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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의 

-언론중재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홍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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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gumentontherighttobeforgottenandthefreedom of

expressionfocusedonthereformingthepressarbitrationsystem

Hong,Sook-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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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디지털정보의 저장기술력이 크게 향상되고 무기한 저장이 가능해지면서 인터넷상을 떠돌아다니는 정보들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고통을 주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이에 본 연구자는 개인의 잊혀질 권리가 언론의 자

유와 충돌할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고자 하였다.이를 위하여 ‘잊혀질 권리’의 개념과 법적 

토대,잊혀질 권리의 보장과 법적 적용을 위한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법적으로 잊혀질 권리는 헌법 10조에 의해 

도출되는 자기결정권을 주로하고 헌법 17조의 프라이버시권을 부로 하여 근거를 들 수 있다.법 절차상 잊혀질 권리

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언론중재법을 활용하되 신청기간의 제한을 둔 조항을 수정하고,사실인 과거 기사에 

대한 삭제 요구권,정보제공 동의기간에 제한을 두는 규정 등이 필요하다.

주제어 : 잊혀질 권리,표현의 자유,개인정보,사생활,언론중재

Abstract  With the drastic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almost eternally saving digital information, cases for 

giving sufferings to a person who deserves to enjoy privacy have increased. So I study the right to be 

forgotten focusing on the collision between that right and freedom of expression. I also study the concept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its legal basis for the protection of that right. That right can be protected mainly 

by the self-decision making right under the Article 10, and secondly the privacy right under the Article 17 of 

the Constitutional Law. The Press Arbitration Law can be applied to protect the right to be forgotten, but that 

Law needs the revision of time-limit clause for complain, protection clause for the right to ask to delete 

factual past article, and the clause of staleness doctrine for the consent of giving personal information. 

Key Words : right to be forgotten, freedom of expression, personal information, privacy, press arbitration

1. 서론

오늘날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데이터의 장 용

량이크게늘어나고정보의확산속도가걷잡을수없을

정도로 빨라지고 있다.구 은 재 15GB의 무료 장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얼마 100GB의 월 사용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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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달러에서1.99달러로,1TB드라이 요 을월49.99

달러에서9.99달러로크게낮춰가격경쟁체제에돌입하

다[1].이처럼정보의 장용량이늘어나고무기한 장

이 가능해지면서 인간의 능력을 월하는 기억하는 기억

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 2003년 여배우 바 라 스트라이샌드가

pictopia.com이공개한12,000장의캘리포니아해안사진

가운데자신의말리부자택이상세하게노출되어 라이

버시가침해되었다며5,000만달러의손해배상 지 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그녀는 해당 항공사진

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 는데,이로 인해 사진의 존재

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수십만 명의 방문객이 해당 사이

트를 찾는 역효과가 일어났다[2].미국에서는 25세의 여

성이 학시 인터넷블로그에해 모자를쓰고컵을

든 채 “술취한 해 ”이라는캡션을 단사진을 올린 것이

문제가 되어 교원 채용을 거부당하기도 하 으며[3],미

스시애틀로선발된여성이 에트 터에“나는시애

틀의춥고비많은날씨나성가시게하는시애틀사람들

이 싫다.애리조나로 돌아가고 싶다.”는 을 올렸다가

시애틀의 네티즌과 언론으로부터 집 공격을 당하기도

하 다[4].

아르헨티나에서는 팝스타 VirginiaDaCunha가 어린

시 능 인 자세로 은 자신의 사진을 게재한

Google과Yahoo를상 로삭제해달라는소송을제기하

여 1심 단독 사로부터 승소 결을 받았으나,항소심에

서 이 회사들이 그 사진이 명 훼손 인 내용임을 알았

다거나 과실로 그것을 삭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들어1심 결이취소되기도하 다.2011년아르

헨티나 법원에는 이러한 분야의 소송이 130여건이 넘었

다고 한다[5].

우리나라에서는소 지하철‘개똥녀사건’,이나‘패륜

녀사건[6]‘등오래 에인터넷에업로드된개인정보가

지워지지 않고 있다가 불특정 다수에 의해 검색되어 유

통되면서마녀사냥식신상털기로인한극심한피해가발

생하기도 하 다.한편 각 신문사들이 내부 으로 보

리해오던과거기사의데이터베이스를인터넷을통해

공개하는 기사 에는 도 형사사건 피의자의 실명과

나이,주소뿐아니라피해자의실명과나이,주소까지그

로 담고 있는 것도 있다[7].

뉴스가 된 시 에서는 뉴스가치로 높고 기사작성의

원칙을지킨기사 으나시간이지나인터넷으로기사가

유통되면서 정신 고통을 겪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군에서 자살한 아들과 련한 기사를 볼 때마다 고통스

러우니삭제해달라거나경쟁회사에게마 으로악

용되는 오래 자신의 회사 련 기사를 삭제해 달라는

요구도있다[8].심지어로그인 차없이네이버뉴스라

이 러리에서무작 로특정일인1963년5월16일한신

문의 사회면을 조회하면,단순 식 독 사고 기사에 미성

년자를 포함한 일가족 원의 정보는 물론 가족이 세를

들어 사는 집주인의 실명과 나이,주소와 거주 형태까지

나라하게 드러난다[8].이제 디지털화된 정보에 의해

완벽한기억의시 를살아가는오늘날의우리에게삭제

와 망각의 축복은 시 운명이 된 것이다[9].

이처럼 삭제되지 않고 유통되는 정보의 문제 을 인

식하면서 ‘잊 질 권리’를 주장하는 논의들이 등장하기

시작하 다. 랑스에서는 2009년 11월 디지털 경제부

코슈스코-모리제 장 이 잊 질 권리와 련한 헌장을

만들겠다며 이슈화하기 시작하 다.이어 2010년 10월

디지털기업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냈으나 구 과 페이스

북은이문서에서명하지않았다[10].스페인에서는구

에서쉽게집주소가검색되는폭력사건의피해자를비롯

한90명의시민들이집단으로구 에삭제를요구하기도

하 으며,독일에서는 1990년 유명 배우를 살해한 볼

강 베를 와 반 드 로이버가 Wikipedia를 상 로 자

신들의이름을삭제해달라는소송을제기하기도하 다

[11].

개인의 잊 질 권리에 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네덜

란드 출신의 운 자들이 개설한 ‘웹2.0 자살기계

“(suicidemachine.org)는사회 계망사이트에올린 과

사진을모두지워버리고계정자체를없애주는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일본어로 ’할복‘을 뜻하는 ’세푸쿠

‘(seppukoo.com)도온라인계정의삭제를도와주는사이

트를 운 하고 있다[12]. 미국의 경우

www.lifeinsured.com이라는 인터넷 웹사이트의 운 진

은이사이트에회원으로가입해300달러를내고사후에

자신의인터넷계정을어떻게처리할지를유언형태로남

기면,그회원의사망신고 수후그의인터넷상의모든

흔 을 지워주겠다면서 디지털 장의사임을 표방하고 있

다[12].

본 연구는 잊 질 권리와 련한 이러한 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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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직시하고잊 질권리의개념과법 토 ,잊 질권

리의 보장과 법 용에 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잊 질 권리의 문제 가운데 언론의 표

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가 충돌하는 부분에 을 맞추

어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잊 질 권리를 개인의 라이

버시권가운데하나로 악하여이두가지권리사이에

발생하는갈등을어떻게조 할것인지 안을강구하고

자 한다.

이를 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1)디지털 시 ,인터넷 상에서 ‘잊 질 권리’는 어떻

게 정의할 것인가?

(2)개인의잊 질권리와언론의표 의자유는어떻

게 충돌되는가?

(3)‘잊 질권리’는법 으로어떻게보장되어야하는

가?

와같은연구문제에답하기 하여이연구는다음

과같이진행되었다.우선‘잊 질권리’가 두된배경에

해 살펴 본 뒤 문헌 검토를 통해 ‘잊 질 권리’를 개념

으로 정리하고 련 논의들을 분석할 것이다.이어 잊

질 권리와 표 의 자유가 충돌될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알아보고자 한다.특히 본 연구에서는 잊 질 권

리 가운데 언론과 련한 부분에 한정하여 개인의 기사

삭제요청을비롯한개인의권리보호에 해고찰할것

이다.끝으로 잊 질 권리를 언론 재 차로 해결하기

해 필요한 요인들은 무엇이고,장애가 되는 요소는 무

엇인지에 해 알아보고 안을 모색할 것이다.

3. 잊혀질 권리의 정의 및 인정근거 

3.1 잊혀질 권리의 개념  

2010년 6월 유럽연합 ’정보사회와 미디어국장

‘(CommissionerforInformationSocietyandMedia)이던

VivianeRedin은 미국상공회의소에서 유럽연합의 개인

정보 보호방침을 밝히면서 '잊 질 권리보호'라고 명명

하 는데이때부터’잊 질권리‘는세간의 심을받게

되었다[13].잊 질 권리와 련해 유럽과 미국은 서로

입장차이를보이고있다.유럽의경우인터넷상정보주

체인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하고있으나미국은표 의자유에보다무게를두어잊

질 권리에 해 유보 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13].이

는 미국이 통 으로 수정헌법 제1조(the First

Amendment)에따라표 의자유를폭넓게보장하고있

을뿐아니라미국기업들이 로벌시장에서SNS의주

도권을쥐고있기때문에법제화할경우소송등여러가

지 문제에 직면할 우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5].

2010년EU의‘개인정보보호를 한포 근’은잊

질 권리를 ‘개인정보가 수집된 목 으로는 더 이상 필

요하지 않게 되었을 때, 는 그 개인이 개인정보수집에

한동의를철회하 거나,동의된보 기간이만료되었

을 때 그 정보를 완 히 제거할 권리’라고 정의하 다

[14].자신에게 해로운 향을 미치는 자기 련 정보의

사용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라고 정의하는 견해도 있다

[15]. 한, 과기록등일정한공 데이터의완벽한삭

제에 한 망각될 권리(oblivion,droitàl'oubli)와,자동

화된 처리과정에서 수동 으로 제3자에게 제공된 개인

데이터의 제거에 한 삭제될 권리(righttoerasure)를

구별한후그두권리를통합한개념으로잊 질권리를

악하기도 한다[14].그밖에 인터넷 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가담긴게시물등의삭제등을요청할수있는

권리라고보는입장도있다[16].인터넷상에서자신 는

타인에의하여창출된지속 으로검색되는자신과 련

된 정보를 포함하는 자료에 하여 각종 조치를 통하여

타인이 근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이자,타인에 의하여

해당 자료가 삭제되어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

라는 견해도 있다.이미 알려진 사실이 사정변경에 의하

여 달라진 경우에는 사정변경의 내용을 알리게 하여 변

경 의사실이완 히잊 질수있도록하는권리이자,

이미 알려진 사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라는 것

이다[17].

국내에서는 근래 들어 법학과 언론학 분야에서 ‘잊

질 권리’와 련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황성기[18]는

개인정보보호와표 의자유, 업의자유등기타헌법

가치 간의 충돌을 조화시키기 한 법익형량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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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개인정보보호와다른헌법 가치간의조화를 한

방향성 추상 인기 에 해고찰하 다.이재진‧구

본권[7]은 과거 기사 유통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기사 수

정에 한논의를 심으로피해를유형화하고해결방안

으로 재기구를통해조정과 라이버시개념에잊 질

권리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고은별‧최 희‧이

재일[19]은 EU와 한국에 구 된 잊 질 권리의 개념

차이 에 해비교분석하면서국내에서‘잊 질권리’에

한 반 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 다.

여러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잊 질 권리가 법률로 보

장되고있지는않지만,입법정책이나언론정책을수행하

거나학문 인연구를 해서는포 으로 근하는것

이 타당하다.잊 질 권리의 당연한 속성상 상당한 시간

이 경과된 이후에 오래된 과거의 기사를 상으로 하여

이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나아가 자신이나

타인에게공개할목 으로웹에올린개인정보나인터넷

서비스업체가수집한개인정보,인터넷서비스이용과정

에서 우연히 장하게 되는 개인 련정보 단편 인

개인 련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수집한 융합분석

결과정보[20]등에 하여서도[17]잊 질권리의보호

상으로 삼아 논의를 개해야 한다.다만,개인정보보호

법등구체 인법률해석에있어서는해당법률이정의

하는내용으로잊 질권리의보호 상이축소되는것일

뿐이다.

3.2‘잊혀질 권리’의 인정근거 

잊 질 권리의 인정근거에 하여는, 정보기술

사회에서헌법제10조에서연원하는인간의존엄과가치,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인 개인정보에 한 자기결정권의

하부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21].다른

한편으로,정보에 한 자기결정권에 해 헌법 명문상

으로 뚜렷한 인정근거를 찾을 수 없지만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고[22],이를 라이버시권의 극 인

형태,즉 개인이 자기에 한 정보를 언제,어떻게,그리

고 어느 범 에서 타인에게 제공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9].그러나 헌법에

명문규정이없는데임의로기본권을창설하는해석론은

헌법을 침해하는 헌 인 해석론이 될 수 있다.

한편 라이버시권은,사법상으로는 미국에서 사진촬

기술의 발달로 인한 황색 리즘에 항하여[23],

혼자 있게 내 버려 둘 권리(righttobeletalone)[14]가

작권 침해나 계약 반 내지 계약상 신뢰 반 법리,

는거래비 침해법리등으로보호되지않는정신 손

해임에 착안하여 보통법상의 불법행 책임을 지우거나

지명령을 발하는 근거로 논의되기 시작하 다[24].미

국의경우표 의자유와 라이버시권이충돌할경우에

표 의 자유를 우선 으로 보호한다[6].그러나 구나

표 의자유를가지므로공개된진실한정보는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의 속

성에 어 나게 될 수밖에 없다[21].따라서 미국식의 견

해를 택하여 잊 질 권리를 라이버시의 한 내용으로

보고,표 의자유를근간으로하는것은 하지않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의 하나로 정보에 한 자기결정권 개념을 세워놓고 있

다.인터넷의특성과우리의 실을고려할때잊 질권

리는 이러한 권리의 하 개념으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

할것이다.이경우개인이자신의정보의유통에 련된

정보 배포,그 열람‧삭제‧정정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는 극 의미의 정보에 한 자기결정권의 한 개념으

로잊 질권리를헌법상의기본권으로까지격상시킬수

있다.보충 으로개인정보자기결정권까지포섭하는내

용으로 의미가 변화된[21]우리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 과자유보장조항에서잊 질권리의인정근거를끌

어낼수도있다.이처럼우리헌법제10조를 주로하고,

제17조를보충 으로하여잊 질권리를인정하게되면

[25],잊 질권리와표 의자유 는언론의자유는서

로비교하거나형량할 상이될동등한순 의기본권

이 된다.

4. 잊혀질 권리의 법적 보장 

4.1 입법 정책적 측면 

잊 질 권리의 ‘권리’를 법 으로 주장하기 해서는

법률에명시하여이를보장하여야실효성을지니게된다.

잊 질권리를법률로규정해야한다는견해는개인정보

보호 통제권의필요성을논거로들고있다.반면이에

반 하는입장은역사 사실의왜곡,표 의자유침해,

실효성에 한 의문,사업비용의 막 한 증가 등을 반

근거로 내세운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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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이 격히 발달하고 데이터 장 용량이 확

되면서서구에서는'잊 질권리'를명문화한법을제

정하려는움직임이활발하게일어나게되었다. 랑스에

서는 2010년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일정 기간이 경과된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되었으며[14],이탈

리아데이터보호청도개인정보보호법제11조에같은취

지의 규정을 두었다[26].EU집행 원회는 2012.1.25.

인터넷 이용자의 잊 질 권리를 보장한 “데이터보호 규

칙”(DataProtectionRules)개정안을 확정‧발표한 상태

이며[16],2014년 4월에 개최될 유럽의회에서 채택될 것

으로 기 되고 있다[27].이것은 ‘모든 사람은 그 자신이

사 인 삶,가족,가정,통신을 존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한 유럽인권조약 제8조나[17],유럽연합 기

본권 장 제7조,특히 명시 으로 개인 데이터 보호를

규정한 장 제8조등에[28]근거를두고있다고보인

다[29]. 안제17조에따르면수집 는처리목 과

련하여그정보가더이상필요하지않은경우,정보주체

가 처리에 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동의한 보 기간이

도과된 경우,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처리를 거부한 경

우,개인정보의 처리가 다른 이유로 규칙안과 부합하

지아니한경우에정보주체는 리자로부터자신에 한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더 이상의 배포를 지할 권리를

갖는다(therighttobeforgottenandtoerasure)[14].한

편.미국의EdMarkey의원은15세이하청소년의인터

넷활동데이터삭제를내용으로하는청소년추 지

법안(DoNotTrackKidsAct)을제안하기도하 다[14].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2월 새 리당 이노근 의원이

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 진 정보보호등에 한

법률개정안을통해‘잊 질권리’의법제화가추진 이

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행법으로 일정 범

의잊 질권리를보호하고있다[2].따라서 행실정법

이외에 잊 질 권리를 보호하는 입법은 신 에 신 을

기해야 한다.표 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입법 만능주의

는헌법정신에어 나며헌법상의사 자치원리에도부

합하지 않는다.

 4.2 현행 실정법상 보장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진 정보보호

등에 할 법률‘제30조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은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한 동의를 철회

하면,수집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제3항),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

구하면 지체 없이 정정 는 정정 불가 사유 안내 등 필

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제5항)규정하고 있다.그리고

법률 제44조의2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

개를 목 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 훼손

등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지체 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을 취한 후 즉시 신청인 정보게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이러한 조치를 취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손해배상책임을감경받거나면제받을수있다.

다만,그러한 요청을 거 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가어떠한처벌을받지는않는다[6].이와함께정보통

신서비스미이용자의개인정보는유효기간3년이경과하

면 사업자가 기 는 분리 장‧ 리하도록 정하고 있

다[19].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법률 규정에 의해 잊

질 권리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

이밖에 개인정보보호법(2011.3.29.법률 제10465호,

같은해9.30.부터시행됨)제36조와제37조는자신의개

인정보를열람한정보주체에게그개인정보의정정‧삭제

는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처럼법률에의해‘정정‧삭제요구권’(제36조),‘처리정

지등요구권’(제37조)이인정되고있기때문에우리나라

는 입법 으로는 잊 질 권리에 한 법 근거를 마련

하 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16].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보호되는 정보는 개인정보

처리자등이보 하는정보로온라인상사생활침해 명

훼손정보에 한정된다.자연인(정보 상자)의 신원이

확인되었거나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처리자

등이 보 하는 정보,온라인상 서비스를 사용하다가 자

발 으로게시한개인정보(,사진포함),제3자등에의

해복사,복제,링크된개인정보등까지망라하여보호

상으로 하고 있는 EU집행 원회의 "데이터보호 규칙

(안)"(Data-ProtectionRules)과 비교할 때[19]그 보호

상인정보의범 가제한되어있다고할수있다.개인

정보보호법에 의하면,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주체

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고,개인정보 처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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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나일부를정지하여야한다[16].이때 컨 정보주체

가인터넷에자신의정보를올리면서제3자의공유를허

용하 고,제3자가 그 정보를 다른 곳에서 링크하거나,

복사하여 붙여 넣거나,기타 방법으로 원용하여 공유한

경우(이른바 퍼나르기)에도 해당 정보를 정정하거나 삭

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16].

EU집행 원회의"데이터보호규칙(안)"역시개인정

보처리 사업자의 의무로,직 보유한 개인정보를 곧바

로삭제하고,정보주체의개인정보에 한복사,복제

는링크삭제를요청받으면해당정보를처리‧취 하는

제3자에게알려야한다고정하고있다.그리고개인정보

를공개한경우, 한조치를취해야하고,제3자에공

개하는 것을 허락할 때에는 개인정보 처리 사업자가 공

개에 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19].그러나 우

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이러한 해석까지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업자 등 개인

정보처리자의 사이트상 개인정보만을 삭제할 의무를 지

우고 있기 때문이다[19].개인정보주체의 삭제요구가 받

아들여지지 않으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을 해야 하고,정정‧삭제‧처리정지 등을 하지 않고 개인

정보를계속이용하거나제3자에게제공하면2년이하의

징역 는 1천만 원 이하의 벌 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 법률제39조,제73조제2,3호).그러나개인정보보호

법은 소기업이나소규모사업자들에 한 외를인정

하는데 부족하고,우리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에 한 인

식이 낮다는 근본 인 문제에도 직면하고 있다[16].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가 ‘살아 있는 개인에

한 정보’만을 보호 상으로 삼고 있는 것도 실을 문제

가 된다.해당 정보가 유족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9].‘언론 재 피해구제 등에 한 법률’(이

하 ‘언론 재법’)제5조의2는 사망자의 인격권을 보호하

고있다.사람이살아있는동안에만든사이버상의자아

를 유기체와 달리 불멸의 존재로 인정할 수는 없다[2].

민법 제751조,제764조에 따르면 타인의 명 를 훼손

한 자에 해 피해자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손해배상

결 는 명 회복에 한 법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와함께언론 재법제30조에의한재산권이나인격권

침해 는 정신 고통에 한 손해배상,게시물의 삭제

등을 명할 수도 있다.한편 민법이나 언론 재법에 의한

반론권,정정보도 등의 언론피해 구제 차로는 잊 질

권리침해를해결할수없다는견해가있다[7].언론 재

법 제26조가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등의 청구에

해 그 청구기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러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청구원인을

언론 재법이아닌민법제751조나제764조에의한청구

로 구성하면,잊 질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를 해 법

원이해당언론사에기사의정정이나삭제등을명할수

있다.이러한 맥락의 례도 있다(법원 2013.3.28.선

고 2010다60950 결).

5. 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의 충돌 

5.1 실체법적인 해결

디지털 시 에 정보의 주체가 정보의 정정과 삭제를

요구할 권리와 게시자의 표 의 자유를 법 으로 균형

있게 조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특히 언론

재와 련하여‘묵은기사’로인한사생활이나인격권침

해를 주장하면서 과거의 기사에 한 삭제‧수정을 요구

하는경우해당정보주체와언론사의이익균형을어떻게

맞추어야하는지가 건이다.헌법 으로는기본권이충

돌할 경우 법익형량을 통해 어떤 기본권을 우선할 것일

지 순 를 정한다.이에 따르면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 보호와 표 의 자유 보장이라는 두 기본권에 해

어떻게 조정 할 것인지는 구체 인 사안에 하여 사회

인 여러 이익을 비교하여야 한다.표 의 자유로 얻어

지는이익이나가치와인격권의보호에의하여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해서 표 의 자유에 한 규제의 폭과 방법

을정하는것이다[12].그러나법익형량기 을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으면 그 기 을 용하는 국회나 행정기 ,

법원 등에 의한 자의 인 해결책이 제시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그법익형량기 을구체 이고상세하게설정

해 놓아야 한다.

이와 련하여 다른 기본권과의 계에서 표 의 자

유나언론의자유가가지는우월 지 를고려할때,개

인정보자기결정권과 표 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충돌

하는 경우 사안별로 다를 수 있겠지만,원칙 으로 표

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

다[18].언론의 묵은 기사도 시 를 기록한 하나의 역사

기록이므로 련자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과거의 기



Argument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focused on the reforming the press arbitration system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7

사를수정하거나삭제하는행 는가능한한허용되어서

는 안 된다고 것이다[7].유럽연합의 데이터 보호규칙

(DataProtectionRules)개정안제17조(3)도표 의자유

를보장하기 해‘잊 질권리’의 용을제한하고있다

[28].

반면 정보 공개와 개인정보 보호는 근본 으로 두 기

본권이충돌하는문제로어떠한기본권이더 요한지를

이고 보편 인 기 으로 정할 수 없으며,개별

이고 구체 인 상황마다 법익 형량을 통해서 따져야 한

다는 견해도 있다.언론사가 기록 형태의 콘텐츠는 그

로 유지하되,인터넷 검색을 통해 유통되는 과거 기사

는 조정의 상이 되도록 정해 언론의 보도매체로서의

기능과 개인의 라이버시 보호 요청 간에 합의 을 찾

을 수 있다는 것이다[7].

언론 재법 제3조 제2항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하여어떠한규제나간섭을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으

며제3항은언론의자유의사로정보원에 근하여취재

한정보를자유롭게공표할권리를보장하고있다.이는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권리를 보호하기 한 것이다.동

시에헌법제21조제4항은언론이타인의명 나권리

는 공 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피해

자는배상을청구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이처럼헌

법은자유권과개인의정보기본권사이의동화 통합을

도모하고있음을알수있다.인격의자유로운발 을

한 정보에 한 자기결정권 역시 언론의 자유권과 등

하게보장되어야할헌법상의기본권이지,정보기본권이

언론의 자유권보다 열등한 지 에 있는 것이 아니다.따

라서 인터넷 기사와 련된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잊

질 권리 사이에 어떤 권리를 우선시할 것인지는 사안별

로따져 야한다.이경우기사에서다루고있는개인정

보의 민감성 여부,그것이 공개되었을 때 얼마나 사람을

불쾌하게 하는지(highlyoffensivetoareasonable)[23]

여부,기사작성의 목 ,해당 기사의 기록물로서의 가치

등이 기 이 되어야 한다.

정보의가치는정치 경제 사회 기술등다양한변

수에의해 변화될수있다.따라서“한때는공 에게알

려진 정보로서 공개될 공 이익이 있었지만,시간의 경

과에따라사람들의기억에서잊 져 재는 라이버시

이익이더커졌기때문에그것을더이상공개하지않아

야 한다고 단해야 하는 지”(이른바 ‘실무 인 모호함’

practicalobscurity)를[14]결정해야 한다.

를 들어 인터넷 언론사에서 작성된 기사가 취재․

보도목 으로작성된것이라면정보주체의개인 인잊

질 권리보다 언론의 자유가 더 존 되어야 마땅하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4호).언론사가 작성한

기사가 역사 기록물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9].언론의 묵은 기사도 시 를 기록한 하나

의역사 기록으로보아야하므로 련자가요구한다고

하여 재 시 에서 과거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30].행 법에서 규정하는 ‘언론’이

란 언론 재법 제2조 제1호의 ‘방송,신문,잡지 등 정기

간행물,뉴스통신 인터넷신문’을 포함하며 ‘인터넷신

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한 보도‧논평

여론‧정보등을 하기 하여간행하는 자간행물로

독자 기사 생산과 지속 인 발행 등 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 을 충족하여야 한다( 법률 제2조 제10호

신문 등의 진흥에 한 법률 제2조 제2호).나아가 여기

에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5제1항이 규정하고있는‘인터

넷 언론’까지 포 하는 개념을 의미한다.

반면기사에서언 된개인정보가사상․신념,노동조

합․정당의 가입․탈퇴,정치 견해,건강,성생활 등에

한정보,유 자검사등의결과로얻어진유 정보,범

죄경력에 한 정보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같은

법시행령제18조에서규정하고있는민감정보라면표

의 자유보다는 잊 질 권리를 더 우선시해야 한다.아무

리 범죄를 지른 사람이라고 해도 신문사가 실명을 게

재한기사를작성하여출 하거나방송국이정규방송시

간에 범죄사실과 함께 그의 사진과 실명을 보도하는 행

는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 을 침해하는 것이다

[6].그러나공 인물을 상으로한기사의경우공익성

과 공공의 알권리가 우선되어 언론의 자유가 더 우선되

어야할것이다.이와같이개별사안마다잊 질권리와

표 의자유를비교형량할기 을제시하는것이 실

으로 바람직하다.표 의 자유 내지 언론의 자유보다 잊

질 권리의 보장이 우월하다고 여기면 해당 사안에

해반론,정정,삭제등을요구할수있어야한다.이때기

사의 내용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반론,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이 은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진실한

사실을 시하더라도명 훼손죄로처벌할수있다고하



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의 -언론중재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8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4 Jun; 12(6): 1-11

고 있고,언론 재법 제16조가 사실 주장에 한 언론

보도로인하여피해를입은자는그보도내용에 한반

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에서 보아도 분명하다.이처럼 잊 질 권리는 진실한 개

인 련 정보에 해서도 보호되어야 하므로[31]해당 기

사의 내용이 사실에 반한다면 정정과 삭제의 권리를 인

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5.2 절차법적 해결과 언론중재제도의 개선 

잊 질 권리를 보장하기 해서는 법 인 차가 보

장되어야 한다. 행법상 잊 질 권리는 최종 으로 법

원의 결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그 이 단계인

개인정보보호법 제40조의 개인정보 분쟁조정 원회나

같은 법 제64조에 의한 안 행정부장 과 같은 행정부

내의개인정보보호기 이나[32]언론 재법에의한언론

재 원회에 의해 구제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집단분쟁조정제도( 법률제49조)

단체소송제도( 법률제51조)를도입하고, 법을 반

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면책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지우

고 있다는 것( 법률 제39조)을 보아도 알 수 있다[21].

행법 시스템에서는 언론피해구제가 법원의 최종

인 결로 구제되기 때문에 그 이 단계인 언론 재

원회에 의한 구제에는 기 본질 인 권한 속성에 의한

제한이따를수밖에없다. 한과거기사의수정과삭제

를 조정 상으로 포함시키고 있지 않은[7]언론 재법

에의한잊 질권리의보장에는한계가있다. 행언론

재법상으로는사실과다른보도에 한정정,반론,추

후보도와손해배상청구만이조정 상으로되어있기때

문이다(제18조).따라서 행 언론 재법상으로는 최

보도시 에서기사의명 훼손여부나반론보도 상이

되지 않았던 사안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 새삼스

책임을 물을 상으로 변한다고[30]말하기어렵도록 되

어 있다.그리고 언론 재법 제14조 제16조에 의하면

정정보도 반론보도 청구에 하여는 그 청구시한을

언론보도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정하고 있으며,

언론보도가있은지6개월이지난경우에는사실에어

난보도일지라도정정보도청구의 상이아니라고규정

하고 있다. 법률 제17조도 언론에 의하여 범죄 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는 공표된 사

람에 해 그에 한 형사 차가 무죄 결을 받거나 이

와동등한 형태로종결된경우그사실을안날부터3개

월 이내에만 언론사에 이 사실에 한 추후보도 게재를

청구할수있도록되어있다.청구기간제한규정은같은

법제18조에의해언론 재 원회에조정을신청하는기

간에도 용된다.언론 재 신청기간의 제한 규정에 따

르면여러해가지난과거기사의수정‧삭제요구는언론

재를통해서는불가능하다.[7]따라서언론 재제도를

통한 잊 질 권리의 보장은 기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언론 재제도를통해잊 질권리를보장하기 해

서는언론 재청구기간제한규정을완화하거나폐지하

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이 필연 이다.

잊 질 권리는 과거의 사실과 다른 기사뿐만 아니라

사실에 부합하는 기사에 해서도 용될 수 있는 권리

이다.즉 시간이 오래 경과하 다는 을 정당화 사유로

하여 망각(oblivion)될 때가 되었음을 주장하여[28]과거

기사의삭제(erasure)를요구할수있음을권리의핵심요

체로 한다.그러나 행 언론 재법의 규정에 의하면 사

실과 다른 보도에 한해 정정,반론,추후보도,손해배상

등의구제를받을수있도록하고있어잊 질권리를보

장하기에는미흡하다.따라서잊 질권리가보장되어야

하는 과거 기사에 해서는 보도내용의 진실성을 묻지

않고언론 재 원회에의한조정이나 재의 상으로

삼도록 언론 재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뿐만 아니라

기사 작성당시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 다고

하더라도일정한시간이경과되어해당정보주체가동의

를철회할의사를분명히한경우역시언론 재의 상

에 포함시켜야 한다.

잊 질 권리에 기한 기사 삭제 요구청구를 언론 재

원회에 의한 조정이나 재의 상으로 할 때 조정에

의한 합의(행법 제23조),직권조정결정(행법 제22조

참조)의 주문으로는 삭제,정정,반론,추후보도 뿐 아니

라,해당 기사 내용을 검색엔진 웹페이지의 하단으로

려 나도록 하는 조치나[6]신청인 이름을 익명처리하기,

해당 기사에 한 근 제한 등의 조치를[14]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6. 결론

망각이 허용되지 않는 디지털 사회에서 잊 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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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장하고 이를 보장하는 것은 국제 으로 공통 인

문제가 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개인의 잊 질 권리를

으로 보장하는 일이 실 으로 불가능하다는 데

고충이 따른다.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이 사회

에서 필연 으로 잊 질 권리로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있는 반면에 표 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할 사 단체로

서의 미디어가 있기 때문이다.미디어가 리는 자유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를 감시하기 한 제

조건으로 보장되어야 할 공익 가치를 지닌 자유이다.

따라서 잊 질 권리와 표 의 자유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느 쪽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는가 하는

비교가 따를 수밖에 없다. 행법상 표 의 자유가 잊

질 권리의 근거가 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그리고 라이버시권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근거는 없

기때문에두권리가충돌할경우각각의이익을형량할

기 을 세워 일 되게 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그 기

으로는 해당 기사가 갖는 역사 기록물로서의 가치,기

사작성의목 ,해당게시물의창작성,문제된개인정보

의민감성,공 인인물에 한정보인지여부등을종합

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을 제시할 수 있다.

실 으로 잊 질 권리의 법 차를 보장하기

한장치로서언론 재법의개정이 안이될수있을것

이라고본다. 행언론 재법상으로는조정 상으로잊

질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정정 반론 는

추후등의보도청구권행사기간을지나치게3개월내지

6개월로짧게규정하고있어잊 질권리를보장하는데

거의 실효성이 없다.따라서 조속히 언론 재법을 개정

하여 잊 질 권리도 언론 재의 상으로 하고,그 청구

기간도 폭 연장하여야 한다.이와 함께 비록 사실이라

하더라도개인의권리를지나치게침해하는과거기사에

해삭제를요구할권리,정보주체의정보제공동의기

간의제한을두는규정등이포함되어야할필요가있다.

본 연구는 언론을 심으로 한 잊 질 권리와 련한

문제들을짚어보고국내외 련법을검토하여그 안으

로 언론 재법의 개정을 통한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

다.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언론 이용자들과 문가들

을 상으로한설문조사와심층인터뷰등 장연구가

배제되어 있다.향후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여 연구가 진

행된다면 보다 과학 인 자료를 토 로 한 객 이고

구체 인 안 모색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미국과 EU의 ‘잊 질 권리’에

한 다양한 입장과 우리나라의 법률 근거를 토 로 학

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간의견해들이논의되어한국의

련법 해석분야의 논의나 법의 제‧개정에 한 논의들

이활발해지기를기 한다.이와함께‘잊 질권리’에

한법철학 심 미디어분야의 심이확산되고‘잊

질권리’와 련한개인의피해구제논의가더욱확

되어 정보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가 동시에 존 받는 사

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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