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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환경에서 
프라이버시의 개념 변화

오태원*․유지연**

14)

‘손 안의 인터넷’이라고 불리는 스마트폰의 폭발적인 사용 증가와 함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의 성장은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에 대한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에 큰 변화를 가지

고 왔다. 최초의 프라이버시 개념이 디지털 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개념

을 포섭하는 것으로 변화한 것처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환경은 프라이버시 개념에 새로

운 변화를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는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한 현상적 분석 및 사회이론적 분석을 통해 소셜 네

트워크 서비스(SNS) 환경에서 예측되는 프라이버시의 개념 변화를 논의한다. 이로써 향후 프라이

버시 보호와 관련한 법과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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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환경과 사회문화적 변화 

프라이버시의 문제는 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가장 많이 논의되는 주제일 것이다. 

디지털화된 개인에 관한 정보와 일상정보가 인터넷망을 통하여 손쉽게 확산될 수 있

는 환경으로의 변화는 과거의 프라이버시 개념을 변화시켰고, 개인정보의 관리와 보

호의 의미를 강화시켰다. 더욱이 최근에는 ‘손 안의 인터넷’이라고 불리는 스마트폰의 

폭발적인 증가와 인터넷의 진화 및 다양한 서비스의 개인화 진전 등으로 프라이버시

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고방식과 행동방식

이 변화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른 프라이버시 개념의 변화를 분석

함으로써 향후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한 법과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프라이버시 개념의 1차적인 의미에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권리가 존재한

다. 최초의 프라이버시가 불법적인 침해에 대한 사생활 보호를 의미했던 것에 비하여, 

정보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는 디지털화된 개인정보가 인터넷을 통하여 유통되는 데 

있어서 개인이 주체적인 권리자로 행동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전반에 대한 본인의 권

리 범위가 확장된 보다 적극적인 권리로 변화했다. 

이러한 프라이버시 개념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 

환경에서 또 한번의 새로운 의미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과정을 살펴

보는 것은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분석과 대처를 생각해내는 초석이 될 것이다. 

1. 사회문화적 변화

(1) 행동방식의 변화

유선과 무선, 방송과 통신, 문자와 화상이 융합된 환경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정

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 매우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서울의 한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L씨(23)는 검도장

에서 하루를 시작한다. 한 시간 정도 운동을 한 뒤 자전거로 학교에 간다. 수업이 끝

나면 강남역 H어학원에 간다. 강좌가 끝나면 강남역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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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주 금요일에는 친구들과 강남역에 위치한 H주점에서 시간을 보냈다. L씨를 잘 아

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그저 평범한 대학생의 일상이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상술한 모든 정보가 위치기반 서비스(Location Based Services, 이하 

LBS)인 ‘포스퀘어(foursquare)’에 공개된 정보라는 점이다. L씨는 자신이 언제 어디

에 있다는 사실을 포스퀘어에 올린다. 그리고 전혀 모르는 누군가가 L씨의 행적에 대

한 정보를 취득한다.

그렇다면 L씨는 포스퀘어에 올리는 일상이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도 있다

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일까? 답은 그렇게 간단치 않다. L씨가 공개하는 일상은 포스

퀘어와 포스퀘어에 연동하는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등 SNS에서 친교

의 수단으로 이용된다. 어느 장소에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는 사실은 L씨의 온라인 ‘정

체성’을 구성하는 재료가 된다. 다른 이용자들은 L씨가 온라인에 기록하는 일상을 보

며, L씨와의 공통점이나 이야기를 나눌 만한 화제를 찾을 것이다. 이는 오프라인에서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과 별반 차이가 없다. 다만 일상생활을 말하는 대상이 친구에서 

온라인의 불특정 다수로 이동했을 뿐이다.

이렇듯 LBS 관련 서비스가 봇물이 터진 듯 증가하면서, 프라이버시의 경계가 무너

지고 있다. 이들 서비스의 특징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에 대해 기록하고, 

다른 사람과 이 기록을 나누면서 게임과 사교의 장으로 기능한다는 데 있다. LBS 관

련 서비스는 현재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단순히 어떤 개인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가를 공개하는 데 머

무르지 않고 있다. 많은 서비스들이 개인의 사생활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발전

해 가고 있다. 카페 등에서 흘러나오는 멜로디, 사람이 흥얼거리는 소리를 인식해 자

동으로 음악을 찾아주는 기능으로 해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샤잠(Shazam)’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샤잠은 어떤 음악을 어디에서 찾았는지를 공

유할 수 있는 ‘샤잠 커뮤니티’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포스퀘어가 해당 위치를 

방문한 사람이 ‘메이어(시장)’가 되는 일종의 ‘깃발 꽂기’라면, 샤잠 커뮤니티는 훌륭

한 음악을 추천하는 사람이 대접받을 수 있는 ‘인정 심리’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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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애플리케이션(앱 ․ 응용 프로그램)인 ‘미소 TV(miso TV)’는 음악이 아니라, 자

신이 보고 있는 TV, 영화, 동영상의 내용을 공유하는 서비스다. 미소 TV는 포스퀘어, 

페이스북, 트위터 등과 연동돼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친구들과 이야기할 수 

있다. 이처럼 사람들은 공통 관심사를 통하여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페이스북도 LBS를 활용하여 페이스북 친구들끼리 위치를 공유할 수 있는 ‘플레이

스(Place)’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트위터는 실제 장소를 트위터에 표시할 수 있

고, 특정 장소에 관한 글만 따로 모아 보여줄 수 있으며, ‘영화 보는 중’, ‘식사 중’과 

같이 자신의 현재 상태를 남길 수도 있는 등 LBS와 유사한 ‘관심사(Points of Interest)’

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듯 현재 SNS 환경에서의 사람들은 과거의 인터넷

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자에게 단순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차원

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생활을 공개하고 이를 통하여 새로운 사회관계

를 형성해가고 있는 것이다.

(2) 인식의 변화

어떤 사람은 프라이버시를 강하게 주장하며 자신의 정보를 관리하는 반면, 어떤 사

람은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준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그리고 행동방식의 변화와 맞물려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인식의 정도도 변화하고 있다. 프라이버시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서비스 환경

과 행동방식의 변화와 더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프라이

버시에 대한 생각이 몇 년 사이에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리스 인터랙티브(Hrris Interactive)가 2008년에 미국 10대들의 프라이버시 인식

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전체의 41%만이 프라이버시 문제를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10대 가운데 80%가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인터넷 쇼

핑을 망설인다는 1998년에 수행된 조사결과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 준다(한국경제, 

2010. 4. 20). 

또한 퓨인터넷(PEW Internet)이 2010년에 프라이버시와 소셜 미디어에 대해 조사

한 결과에서, 인터넷에 자신의 프로필을 올린 이용자 가운데 40%가 프라이버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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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를 꺼버려 누구나 자신의 정보를 볼 수 있게 해놓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

년층(18~29세)의 71%는 노출된 자신의 프로파일을 수정하거나, 제한하는 방법 등으

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노출된 정보 중에

서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개인정보가 드러날 만한 정보들은 감추고 있는데, 응답자의 

약 4% 정도는 실제로 좋지 않은 경험이나 잘못 게재한 정보로 곤란한 적이 있었다고 

답했다. 또한 자신의 이름으로 검색을 해봤다는 응답자는 57%로 2006년의 47%에 비

해 10% 정도 높아져, 온라인상에서의 자신의 평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Pew Internet, 2010. 5. 26).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개인정보에 대한 능동적인 관리를 통하여 자신의 프라이버시

를 보호하며, 나아가 자신의 사생활 정보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좋은 정보는 공개함

으로써 자신의 평판을 관리(Management of Reputation)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SNS 환경에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페이스북 최고경영자

(CEO)인 마크 주커버그(Mark Zuckerberg)는 “사회 규범은 진화하는 것으로, 전통

적인 프라이버시는 더 이상 사회의 규범이 아니다(TechCrunch, 2010)”라고 인식 변

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또한 구글 최고경영자(CEO)인 에릭 슈미트(Eric 

Schmidt)는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면 처음부터 인터넷에 올리지 말

아야 한다(Wallstreet Journal, 2010)”라고 하며 개인 스스로의 정보관리 중요성을 강

조하였다. 

결론적으로 어윈 알트먼(Irwin Altman)이 “당사자가 자신을 어느 정도 공개할지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면 프라이버시는 유지된다. 문제는 프라이버시 자체가 아

니라 공개과정과 수위(Altman, 1975)”라고 말한 바와 같이, 전통적인 사생활의 의미

는 매우 축소되고,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얼마나 보장되었는가가 프라이버시

를 보호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SNS 환경에서

의 프라이버시의 보호에 있어서 이용자가 프라이버시에 둔감하거나 민감하거나에 관

계없이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는 결국 이용자 자신의 선택과 책임에 달렸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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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문화적 변화의 배경

SNS의 정의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SNS는 현대사회에서 분자화되어 있는 개인이 

자신과 비슷한 관심과 취향을 가지고 있는 타인들과 재공동체화하는 과정에 매우 적

합한 서비스이다. 즉, SNS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과 성장은 현대사회의 개인에 대한 

성찰과 관련하여 매우 당연한 사회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SNS 사용의 구체적인 동기는 근본적으로 자아의 확인, 사회적 관계의 형성과 심화, 

그리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형성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현대사회에서 분

자화된 개인이 재공동체화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갖게 되는 자아, 관계, 공동체라는 사

회적 욕구가 SNS에서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사회적 욕구가 

새로운 것은 아니며, 재공동체화의 과정이 SNS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

니다. 그러나 SNS는 개인의 사회적 욕구를 표출하기에 매우 적절한 장소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욕구를 달성하는 데에 가장 핵심은 개인에 관한 

정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자아의 확인은 자신에 대한 정보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그 개인정보는 타인에게 어떠한 인상을 전해준다. 또한 상호관계와 공동

체에서 개인정보는 서로 간의 친밀감과 동질성을 가져다준다. 

즉, 개인들은 자신의 사회적 욕구의 달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 결국 프라이버시 문제를 자신의 결정에 의한 문제이기 때문에 스스

로 책임져야 한다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SNS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의 자발적 공개과정이 진정 합리적인 결정의 결

과인지에 대하여 반성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SNS에서 자신의 사생활을 

공개하는 과정을 분석하면, 그 공개과정이 합리적인 행동의 결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과 연계된 여러 가지 심리분석이 

1) SNS(Social Network Service)는 자신의 취향과 활동을 공유하거나, 타인의 취향과 활동을 관찰하

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위한 온라인 사회관계의 형성에 중점을 둔 서비스이다.

“A Social network service focuses on the building and verifying of online social networks for 

communities of people who share interests and activities, or who are interested in exploring 

the interests and activities of others, and which necessitates the use of software(IWGDPT,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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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경향이 있다

(Cialdini, 1993). 이러한 경향의 문제점은 타인들이 그 행동의 문제나, 위험성을 알고 

있다고 오해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 혼자만 노출되어 있을 때보다 여러 

군중 속에 섞여 있을 때, 안심하게 된다고 한다. 즉, 사람들은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는 

데에 단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라는 쉬운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사람들은 행위 당시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쉽게 제외하는 경향이 

있다. 현실에서는 낯선 타인이 있는 경우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떠벌리는 사람은 매우 

적을 것이다. 하지만 SNS에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낯선 이가 자신의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쉽게 망각한다. 특히 친구공개나 카페공개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

러나 인터넷에 공개된 자신의 정보는 손쉽게 낯선 이에게로 전해질 수 있다(Brin, 

1998).

셋째, 사람들은 다른 사람, 특히 오랜 친구나 가족에게 무언가 개인적인 것을 이야

기할 때에 상대방이 ‘개인적’인 이야기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비밀을 

유지해줄 것을 기대한다. 더군다나 이러한 신뢰의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

하는지를 본인이 알 수 있다는 전제(일종의 감시)가 존재한다(Brin, 1998). 문제는 사

람들이 SNS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과 현실 공간에서 친구나 가족에

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혼동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왜 SNS에서 열광하고 거기에서 자신을 드러내면서 관계를 형성

하는지, 그리고 그 공개의 과정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요약하면, 현대사회

의 숙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분자화된 개인’이 재공동체화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SNS

에 열광하게 되었으며, 개인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개인들은 자신을 드러

내고 자아, 관계, 공동체라는 만족을 찾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근본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자신에 대한 공개이고, 결국 개인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게 된다

는 것이다. 그러나 그 공개의 과정이 합리적이지만은 않다.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사회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자신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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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공개하는 것인 만큼, 프라이버시 문제를 이용자 개인의 책임으로 단순하게 귀결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첫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분자화된 개인이 재공동체화를 지향하

는 것은 어찌 보면 필연적인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선택이자, 결정의 문제로 단순히 

치부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즉,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마음에 걸리면, 서비스

를 사용하지 않으면 된다’고 간단하게 결론 내리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다.

둘째, 공개의 과정이 개인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해나 착각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상당한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

이다. 이러한 점들이 SNS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단순히 이용자 개인의 책임으로 방

치하는 것이 아니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공적 메커니즘이 작동해야 하는 근거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Ⅱ.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환경과 프라이버시의 개념

프라이버시 보호 방향의 제시에 앞서 사생활의 자유 개념을 통한 프라이버시에 기

초하여 SNS 환경에서 문제시되는 주요 쟁점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SNS 이전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의 유통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이 직접 제공한 

정보에 한정되었다. 그리고 개인이 가입되어 있는 커뮤니티, 개인이 게재한 글이 있는 

해당 게시판,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의 프라이버시가 유지될 수 있었

다. 그러나 SNS의 등장으로 개인정보의 제공방식과 공유범위가 변화하고 있다. 서비

스 제공자에게 제공하는 1회적인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SNS상에서 자신의 일상을 기

록(Life Logging)함으로써 개인에 대한 정보가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그

리고 SNS에 게재된 개인에 대한 정보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친구의 친구를 거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 및 공유됨으로써,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도 

하고 그 정보를 이용한 누군가에 의해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기도 한다.

즉, SNS는 개인의 정보 공개와 그 정보에 대한 응답 혹은 새로운 정보 제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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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관계형성 및 유지가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2)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식별 정보는 아니지만 SNS에 게재하는 글 또는 영상을 통하여 위치와 가족정보, 

그리고 성향정보 등이 노출되고 전달되며 악용되기도 한다(한국일보, 2011. 1. 28). 

일례로, 미국 인디애나 주에서는 트위터에 올려진 공연을 보러 간다는 정보로 인하여 

빈집털이를 당한 사건이 있었으며(조선일보, 2010. 4. 17), SNS와 인터넷 검색 서비

스가 결합되면서 본인이 공개하고 싶지 않은 사생활 또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털을 

통하여 검색 가능하고(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2011. 2. 9), 이로 인하여 사회적 논란

의 발언 대상자에 대한 신상털기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데일리안, 2010. 11. 24).

<표 1> 프라이버시 자유 개념에 기초한 SNS 이전과 이후의 변화

SNS 이전 SNS 이후

사생활 비밀의 

불가침

개인에 관한 정보는 대부분 개

인이 직접 제공한 정보에 한함

SNS의 다양한 정보 서비스와 SNS의 전달 및 공유 

기능(예시: 트위터의 리트윗) 등을 통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할 수 있

는 권리가 침해당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짐

사생활 자유의 

불가침

개인에 대한 정보가 개인이 가

입한 커뮤니티, 해당 게시판 등 

일부분에 한정되어 공유됨 

SNS에 게재된 정보의 자유로운 열람과 SNS의 추

천 기능(예시: 페이스북의 친구추천), 그리고 인터

넷 검색 서비스 결합 등을 통하여 사생활 설계 및 

내용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짐

자기정보의

관리 통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이 제공

한 정보에 한정함으로써 관리,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함

SNS의 네트워크성은 어떠한 정보가 누구누구에게 

전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어렵게 함으로써 관

리와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당할 가능성이 더

욱 높아짐

이러한 변화를 프라이버시 개념인 사생활 비밀의 불가침, 사생활 자유의 불가침, 자

기정보의 관리 통제 등3)에 기초하여 SNS 이전과 이후로 비교하여 정리하면, 위의 <표 1>

2) 구글의 프로필 작성란에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수록, 친구들이 당신을 찾기가 더 쉬워질 것입니다

(The more information you provide, the easier it will be for friends to find you)’라고 되어 있다.

3) 헌법재판소는 ①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사생활 비밀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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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Ⅲ.프라이버시 관련 법정책의 개선 방향

1. 프라이버시 관련 국내외 법제도 분석

앞선 논의를 통해 SNS 환경에서 프라이버시 보호의 문제는 이용자 개인의 책임으

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공적 메커니즘이 작동해야 하고, 

개인의 개별적인 합리성에 기반을 둔 선택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

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프라이버시 관련 현행 법제도

의 분석을 통해 프라이버시 관련 법과 제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지에 대

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1) 프라이버시 관련 현행 법제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현행 법제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가장 기본적인 

법률이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이 두 법을 통합한 개인정보 보호 법안

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SNS 환경에서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근거법이라 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은 서

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라는 두 주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수

집 시 동의획득 및 개인정보 수집 제한’, ‘개인정보 수집 시 의무사항의 고지’, ‘개인정

보 위탁사실의 고지’, ‘영업의 양도 ․ 양수 및 합병 사실의 고지’, ‘목적 외의 개인정보 

이용 ․ 제공 금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 정정 및 동의철회 보장’, ‘개인정보의 파

기’,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가침)와 ②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를 방해받지 않을 권리(사생활 자유의 불가침), 그리고 

③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 통제할 권리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권리로(헌법재판소 2003. 

10. 30. 2002헌마518.) 프라이버시 권리를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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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 보호 법안에는 공공과 민간이 통합되고,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가 설립되며, CCTV에 대한 규정이 도입되는 등의 변화가 있지만, 개인정

보 보호의 기본 틀은 동일하다. 즉, 개인정보 수집자와 개인정보 제공자라는 양자적 

구조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제공자(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구체적인 발현 

형태인 동의권, 열람청구원, 정정청구권, 동의철회권 등이 보장되는 법제도 환경을 갖

추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이러한 기본적 법제구조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결코 아

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본 구조가 SNS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에 대한 해결

책으로 작동하는 데에 난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첫째, 당사자 개인의 문제이다.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기본적인 틀은 개인정보 제공

자와 개인정보 수집자의 양자적 구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의 신원정보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

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데 기인한다. 그러나 SNS에서의 정보 공개는 전혀 다른 형

태를 띤다. SNS에서 사람들은 자아확인, 관계형성 및 공동체에서 동질감과 신뢰감을 

주기 위한 전제로 자신에 대한 정보(일상정보 등)를 공개한다. 이는 서비스 제공자에

게 서비스 제공의 전제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 SNS에서 개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는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함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SNS에서의 개인정보 공개의 대상은 서비스 제공자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타 

이용자가 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타 이용자들은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에서 

상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수집자의 지위를 갖는 것인가? 수집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

면, 타 이용자들은 기존 개인정보 보호 법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수집자의 

각종 의무들을 모두 지켜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일부만을 지켜도 되는 것인가? 

둘째, 개인정보 제공과정의 문제이다. 기존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틀은 서비스 이용

을 위하여 자신의 신원정보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중심으로 권리 ․ 의무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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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SNS에서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주요한 시점은 가입 당시라기

보다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는 매시점이 개인정보가 공

개되는 시점이 된다. 따라서 기존의 법제가 고지와 동의라는 절차를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는 데 비해, SNS에서는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면서 공개의 규모

와 범위, 기간 등을 스스로 결정하는 구체적 설정 절차가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법제에 SNS가 던지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

의 기본 틀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SNS상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

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 모습을 간략하게 알아본다.

(2) 주요국의 대응

프라이버시와 SNS의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발 빠르고 주요하게 움직이고 있는 곳

은 EU라고 볼 수 있다. EU에서 개인정보와 관련한 가장 기본적인 법제는 정보 보호 

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 DPD)인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SNS

에서의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DPD의 기본적인 개인정보 보호 구조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제적인 연구그룹인 IWGDPT 

(International Working Group on Data Protection in Telecommunications)는 이미 

2008년 3월에 SNS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

표하였다(IWGDPT, 2008).4) 또한 EU의 정보 보호 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 

제29항에 의거한 Data Pro- tection Working Party는 2009년 SNS에서의 프로파일 

정보 관리, 사업자의 정보 공지 의무, 제3자와의 정보 제공, 직접 마케팅, 이용자 권

한, 아이 및 소수자 보호 등과 관련한 내용들을 공지한 바 있다.5) 

영국에서는 온라인 개인정보와 관련된 기본법으로 ‘Data Protection Act 1998’이 

있는데,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자의 지위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하여 현재까지

4) 구체적인 내용은 이원태 외(2010)의 [부록 2]에서 전문 참조.

5) 구체적인 내용은 이원태 외(2010)의 [부록 3]에서 전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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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정적인 해석을 하고 있으며, 법률 제32조에 나오는 예외(레크리에이션과 신문잡

지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영국의 정보위원회(Information 

Commissioner: ICO)는 SNS와 프라이버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특히 청

소년이 SNS에서 지나치게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도록 권고하였다.6)

독일에서는 개인정보 기본법으로 독일연방 정보 보호법(Federal Data Protection 

Law: Bundesdatenschutgesetz, BDSG)이 있으며, 이는 공공과 민간에 모두 적용된

다. 온라인 활동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텔레미디어 법(Telemediengesetz, TMG)이 적

용되는데, 텔레미디어 법에 따라 SNS 제공자에게는 연방 정보 보호법이 적용되는 것

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베를린 정보 보호 위원회에서 SNS와 정보 보호 이슈에 대

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The International Working Group, 2008).

캐나다에서는 프라이버시 위원회에서 SNS를 통한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데에서 발

생하는 위험을 시민들에게 경고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프라이

버시 위원회는 SNS에서 무분별한 개인정보 공개의 위험을 경고하는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당신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가?(What Does a Friend of a Friend of a Friend 

Need to Know About You?)”라는 비디오를 제작 ․ 배포하였다(OPC, 2007. 10. 10). 

2.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환경에서 프라이버시 보호

(1) 프라이버시 보호 방식의 제안

상술한 바와 같이, SNS의 환경은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와 맞지 않는 면이 있

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가 틀렸거나, 완전히 고쳐야 한다는 것

은 아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양자 구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고지와 동의라는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 또한 여전히 중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틀 속에 SNS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규

정을 삽입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법리적으로는 열람청구권, 정정청구권 등 

6) 영국 정보위원회(ICO), http://www.ico.gov.uk/Youth/section3/intro.aspx 참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환경에서 프라이버시의 개념 변화

2011/3/2

…
39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보장하는 규정으로 현재의 규정에 약간의 문구수정이 가능하겠

으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SNS에서 프라

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주요하게 규정되어야 하는 부분이 개인정보 제공자이자 수집자

․이용자인 타 이용자의 지위에 관한 문제인데, 이에 대한 세계적으로 일관된 해결방

안이 나와 있지도 않은 데다가, 법규적으로도 이 문제는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구도

의 문제인 탓으로 조항을 삽입하는 것 역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개인정보 

공개과정에 있어서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를 서비스의 다양한 형태마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

인 규정의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SNS에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정책적 방안은 단순히 법을 제정 혹은 

개정하는 한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법, 사회규범, 코드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형성하는 쪽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즉, 법적으로는 

SNS에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인 규정이 삽입되어야 하며, 사회규범적

으로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자신의 개인정보처럼 소중히 다루는 윤리가 정착되도록 지

원해야 하고, 남들이 한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하거나 부주의하게 개인정보를 노출하

는 관행이나 관습을 개선하도록 경각심을 유발시켜야 한다. 또한 코드적으로는 서비

스 제공자가 각종 정보 공개과정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구체적으로 실

현되어 실질적인 합리적 선택이 보장되도록 서비스와 시스템을 제공하도록 하고, 이

용자의 경각심을 자극하는 고지를 실질화하는 등의 프로그램적 노력을 이끌어내는 방

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2) 프라이버시 보호 방향의 제안

SNS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공적 구조, 즉 법, 규범, 코드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는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공적 

구조가 지향해야 하는 주요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강화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강화는 단지 자기결정권이 있음을 천명하고 그에 대한 보장을 규정하는 데에 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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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구성하여야 한

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SNS에서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발현은 단지 서비

스 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는 시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관한 정

보를 공개하는 매시점마다 자기결정권을 구체적으로 발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자기정보의 공개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여야 한다. 앞서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와 같이 SNS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적 욕구의 충족을 위하여 타인과 유대감, 동질

감, 친밀감을 형성하는 취향, 행동, 관심 등 자신의 개인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한다. 

사람들에게 가입 시 작성하는 성명, 주소 등의 신원정보만이 개인정보가 아니라, 스스

로 올리는 다양한 정보가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

며, 그러한 공개과정에서 자신이 책임 있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 신중

하고 합리적인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타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존중하여야 한다. SNS에서 이용자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제공자이지만, 동시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읽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개인이 

수집자가 될 수도 있고, 침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SNS에서 타인의 취향

과 관심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여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는 것

과 타인의 개인정보를 탐색하여 누출하는 것은 사회적 의미가 전혀 다른 행동임을 인

식할 수 있도록 윤리적인 규범을 형성해야 한다. 또한 개인의 취향과 관심에 대한 정

보가 다량 공개되는 SNS의 특성상 부지불식간에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

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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