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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보화 기술이 발전되고 보편화 되면서 상업과 자본,

의 대형화가 이루어져 나 같은 대형 포털Naver Google

사이트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인터넷이 를 비롯하. TV 여,

신문 라디오 등 매스미디어 매체들의 기능을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위험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위험.

은 시간이 흘러도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인터넷에 기

록된 데이터들로 심각한 사생활 침해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온라인상에서 개인의 데이터를 검색해 보면 정리되

지 않거나 삭제되지 않은 자신의 정보가 그대로 남아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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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의 도입과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for Applicating and Introduc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Seo Yunhee , Chang Younghyun

요 약 대형 포털사이트들이 매스미디어 매체들의 기능을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위험요소가 제기되기 시작하

였다 시간이 지나도 무한대로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인터넷에 기록된 데이터들로 심각한 사생활 침해문제가 발생.

하게 되었다 과거에 기록된 개인데이터를 기반으로 민감한 정보를 유추해 내기도 하고 개인정보 자체가 유출당하기. ,

도 한다 개인의 신상 털기를 통한 마녀사냥은 피해 당사자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문제점으로 중대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하여 온라인상의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

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및 적용에 관한 연구와 동시에 암호화 관리 소유권 상속 블라인‘ ’ , ,

드 처리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주요어 : 잊혀질 권리 개인정보 정보보호 암호화 상속, , , ,

Abstract As a large portal sites are beginning to replace the function of the mass media, new risks began to

raise. It remained without being deleted that data written to the internet was a serious privacy problem occurs.

The sensitive information was inferred based on the personal data recorded in the past and also another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itself. Witch-hunt through the personally identifiable rob has emerged as a serious social

problem and damage to the parties not be able to live a normal life.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study on

the need for a 'right to be forgotten' to delete the personal information relating to on-line through international

case studies and activation measures. At the same time, we proposed improvement measures, such as encryption

management, ownership inheritance, and blind treatment.

Key Words : Right to be Forgotten, Privacy, Data Protection, Encryption, Inheri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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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서 노출되어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과거에 기록된 개인데이터를 찾아 정치적 성향 과거,

의 행적 등을 들추어 개인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유추해

내기도 하고 개인정보가 유출 당하기도 한다 특히 개, .

인의 신상 털기를 통한 마녀사냥은 피해 당사자가 정상

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문제점으로 한 사

람의 인생을 파멸시킬 정도로 과도한 측면에서 중대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이 온라인상에서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 라는 개념이 제시되었다‘ ’ .

유럽에서는 잊혀질 권리를 적극 추진 중이며 국내에‘ ’ ,

서도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 ’

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잊혀질 권리의 정의 및 문제와.

해외의 사례 및 대응방안 국내의 사례 및 대응방안 국, ,

내에 잊혀질 권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방안에

관하여 제안한다.

.Ⅱ 잊혀질 권리의 개념 정의

선행연구에서 와너 는 잊혀질 권리를 기(Warner) '

록의 보유에 관한 법적 규제로 포괄적으로 정의했다' .

는 기록이 저장되어 있는 영구적인 저장소로부Conley '

터 특정한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규정했다' .

개인에 관한 기록들은 실제적으로 디지털 정체성의 일

부분이며 개인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 의,

해 통제되기 보다는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자기 결정권의 핵심적 부분이며 개인에게

자신의 역사를 통제하고 그 역사 속에 숨을 수 있는 능

력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지타운 로스쿨의.

프란츠 웨로 교수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웹에 남겨둔 자'

신의 정보를 통제하고 정보를 지우는 것이 가능한 권리'

라고 언술했다 존 핸들은 잊혀질 권리를 발전 과정에.

있는 권리로 분류하고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통제해'

데이터 추적을 제거하고 구글 같은 회사에 자신의 검색

결과물들을 제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허락되는 권리'

라고 해석했다.

유럽위원회는 잊혀질 권리를 해당 데이터가 더 이상'

합법적인 목적으로 필요치 않을 때에는 데이터를 더 이

상 처리하지 않고 삭제하는 개인의 권리라고 했다' .

년 월에 는 잊혀질 권리를 개인이 데이터가2011 11 EU '

수집되었을 때의 용도로 더 이상 필요치 않을 때는 완전

히 삭제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했다 에서 파일을' . SNS

지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사진이나 댓글 같은 개인적 데

이터를 완전히 삭제하도록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잊혀질 권리는

이용자가 본인의 게시물이나 컨텐츠에 대해서 원'SNS

하는 경우 파기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요점으로 한다 사업자가 게시물이나 컨텐츠에 대. SNS

해서 보유 기간을 설정하고 외부 공개 차단 기능 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회원 탈퇴 시에는 이를 지체 없

이 파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재진 구본권은 과거의 신문 기사가 지속적으로·

유통됨에 따른 피해에 주목했다 이들은 잊혀질 권리를.

인터넷 이용으로 일부의 사람에 대한 과도한 프라이버'

시 침해가 일어나게 될 경우 더 이상 사회의 공공적이지

않은 사안의 기사에 언급된 관련자가 인터넷 검색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의했다 아울러 현행 언론중재법에' .

과거 기사의 수정과 삭제를 명시하여 조정대상에 포함

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잊혀질 권리는 정보'

의 생성 저장 유통의 과정에서 개인의 자기 정보 소유, ,

권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과 관련된 정보

의 유통기한을 정하고 삭제 및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1].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완벽한 사회적 기억

을 규범화했고 망각을 예외로 만들어 버렸다 디지털 시.

대 망각의 미덕을 주장하는 빅토어 마이어 쇤베르거는

디지털화 저장의 저렴함 손쉬운 검색 글로벌 범위가, , ,

삭제 불가능한 현실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 .

특히 매스미디어의 데이터베이스는 과거 기사의 부

활을 가져왔다 인터넷 이전의 정보 유통은 제한적이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졌다 특정 정보에 대해 아는 사람만.

아는 시대였고 언론의 기사는 미디어에 따라 고유한 유

통기한이 있었다 하지만 언론 기사의 데이터베이스는.

한번 보도된 기사의 유통과 유효기간을 거의 무한대로' '

만들었다.

개인정보 삭제와 관련한 또 하나의 이슈는 이용자가

사망했을 때 발생한다 더 이상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

는 이용자가 없는 상황에서 죽은 자의 디지털 정보는 처

리하기 모호한 상태로 남게 된다 삶과 죽음을 초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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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억의 지속은 사망자의 사생활 정보를 사이버

공간에서 영원히 보존시킬 것인지 아니면 지울 것인지,

삭제한다면 누가 언제 어떻게 삭제할 것인지에 대한 의,

문점을 던진다 또한 우리가 만든 사이버 상의 또 다른.

나를 생물체와 달리 불멸의 존재로 인정해야 하는 것인

지 인간처럼 죽음을 맞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

민을 안겨준다 어떻게 기억 되는가 못지않게 어떻게 잊.

을 것인가도 중요해진 것이다[1].

잊혀질 권리에 관한 문제.Ⅲ

영구 기록된 개인데이터의 문제점

인간은 망각을 통해 과거의 잘못과 실수를 잊고 이것

을 발판으로 삼아 새롭게 출발하여 더 나은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에 기록된 데이터는 시간이 지.

나도 지워지지 않아서 인류는 망각이라는 기본적인 기‘ ’

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

인터넷 검색 특히 구글링을 통해 볼 수 있는 개인 신,

상정보 개인이 사망한 뒤 페이스북에 남아 있는 사적인,

사진 트위터에 남겨져 있는 사적인 이야기 등의 정보는,

작성한 개인의 것이지만 그 정보의 삭제 권한은 기업에

게 있다 그래서 개인이 맘대로 자신이 입력한 자료들을.

삭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수많은 개인 정보들이 고,

스란히 인터넷에 잔존 데이터로 남겨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인터넷 공간에 남아있는 개인정보는 그 정보의

소재나 처리의무자를 확인하는 것도 어려워 개인정보를

사용자가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은 쉽지 않다.

이와같이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나 통제권이 유명

무실한 만큼 전 세계적으로 잊혀질 권리의 필요성이' '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2].

잊혀질 권리의 결정권과 통제권

잊혀질 권리의 보장은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자

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정보 주체의 통제권,

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보통신 서비스 사.

업자는 특정 개인과 관련된 정보를 생산 제작하지 않‘ ’ ·

았음에도 해당 정보에 대한 삭제조치 혹은 처리조치를

취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된다 또한 제 자가 특정 정보. 3

를 처분하는 경우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또 다른 기본

권인 표현의 자유 를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표현의 자유의 균형을 고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잊, “

혀짐 이 실질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인가”

에 관한 것도 생각 할 필요가 있다[3].

국내외 사례 및 대응.Ⅳ

유럽

개인정보보호규정 안 의 제 조에 규정된 잊혀EU ( ) 17 ‘

질 권리란 정보주체가 온라인상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

보에 대한 삭제 및 확산 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

다 보호규정 안 은 표 과 같다. ( ) < 1> .

표 의 개인정보보호규정1. EU

Table 1. Privacy Policy of the EU

1.
기업이나 기관은 개인정보 수집 생성 단계부터 용도를·

명확히 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개인정보 분실 도난 훼손 발견 시 개인정보처리책임· ·

자는 규제 기관과 정보주체에게 시간 내에 충분한 정24

보를 통지해야 한다.

3.
정보주체의 삭제 요구 시 개인정보처리자는 완전한 삭

제를 수행해야 한다

4.
정보주체가 다른 기업으로 개인정보 이동을 요청 시 해

당 개인정보를 관리하던 기업은 이를 허용해야 한다.

5.
개인정보 침해 시 집단소송 선택권과 형사처벌조항 등

정보주체를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잊혀질 권리에서 이용자는 자신의 정보를 삭제하거‘ ’

나 또는 확산 중지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용.

자 즉 정보주체가 삭제 및 확산 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 정보의 범위는 자기 자신이 게재한 자신의 정(1)

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링크 및 복사 제 자가. (2) (3) 3

게재한 글에 자기 정보 등을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범

위이다.

반면 잊혀질 권리에서 포털 서비스 사업자 등 개인, ‘ ’

정보 처리자의 의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삭제 요청

시 개인정보를 바로 삭제해야 한다 또한 정보주체의. ,

개인정보에 대한 복사 복제 또는 링크의 삭제 요청 시,

해당 정보를 처리하고 취급하는 제 자에게 통보해야 한3

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를 공개한 경우 기술적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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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제 자가 공개를, 3

허락할 시 개인정보 처리자는 공개에 대한 책임을 부담

해야 한다 책임은 삭제나 처리 정지등을 의미한다. .

역으로 매스미디어 게시물에는 잊혀질 권리의 적용‘ ’

을 제한하는 등 상당히 폭넓은 적용 예외를 인정하고 있

다 즉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와 공공 보건 부문. ,

에서 공익을 위한 경우 역사 통계 과학 연구 목적으, · ·

로 필요한 경우 합법적이고 타 법률에 의해 개인 정보,

를 보관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잊혀질 권리를 적용하‘ ’

지 않는다[4].

잊혀질 권리에 관한 유럽의 한 사례로 년 독일, 2009

에서 범죄자들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죗값을 모

두 치른 후 범죄 기록을 인터넷에서 지워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 소송을 제기한 범죄자들은 이미 죗. ‘

값을 치른 이후에도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있

어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

독일 법원은 범죄자들에게도 잊혀질 권리가 필요하다‘ ’

고 판단하고 원고가 승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처럼 독.

일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표현의 자유보다 개인정보의‘ ’ ‘

중요성을 더욱 중요시 여기고 있다 이와같이 유럽은’ . ’

잊혀질 권리에 대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5].

미국

미국은 공권력에 의해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

는 것을 매우 우려하는 입장이다 사람은 누구나 표현의.

자유를 가지기 때문에 공개된 진실한 정보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잊혀질 권리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것,

이다 인터넷의 특성인 개방성의 특징에도 반하기 때문.

에 실질적인 차원에서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에 사용자들의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인터넷 서

비스 이용에 있어 자신과 관련된 개인정보 및 디지털 유

산의 처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서 사망 이후나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 사이트에 대

한 계정을 탈퇴해 주거나 삭제하는 작업을 대행해주는

라이프인슈어드닷컴 과 같은 서(www.lifeensured.com)

비스가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6].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는 지금 다시 페이‘

스북을 만든다면 친구에게만 허용하는 개인정보를 모두

에게 공개로 기본 설계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이처럼’ .

미국 내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다는 표현의 자유

를 좀 더 중시하고 있으며 잊혀질 권리에 대하여 미국, ‘ ’

은 거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자국 기업들에게 적극

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5].

한국

유럽의 잊혀질 권리 도입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잊‘ ’ ’

혀질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 .

회는 이용자가 본인의 게시물이나 컨텐츠에 대해SNS

서 삭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잊혀질 권리를 검토 중’ ‘

에 있다 그러나 유럽과 달리 에 한정되어 있다는. SNS

한계가 있다[5].

사용자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

보에 대한 열람과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나

자신의 정보가 포함된 관련 게시물을 찾아서 해당 사이

트 관리자에게 삭제 요청을 해야 하는데 자신의 정보가

어디에 얼마나 퍼져 있는지 모두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3].

국내 포털들은 본인과 가족의 신청과 요청의 형식으

로 사용자의 컨텐츠를 삭제하는 현재의 방침을 고수할

계획이다 다음은 사이트 탈퇴 시 블로그 등 항목을 선.

택해 본인의 기록을 지울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으

며 커뮤니케이션즈는 사용자 및 망자 가족의 요청에, SK

따라 기록을 삭제해 주고 있다[7].

잊혀질 권리의 도입 방안.Ⅴ

잊혀질 권리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잊혀‘

질 권리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인 관점에서의 공’

감대 형성과 동조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

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어

떤 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삭제 및 수정이 어느 범위까,

지 허용되는지에 관한 근본적인 검토도 필요하다.

잊혀질 권리를 수행하기 위해선 표 의 과정이‘ ’ < 2>

필요하다 표 에 의하면 잊혀질 권리가 보장되[8]. < 2>

기 위해선 개인정보의 위치 유통된 모든 복사본 정보에,

대한 추적 삭제 권한 여부 결정 파생된 복사본까지 삭, ,

제 등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만족하.

기 위해선 기술적 부분이 실현 가능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일반적 정보보호 기술인 개인정보 암호화 기술

이나 시간이 흐르면 정보가 저절로 삭제되는 정보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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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기술 기술 등이 사용 가능하다, DRM .

표 잊혀질 권리 수행 과정2.

Table 2.‘Right to be Forgotten’ perform process

사용자가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를 모으고 범위를 설,

정하여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시멘틱 웹 기술을 활용

한 잊혀질 권리의 기술적 구현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 ’

고 있는데 시멘틱 웹이나 연계데이터 웹 방식의 연구,

가운데 프라이버시 혹은 잊혀질 권리와 가장 연관성이‘ ’

높은 내용은 소위 정책 인식 웹 방식(Policy-Aware

이라고 할 수 있다 년에 권헌영 외 인이 발Web) . 2012 5

표한 잊혀질 권리의 국내 제도 반영 방안 연구 보고서‘ ’

에 게재된 그림 의 시멘틱 웹은 본인이 메타데이터[ 1]

를 통하여 데이터세트에 설정한 개인정보 정책에 따라

설정된 범위 내에서만 데이터 공유 및 연계가 가능하도

록 하는 기술이다[3].

기존에 있는 방안 외에 제안하는 방안 첫째는 하나,

의 아이디나 하나의 주소로 쓰여진 모든 글에 대해 특IP

정한 암호 코드를 넣어서 구글의 계정 관리 시스템처럼,

관리 시스템으로 검색을 하면 내부에서 암호 코드를 찾

아내 개인이 쓴 모든 글들을 찾아내 관리 할 수 있는 시

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둘째는 사용자가 사망하게 되면 블로그나 페이스북, ,

등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블라인드 처리를 한

후 가족들에게 데이터 소유권을 넘겨주어 그 가족들이, ,

삭제 및 보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는 글에 대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잊혀질 권리에 해당하는 삭제를 선택하면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도 나오지 않도록 하고 구글링을 통해,

개인정보가 보이지 않도록 블라인드 하는 기술을 도입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잊혀질 권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많은 기술을‘ ’

활용할 수 있지만 보안문제 또는 기존 기술이 가진 한,

계점 개인정보에 대한 시점관리 및 처리 범위가 명확하,

지 않아 기술적 처리에 있어 어려움이 존재해서 잊혀질‘

권리의 기술적 구현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

ENISA(European Network and Information

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존하는 데이터Security Agency)

들의 검색 및 삭제 등에 관한 기술들을 살펴보았을 때

데이터가 접근권한 없이 복사되고 가공되어서 재유통

되는 경우 이를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으로 조사되어 기술적으로 잊혀질 권리를 현실적으로‘ ’

만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여건은 부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술적으로 잊혀질 권리를 구현하기 어려운 상황‘ ’

에서 잊혀질 권리의 필요성에 관한 욕구가 커지다보니

온라인상의 본인의 흔적을 대신하여 처리하여 주는 서

비스가 새롭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의 경우. ,

에도 본래 기록된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접근을 차단

하는 등 장애요소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가 원하는 대

로 정보 삭제가 되지 없으므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

어야 하는 상황이다 온라인에서 정확성과 완전성[3]. ,

최신성의 보장을 위해 노력을 하는 것만큼 정확하지 않

거나 불완전하고 시일이 지난 정보를 신속하고 확실하,

게 삭제 또는 교정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결 론.Ⅵ

온라인 기록이 다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기록이 오랜,

기간 동안 남겨질 뿐만 아니라 기록의 유통 또한 신속,

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

는 지금 기존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다른 형태의,

위험요소들이 발생하고 있다 정보의 보존과 보급의 편.

의성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었지만 반면에 정확,

하지 않은 정보나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적인 개인정보

까지 제한 없이 전파될 수 있다는 불안함을 조성하고 있

는 것이다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개인의 명예훼손이라.

던가 개인정보를 수정 및 재생산하는데 따른 프라이버,

시 침해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잊혀질 권리 도입‘ ’

은 사회에 꼭 필요하다 단 잊혀질 권리를 도입함에. , ‘ ’

있어 살펴보아야 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와 기술적으

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핵심 기.

1.
잊혀질 권리 요청자에 대한 신분 확인 및 요청한 개인

정보 데이터의 저장되어 있는 모든 위치 파악

2. 데이터에서 파생된 모든 복사본 정보에 대한 추적

3. 데이터 삭제 요청에 대한 권한 여부 결정

4.
삭제 요청에 대한 권한이 인정되는 경우 모든 개인정,

보 데이터와 파생된 복사본까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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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 정보의 속성이나 검색 엔진 등의 운영 측면에서 대

대적인 변화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단순한 개인정보.

의 열람 정정 삭제 청구권 외에 개인정보를 포함하· ·

는 정보의 삭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법체계상 잊‘

혀질 권리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 .

사람의 손이 거쳐진 망각이 과연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다 더 강화해야할 필,

요성이 있는지 헌법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

다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은 잊혀질 권리 수용의 문제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 .

인터넷 이용자들은 수시로 온라인상에서 자신이 작성했

던 글과 댓글에 대해서 정리 및 삭제를 해야 한다 앞으.

로 이름이나 기타 개인정보를 검색해서 개개인의 사적

인 정보는 필터링 되어 나오지 않게 하든지 검색되는,

정보를 전부 다 필터링 할 수 없다면 이용자가 간단한

절차에 걸쳐서 개인정보 및 본인이 쓴 글을 삭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점차적으로 잊혀질 권리를 사회적 필수

요소로 인정하려는 노력과 연구가지속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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