 자신들이 허위

사실이 아닌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형법 제 307조 1항에 해당하는 

사실관계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공익”, “국민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 등

에 의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정황에 대한 세 번째 해석 틀은 조사 및 진술을 요청받은 상황이 자신의 사회

적 체면에 관계되는 정황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친구들이나 부모님의 시선을 

의식해 “쪽 팔린다.”라고 판단하는 A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물론 소환된 각 회원들의 위와 같은 발언이 각자의 대외적이고 표면적인 신념

과 태도만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들의 실제 행동을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사례들은 그들의 실제 행동과 반드시 연결될 필요는 없으며, 다만 

그들이 현재 상황에 대한 해석(그것이 대외적인 것이든 아니든)을 만들어내기 

위해 “가져다 쓸 수 있는” 해석 틀이 복수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면 

충분하다.

아직 정식으로 기소가 되지 않는 조사 및 진술 단계에서 ‘22인 법률 지원방’

의 의견에서도 이런 해석적의 틀 사이의 경합을 찾아볼 수 있다. C42)는 반복적

으로 소환된 사람들이 경찰이 채택한 증거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을 증거 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을 제안하며, “대한민국 검찰이 스탠포드에 정

식 공문을 보내 자료를 제출케 할 것을” 요청할 것을 제안한다. C의 의견에 반

대하는 측은 자신들은 댓글에서 “법에 대해 너무 모르며” “현실적으로 그다지 

42) http://cafe.naver.com/tajinyo3/7072; 7230; 7242; 7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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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원이 되지 않는” C에 비해 사법적인 현실에 대한 현실주의적 시각을 가

지고 있으며 고소라는 상황에 내몰린 해당 당사자들에게 더욱 책임감 있는 조

언을 해줄 수 있다고 말한다. “죄질만 더 무거워져” “최고의 벌금이 나와도 집

이 부자여서 상관하지 않을” 사람이 아니라면 “철저하게 법률적인 입장에서 조

언이 될 만한 글”을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C에게 “추측성의 

발언”을 그만둘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C가 보기에 그런 법률적인 고려를 통해 

합의에 이르러 검찰에 가기 전에 사태가 중단되는 것이 타블로와 그의 대리인 

법무법인의 전략이다. C는 “협박에 가까운 분위기에 합의를 하고 나와도 상관

없지만” 누군가는 “정말 진실을 파해칠 것이면 경찰에 그렇게 말해야 한다.”라

고 주장한다.

2011년 1월에 12명이 불구속 기소를 당한 이후의 상황은 이와 상이하다. 스스

로를 특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라고 주장하는 M43)이 쓴 ｢공소제기후 행동요

령｣이란 글에 타진요2 카페의 관리자가 답글을 달았는데, 관리자는 “어찌 보면 

이번 기소 건은 저희 스텝 및 고소당한 당사자 분들께서도 기다리던 상황”이라

고 상황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1월 20일 이후 이들의 의견은 “검사가 증거의 위

조나 허위 여부를 치 하게 파고들지 않았음”을 판사에게 설득시켜44) 법원이 

타진요 측이 요구해 온 자료를 타블로 측이 제공하도록 공권력을 통해 강제하

게 만들어야 한다는 데 집중된다. 이는 앞서 말한 사태를 사법적인 정황으로 해

석하는 것을 급진화해 정치적인 태도로 발전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타블

로가 개인의 입증 책임을 저버리고 상황을 정치적으로 만든 만큼, 자신들도 사

법적 권력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 조사에 소환된 5

인 중 2010년 11월의 불구속 송치 및 2011년 1월의 불구속기소 이후에도 활동

하는 회원은 K 밖에 없는데, K는 조사에 소환될 당시부터 타블로를 “끝까지 응

43) http://cafe.naver.com/tajinyo3/20805
44) http://cafe.naver.com/tajinyo3/2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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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할 것을 주장하던 입장이었다.

이렇듯 사법적인 장의 개입이라는 정황에 대한 해석이 점차적으로 사법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사이의 경합에서 정치적인 것의 방향으로 옮겨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기소라는 상황이 이미 가능한 행동의 선택지를 줄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0년 10월의 조사 및 진술 기간까지 타진요는 “합의나 무조건적인 

사과”를 통해 사태를 모면하는 것 또한 사태에 대한 하나의 선택 가능한 대안으

로 보고 있었으나, 불구속기소는 그들에게서 그 선택지를 제외시켰다. 즉 이 이

후에 남은 사람들은 기소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이 실제로 합의를 했는지의 

사실여부와는 관계없이 C가 말한 것과 같이 합의를 하지 않고 “정말 진실을 파

해칠 것”을 결심한 사람으로서 여겨지게 된 것이다. 

이처럼 사법적인 개입이 진행됨에 따라 타진요 카페 자체적으로 국면을 점점 

정치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은 사건의 진행에 있어 특수한 함의를 갖는데, 이

는 현재 사회의 공적인 관심이 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의 문제라는 

문제틀이 점차적으로 이들이 이끌어가기 원하는 논쟁의 구도 속에서 사라져 간

다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같은 사법적인 용어에 의존하는 것은 앞

서 보았듯이 이들이 택할 수 있는 해석적 대안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며, 그것도 

사태가 정치적인 것으로 해석이 진전되는 경향과는 반대편에 위치하는 것이다. 

Ⅴ. 맺는 말: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의 조화를 

위하여

인터넷의 사회적, 기술적 발전에 따라 인터넷은 정보의 보고로 거듭나, 개인

정보까지를 손쉽게 저장하고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장하고 축적하고 

검색하여 프로파일링할 수 있다. 특히 메일이나 카페, 블로그 그리고 미니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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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포

함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성하고 있으며 이들을 융합하여 통합할 수 있는 기

술발전은 인터넷을 개인정보의 보고를 넘어, 이제 투명사회의 사회적 기반으로 

이끌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는 공익뿐만 아니라 사적인 권리인 프라이버

시와 여러 가지 면에서 충돌하고 갈등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신상털기’ 현상

은 그러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의 충돌지점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더욱 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공세적인 표현의 자유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타진요는 ‘타진알(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카페가 설립된 이후 사법적 

조치가 취해지기까지의 기간 동안 늘어나는 회원만큼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

었다. 하지만 많은 신상털기 카페는 흔히들 부정적으로 제단된다. 주류 언론에

서 타블로 학력 논란 사건을 다루고 경찰의 조사결과가 발표되고 검찰이 타진

요를 불구속기소하면서 타진요는 “믿지 못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과 같은 비합리의 대명사나 아니면 단순한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로 평가되

기 시작했다. 

따라서 규범적, 법적 평가 이전에 이러한 신상털기 현상의 내적 동인과 동학, 

그리고 그 성격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규범적, 법적 평가

를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의 충돌지점 즉 신상털기의 맥락적 이해

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신상털기’라는 용어는 인터넷 상의 인격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인터넷 실명제 혹은 ‘최진실법’과 같은 공적 개입을 정당

화하기 위한 용법으로 많이 사용되는 경향에 있다. 하지만 타진요에서도 사법적 

절차가 개입하였을 때 이에 대한 내적 인식의 변화가 있었으며 그러한 결과는 

한편으로 타진요의 신상털기 현상을 완화시키는 결과뿐만 아니라 정치화의 결

과로 귀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렇듯, 신상털기 현상은 표현의 자유와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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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버시의 충돌지점에서 발생한 것이며 법규범적으로도 사적 권리간 즉 표현

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간의 비교형량(balancing)이며 동시에 중요한 사회현상으

로서 우리 사회의 민주화과정의 공권력의 불신과 시민사회의 주체성 강화 사이 

불균형적 정보문화의 결과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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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서의 
사생활 보호 방안

발제 : 이창범 한국법률문화연구원 원장

Ⅰ. 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발달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하나인 페이스북의 가입자

수가 7억 명을 넘어섰다.1) 특히 미국은 전체 인터넷 사용 인구 중 73%가 페이

스북에 가입하고 있다고 하니 가히 SNS 광풍이라고 해도 될 것 같다. 우리나라 

국민의 페이스북 가입자수도 약 5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국

내 토종 SNS 서비스 중 하나인 카카오톡은 서비스를 시작한지 불과 1년 남짓만

에 벌써 가입자 수가 1500만 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년 8월이면 2000

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2) 이처럼 사회 관계망 서비스가 단기간 내에 급

속하게 확산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의 보

급 확대에 힘입은 바 크다.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수는 이미 1천만 명을 넘어섰

고 연내 2천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모바일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가세하면서 사회 관계망 서비스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1) http://www.socialbakers.com/facebook-statistics/
2) 경제투데이, 2011.6.1일자 기사, ‘카카오톡’ 가입자 폭발적 증가… 9월 2000만 돌파 예고,

(http://www.eto.co.kr/news/outview.asp?Code=20110601141202993&ts=1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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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의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라는 용어로 우리들에게 

더 친숙한 사회 관계망 서비스는 온라인에서 동료⋅친구⋅선후배 등 지인과의 

인맥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새로운 인맥을 맺을 수 있게 해주

는 일종의 인맥관리 서비스이다. 또한 인터넷에서 개인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

게 하고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1인 미디어 또는 1인 커뮤니티로서의 역할도 수

행한다. 최근 모바일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등장으로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으로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해 짐에 따라 SNS의 이용자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 국내의 대표적 SNS로는 싸이월드, 미투데이, 카카오톡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전세계적으로는 페이스북, 트위터, 마이페이스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넓은 의미로는 인터넷상에서 사람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이면 모두 사

회 관계망 서비스라고 할 수 있으나3), 기존의 인터넷 카페, 동호회 등의 커뮤니

티 서비스가 특정 주제에 관심을 가진 집단이 그룹화하여 폐쇄적인 서비스를 

공유한다면 SNS는 나 자신 즉 개인이 중심이 되어 자신의 관심사와 개성을 공

유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좁은 의미의 SNS는 보다 개인

적이고 사적인 서비스이며, 누군가에게 자신을 알리고 싶고, 자신을 표현하고 

싶고,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고 싶은 현대인의 심리를 잘 이용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SNS는 인맥관리, 친목도모, 소통촉진 등 초기의 순수한 목

적에서 벗어나 광고, 홍보, 마케팅 등과 같은 상업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나를 이야기하기 보다는 남을 이야기하는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다. 또한 자살을 유도할 만큼 무차별적인 악성 루머의 유포, 신상털기, 성희롱 

및 성폭력, 그 밖의 다양한 범죄에 악용되는 정보들을 공급해 주는 개인정보 생

3) 넓은 의미에서 블로그, 미니홈피, 인터넷 카페 등도 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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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공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을 이용해 자신을 홍보하고 인

맥을 쌓으려다가 신상노출로 ‘범죄의 덫’에 걸리고 만 사례가 최근 들어 급증하

고 있는 추세이다. 아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피해사례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피해 사례

• <사례1> 카카오톡을 이용한 성희롱 사례

“예쁘시네요.” 지난달 3일 오전 10시쯤 20대 여성 김모씨의 스마트폰에 메시

지가 도착했다. 모르는 사람이었다. ‘카카오톡’이라는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사

진을 검색하던 홍모씨(23)가 김씨의 사진을 보고 보낸 메시지였다. 김씨는 모

르는 사람이었지만 예쁘다는 말에 “감사합니다”라고 화답했다. 그러자 홍씨는 

신체의 은 한 부분을 찍은 사진을 보내더니, 나중에는 음란 동영상까지 발송

했다. 채팅 창에는 계속 음담패설이 이어졌다. 참지 못한 김씨는 결국 서울 성

북경찰서를 찾았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앱 제작업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았다. 홍씨는 지난달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됐다. 

• <사례2> SNS 채 으로 유인한 여성 성폭행 사례

지난달 3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여성 11명을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꼬드긴 뒤 관련 여성들을 불러내어 성폭행한 혐의로 최모씨(32)를 구속했

다. 최씨가 채팅에 이용한 앱은 카카오톡이었다. 최씨는 모델 사이트 등에서 

얻은 휴대전화 번호를 스마트폰에 등록해 이들과 지속적으로 채팅을 나누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어느 정도 믿음을 보이면 직접 만나는 수법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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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3> 페이스북 친구의 빈집털이 사례

Robs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친구의 빈집을 털고 그 집에서 잠까지 자

다가 여행 도중 건강에 문제가 생겨 돌아온 집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었

다. 그는 1년 반 동안 무려 20여 차례 이상 빈집만을 털어 왔는데 그동안 그가 

경찰에 붙잡히지 않고 그토록 많은 집을 털 수 있었던 비결은 페이스북에 있

었다. 그는 페이스북에 가입하여 다른 사람과 친구를 맺고 그들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들을 면 히 분석하여 가족 단위로 여행을 떠난 집만을 범행의 대상으

로 하였다.

• <사례4> 기업 채용 최종면  탈락 사례

국내 일류급 사립대학을 졸업하고 유학까지 다녀 온 이씨는 작년 말 모 대기

업 채용에 응시하여 서류전형을 무사히 통과하고 인성검사까지 합격하였다. 발

표와 토론도 잘 마쳤고 면접 분위기도 좋아 합격을 확신하였다. 그런데 같은 

그룹에서 토론과 면접을 보았던 하위권 대학 출신의 고교동창은 여러 면에서 

자신보다 불리한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자의 명단에 포함될 수 

있었다. 자신의 IT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면접시 각종 웹사이트 활동을 자랑했

는데 그 회사는 합격자에 대해서 항상 인터넷 신원조회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

• <사례5> 연 인 련 SNS 신상털기 사례

프로야구 임모 선수와의 스캔들 루머로 곤욕을 치른 송모 아나운서가 23일 

자택인 서울 서초동 모 오피스텔 19층에서 투신자살하였다. 같은 달 7일 송 아

나운서와 임 선수의 부적절한 관계가 담긴 미니홈피 글이 알려지자 누리꾼들

은 하나같이 송 아나운서의 트위터를 통해 그녀에게 일방적으로 비방과 욕설

을 퍼부었고 이를 이기지 못한 그녀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

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녀는 임 선수와의 힘든 상황을 트위터를 통해 위로받고

자 했지만 오히려 그 글이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확산돼 자신에게 아픈 상처를 

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자 죽음을 선택했다. 



49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서의 사생활 보호 방안

Ⅲ. 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법적 문제점

1. 개인정보 자동공개와 고지⋅동의 의무 

카카오톡, 미투데이,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에 가입하고 일정한 수준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예컨대 페이스북을 

통해 친구 맺기를 하고 싶다면 성과 이름, 비 번호, 성별, 생년월일, 이메일주

소 등을 입력하고 회원 가입 신청을 한 후 가입 인증절차가 끝나면 자신의 홈 

계정에 들어가 성별, 자기소개, 생년월일, 본인 사진, 결혼 여부, 가족관계, 친구

관계, 출신지, 학교, 직업, 종교관, 정치관, 좋아하는 인용구, 좋아하는 음악⋅책

⋅영화⋅TV그로그램⋅스포츠, 자신의 관심사, 이메일, 메신저,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등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회원 가입 이후에는 회원이 댓글을 달거나, 다른 사람의 담벼락에 글을 쓰거

나, 노트를 작성하거나, 누군가에게 쪽지를 전송하거나, 사진이나 동영상을 업

로드하거나, 녹음을 하거나, 링크를 공유하거나, 이벤트 또는 그룹을 만들거나 

하는 정보 즉 회원에 관한 모든 활동과 콘텐츠가 보유⋅공개되며, 페이스북상의 

거래 및 결제 내역, 친구찾기 및 페이스북 가입권유에 필요한 연락처, 다른 사

람이 회원의 페이스북 계정에 남긴 방문 기록이나 글 등에 관한 정보도 모두 보

유⋅관리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되거나 공유하게 된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는 1) 모든 사람, 2) 친구의 친구, 3) 친구 등 세 단계 범위

로 나뉘어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먼저 거주지, 출신지, 성별, 

혈액형, 사용언어, 프로필 사진, 자기 소개글, 게시물, (나의 상태), 좋아하는 인

용구, 결혼 여부, 연애 상태, 가족 등은 페이스북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 인터넷 

이용자도 검색엔진을 통하여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

게 공개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다만, 자신이 태그된 사진과 동영상, 종교,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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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 생일 등은 친구의 친구까지만 공개하도록 설정되어 있고, 연락처 정보는 

친구에게만 공개하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댓글 달기도 친구에게

만 허락되어 있다.

페이스북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의 공개범위를 이처럼 임의로 설정해 놓

고 있지만, 가입자는 개인정보 마다 공개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등 임

의로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가입자가 스스로 개인정보의 공개범위

를 조정하지 아니하면 페이스북 서비스 제공자가 임의로 구분해 놓은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가 공개되고 특히 이름, 프로필 사진 등 일부 정보는 필수 공개정

보로 설정되어 있어서 사생활 침해 위험이 매우 크다. 예컨대 페이스북 담벼락

에 남긴 글은 자신이 작성한 글이든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이든 자신과 친구 맺

기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공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페이스북 가입자

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원치 않는 상대방에게 새어나가는 것을 감수해야 하고 

보기 싫은 상대방의 정보도 억지로 보아야 할 때가 많다.

페이스북은 이와 같은 자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회원 가입시 가입자에게 

매우 자세하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고 있으나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읽어보지 않

은 가입자는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가 어느 범위까지,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공개되고 공유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페이스북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주의 깊게 읽어본 가입자조차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개인정보 공개 또는 공유

로 뒤늦게 당황해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된다. 이는 전적으로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공개” 정책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페이스북이 ｢개인정보취

급방침｣을 통해 자사의 개인정보 공개정책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다고는 하지

만, 공개 또는 공유할 개인정보의 항목, 공개 또는 공유할 상대방, 공개 또는 공

유 기간 등에 대하여 이해하기 쉬운 설명절차도 없고 가입자의 구체적인 진의

(眞意)를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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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개인정보를 공개해 놓고 ‘공개하고 싶지 않으면 가입자가 공개의 범위를 

다시 설정해라’ 하는 식의 개인정보 공개 또는 공유 정책은 사실상 OPT-OUT방

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개인정보 공개정책은 OPT-OUT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 또는 일본과는 달리 OPT-IN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내법4)

에서는 해석상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

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

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5) 따라서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동의했다고 해서 ｢개인

4)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③ 생략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
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
한 같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②-③ 생략

5)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
여 정보주체(제5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
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2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
나 제3항 및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
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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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

보통신망법’이라 한다)에서 요구하고 있는 고지 및 동의 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법률의 해석이 아니라도 대다수 가입자가 SNS의 사생활 침해 위험을 심각하

게 고민하지 않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비스제공자가 정보의 공개범

위를 임의로 설정해 두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으며 가입자가 스스로 공개 여

부, 공개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SNS에 가입한 회원에

게 정보의 공개범위를 안내하고 권장하는 선에서 그쳐야 하며 SNS에 가입했다

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가입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가입자의 사생활과 자유

의지를 무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SNS의 특성이 개인정보의 공유에 있다고 

하더라도 가입자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행법상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하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

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처리자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

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도 아니 된다.6) 

｢정보통신망법｣ 제26조의2(동의를 받는 방법)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제24조의2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3항 단서 또는 제63조제2항에 따른 동의(이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의 동의”라 한다)를 받는 방법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업종의 특성 및 이용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2조(동의획득방법)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법 제26조의2에 따라 동
의를 얻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동의를 얻어
야 할 사항(이하 “동의 내용”이라 한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6) ｢개인정보보호법｣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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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구 맺기 서비스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페이스북에는 친구찾기라는 기능이 있어서 출신지, 거주지, 출신학교, 직장, 

친구의 친구, 이메일 주소록 등의 관계를 분석해 가입자가 관심이 있을 만한 사

람들을 친구로 추천해 주고 있고, 반대로 가입자와 가입자의 친구들을 다른 사

람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친구로 추천하고 있다. 또 페이스북은 가입자가 페이스

북 검색기능을 이용하여 아는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도 제공

하고 있는데 가입자가 페이스북 친구찾기 검색창에 들어가 사용하고 있는 이메

일의 주소와 비 번호만 입력하면 네이버, 다음, 야후, 싸이월드 등을 통해 송수

신된 이메일을 분석하여 가입자와 조금이라도 인연이 있는 사람들(한번이라도 

이메일을 주고 받았거나 전화를 송수신한 사람)을 친구로 추천해 주고 있다.

페이스북은 친구 맺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해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가입자의 동의를 받고 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은 제3자 제공의 목적(친구 추천, 친구찾기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친구찾

기 서비스를 위해 어떤 유형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또 개인정보를 제공받게 되는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아

니한 채 막연하게 제3자라고만 되어 있으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

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제3자 제공에 대한 정보주체의 거부권,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등도 고지하고 있지 아니하다. 친구 맺기 서비스의 이와 같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방식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현행법의 동의 절차 

및 방법을 무시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주

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

나, 동의를 받을 때에는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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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

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요구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

할 때에는 위의 각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것 이외에 국외 제공에 대한 동의

도 받아야 한다(제17조). 또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

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22조). 고지 및 동의가 형식적 절차에 

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도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해서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7)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페이스북은 이와 같은 현행법의 요구사항을 거의 준

수하지 않고 있는데, 특히 현행법의 적용상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에 대한 해석이다. 제공받는 ‘자’를 특정된 개인이나 단체⋅법인으로만 

볼 것인지 불특정 다수라도 어느 정도 그 범위를 한정할 수 있으면 제공받는 자

로 볼 수 있을 것인지가 애매하다. 제공받는 자가 특정되어야 한다면 제공받는 

자의 상호 또는 이름이 모두 일일이 열거되어야 할 것이다. 굳이 제공받는 자의 

이름이 특정되지 않아도 된다면 제공받는 자의 그룹 또는 유형(카테고리)만 고

지해도 될 것이다. 예컨대 가입자의 직장동료, 학교동창, 고향친구 등으로만 고

지해도 된다. 페이스북의 친구 맺기 서비스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모든 

7)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
공하려면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②-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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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친구의 친구’ ‘친구’ 등으로 고지하고 있어 사실상 모든 사람이 제공 대

상이다.

현행법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유형 또는 범위”로 하지 않고 “제공받는 

자”로 한 것은 제공받는 자를 특정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유럽연합 

개인정보지침은 “정보 수령자 또는 정보수령자의 범주(the recipients or categories 

of recipients of the data)”8)로 규정함으로써 특정된 개인이나 단체 이외에 카테고

리만 고지해도 된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카테

고리만 고지해도 되는 것으로 완화하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 남발되고 개인정

보를 영리목적으로 거래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카테고리를 포함

시키지 않았다. 즉 현행법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개인정보의 제공이나 판매에 대

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개인정보DB 마케팅9)이 보편

화 되어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현행법의 규정은 다소 현실성을 결여한 규정이라

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페이스북의 친구 맺기 서비스는 현행법의 취지뿐만 아니

라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도 문제가 크기 때문에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친구 맺기 서비스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알리고 싶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현대인의 심리를 잘 이용한 서비스로써 인맥관리를 주

요 목적으로 하는 SNS의 특성을 잘 반영한 것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자유의지

와 사생활의 신성함을 지나치게 경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잘 알지

도 못하는 사람들까지 친구로 추천하여 친구를 맺게 하고 또 이들 간에 다시 친

구맺기를 권장함으로써 “친구”라는 추상적인 매개체를 이용하여 다단계 판매 

8)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rticle 10 and 12

9) 대량의 개인정보 DB를 구축해 두고 다른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위해 판매, 광고, 홍보 등을 대행해 주
거나 다른 기업이나 공공기관에게 개인정보를 대여⋅판매하는 서비스이다.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개인
정보 DB를 구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수집, 이용,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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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에 유사한 인간사슬을 엮어가고 있다. 이 같은 성격 때문에 SNS는 인맥관

리, 소통촉진이라고 하는 초기의 순수한 목적과는 달리 소셜마케팅 등 홍보 및 

마케팅 수단으로써의 활용 가치가 강조되고 있다. 진의야 어쨌든 가입자가 자신

의 정보를 스스로 노출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하긴 어

렵지만, 가입자의 자발성에 의존하고 있다기보다는 서비스 제공자들이 상업적 

이해관계에서 노출을 유인⋅유도한 것이며, 더 나아가 정보 공개의 수준을 넘어 

사실상 불특정 다수의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친구 추천)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친구 맺기를 위한 정보의 공개와 정보의 제

공은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제공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절차가 요구된다.

최근에는 1㎞ 반경 내에 있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위치를 다 확인할 수 있는 

앱도 개발되고 있어 친구 맺기 서비스의 사생활 침해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지만 스마트폰 위치추적을 통해 현재 가입자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 내 주변 사람들의 위치가 모두 검색되고 사진을 설정해두면 얼굴을 

보고 대화도 가능한 서비스들이다. 친구들을 통해서 - 친구들이 매개가 되어 - 

그것도 잘 알지도 못하는 친구들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정보가 예상하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상업적 마케팅이나 범죄의 대상으로 악용될 수 있다. 

3. SNS 공개정보의 이용과 신상털기

최근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SNS는 인터넷상에서 신상털기를 한층 더 쉽

게 만들어 주고 있다.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 많은 친구를 맺고 활발하게 활동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하고 자주 자신에 관한 상태글을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또 SNS에 올리는 글들은 모든 네티즌들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사적인 대화조차도 여과 없이 그대로 노출이 된다. 게다가 페이스북, 트

위터 등 SNS는 본인확인 절차 없이도 회원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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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으로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회원 활동이 가능하다. 특정인에게 

접근하기 위하여 또는 특정인에 관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하여 자신에 관한 정

보를 허위로 만들어 친구 맺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SNS에서는 아는 사람이 아

니라도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 관심을 표시하거나 친구를 신청하면 친구로 받아

들여 주기 때문에 누구와도 친구를 맺을 수 있고 나쁜 마음을 먹으로면 친구를 

가장해 얼마든지 상대방에 관한 신상정보를 찾아낼 수 있다.

이처럼 SNS는 신상털기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지만 그 위험

성에 비해 SNS에서 네티즌들의 활동은 신중하지 못하다. 인터넷이 그랬듯이 

SNS에서의 활동은 오늘날 모든 가입자들의 하루 일과가 되어 버렸고 하루라도 

SNS를 거르면 왠지 불안하고 허전하기까지 하다. 대다수 네티즌들이 지하철에

서, 길을 지나다,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다가도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무심결에 SNS를 찾게 되고, 잠 못 이루는 순간에 또는 울적하거나 기분이 좋을 

때, 심심할 때도 제일 먼저 찾아서 자신의 심경을 있는 그대로 토로하는 곳도 

SNS이며, 심심풀이로 뉴스나 기사 또는 다른 사람의 글에 댓글을 달기도 한다. 

이런 활동들은 대부분 그 글이 가져올 파장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이루어

진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자유스로움 때문에, 자랑하

고 싶어서, 위로받고 싶어서, 튀고 싶어서, 자기홍보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족이나 친한 친구 사이가 아니면 불가능할 것만 같은 사적인 이야기나 민감

한 생각들이 SNS를 통해서 줄줄이 새어 나오게 되고, 어떻게 보면 경솔하다고 

밖에 할 수 없는 자기고백이나 비 공개도 행해진다.

인터넷에서의 신상털기는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 유명인사에게만 해당하는 것

은 아니다. SNS 시대가 도래하면서 유명인은 물론 평범한 사람도 신상털기에 

잘못 걸리면 한마디로 신세 망치는 시대가 됐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기업

들이 직원들을 채용할 때 지원자의 SNS 정보를 수집⋅분석해서 면접에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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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채용의 당락을 좌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용 및 노사 관계에서도 

SNS 활동을 통해 지원자의 사상, 성향, 종교, 정치신념 등을 사전 검열함으로써 

고용, 승진, 전보 등에서 차별을 낳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매우 크며, 향후에는 

은행대출이나 보험가입, 보험보상 등과 같은 상거래에서도 SNS를 통해 수집⋅

분석된 정보들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SNS를 통한 신상털기는 법률적으로도 막기가 곤란하다. 해킹과 달리 

대부분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수집해서 그대로 이용하거나 다른 

정보와 조합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법률을 적용하기가 마땅하지 않다. 또한 다른 

네티즌이 해당 정보를 복제하여 유포하거나 재전송 또는 리트윗을 하더라도 처

벌이 어렵다. 앞에서 소개한 사회관계망 서비스 피해 <사례 5>(연예인 관련 악

성루머 유포 사례)에서도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송 아나운서가 자신의 트위터

에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올린 지 불과 몇 시간도 되지 않아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복제된 글이 수없이 양산됐고, 여기에 신상털기식의 수많은 댓글과 

신문기사가 가세하면서 순식간에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 버렸다. 글을 쓴 사람이 

본인의 결정을 되돌아볼 시간조차 주지 않을 만큼 전파속도가 빨랐다. 송씨는 

이후 인터뷰에서 본인의 글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며 후

회했지만 이마저 조롱거리가 됐다.

이처럼 SNS에서는 네티즌들의 관심을 끄는 사건이 발생하면 최소한의 검증

이나 확인을 할 시간조차 주지 않기 때문에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SNS에 본인확인제 또는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을 뿐더러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또다른 부작용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SNS는 그 어떤 위험 제조물이나 서비스보다 위험 또는 부작용이 적지 않기 때

문에 의약품, 담배, 위험 제조물 등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가입시 그 위험성이나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경고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 댓글을 쓰거나 정보공개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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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때에도 위험사례를 구체적으로 경고하도록 경고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만, 개인이라 할지라도 단순히 공개 또는 폭로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 관

한 신상정보를 수집하여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를 게시자(공개자)의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하는 것인지, 정보주체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침해 법리

로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사려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4. 방문자 이력 추적과 개인정보 무단수집

SNS의 신상털기와 반대로 싸이월드 등 미니홈피에서는 홈피를 방문하는 사

람들을 방문자 몰래 추적하는 방문자 추적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가 널이 이용

되고 있다. 방문자 추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자신

의 미니홈피에 방문자 추적기 또는 방문내역 조회기를 다운로드 해 설치하면 

방문자의 이름은 물론 방문일시, 방문자의 IP, 방문횟수, 방문한 메뉴까지 상세

하게 알 수 있다. 방문자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비회원으로 접속을 해도 

누가 방문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다. 또 일부 프로그램은 방문자가 특정 게

시물을 읽으면 저절로 꼬리말이 달리고 삭제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방문사실

을 알려주기도 한다. 

보통 싸이월드 등과 같은 미니홈피는 하루 방문자 수와 누적 방문자 수는 수

집해 공개하지만 개별 방문자들에 관한 정보는 수집하지 않는다. 즉 방문자들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흔적을 남기지 않고 몰래 타인의 미니홈피를 

방문하여 헤어진 옛 연인이나 연락이 뜸한 친구들의 근황을 알아 볼 수 있다. 

그러나 방문자 추적기를 설치하면 방문자의 실명이 그대로 들어나기 때문에 다

른 사람들의 방문이 자유롭지 못하다. 다른 사람의 미니홈피를 방문하는 방문자

들의 상당수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삶을 몰래 훔쳐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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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욕구(미니홈피를 방문해 홈피 개설자의 상태를 살피는 욕구)에서 홈피

를 방문하게 된다. 

미니홈피가 방문자들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미니홈피를 가급적이면 많이 방문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어떤 

미니홈피가 방문자들의 신상정보를 수집할 것이나 말 것이냐는 미니홈피 운영

자 또는 싸이월드의 자유이다. 그러나 익명성을 보장하는 체 하고 방문자 몰래 

방문자의 신상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불법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10)과 ｢정

보통신망법｣11)은 계약 체결 및 이행, 법령상 의무준수, 요금정산 등과 같은 불

10)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
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
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11)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
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
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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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이용⋅보유기간 등을 미리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미니홈피 운영자는 영리

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

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처벌은 어렵지만, 방문자 추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처벌이 기능하다.

5. 소셜 댓글(소셜 게시판)과 본인확인제

최근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 때 적용되는 게시판 이용자 

본인확인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일부 게시판 운영자들이 이른바 소셜 댓글을 도

입하고 있다. 소셜 댓글이란 인터넷 기사 하단에 댓글을 달 수 있는 게시판이 

없어 직접 댓글을 달 수는 없지만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 SNS 계정을 

통해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개념의 게시판 서비스이다. 소셜 댓글을 

이용하면 인터넷 기사 하단과 이용자의 SNS 계정에 동시에 댓글이 올라가게 

되어 이용자 입장에서는 한 번의 댓글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이용자들은 SNS를 이용하여 댓글을 달기 때문에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 한편, SNS에 대해서는 본인확인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사 입장에서는 본인확인 절차를 도입하지 

않고서도 사실상 게시판을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소셜 댓글을 도입한 인터넷 기사 아래에는 수십개의 독자 댓글이 달려 있지

만, 이 댓글들은 해당 기사를 제공하고 있는 언론사의 서버에 있는 데이터는 아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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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해당 기사에 대한 의견을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등의 사이트에 달면 

이 댓글을 기사 아래에 불러와 보여줄 뿐이다. 이용자들은 해당 언론사의 회원

으로 가입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사회 관계망 사이트 이용자에게만 노출되

는 댓글을 불러와 기사 아래에 붙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글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소셜 댓글 서비스는 사실상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하는 게시판 서

비스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월에 게시

판 이용자 본인확인제 적용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셜 댓글을 도입한 모 인

터넷언론기관을 본인확인제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것12)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

각된다.

게시판 이용자 본인확인제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을 운영할 때에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로써13) 인터넷 상에서 음란물 유포, 언어폭력,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다

른 사람의 개인정보 유출 등과 같은 불법적인 정보를 유포하는 악성 댓글 및 게

시글을 막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본인확인제 적용대상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

체⋅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등 공공기관과 일일 평균 이용

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다.14) 이에 따라 주요 포털과 

언론사 및 방송사는 물론 쇼핑몰, 금융기관, 인터넷사업자, 엔터테이먼트, 교육

사업자 등이 대부분 이용자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모든 인터넷 게시판에 본인확인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그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문자⋅음

성⋅음향⋅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

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만 이용자 본인확인제가 적용된

12)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13) 본인확인제는 참여연대(’10.1.25, 2010헌마47)와 미디어오늘(’10.4.20, 2010헌마252)에 의해 현재 두 

건의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다.
14)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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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5) 그 결과 SNS는 일부 정보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고 있지만 게시글이

나 댓글 정보는 자신이 친구 맺기를 승낙하거나 선택한 사람에게만 공개된다는 

이유로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이 없어 본인확인제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이다. 따라서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 SNS는 아무

리 회원수가 많아도 블로그, 개인홈피, 카페와 같이 사적 커뮤니케이션 영역으

로 간주되어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사적 커뮤니케이션 영역이라는 이유로 본인확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사적인 커뮤니케이션도 얼마든지 게시판을 통

해 일반에게 공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사적 커뮤니케이션은 당연히 일반에

게 공개할 목적이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사적 공간도 얼마든

지 일반에게 공개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해당 사이트가 사적 커뮤니케

이션 영역인지 공적 목적의 커뮤니케이션 영역인지는 법률상 중요하지 않다. 오

로지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가 문제일 뿐이다. 현행법의 해석상 

어려운 점은 “일반에게”란 표현이 너무 애매하다는 점이다. SNS에서는 일면식

도 없는 수천명의 사람들과 친구 맺기를 하고 있는 가입자가 많은데, 이런 경우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상식에 맞지 않을까? SNS에서는 

이용자 본인이 친구 100명에게 소식을 전하면 이 친구 100명이 각각 100명의 

친구에게 말을 전하고, 또 그들이 100명씩 친구에게 소식을 전하여 순식간에 수

십, 수백만 명에게 소식이 전달된다. 

15) ｢정보통신망법｣제2조제9호



64 신상털기(개인정보 프로파일링)와 개인정보보호

Ⅳ. 맺음말 

스마트시대의 도래로 개인의 사생활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사회 관계망 

서비스는 개인에 대한 신상털기의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인터넷상에

는 네티즌의 무수한 족적이 남겨지고 축적됨으로써 빅브라더보다 더 무섭고 가

공할 위험을 내포한 invisible한 거대(巨大) 프로파일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 즉 

인터넷 댓글, 커뮤니티 사이트, SNS 등에 무심결에 남긴 사소하고 단편적인 개

인정보, 언행, 인터뷰, 사진 등의 족적이 조합되고 매치가 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에 관한 거대한 프로파일을 형성해 감으로써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

는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어항처럼 들여다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국경없는 스마트 서비스 환경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남에

게 자신을 알리고 남과 소통하고 싶어 하는 개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잊혀질 권리’도 중요하다.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은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

된 사생활침해 정보와 명예훼손 정보에 대해서는 그 침해사실을 소명한 후 해

당 정보의 삭제나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16) 

모든 사회적인 검열과 감시로부터 벗어나 조용히 남고 싶은 개인의 잊혀질 권

리를 정보사회의 핵심 권리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17)

그 밖에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에서는 개인정보의 ‘공개’

에 대한 개념이 누락되어 있다. 즉 현행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이전 등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여러 가지 절차와 방법 규정을 

16) 제44조의2 참조
17) 개인정보자기통제권의 하나로써 개인정보 삭제 요청권과 잊혀질 권리는 부분적으로 오버랩 되는 부분

이 없지 아니하나 양자의 근본 취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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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해 두고 있으나 공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정보통신망법｣에서

는 개인정보의 공개, 공유 등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는 개인정보 “처리”의 정의에는 개인정보의 공개도 포함시키고 있으나(제2조제

2호)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의무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정보통신망법｣과 마찬가지로 수집, 이용, 제공, 

이전 등의 용어만 사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EU 개인정보지침 등은 개인정보 

처리의 개념 속에 공개를 포함함은 물론 공유의 개념을 별도로 사용하고 있다. 

SNS 환경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공개, 공유, 제공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단개별 처리원칙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무분별한 개인정보 공개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도 ‘공개’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 관

련 법률 위반행위는 현행법상 대부분 형사처벌 중심이어서 유추해석이나 확대

해석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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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털기 현상에 대한 이해

토론 : 이진규 NHN 개인정보보호팀장

Ⅰ. 들어가며

지난 2월, ‘신상털기 공공연히 부추기는 포털’이라는 제목으로 한 언론사를 통

해 온라인에서 만연된 신상털기 현상에 있어 포털이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내

용의 기사가 게시되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이용자가 원하는 검색결과 외에, 

이용자가 원치 않는 정보를 포털이 시시콜콜 알려준다 주장하면서 그러한 주장

의 근거로 ‘연관검색어’, ‘검색어 자동완성’, ‘실시간 인기검색어’ 등의 예를 제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신상털기 현상과 관련한 인과관계의 오해에서 오는 단

편적 주장일 뿐이며, 실제로는 신상털기의 발생 원인과 과정에 대한 보다 입체적

인 분석을 통해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시사 주간지인 한겨레21(제859호)에서는 ‘신상 터는 놈, 털리는 놈, 막는 놈’이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어사전에) 신상은 한 사람의 몸이나 처신, 또는 그의 

주변에 관한 일이나 형편이라고 나와있다”며, 21세기 들어서 신상은 온라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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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남겨놓은 흔적 또는 상황이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쌓이는 먼지와 마찬가지

로 신상은 생성되고, 추적 가능하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에 따르면 예전에 개인에 의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의 방식으로 직접 

생성되고, 제한된 인원에게만 그 접근이 제한된 형태로 공유되던 ‘신상’의 의미

가 확장되어, 현재는 온라인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프로파일(Profile)에 타인과의 

관계, 온/오프라인의 활동, 관심사 등의 정보가 더해지거나, 타인에 의해 생성되

어 웹에 자동으로 저장, 복제되는 기록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온라인 시대의 ‘신상 정보’는 더 이상 개인의 완벽한 통제권(Control)에 

구속되지도 않을뿐더러, 신상을 구성하는 정보의 범위조차 개인이 의도적으로 

제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즉, 기존의 신상의 정의와는 달리, 현재의 ‘신상’이 갖

는 의미는 예전의 그것보다는 덜 사적(私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

이 특정 단어가 함의하는 성격의 변화에 대한 근본적 성찰로부터 작금의 현상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Ⅱ. 신상털기의 목적에 대한 이해

신상털기의 결과로 정리된 정보가 게시(공개)된 글은 온라인상에서 이른 바, 

네티즌들 사이에서 ‘성지(聖地)’로 추앙되며, 이러한 게시글에서 정보를 얻는 네

티즌들은 해당 게시글을 지속, 반복적으로 열람, 확산하면서 이를 ‘성지순례’라

는 이름으로 희화화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온라인에서 필요한 정

보를 찾는 ‘검색’과, 이를 타인 해당 정보를 전파하는 ‘공유’가 아래에서 나열하

는 신상털기의 목적과 결합된 일종의 온라인 하위문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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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신상털기 행위는 그 실행행위자의 의도에 따른 다양한 목적을 위해 행해

지며, 기존 사례를 통해 확인된 목적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호기심 충족 또는 단순 재미

2. 정의 구현

3. 정보 검색력의 과시 또는 평판 관리

4. 괴롭힘 (Bullying)

5. 스토킹 (Stalking)

6. 기타 (시간 때우기 등)

위와 같은 다양한 신상털기의 목적은 신상털기를 직접 수행하고, 그로 인해 확

인된 정보를 공유하는 이른바 ‘신상털이범’들의 의도가 매우 다양하며, 그에 대

한 개별적, 심층적 이해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모 대학의 동기

생 성추행범들의 신상을 확인하려는 사람들과, 고백을 거절한 이성에 대한 신상

을 추적하려는 사람과의 의도는 확연하게 차별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신상털

이 현상에 대한 목적과 결과 또한 획일적인 평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

니다.

Ⅲ. 신상털기의 방식

네이버 국어사전을 검색해 보면 ‘코글링’이라는 온라인 신조어의 의미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코글링은 DC인사이드라는 웹사이트 내의 ‘코미디 프로그램 갤

러리(일명 ‘코갤’)’와 구글링(구글로 검색하기)의 합성어로써, “일부 네티즌들이 

직접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일명 ‘신상털기’ 사이트 코글(http://cogling.co.kr)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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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정보를 검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 코글 웹사이트를 확인해보면, 

포털 뿐 아니라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 - 블로그, 게시판, SNS 등 - 에서의 공개 

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신상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조건이 구성되어 있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1  ‘신상털기’를 목적으로 개발된 ‘코글(cogle)’ 웹사이트 화면

참고로, DC인사이드의 코미디 프로그램 갤러리에서 활동하는 이용자들은 스

스로를 ‘코갤러’라 부르며, 그 가운데에서도 신상털이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이용

자들의 모임을 ‘코찰청’, 이용자 개인은 ‘코갤수사대’ 등으로 호칭하여 공공연하

게 신상털기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위 신상털기의 목적 가운데 

‘검색력의 과시 또는 평판 관리’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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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설명한 코글은 신상털기가 얼마나 온라인에서 손쉽게 가능한지에 대

한 한가지 예시일 뿐, 실제 신상털기는 매우 다양한 방식을 통해 발생합니다. 

SNS에서 프로필(사진포함), 관심사, 행적, 관계 등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출신 

학교를 확인하여 해당 대상자뿐만 아니라, 그와 학연관계를 맺고 있는 타인의 신

상을 통해 관련이 있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예: 졸업사진, 학생 시절의 품행 등)

하는 한편, 오프라인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를 스캔하여 커뮤니티에 공개하는 등 

복잡다단한 방식으로 정보가 수집되어 체계적으로 정리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

니다. (아래 그림 2. 참고)

그림 2  어느 블로거의 ‘SNS를 활용한 신상털기 방법’ 포스팅 (출처: OO탐정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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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신상털기와 관련한 오해와 진실

위와 같은 신상털기의 방식과 관련하여, 포털이나 SNS 등 온라인 서비스가 동

일 선상에서 비판을 받곤 합니다. 모두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포털은 연관검색

어, 검색어 자동완성, 실시간 인기검색어 등의 기능으로 인해, SNS는 서비스의 

성격상 쉽게 접근 가능한 프로필이나 타인과의 관계 등 다양한 사적 정보로 인

해 비판을 받음. 그러나, 애당초 공개된 신상정보에 대하여 검색어를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포털 본연의 기능이나, 개인 프로필을 기반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SNS가 비판을 받는 것은 다소 지나친 감

이 있어 보입니다.

검색을 수행하는 사람은 자신이 찾고자 하는 결과를 100% 확실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검색 결과로 확인되는 검색결과 페이지에서 

또 다른 검색어를 찾아내어 이를 다시 입력하는 등 반복적(reiterative)방식으로 

원하는 검색결과를 확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이용자의 검색활동을 보

조적으로 돕기 위한 상기 기능에 대한 비판은 마치 유리병은 타인에 위해를 입

힐 수 있기 때문에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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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네티즌들이 스스로 제작한 신상털기 예방 방법

 

많은 경우 포털이나 SNS는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게시글에 대한 노출 제한조

치(일명 ‘블라인드’)를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고, 실시간 인기검색어, 연관검색어 

등은 오히려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 글을 서비스 담당자가 이른 시간에 확인하

여 제한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다수의 네티즌은 이와 같은 기능으로 확인된 검색어 등을 고객센터에 알려 적정

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대응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현실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포털이나 주요 SNS는 24시간 고객센터 운영,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게시글에 대한 제한조치, 이용자 정보보호 캠페인(예: 미투데이의 프라이버

시 캠페인 – SNS 이용자 정보보호 수칙을 동영상을 통해 알림), 이용자 신상정

보에 대한 검색제한 등 다양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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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털기와 관련하여 포털이나 SNS등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 쏟아지는 비판은 

해당 서비스들의 ‘기능’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한 것에 기초한 주장이며, 실제로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양한 신상털이범들의 ‘의도 및 목적’에 대한 분석, 

즉 네티즌들의 행태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그 원인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신상

털이범들의 목적에 대한 이해를 통해, 그들의 행태에 대한 계도에 중점을 둔 개

선책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Ⅴ. 나아가며: 이용자 인식의 변화

최근 Facebook은 7억의 회원을 돌파하였고, 이러한 현상에 기초한 자신감의 

발현인지는 모르지만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에 올리는 사진에 대한 안면인식기술

의 적용으로, 사진에 나타나는 인물들의 이름을 자동으로 태깅(tagging)하는 기

술을 서비스에 적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술과 더불어 다른 여타 신상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는 다양한 기술 

– CBIR(Content-Based Image Retrieval, 내용 기반 검색), Image Metadata(사진 

등 이미지에 부가적으로 첨부되는 다양한 정보의 통칭. 예: 사진에 등장하는 인

물들의 성명, 이메일 주소 등) 등 – 의 발전으로 인하여 향후 타인의 신상을 확

인하는 행위는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신상털기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신상

털이범의 신상털이 목적에기초한 그들의 의도와 더불어 포털, SNS 등 이용자가 

이용하는 온라인 서비스의 성격 뿐 아니라 서비스에 이용되는 새로운 기술에 대

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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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용자들은 온라인에서의 ‘신상’은 더 이상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

역의 정보가 아니라는 위기감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문제가 될만한 정보는 확

산가능한 공간에 공개하지 않는 등 이용자가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수칙에 대

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밥상 예절을 배우는 것과 같이, 학교에

서 친구들과 사이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이, 온라인에서의 행

위가 오프라인에서의 행위와 평가에 있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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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미디어 발달과정에서 파생된 
역효과에 대한 고찰”

토론 : 고재열 시사IN 기자

인터넷 ‘신상털기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논의에서, 왜 그런 문제가 생기

고 있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한국적 담론 구조의 특

수성은 무엇이고 뉴미디어 환경이 어떻게 변했고, 그 특수성과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누리꾼들이 어떻게 적응해 왔는지를 되짚어보고 문제의 형성 과정을 살

폈다.

인터넷 뉴미디어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사실 새로운 문제는 아니다. 문제의 현

장이 바뀌었을 뿐 비슷한 문제가 재현되었다. 그렇다고 반복적인 문제도 아니

다. 비슷한 문제가 재현되면서도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났다. 말하자면 뉴미디어

의 발달과 함께 확대 재생산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살폈다. 생산 유통 소비, 뉴미디어 발전 과정이 전반적인 뉴

스 생산의 민주화와 뉴스 유통의 민주화, 그리고 뉴스 소비의 과정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났는지,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된 사회적 배경은 무엇인지 헤아려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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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뉴스 생산의 민주화 

촛불집회와 함께 대안미디어가 활성화 되었다. 블로그와 아고라, 아프리카 생

중계, 각종 촛불 커뮤니티 사이트들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네 가지 형태의 

대안미디어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촛불집회를 다룬 소식을 전했다. 

미네르바로 보듯이 뉴미디어라는 미디어의 셔우드 숲은 뉴미디어 로빈훗을 

출현시킨다. 주류 사회에서 시련을 겪기도 하지만, 이 뉴미디어 로빈훗은 ‘타블

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타진요)’의 왓비컴즈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범죄자

의 얼굴을 보여주기도 한다. 

뉴스 소비자의 관점을 대변하지만 많은 경우 주관의 도그마에 빠지게 된다. 

정부 의견과 보수언론의 의견은 타도할 대상이 되면서 일방적인 주장에 힘이 

실리고 편향되기 쉽다. 촛불집회 등으로 짧은 기간 성장했지만 성숙의 기회를 

갖지 못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Ⅱ. 뉴스 유통의 민주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대안미디어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을 무렵 대안미

디어의 대안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소셜미디어다. 특히 30~40대 화이트칼라 층

이 트위터의 해비유저 층을 형성하면서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과도한 선악구

도와 마녀사냥식 응징문화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익명성과 실명성의 중간지대

였지만 실명사이트처럼 운영되었다. 존재가 없으면 존재감도 없었기 때문이다. 

유력한 유저들은 실체를 노출하고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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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호흡이 너무나 짧았다. 트위터는 이해의 공간이면서 또한 오해의 공간

이었다. 140자는 이해보다 오해와 더 가까운 숫자였다. 유명한 사람은 유명한 

오해를 받는 사람이라고 했던가, ‘내게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지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라고 했던 나치 괴벨스처럼 토막 공격이 횡행했다. 

Ⅲ. 뉴스 소비의 민주화

트위터에 이런 말이 유행한 적이 있다. “이명박은 안 해본 것이 없고 박근혜

는 해본 것이 없고 북한은 못하는 것이 없고 검사는 안 하는 짓이 없고 언론은 

알려주는 것이 없고 국민은 모르는 것이 없다” 우리 사회 주류에 대한 시선을 

단적으로 보여준 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류 언론이 사실을 감추고 있다

는 의식이다. 이런 의식이 일반화 되면서 알리는 것에 대한 과도한 가치가 부여

되어 있다. 

‘알권리’는 법률적 혹은 학술적 개념이다. 그런데 이 개념은 현재 우리 인터넷 

문화에서 절대가치로 신화와 되어 있다.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전통이 부재한 

상황에서 ‘알권리’에 대한 과도한 강조가 신상털기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행

위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영웅적인 일이 되어버렸다. 

물론 ‘알권리’의 강조가 디지털 디바이드(디지털 정보격차)의 극복에 일조한 

측면이 없지 않다. 청년 대량 실업에 의한 잉여세대의 출연은 넘치는 ‘잉여력’

으로 신상털기를 하나의 문화로 정착시켰다. 신상을 터는 행위는 범죄라는 의식

보다는 해커의 신화와와 같은 맥락으로 영웅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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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류미디어 vs 대안미디어 

누리꾼들의 과도한 정의감과 마녀사냥은 주류사회와 주류 언론에 의해서 사

회정의가 구현되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조금이라도 비판의 여지가 있

는 사람이면 일반인이든 유명이든 상관없이 뭇매를 맞았다. 개똥녀에서 타블로

까지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공인개념의 혼동도 이런 공격성을 부추겼다. ‘공인이니까 비판받아야 한다’는 

의식은 정작 장관 국회의원 등 공인을 향하지 않고 연예인을 겨냥했다. 이것은 

과도한 통제 때문인데, 공인을 향해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지 못하자 연예인을 

공인이라며 공격했다. 이는 일종의 풍선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Ⅴ. 오보의 확산 vs 오보의 수정

온라인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새로운 문제는 아니지만 반복적인 문제만은 아

니라고 한 것은뉴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문제가 확대 재생산되는 구조이기 때문

이다. 오보만 하더라도 더 빨리 더 넓게 퍼진다. 언론학에서 말하는 ‘침묵의 나

선형이론’이 극대화 해서 나타난다. 

다행히 소셜미디어에서는 대안적인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오보의 확산 속

도만큼 오보 수정의 확산 속도도 빠르고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주요 

오피니언 리더들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해 여론을 승화시키려는 움직

임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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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오프라인 규제 vs 온라인 규제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규제에서 감안해야 할 것은 세 가지다. 하나는 오프라

인과의 형평성 문제다. 오프라인에서 되는데 온라인에서는 안 되고, 오프라인에

서 안 되는데 온라인에서는 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온라인 규제는 오프라인 

규제와 궤를 같이 해야 한다. 

그러나 분명 온라인은 특수성이 있다. 확산 속도가 빠르고 광범위한 만큼 오

프라인과 다른 형식의 규제가 형식론적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일단 급한 불

을 끌 수 있는 방식을 마련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은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 소셜미디어에 적는 글들은 대부분 

영구보전된다. 이용자들은 ‘언젠가 내가 쓴 글이 언젠가 내 발목을 잡을 수 있

다’ 공포증을 가지고 있다. 이런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통제 가능한 서

비스로 만들 필요가 있다.



85신상털기와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와 대한

신상털기와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와 대안

토론 :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Ⅰ. 프라이버시권

1. 프라이버시권 보호의 역사

- 1890년 Warren과 Brandeis의 논문(The Right To Privacy): “혼자 있게 내버

려두라는 개인의 일반적 권리” (“the more general rights of the individual to 

be let alone”) → 1891년 이후 판례에 의해 발전

- 1891년 뉴욕주 판결, 1900년대 초 주최고법원 판결들, 1965년 연방대법원 

판결

- 일본, 독일: 헌법상 프라이버시권 명시규정 없음; 행복추구건, 인격의 자유

발현권 및 기타 조항을 근거규정으로 보고 있음

- 한국, 터키, 이집트, 포르투칼, 스페인: 헌법상 명시규정

- 국제규범: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유럽인권협

약, 미주인권협약 상 명시 규정

- 국가 법령: 미국 프라이버시보호법, 독일 연방정보보호법, 영국 정보호호법, 

한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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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라이버시권의 의의

- “혼자 있을 권리” → “자기정보통제권” → “반감시권”

“이들 헌법 규정(10조와 17조)은 개인의 사생활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

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

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

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1998.7.24. 96다42789 판결)

1) 소극적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권: “혼자 있을 권리”

- privacy의 라틴어 어원 privatus: 어떤 것으로부터 분리/단절

- “홀로 있을 권리” (the right to be let alone) (헌법 제17조)

i) 사생활의 비 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의 비  침해의 금지 

예) 주거침입금지 (감시, 도청), 사생활 공개 금지 (사적 사항, 명예, 신

용), 오해될 수 있는 사생활 공개 금지, 인격적 징표의 영리적 이용금

지 (성명, 초상, 경력 등) 등

ii) 사생활을 자율적으로 형성하고 전개할 권리: 사생활 자유 침해(방해/간

섭)의 금지

예) 결혼, 임신, 피임, 성생활, 교육, 양육, 의식주, 취미생활 등에 있어서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사생활을 형성하고 전개할 권리

2) 적극적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권 (자기정보통제권)

- 자신에 관한 정보와 프라이버시를 스스로 통제할 권리 (정보에 관한 자기결

정권, 자기정보통제권; Das Recht der informationellen Selbstbestimm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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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상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로 해석됨 (헌재 2005.5.26 2004헌마

190, 99헌마513[병합])

- 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보호: 자기 정보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보유하고, 

누구에게 제공했고, 그 정보가 정확한 것인지를 통제하는 것, 정보의 자의적 

수집 금지, 자기정보열람청구권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수

집했고, 제공했는지), 자기정정청구권(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제

도적 장치 마련(법률, 기구 등)

- 현행 법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1994, 폐지), 개인정보보

호법 (201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996), 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8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 (1995), 통신비 보호법 (1993)

※ OECD 개인정보보호 8원칙 (1980): 수집제한의 원칙, 정확성의 원칙, 수

집목적의 명확성 원칙, 이용제한의 원칙, 안전보호의 원칙, 공개성의 원

칙, 개인 참여의 원칙, 책임원칙

3) 포괄적, 기본적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권

- 프라이버시권의 포괄성: 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인신

의 자유, 주거의 자유, 통신의 자유,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등

-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간 존엄성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 개인의 자유로운 공간의 확보: 자기실현과 자기완성을 위한 필수 조건



88 신상털기(개인정보 프로파일링)와 개인정보보호

Ⅱ. 신상털기의 문제

- 현대판 마녀사냥인가? 네티즌의 놀이에 불과한가? 공적 정의의 실현인가?

1. 주요 사례

- 타진요(타블로), 이지아닷컴(이지아), 서진요(서태지), 성추행 의대생, 지하철 

막말남, 루저녀, 임태훈닷컴, 문제 판결을 한 법관, 지하철 반말녀

2. 신상털기 현상의 원인

- 외국에서도 유사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매우 한국적인 현상

- 프라이버시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 (서이종/손준우)

- 공적 영역에 대한 불신과 정의 의식 (서이종/손준우)

- 기술적인 요인: 인터넷, SNS의 발전

- 정보제공의 수동적 수신자에서 정보생산의 주체로!

3. 신상털기 사례들의 공통점

- 사회적 부정의에 대한 단죄 (예: 네티즌 수사대) 

- 공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사회적 부정의의 문제를 인터넷기술을 이용해서 해

결하려는 시도

- 실제로 신상털기의 주범(?)들은 강한 소명의식과 정의감에 사로 잡혀 있는 

경우가 많음

- 단순한 ‘놀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진지하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음

- 민주적이고 주체적이고 공적인 차원의 문제의식이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공격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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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혼동

1) 공인의 공적으로 의미있는 사적 영역: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의 주소지, 

경력, 개인 재산 등

2) 공인의 공적으로 무의미한 사적 영역: 국회의원의 성적 취향, 고위공직자

의 사적 연애, 가정사, 대통령과 감사원장의 생활기록부

3) 연예인의 사적 영역: 서태지, 이지아의 사생활

4)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의 사적 영역: 지하철 막말남, 성추행범의 신

상정보

→ 1) 영역에 대한 불신이 2), 3), 4)의 영역에서 네티즌들의 신상털기로 나

타나는 것

Ⅲ. 신상털기와 프라이버시 침해

- 표현의 자유 vs. 프라이버시 (서이종/손준우)

- 공적 영역에 대한 알 권리 vs. 개인의 프라이버시 (→ 알 권리에서 출발한 

문제의식이 무관한 개인의 또는 관련은 있지만 그 개인의 무의미한 프라이

버시까지 침해하고 있는 상황)

- 사적 개인의 ‘홀로 있을 권리’와 ‘자기정보통제권’의 침해

- 공권력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예: 강제수사)와 비교할 때, 그 침해 수준이 

더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견제나 통제의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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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SNS와 신상털기의 문제

1. SNS의 유용성

- 프라이버시의 공개의 공적 필요성 (예: 복지, 연말정산, 신용정보, 보도가치, 

공공질서 등)

- SNS가 가져온 신세계: 다차원적인 인맥 관리, 강력한 네트워킹, 자유로운 

소통

- 현대인들은 신상공개를 어느 정도는 용인하고 그 혜택을 향유하고 있음 (신

상을 공개하지 않고, SNS의 혜택을 누릴 수는 없음)

2. SNS의 문제점

- 원치 않는 개인정보가 공개되거나, 원치 않는 범위까지 개인정보가 공개되

는 경우가 있음

- 신상털기를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해줌

3. SNS 자체가 문제인가?

- <사례1> 카카오톡을 이용한 성희롱 사례, <사례2> SNS 채팅으로 유인한 

여성 성폭행 사례 → SNS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인터넷으로 소통하는 시

대에 벌어질 수 있는 기본적인 문제들

- <사례3> 페이스북 친구의 빈집털이 사례 → 페이스북이 도움이 된 것은 아

니지만, 빈집털이의 주된 ‘이유’라고 보기는 어려움

- <사례4> 대기업 채용 최종면접 탈락 사례 → 본인이 설정한 공개 범위의 문

제; 다만 회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정보에 접근하거나, SNS 주소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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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문제가 될 수 있음

- <사례5> 연예인 관련 SNS 신상털기 사례 → 자기정보통제권의 문제; 트위

터에 올린 글의 공개범위는 팔로워이고, 이것이 다른 블로그나 언론으로 

‘복제’되는 것은 자기정보통제권의 범위에 벗어나는 것임; 문제는 오히려 

네티즌의 블로그보다 공적 언론의 무분별한 기사화에 있음

→ SNS가 프라이버시 침해문제에 연관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SNS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님

→ SNS는 프라이버시의 공유와 소통을 전제로 하여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 서

비스이며,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하여 이러한 전제조건을 제거하면 SNS 

고유의 기능이 상실됨

4. 문제해결의 방향

- 해외 SNS(페이스북, 트위터)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충돌 (이창범): 

페이스북의 개인정보관리방침을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맞도록 수정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 개인정보의 상업화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규제가 필요함

- SNS의 개인정보관리방법의 규제는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지나친 규제는 

SNS 고유의 혜택과 장점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국가(법)의 보호도 필요하지만, 국가(법)은 보호의 기본적인 틀만 제공해주

고, 정보주체들이 스스로 자기개인정보보호를 보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기

본적인 방향이 되어야 함 - 보호주의/후견주의(paternalism)의 문제 

- 이미 기존의 SNS에서도 본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정보공개를 제한(블라인

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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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대, 정보삭제요구권, 잊혀질 권리) 문제해결의 초점이 되어야 함

- 현재 SNS 업체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으로도 당사자들이 상당한 수준으로 개

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으며, 다만 그 방법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

는 것이 문제

- 정보공개의 정도와 범위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당사자가 그것

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예: 게시물 퍼 나르기, 일촌공개), 

그렇게 결정된 정도와 범위를 뛰어 넘는 것에 대한 기술적 통제와 법적 규

제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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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상정보 처리의 법적 쟁점

토론 : 이민영 가톨릭대학교 법학부 교수

Ⅰ. 논의를 시작하며

지난해 11월 연평도에 포격이 있던 날 몇몇 여성들은 자신의 twitter에 “피난

을 가더라도 명품 가방에 짐을 챙겨갔으면 좋겠다”거나 “남편의 생일을 맞아 

북에서 쏘아준 축포인가”라는 글을 남겼으며, 이는 곧바로 screen capture가 되

어 여러 게시판으로 퍼져나갔다. 그리하여 글을 남긴 사용자, 이른바 ‘연평도 막

말녀’의 사진⋅아이디⋅이름⋅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이메일주소 등의 신상

정보가 모두 노출됐다. 검색을 통해 공개된 개인정보는 여과 없이 드러났다.

한편 최근 프랑스에서는 과거 인터넷 이용자들이 웹상 남겼던 개인정보로 인

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자 ‘인터넷 이용자들이 과거 웹상 남겼던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소위 ‘잊혀질 권리(Le droit à l’oubli sur Internet; 

right to oblivion on the Internet)’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를 관련 업계의 자율

규제로 보장하려는 것은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충분치 못하므로 법

률로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가령,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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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옹(Lyon)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 재학생 자녀를 두고 있었던 A씨는 1990년 말

경 ‘Libertysurffr’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고등학교의 학생

⋅학부모를 위한 단체 홈페이지를 만듦. 이 홈페이지에는 학부모들의 성명과 전화

번호가 등록되어 있었음. A씨는 몇 년간 이 홈페이지를 관리하다가 자신의 자녀가 

해당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다른 학부모에게 그 역할을 이양함. 시간이 한 참 흐른 

후, A씨는 구글이나 야후 같은 사이트를 통해 예전 자신이 관리했던 해당 홈페이지

에 등록되어 있던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그대로 검색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해당 정보를 삭제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쉽지 않았음. A씨는 당시 ‘Libertysurffr’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홈페이지를 만들었으나, 이 회사는 이후 ‘Tiscali’라는 회사에 

인수되었고, ‘Tiscali’는 곧 ‘Alice’라는 회사에 인수됨. 따라서 A씨는 해당 정보의 

삭제를 위해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해야 했으며, 해당 정보의 삭제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11월 6일 ｢디지털시대 사생활권 보장에 관한 법안(de 

loi visant à mieux garantir le droit à la vie privée à l’heure du numérique)｣이 

Anne-Marie Escoffier 의원과 Yves Détraigne 의원에 의해 하원에 발의되었다. 

이는 지난 1978년 6월 제정된 ｢정보처리축적 및 자유에 관한 법률(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의 개정

과 새롭게 부각되는 개인정보보호 쟁점의 인식을 요구하는 사회안전망의 발달 

그리고 기술의 진보에 따라 ‘디지털 메모리(digital memory)’의 출현과 관련된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잊혀질 권리’의 실현을 위한 조치의 마련에 대하여 명확

히 하고 있는바,1) 상원을 거쳐 지난 3월말 법제행정위원회(la commission des 

lois constitutionnelles, de la législation et de l’administration générale de la 

république)에 회부된 상태이다.2)

1) http://www.senat.fr/dossier-legislatif/ppl09-093.html
2) http://www.assemblee-nationale.fr/13/dossiers/vie_privee_numeriqu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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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쟁점 되짚어보기

1. 법현상적 검토

가. 프라이버시의 종언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지배는 그 정보주체에게는 인격의 존엄과 자유의 

불가결한 조건이 되지만,3) 동시에 정부나 기업에 의한 개인정보의 지배는 정보

주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의 기초가 된다. 이러한 대립 속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개인정보 처리의 이익과 가치가 위세를 떨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

다.4) 하지만 개인정보처리가 가져다 줄 이익과 가치 못지않게 그 위험성 또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서 일망감시시설(一望監視施設)로서 이른바 원형감옥

(圓形監獄; Panopticon), 즉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감시체계의 우려를 낳고 있

다.5) 이제 정보기술의 발달로 개인에 의한 집단적 개인정보 지배가 강화되고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
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재 2009. 9.24. 2007헌마1092, [판
례집 21-2(上)], 765, 786.

4) 현대의 정부는 단순히 물질적 생산조건의 확보라는 기능을 넘어서서 복지나 사회정책 등 사회적 재생
산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고, 이러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가 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정보기술의 활용을 통하여 
대국민 고객지향성이라는 이념 하에 작고 효율적인 시민 위주의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
는 전자정부의 개념이 구체화되고 있다. 한편, 시장에 있어서도 기업에 의한 고객의 개인정보 처리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인 정보주체에게는 거부할 수 없을 정도의 달콤하고 
편익을 안겨준다.

5) 전통적인 감옥에서는 죄수들을 한 곳에 몰아넣는 반면, Panopticon은 감시자가 중앙탑에 있고 죄수들
은 주위의 독방에 격리 수용되도록 구조화된 원형감옥이다. 그리하여 죄수들간의 의사소통이나 집단의
식의 위험성을 차단시키는 효과를 내며, 죄수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감시받는다는 의식을 갖게 만든다. 
그리고 중앙탑의 감시자는 상징적인 모습으로 언제나 존재하지만 자신의 모습은 노출되지 않고 있는
데, 이는 보이지 않는 권력의 존재가 보이는 권력의 존재보다 훨씬 강한 지배력을 지님을 말하고 있
다. Panopticon은 일찍이 18세기에 Jeremy Bentham이 고안한 건축형태로서, 당시 망원경과 비슷한 광
학기구를 지칭하는 용어에서 착안되었으며, 그 말밑은 ‘다 본다(all seeing)’는 의미를 나타내는 그리스
어에서 유래한다. 하지만 Michel Foucault는 감시자가 중앙탑에 있고 죄수들은 주위의 독방에 격리수
용되도록 구조화된 원형감옥으로 Panopticon을 파악하고 현대사회의 감시적 특성을 정보적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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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할 것이다.

나. 사회적 관음증 현상

이러한 프라이버시의 종언은 권력의 근저에서 일상의 주변으로 침투하고 있

다. 일명 사회적 관음증(social voyeurism)이 팽배해져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

문이다. 이는 제도적 틀에서 강요하는 측면이 분명 있다고 여겨지는바, 최근 논

란이 되고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역시 이에 일조하는 형국을 보

여준다.6)

하여 이에 관한 논의를 제기한 바 있다. Panopticon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 진보된 기술과 놀라운 
방법으로 사생활을 추적‧감시하는 사회체제의 형성이 상징적인 은유로 형상화된 것이다. 감시자가 언제
든지 죄수를 그 관찰 아래 놓을 수 있어서 감시에 관한 사고의 전형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James 
Boyle, Foucault in Cyberspace: Surveillance, Sovereignty and Hardwired Censors, 66 U. Cin. L. Rev. 
177, 185-186 (1997).

6)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고지하는 사이트가 오픈했다. 해당 사이트는 거주 지역 내 성범죄자 거주 유무를 
확인하려는 누리꾼들이 몰리면서 한때 마비되기도 했다. 해당 사이트를 두고 누리꾼들의 의견은 갈렸
다. 성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는 의견과 불안감 조성, 인권 침해라는 의견이 팽팽하다. 법무부는 21일 
‘성범죄 알림e’ 사이트를 오픈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성인 및 실명인증절차를 거치면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에서 최장 10년간 열람이 가능하다. 한편,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자가 실제 거
주하고 있는 읍, 면, 동 지역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살고 있는 세대에 성범죄자의 신상을 우편 고지
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잠재적 성폭력범죄자의 범행을 억제하고 자율적인 성폭력 범
죄 예방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누리꾼들은 이 제도에 대하여 인터넷 게시판과 SNS 등을 
통해 열띤 토론을 벌이는 중이다. 잠재적인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불안감을 조성한
다, 동네 이미지가 나빠진다,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맞섰다. 현재 자체 설문조사가 진행중
인 트위터에는 “성범죄자는 물론 사돈에 팔촌까지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특히 유아 성범죄자는 
더 심하게 공개해야 한다”, “전자발찌도 액세서리로 생각하는 판에 신상공개로는 부족하다”, “딸의 안
전보다 집값을 걱정하냐” 등의 의견이 등록됐다. 반대의견으로는 “신상공개는 보복적 처사다”, “범죄자
지만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 “인과응보지만 너무한 것 같기도 하다” 등이 있었다. 아울러 실명인증
과 성인인증을 해야 한다는 점에 불만을 표출하는 누리꾼도 있었다. 인증절차가 복잡한데다 설치해야
하는 프로그램도 많아 확인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ZDNet Korea 2011년 6월 21일자 기사, 
available at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10621110239&type=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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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
하 ‘공개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판결

로 제3항의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

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아

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제외한다. 
이하 ‘공개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판

결로 제3항의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

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대한민국헌법｣ 제27조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

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은 근거로 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가 개설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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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

지른 자

2. 이 법에 따른 신상공개 결정 또는 열

람명령⋅공개명령을 선고받고 다시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3.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

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

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

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

지른 자로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

5.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

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아동⋅청소년대

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

다고 인정되는 자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이하 ‘공개정보’라 한다)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2. 나이

3. 주소 및 실제거주지(읍⋅면⋅동까지

로 한다)
4.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5. 사진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

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상정보

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다

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이하 ‘공개정보’라 한다)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2. 나이

3. 주소 및 실제거주지(읍⋅면⋅동까지

로 한다)
4.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5. 사진

6.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요지

④ 공개정보의 구체적인 형태와 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

람하려는 자는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

자로서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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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요지

④ 공개정보의 구체적인 형태와 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의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자로서 실명인증 절

차를 거쳐야 한다.

⑥ 실명인증, 공개정보 유출 방지를 위

한 기술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당 범죄가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적합하게 형벌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 실

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만큼 타인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중범죄

임에 분명하지만, 신상공개의 제도적 취지와 달리 별도의 형벌로써 이중처벌하

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사생활권 제약으로 본질적인 기본권침해를 야기하는 것

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7) 요컨대, 성범죄에 대한 신고율 

및 기소율 확보 및 예방교육의 강화 그리고 지역사회 안전망의 구축 등 보다 근

본적‧예방적 체계 구축은 요원한 상황에서 또 하나의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

이 그가 비록 중범죄인이라 할지라도 해당 당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궤적을 

파헤치는 데 대한 사회적 관음증 확산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닐까?8)

2. 법규범적 분석

가. 법이론적 측면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주체의 권리란 자신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라고 풀어쓸 수 있겠는바, 자기 정보에 대하여 정보주체 스스로가 갖

7) 다만, 여기서는 ‘신상털기’의 사회심리적 요인으로 파악되는 위 제도의 법적 문제는 논외로 한다.
8) 물론 정보기술의 발달이 이러한 훔쳐보기의 편리함을 증폭시킨다는 데 동의하지만 이미 인터넷 자체의 

효용성이 구축된 global network 속에서 사회심리적 요인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원인을 기술결정론적으
로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책임을 방기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100 신상털기(개인정보 프로파일링)와 개인정보보호

는 자율적 결정 권능이 여기서 도출된다고 보고 이를 정보자기결정권(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 부를 수 있다. 

이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결정

할 권한이 인간의 존중과 인격의 자유로운 전개에 해당하여 법적 보호를 필요

로 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1983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조사판결

(BVerfGE 65, 1)에서 처음 인정된 개념으로, 자신에 대한 정보가 언제‧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타인에게 전달‧이용될 수 있는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미국에서 논의되는 정보프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와 동일한 개념이라 볼 

것이다.9)

그러므로 개인정보 흔적의 삭제에 관한 선택적 권리는 참여권 성질에서 자신

의 정보에 대하여 열람⋅삭제⋅정정 및 차단을 할 수 있고 잘못된 정보로 야기

된 결과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포

섭될 수 있는 파생적 권리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주체가 중과실이나 고

의로 개인정보의 보유를 방치하게 하고 업무수행을 방해할 여지가 있는 자기 

정보의 삭제를 요청한다면 개인정보취급자의 일반적인 권리와 충돌되는 만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경과실에 기인한 개인정보 보유상태의 유지는 철

회권의 행사와 유사하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라 판단되기 때

문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적극적인 파기의무와는 상대적으로 정

9) 다만, 그 용어에 있어서는 학자에 따라 개인정보통제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자기정보통제권‧자기정보관
리통제권 등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정
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
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
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
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라고 설시하고 있다; 헌재 2005.5.26. 2004헌마190, [판례집 17-1], 668, 
682~683; 2005. 7.21. 2003헌마282‧425(병합), [판례집 17-2] 81, 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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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

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

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보주체의 개인정보 삭제요청권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히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 차원에서 가늠되어져야 할 사안이라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입법에서 

이를 반영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요청권과 ‘잊혀

질 권리’는 어느 정도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 그 근본취지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지만 이들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포섭되는 파생적 권리라고 보

든 아니면 전통적 사생활권 또는 프라이버시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여기든 -나

아가 익명표현의 자유의 연장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국제규범이 보장하는 기본

적 인권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실정법적 관점

주지하다시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

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

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인바, 비록 적용대상이 한정될 수밖에 없

지만 이와 관련하여 논의할 만한 다음과 같은 규정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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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

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

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

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

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

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

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

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

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

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
을 준용한다.

해석론적으로 위 정보는 개인정보 역시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인터

넷에 공개될 목적으로 제공된 개인정보로 권리침해를 받은 당사자는 해당 정보

의 삭제를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것

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4장(개인정보의 

보호)에서 ‘이용자의 권리’를 제3절로 편재하여 규율하고는 있으나 오는 9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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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태도와는 달리10) 삭제에 관한 언급이 

없는 까닭에 이같은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이다.11) 다만, 앞의 제44조의2제2항에

서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므로 정보

의 내용에 관한 규정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만 오히려 이는 개인정보

의 삭제요청에 관한 고려 없는 입법태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해당 법률의 체계

관련성을 볼 때 삭제에 관한 근거의 누락이 아니라 입법취지와 체계조화성을 

전제로 이해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법정책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

정권) 보호 관련 삭제요청권을 제30조에 명시하든지 ‘필요한 조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삭제절차에 관한 예외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12)

10)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이용자의 권리 등) ① 이용자는 정보통
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한 현황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
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오류의 정정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그 오류를 정정하
거나 정정하지 못하는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때까지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제공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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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에 갈음하여

연혁적으로 개인정보보호제도는 개인에 대한 국가의 감시로 인해 야기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침해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에서부터 출

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서는 히틀러의 명령 

아래 나치스가 수백만의 유태인을 학살한 Holocaust가 자행되었는데, 누가 유태

인인지를 식별하는 것이 단시간에 가능했던 원인은 국가가 개인정보를 통제하

는 시스템에서 개인판별의 분류체계기법이 개발되었기 때문이었다. 

우열곡절 끝에 탄생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경우 제2조제2호에서 처리를 ‘개

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

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 정의하는바,13) ‘신상털기’와 

관련한 개인신상정보의 처리는 정보게재자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권

리를 유념에 둔 삼면관계에 기초해야만 한다. 물론 여기서 개인신상정보의 처리

는 이용자인 정보게재자의 해당 정보의 게재(수집‧생성‧기록‧검색 등)에 관한 

측면과 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

리를 포괄한 것이다. 환원하자면, 이 문제는 사회적 관음증에 대한 인식제고와 

정보윤리가 선행되어야 할 주제이고 법적 논의는 형사처벌‧행정질서벌과 같은 

국가의 관여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권리구제를 위한 분쟁해결방안으로 

보완되는 것이다. 

개인신상정보 처리에 대한 의도나 목적이 정보주체의 권리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는 개연성을 예방적 교육으로 자각시키는 사회적 협력 구축이 요청되는 대

12) 다만, 관례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나 개인정보침해의 경우 권리의 보호나 침해라는 법적 
관념에 부합하지 않아 용례상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이전으로 정보주체의 전유물에 관한 
배타적 권리가 상실되는 것이 아닌 까닭에 정보주체의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거나 혹은 
침해하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고 법리적으로는 법률용어로 적합하지 않다.

13) 그 제정과정에서 논란의 핵심이 된 전담기구의 창설에 대한 이론적 고찰은 拙稿, 개인정보보호 전담
기구의 법적 쟁점, 월간 법조 통권 제655호, 법조협회, 2011, 76~11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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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이기에 여기서 국가의 책무가 중요하다고 볼 것인바, 정보게재자에 대한 행정

벌적 대응방안만이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관점에서 긴 안목으로 접

근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게재자의 경우 해당 정보로의 접근

과 정보수집에 관한 권리뿐 아니라 이에 관한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점을 상기

해볼 때 이는 권리상충에 있어 이익형량에 관한 문제이며,14) 그러기에 특정한 

개인의 절대적 권리보장이 아니라 정보사회에서의 조화로운 권리보호와 헌법합

치적인 정보질서15)에 터 잡은 정보생활이 현실화되고 구체화되는 토양을 마련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14) 반면에 정보게재자의 권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는 해당 정보를 임시 차단
하거나 삭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15) 정보사회의 현실 구조를 반영하고, 그 지침과 기준을 제공하는 헌법합치적인 정보질서의 흐름을 이해
하며, 이에 따른 유형화가 요청될 것이기 때문이다; Friedrich Schoch, Öffentlich-rechtliche 
Rahmenbedingungen einer Informationsordnung, VVDStRL 57, Berlin: Walter de Gruyter GmbH, 
1998, S. 21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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