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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I. 연구의 목적
명예훼손법제의 기본적 과제는 표현의 자유 내지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 사이에 대립하는 관계를 조화롭게 해결하는 데에 있다.1) 그 중 어느 가치를
강조하고 중점을 두는지는 각국이 갖는 역사적 · 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의
기본적 법적 구성과 작용을 다루는 헌법적 문화 여하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2)
우리나라의 경우 명예훼손을 규율하는 법제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헌법상으로
는 기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반면(헌법 제21조), 형법에서는 인
격권의 보호를 위하여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형법 제
307조 내지 제312조)3)4), 민법상으로는 어떠한 자의 표현행위가 타인에 대한 명예
훼손에 해당되면 인격권 침해의 한 유형으로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
게 된다(민법 제750조). 그리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5년 1
월 27일 제정. 이하 ‘언론피해구제법’이라고 한다)에서는 언론보도에 있어서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과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동법은 인격권을 침해
당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해서 관할이나 제척기간에 대하여 규정하
고, 피해자가 정정 또는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침해자의 유책사유나
위법성을 요하지 않는다.5)
1) 김재형, “인격권에 관한 판례의 동향”, 민사법학 제27호, 한국민사법학회, 2005, 351면 이하; 한수
웅,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한국, 독일과 미국에서의 명예훼손 법리에 관한 헌법적 고찰과
비판을 겸하여-”, 저스티스, 통권 제84호, 한국법학원, 2005, 21면 이하 등.
2) 박용상, 영미 명예훼손법, 한국학술정보(주), 2019, 15면.
3)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판례는 민법상 명예훼손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형법 제310조)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명예훼손적 표
현이더라도 공공성과 진실성을 갖추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대법원은 진실의
증명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증명하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내지 제44조의10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
손 관련 조문들을 두고 있고, 동법 제70조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
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을 두고 있다.
4)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를 위하여 형법 제310조에서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을 조각시키고 있다. 이는 대법원 판례가 민사상 불법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
단에서도 원용하고 있는 점에서 민법상 인정되는 명예훼손과 형법상 인정되는 명예훼손 내지 모욕
죄의 관계를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참조).
5) 우리나라의 실무에서는 언론피해구제법에 기한 청구인지 민법에 기한 청구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정정 또는 반론보도청구와 아울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민법에 기한 청
구로 볼 수도 있겠지만, 언론피해구제법을 통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명확
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김인겸, “언론사건에 관한 실무적 고찰”,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19권, 민사
실무연구회, 2010, 566면 참조)). 실제로 재판부의 석명권 행사에 대하여 양자 모두 청구원인으로
주장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1

전술한 명예훼손에 대한 법제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명예훼손책임이 본격적
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이지만,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이른바 ‘공인 이론’
에 대한 논쟁을 통하여 촉발되었다.6) 즉 사인(私人)과는 달리 공직자나 공적 존재
의 경우에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을 통한 여론형성 및 공개토론에 대한 기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개인의 인격권보다는 언론의 자유를 더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다.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가 명예훼손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
에 언론의 자유와 명예보호의 이익조정의 기준과 관련하여 1999년 헌법재판소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사인인지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였다.7) 그리고
대법원도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와 아울러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
한 것인지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8)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전북도지사 금품도난
사건)에서는 공직자의 도덕성이나 청렴성 등 공직 수행과 관련한 언론의 의혹 제기
와 관련하여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책임을 인정하
지 않음으로써 공직자나 권력기관에 대한 언론의 견제 · 감시 기능이 한층 더 보장
되었다. 특히 대의제 민주주의하에서 정치인의 정치적 이념은 국민의 알 권리의 측
면에서 언론 등의 비판적 논평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어느 수준에서
이러한 비평이 허용되는지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
61654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인정기준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예측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다는 점에서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남기고 있다. 그
원인은 대법원 판례가 공인 내지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대체로 추상적인 법리를 토
대로 하여 사인과 구별되는 완화된 기준을 가지고 개별적 이익형량(ad hoc
balancing) 방식에 따라 각 사안에서의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만,
6) 함석천, “법원 판결과 언론환경의 변화”, 2010 언론과 사법 심포지엄, 법원행정처, 2011, 27면 이
하에 따르면, 대체로 대법원 1998. 5. 8. 선고 96다36395 판결(중견모델 접대 오보사건)을 계기
로 하여 1990년대 말까지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인격권 보호를 위한 기준이 정립되었으며, 2000
년을 전후하여 보도의 공공성에 대한 논쟁,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논쟁, 공직선거에서 상
호 비방의 한계 등 다양한 쟁점이 각론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7) 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결정(강원도의원 ‘김일성 사망 애도’ 편지 사건).
8)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민노총 대 한국논단 사건). 그 이후의 주요
대법원 판결로는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KBS 피디 사건);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한국논단 토론회 사건);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전북도지사 판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정치보복 기소 주장 사건);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MBC 대전 법조비리 보도 사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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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대한 결론은 구체적인 경우 법원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데에서 비
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인과 구별되는 공인 내지 공적 인물의 인정 범위,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상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미국 판례에서 인
정되고 있는 이른바 공인 이론(이른바 ‘현실적 악의’ 법리)의 수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 의견과 사실의 구분과 관련된 비판적 논평의 면책 범위, 인신공격성 표현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요건, 그리고 최근 문제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
손의 특수성을 규명하는 문제 등은 여전히 실무 및 학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로 남아 있다. 학계에서도 공인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당사자 내지
국민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9)
한편 명예훼손적 표현이 인격권 침해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구
제수단이 부여된다. 민법상으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서의 금전배상(제
751조) 외에 명예훼손의 특칙으로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명예회복에 적
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제764조),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인격권 침해와 관련
하여 예방적 구제수단으로 학설 및 판례상 금지청구권도 인정된다.10) 그리고 언론
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언론피해구제법상 정정보도 · 반론보도 · 추후보도청
구권이 인정되며,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 중재절차에 대한 규정도 언론피해구제법
에 마련되어 있다. 이 중에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의
산정시에는 언론보도의 내용과 보도유형, 피해자 측 사정 및 가해자 측 사정, 나아
가 보도 이후의 사정까지 고려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매체를 통한 다양한 방식의 명예훼손이 문제되고 있는 점에서 위자료 산정시에는
이러한 고려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기본적으로 위자료의 액수
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11) 그러다 보니 구체적으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서 고려 요소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이며, 어떠한 고려 요소가 위자료를 증액 내지
9) 예컨대 이재진, 언론과 공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8, 53면은 우리 법원의 공인 규정의 이유와
원칙은 논리성과 체계성,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그 예로 몇 급까지의 공무원을 공
인으로 볼 것인가, 경제 · 사회 지도자 중 어느 범위를 공인으로 규정할 것인가 등에 있어서 구체
적인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점을 든다. 또한 김시철, “언론출판의 자유
와 인격권의 대립과 조화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미국의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우월적 지위이
론, 현실적 악의 원칙 등에 관하여”, 저스티스, 제147호, 한국법학원, 2015, 110면은 “우리 판례
의 기본입장을 살펴보면, 언론 · 출판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한 미국 판례의 논거 중 상당부분을
실질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우리 헌법체계에 조화될 수 있는 수정된 법리를 형성한 것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 다만 개별적 접근방식의 경우 상대적으로 당사자들의 예측가능성이 낮아진다는 단점
이 있으므로, 각 세부영역별로 적용되는 개별 법리의 성격과 적용범위, 그 한계 등을 계속 정리하
는 노력을 통하여 그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한다.
10) 비방광고로 인한 인격권 침해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은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권을 인정하였다. 명예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금지청구권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5. 1. 17. 선고 2003마1477 결정 참조.
11)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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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지, 공인 내지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경우에 구체적인 위자료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명
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결국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인정되는 위자료의
산정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즉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
되는 경우에 고려되는 위자료의 산정기준을 유형화 내지 정형화하고, 이를 기초로
위자료의 산정 방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되더라도 그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주요 외국과 비교해 볼 때 상당
히 저액이어서 공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측(대표적으로는 언론)에서는 이를 악용하
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공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침해자 측에서 볼 때 공인
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공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입는 불이익보다
크기 때문이고, 그 결과 명예를 훼손당한 공인을 제대로 구제할 수 없게 한다. 따라
서 웃는 침해자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위자료 액수를 현실적으로 산정하는 방
안, 즉 적정한 위자료 산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언론으로 대표
되는 침해자가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동기를 억제하고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피해
를 입은 공인을 보다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위자료로 대표되는 구제수단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여
러 가지 방안을 모색할 수 있지만, 그 방안 중 하나로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의
한 위자료의 고액화 방안에 초점을 맞춘 검토가 필요하다.

II. 연구의 범위와 순서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의 축적된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발전해 온 명예훼손과 관
련된 법리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명예훼손 사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면
서 많은 건수를 차지하는 공인 또는 공적 인물의 공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보도 또는 논쟁이 문제된 사건들을 중심으로 그 인정 기준을 살펴본다. 이에 대하
여 우리 판례는 한편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을 위한 표
현의 자유 보장을,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사적 법익으로서 인격권 보호를 교량
(較量)하면서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
를 비교형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동안 축적된 재판례에 나타난 각각의 이익
형량 요소들이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과 관련하여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대법원 판례가 채택하는 ‘개별적 이익형량’ 방식이 가지는 장단
점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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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구체적으로는 (i) 공인의 개념과 범위, (ii) 공적인 관심 사안과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안의 구별 기준, (iii) ‘상당성’ 기준과 관련하여 언론사 또는 언론인의 주
의의무의 기준, (iv) 정치인 등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논평과 관련하여 사실과 의견
의 구분, (v) 공직자의 도덕성이나 청렴성 등 공직 수행과 관련한 언론의 의혹 제
기와 관련하여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
기준의 의미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vi) 최근 문제되고 있는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 문제를 살펴본다. 이와 관련해서는 언론인이 아닌 사인(私人)이
SNS 등에 특정인을 비판하는 글을 작성 · 게시하는 행위와 이를 토대로 언론기관
이 기사를 작성하는 행위 등이 문제되는데, 기존의 언론매체를 통한 명예훼손과의
차이점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책임 인정 기준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공인에 대한 비판적 논평에서 주로 문제되는 인신공격적 표현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여기에서는 우선 그러한 의견표명이 일정한 사실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경우에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
는 기준의 구체적 내용을 규명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순수한 의견표명이나 악의
적 비방인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지만, 그
것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12)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
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등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는데13), 명예훼손과는 별도의 유형으로 인정
되고 있는 모욕에 기한 불법행위의 인정 기준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
우에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높이기 위하여 구제수단으로 인정되는 위자
료의 산정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위자료 산정 방식의 구체화를 시도한다.
판례는 명예훼손 불법행위에 있어서 위자료 산정시 다양한 요소들을 참작하고 있
는데, 사례에 따라 법원의 재량으로 판단하다 보니, 국민의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
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판례를
통하여 나타난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안을 표현행위별, 매체유형별 등의 기준으
로 유형화를 시도하고, 각 사안 유형별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는 요소
들을 고찰한다. 또한 위자료 산정시 고려될 수 있는 각 요소들 중 어떠한 것이 위
자료 액수의 증액 내지 감액 사유로 고려될 수 있는지를 규명한다. 그리고 이를 기

12)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참조.
13)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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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로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안에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산정
기준 내지 산정식을 제시하여 위자료의 정액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판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순서
일반적으로 명예훼손 소송에서는 언론기관의 보도나 비평 등을 통한 표현행위가
문제된다. 그리고 언론기관의 보도나 비평은 국가기관이나 정치인 또는 운동선수나
연예인 등과 같은 일반 사인과 구별되는 공인 내지 공적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
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인물들은 자신이 원고가 되어 언론기관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공인과 사인을
모두 아우르는 명예훼손의 일반론을 고찰하기보다는 일반 사인과 구별되는 공인 또
는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계획이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 연구의 범위 및 순서를 밝혔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명예훼손 법제 구축에 영향을 미친 주요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는 비교법적 고찰을 수행하고자 한다. 즉 우리나라의 입법에 영향을 미친 여
러 외국들의 사례를 보면 언론기관 등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국가별로 다양
한 면책사유들이 발전되었는데, 이러한 주요 외국의 입법례를 비교 및 고찰하는 비
교법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외국의 주요 입법례에 대한 고찰은 각국의
명예훼손법제의 전체적 모습 내지 경향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공인 내지 공적 인
물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각국이 취하는 법리 및 위자료 산정과 관련된 각국의
경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재판례를 통하여 나타난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인정 여부 및 인정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인정 기준의 구체적 내용
을 규명한다. 이를 위하여 사인과 구별되는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인정 기준을
살펴본다. 왜냐하면 공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사인의 경우와 비교할 때 명예훼
손의 인정에 있어서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서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
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공인’의 개념과 범위를 살펴보고, 공인의 정치적 이념에 대
한 논평과 공직자의 도덕성 · 청렴성, 업무처리의 공정성에 관한 의혹 제기 사안들
을 살펴본다. 또한 오늘날 많이 문제되고 있는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를
살펴본다.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인터넷신문 외에도 개인 홈페이지나 블
로그, SNS 나아가 개인방송에 이르기까지 매체의 종류가 다양하고 이에 따라 침해
의 양상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쌍방향과 전파의 신속성의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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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명예훼손 사안들과는 다른 특징이 있는 점에서 별도의 고찰이 이루어질 필
요가 있다. 그리고 공인에 대한 모욕에 기한 불법행위를 다룬다.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실의 적시가 없는 인신공격적 표현이나 악의적 비
방의 경우가 문제된다. 이러한 행위 역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면 불법행위를 구성
하며, 판례도 이를 명예훼손과 구별되는 별도의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모욕에 의한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위법성 요건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재판례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경우에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위
자료)을 산정할 때 적용될 수 있는 고려 요소를 살펴보고(이른바 위자료의 산정 요
소 확정 문제), 이러한 고려 요소들을 토대로 손해배상액(위자료)의 산정 기준 내
지 산정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이에 대한 일응의 기준을 제시한다. 즉
우리나라에서 다루어진 구체적인 사건들 중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되어서 손
해배상청구가 인용된 재판례를 검토하고 이 경우에 위자료를 산정할 때에 참작되는
사유들 내지 요소들을 살펴본 후 유형화를 시도한다.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액(위자
료)의 일응의 산정 기준 내지 산정식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 및 종합하고 결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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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각국의 입법례에 대한 고찰
제1절 서 설
법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는 동일한 시대에 존재하는 법제도의 횡적 비교를
통하여

공간적

간격을

메우는

것이다.14)

비교법(droit

comparé

․

Rechtsvergleichung)의 가치는 정신과 양식을 달리하는 법제도와 법률이론을 검토
함으로써 법창조로서의 입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15) 일반적인 법의 발전을 이끌
어 내기도 한다.16) 이러한 의미에서 비교법적 검토를 ‘진리의 학교’(école de
vérité) 또는 ‘해석방법의 저장고’(Vorrat an Lösungen)라고 하는 것이다.
본 연구 주제인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민주주의의 발전의 원동력인
언론 · 출판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에 한계를 설정하는 어려운 문제로서 이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입법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각국의 정치 · 문화적 환경과 역사적 경험에 따라 그 발
전 방향이 상당히 다르다.17)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헌법 체계의 차이에서 나타나게
된다. 즉 미국의 경우에는 수정헌법 제1조 및 언론 · 출판의 자유에 대한 우월적
지위 이론을 토대로 하여 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행위와 사인을 대상으로 한 표
현행위를 유형적으로 구별하면서 양자에 대하여 구조적으로 다른 법리를 적용하는
유형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미국의 공인 이론(현실적 악의 법
리)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를 비롯한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
는 개별적 접근방식, 즉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이익형량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언론 · 출판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인격권을 상대적으로 폭넓게
보호하는 헌법 체계 하에서 채택된 방식이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현
실적 악의 법리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각국에 영향을 주었으며, 각국에서는 자국
의 법환경에 맞게 공인 이론을 일부 수용하거나 변용해서 받아들이기도 한다. 이하
에서는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4) 자유법운동에 의하여 개념법학이 극복되고 과학적 탐구가 승인되면서 비교법적 방법론이 등장하
게 되었다. Franz Bydlinski, Juristische Methodenlehre und Rechtsbegriff, 2.Aufl., Springer
Verlag, 1982, S.385ff., 461ff.
15) Frederic Pollock, The History of Comparative Jurisprudence, 5 Journal of the Society of
Comparative Legislation Series II, 1903, p.75.
16) Rodierè, René, Introduction au droit comparé, Dalloz, 1979, p.137.
17) 김진, “공적인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고찰-새로운 모색을 위한 제언-”,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36호, 대검찰청, 2012, 2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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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미 국
I. 의 의
미국에서는 연방수정헌법 제1조를 통하여 언론의 자유가 강력하게 보호되고 있지
만, 언론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은 여전히 언론에게 적지 않은 위협이 된다. 왜냐하
면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당할 경우에 언론사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수해야 하며, 만약 법원이 판결을 통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경우에는 피고
인 언론사는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
문이다. 과거 미국의 명예훼손법은 각 주(州)의 커먼 로(common law)상의 순수한
불법행위(tort) 차원의 문제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은 외설적 표현, 선동
적 표현과 마찬가지로 ‘연방수정헌법’ 제1조에 의하여 언론 자유의 범위를 벗어나서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표현이라고 판단되었다. 그리고 각 주(州)마다 약간의 차이
는 있었지만, 커먼 로(common law)상 명예훼손은 엄격책임주의에 기초하고 있었
다.18) 그러나 이러한 종래의 미국 ‘명예훼손법’ 체계 전체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면
서 공직자로 대표되는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의 경우에 ‘연방수정헌법’ 제1조
하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계기가 된 판결이 1964년에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판결이었다. 이 판결을 통하여 미국의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인정 여부와 관련된 여러 논의 내지 법리가 제시되었다. 예컨대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인과 사인을 구별하여 판단해야 하는 이유, 사
인과 구별되는 공인의 범주, 현실적 악의 법리의 확립 등이 제시되었다.
한편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피해자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된다.19) 이와 관련하여 종래의 미국의 명예훼손법은 당연히 명예훼손이 성립하
18) 즉 원고가, 피고가 문제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였음을 주장 증명하면, 피고의 고의 과실을 따로
증명할 필요 없이 그 발언 내용이 모두 진실임을 피고가 주장 증명하지 않는 한, 피고에게 손해
배상을 물을 수 있었다(전원열,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1)”, 언론관계소송(편집대표 한위수), 한
국사법행정학회, 2007, 149면).
19) 미국 판례에 의하여 명예훼손에 대하여 인정되는 손해배상은 ① 명목적 손해배상(nominal
damages), ② 구체적 손해배상(special damages), ③ 일반적 손해배상(general damages), ④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등 네 가지가 있다. 이 중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배심원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손해의 증명 여부와 관계없이 악의의 가해자에게 막대한 금액의 배상을
명함으로써 악의의 가해자를 응징하고 유사한 해악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사회적인 이익에 부
합한다는 논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허만, “언론보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의 위자료”, 청주법률
논단, 1집, 충북법률실무연구회, 2000, 111-112면 참조). 연방대법원도 징벌적 손해배상은 비난
받을 만한 행위를 처벌하고 장래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사배심원에 의하여 부과되는 벌금
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Gerts v. Robert Welch, Inc., 418 U.S. 323, 349 (1974)). 다만 연방대
법원은 명예훼손 사건의 추정적 손해배상(presumed damages)과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하여 헌
법적 제한을 가하고 있다. 즉 피해자가 공직자나 공적 인물인 경우와 피해자가 사적 인물이지만
표현 내용이 공적 관심사인 경우에는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의 증명이 있어야 추정적 · 징
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며, 피해자가 사적 인물이고 그 내용이 공적 관심사가 아닌 경우에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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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 ‘구두에 의한 명예훼손(slander per se)’과 ‘문서에 의한 명예훼손(libel per
se)’에 해당되는 경우20)에 원고는 실제로 발생한 금전적 손해를 증명할 필요도 없
이, 단순히 명예훼손적 허위표현이라는 사실로부터 평판에 대한 물질적 손해 및 정
신적 손해가 보통은 발생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손해가 추정되므로21), ‘일반적 손해
배상(general damages)’이라는 항목 안에서 그러한 추정적 손해배상에 의한 손해의
회복이 인정되었다.22) 그렇지만 20세기 후반 이후 증명이 곤란한 손해를 추정함으
로써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제도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추정적 손해배상에 의해 고
액화된 손해배상이 사실상의 제재로 기능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 결과 추정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두어서 명예훼손이라 할지라도 최대한 실손해
의 증거에 기초해서 공평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것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볼 수 있
게 되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손해배상액을 둘러싼 상황은 실손해를 바탕으로 하여 공평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이 공통되어 있으므
로23), 이 점에서 보면 미국 명예훼손법의 손해배상제도를 비교 대상으로 삼는 데에

20)

21)

22)

23)

실적 악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연방대법원의 입장이다(Gerts v. Robert Welch, Inc., 418
U.S. 323, 349 (1974); Dun & Bradstreet, Inc. v. Greenmoss Buildert, Inc., 472 U.S. 749
(1985) 등).
구두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경우로는 ① 금고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죄를 범하였다는 공표
를 하여 비방하는 경우, ② 혐오스러운 질병에 걸렸다고 비방하는 경우, ③ 직업상의 적성 능력이
부족하다고 비방하는 경우, ④ 여성의 순결을 의심하게 하는 비방을 하는 경우 등 네 가지 유형
을 들 수 있다. 이 네 가지 유형 이외의 구두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특별손해를 증명할 필
요가 있다(이에 관하여 Restatement (Second) of Torts §§ 570-574 (1977); T. Michael
Mather, Experience with Gertz “Actual Injury” in Defamation Cases, 38 BAYLOR L. REV. 920
(1986)도 참조). 한편 문서에 의한 명예훼손의 손해 추정에 대해서는 미국과 영국 사이에 차이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애초에 영국에서 문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모두 손해 추정의 대상이 되었
지만, 미국에서는 법 계수과정에서 ‘당연히 명예훼손의 성립이 추정되는 문서에 의한 명예훼손
(libel per se)’과 ‘당연히 그 성립이 추정되지 않는 문서에 의한 명예훼손(libel per qoud)’으로
구분하는 주(州)가 많았다.
Charles T. McCormick, The Measure of Damages for Defamation, 12 N.C.L. REV. 120, 127
(1934). 다만 손해 추정에 대해서 피고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반증
하는 것이 허용되며, 원고로서도 다시 평판에 대한 현실적인 금전적 손해가 생겼음을 나타내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인정되었다. James H. Hulme, Vindicating Reputation: An Alternative to
Damages as a Remedy for Defamation, 30 AM. L. U. REV. 375, 380－381 (1981).
이와 달리 당연히 그 성립이 추정되지 않는 문서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해서는 명예훼손에 의해서
원고 특유의 경제적 금전적 손해(예컨대 의료비나 상실한 수익력)가 생겼음을 원고가 증명한 경
우에만 그 회복을 ‘특정적 손해배상(special damages)’이라는 항목에서 인정된다고 해석해 왔다.
Jean C. Love, Presumed General Compensatory Damages In Constitutional Tort Litigation: A
Corrective Justice Perspective, 49 WASH. & LEE L. REV. 67, at 70 (1992). 그리하여 특별배
상에 관해서는 ‘현실적 손해배상(actual damages)’이라고도 한다(James H. Hulme, Vindicating
Reputation: An Alternative to Damages as a Remedy for Defamation, 30 AM. L. U. REV.
375, at 381 (1981)). 또한 만약 특별손해가 증명된 경우에는 추정적 손해에 대한 배상도 받을
수 있다고 한다(Restatement (Second) of Torts § 621 comment : a (1977)).
우리나라에서는 평판 손해나 정신적 손해가 위자료 안에서 일괄하여 인정되고 있지만, 이는 미국
법의 일반적 손해배상에 해당된다. 또한 구체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개별 증명에 의한
것이 인정되고 있지만, 이는 미국법에서 언급하는 특정 손해배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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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정한 의의가 있다. 다만 그때에는 단순히 손해배상액의 측면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미국 명예훼손법에서 손해배상의 고액화가 이루어진 제도적 사정, 즉 추정
적 손해배상 제도의 존재와 그 제도가 내포하는 문제를 시야에 넣어 두어야 한다.
전술한 문제의식에 따라 이하에서는 우선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판
결을 계기로 확립된 미국의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제시된
논의 내지 법리를 살펴봄으로써 미국에서는 사인과 구별되는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립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명예훼손이 인
정된 경우에 피해자를 구제하는 수단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의 제도적
목적 및 기능, 명예훼손에 대한 적정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하여 일반적 손해배상
의 항목 안에서 인정되는 추정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서 어떠한 규제를 두고 운용
하고 있는지에 대한 미국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 및 법리
1.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판결과 현실적 악의 법리의 변천
(1)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판결과 현실적 악의 법리
1960년 3월 29일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는 “그들의 떠오르는 함성을 들
으라”는 제목의 전면광고를 발행하였는데, 이 광고에는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 목사가 주도한 앨라배마 주(州) 몽고메리 시(市)의 비폭력 시위
에 가담한 흑인들에 대한 경찰의 가혹한 진압을 비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몽고메리 경찰책임자였던 설리번(Sullivan)은 이 광고에서 사소한 팩트상의 오류가
있었음을 이유로 ‘뉴욕타임즈’를 문서에 의한 명예훼손(libel per se)으로 고소하였
다. 이에 대하여 앨라배마 주 대법원은 ‘뉴욕타임즈’가 악의적으로 명예훼손적 광고
를 냈다고 판단하여 ‘뉴욕타임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50만 달러의 손해배
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뉴욕타임즈’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다. 이러한 상고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였다. 즉 연방대법원은 “공적인 토론은 활발하고 제약받지 않으며 활짝 열린
것이어야 한다”면서 공적 토론을 위하여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때로는 신랄하고 불
쾌하며 공격적 인 표현들이 사용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표현도 자유로운 표현을
위해서 발생할 수 밖에 없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위한 ‘숨 쉴 공간
(breathing space)’을 마련하기 위하여 오류가 있는 표현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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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공직자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방대법원은 표현의 자
유를 위한 방패막으로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법리를 새롭게 제시하였다. 즉
연방대법원은 공직자가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현실적 악
의’, 즉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허위임을 부주의하게 무시하면서(knowing
falsity or reckless disregard of turth)” 표현하였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
다.24)

(2) 현실적 악의 법리의 적용 확장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판결 이후 ‘현실적 악의’ 법리는 1967년
Curits Publishing Co. v. Butts 판결25)에서 확장되었다. 즉 이 판결에서 존 마셜
할란(John Marshall Harlan) 연방대법관은 공직자(public official)와 마찬가지로 공
적 인물(public figure)도 사회질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책에 영향력
을 미치거나 자신들에 대한 비판에 맞서기 위해서 대중매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
므로, 공적 인물에게도 현실적 악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현실적 악의 법리는 공적 인물을 넘어서서 공익과 관련이 있는 사건에 연루된 사적
인물에도 적용된 경우가 있었다. 예컨대 1971년 Rosenbloom v. Metromedia, Inc.
판결26)에서 다수의견은 현실적 악의 법리가 공인인지 사인인지라는 원고의 속성에
따라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명예훼손적 표현이 공익과 관련이 있는 이슈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대중들의 주된 관심사는
문제가 된 표현이 공적 관심의 대상인 사건인지 여부에 있는 것이지 원고가 누구인
가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 결과 사적 인물일지라도 공적 관
심사, 즉 공익과 관련 있는 사건에 대하여 표현한 경우에는 현실적 악의 법리가 적
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3) 현실적 악의 법리의 수정 및 정착
전술한 Rosenbloom v. Metromedia, Inc. 판결이 나온 후 3년 만인 1974년

Gertz v. Robert Welch, Inc. 판결27)에서는 그동안 적용범위가 확장되었던 현실적
악의 법리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졌다. 이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공직자와 공적 인
물은 사적 인물과는 명확하게 다르다고 판시하였다.
24)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 270 (1964). 결국 이 사건은 연방대법원의 현
실적 악의 법리에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승패가 결정되었는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인 설리
번이 피고인 뉴욕타임즈의 현실적 악의를 증명할 수 없었으므로, 최종적으로 뉴욕타임즈가 승소
하였다.
25) Curtis Publishing Co. v. Butts, 388 U.S. 130, 155 (1967).
26) Rosenbloom v. Metromedia, Inc., 403 U. S. 29 (1971).
27) 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 323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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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공직자와 공적 인물의 경우에 사적 인물보다 허위 표현을 자력으로 반박할 기
회가 많으며, 일반인들보다 공인은 자발적으로 엄격한 공적 검증을 받기로 선택한
사람들이므로, 공인이 사인보다 엄격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
다. 그리고 연방대법원은 명예훼손 소송에서 엄격책임을 강조할 경우에 표현을 하
려는 자들에게 ‘자체 검열’을 강요할 위험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 결과 공적 인물들도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현실적 악의를 증
명해야 하는 것으로 되었다. 이는 일반 사인들의 경우에 상대방의 과실(fault)만 증
명해도 되는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이러한 수정된 현실적 악의 법리는 그 후에도
일관되게 적용되어 현재에는 정착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4) 현실적 악의 법리에 대한 평가
현실적 악의 법리는 언론이 공직자와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할 때에
소송을 당할 위협으로부터 언론사와 기자를 보호하는 방패막의 역할을 하게 되었
다. 즉 공인과 관련된 현실적 악의 법리야말로 언론이 감시견으로서의 역할을 제대
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보호막인 것이다.28)
다만 이러한 현실적 악의 법리에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즉 현실적 악의 법
리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보호하여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에 균형을 상
실하였다는 비판이 종종 제기되어 왔다. 예컨대 공인에 대한 오보가 지나치게 보호
되면서 개인의 명예가 지나치게 침해되는 부작용이 심각하고, 심지어 “미국 언론법
은 명예가 훼손된 사람보다 훼손한 사람의 권리를 더 보호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29) 그리고 거짓 정보가 판치면서 무엇이 옳은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
어서 일반인에게도 손해라는 지적과 함께 공인의 범위를 정하는 것도 공적 관심사
를 정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30)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악의 법리는 명예훼손 소송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언
론들을 굳건하게 수호하는 방패막이 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현실적 악의 법리는
우리나라 법원에도 영향을 미쳤다. 물론 우리나라 법원은 이 법리의 채택을 명시적
으로 거부하였지만, 언론 출판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한 미국 판례의 상당 부분을
실질적으로 수용하면서 우리 헌법 체계와 조화될 수 있는 수정된 법리를 형성했다
는 점에서 그 영향력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31)
28) 박아란 · 김민정 · 최지선, 공인 보도와 언론의 자유, 한국언론진흥재단, 2017, 60면.
29) Oscar S. Gray,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United States As
It Affects Defamation Law, 38 Am. J. Comp. L. 463, 463 (1990).
30) 예컨대 미국의 한 판사는 “공인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해파리를 벽에 못 받는 것과 같다”고 평가
할 정도로 공인은 정형이 없다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Rosanova v. Playboy Enterprise, Inc.,
411 F. Supp. 440, 443 (S. D. Ga. 1976), aff’d, 580 F.2d 859 (5th Cir. 1978) 참조).
31) 김시철, “언론출판의 자유와 인격권의 대립과 조화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미국의 언론출판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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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의 범주
(1) 공인과 사인을 다르게 취급하는 이유
미국의 법원이 공인, 즉 ‘공직자와 공적 인물’을 사인과 다르게 취급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공인은 공적 정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32)
둘째, 공인은 공적인 대상이 되도록 자원함으로써 명예훼손의 위험에 스스로 노
출되었다.33)
셋째, 공인은 사인보다 미디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적 내용에
대하여 스스로 반박할 기회를 더 많이 갖는다.34)

(2) 공인의 범주
1) 공직자(public official)
공인에 속하는 공직자(public official)는 정치인과 고위직 관료, 정부 관련 업무에
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정부기관의 피고용인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와 관
련하여 미국의 법원은 공직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다. 예컨대 지역 스키센터의 감
독관35), 공공 헬스와 관련된 병원 직원36)도 명예훼손 소송에서 법원에 의해 공직
자로 분류된 적이 있다.

2) 공적 인물(public figure)
공인에 속하는 공적 인물(public figure)은 전면적 공적 인물(all-purpose public
figure), 제한적 공적 인물(limited-purpose public figure), 비자발적 공적 인물
(involuntary public figure) 등 세부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전면적 공적 인물(all-purpose public figure)이란 어떤 상황에서든지 공적
인물로 판단될 수 있는 사람이다. 즉 공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상당
한 평판이나 지위를 획득한 인물을 말한다. 예컨대 유명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사
회운동가, 성직자, 재계의 인물 등이 전면적 공적 인물에 해당된다.

32)
33)
34)
35)
36)

유에 관한 우월적 지위이론, 현실적 악의 원칙 등에 관하여”, 저스티스, 제147호, 한국법학원,
2015, 110면; 박아란 · 김민정 · 최지선, 공인 보도와 언론의 자유, 한국언론진흥재단, 2017, 61
면.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 270 (1964).
즉 공인은 스스로의 활동을 통하여 공중의 주목과 비판의 대상이 될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이다(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 323 (1974)).
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 323 (1974).
Rosenblatt v. Bear, 383 U.S. 75 (1966).
Hall v. Piedmont Publishing, Co., 46 N.C. App. 760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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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제한적 공적 인물(limited-purpose public figure)이란 일정한 상황에서
만 공적 인물의 지위를 갖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제한적 공적 인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연방항소법원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
다.37)

첫째, 원고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원고가 논쟁에서 현저하게 특별한 역할을 자발적으로 맡았는지 여부
셋째, 원고가 논쟁의 해결에 영향력이 있는지 여부
넷째, 명예훼손적 표현이 나오기 이전에 논쟁이 존재했는지 여부
다섯째, 명예훼손적 표현을 한 당시에 원고가 공적 인물의 상황에 있었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비자발적 공적 인물(involuntary public figure)이란 공적인 이슈에 자
발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공적 논쟁과 관련된 자를 말한다. 그런데 법원이 비
자발적 공적 인물이라고 판단한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 실제로 미국 법원은 원
고가 비자발적 공적 인물로 인정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고 판시
한 바 있다.38)

첫째, 원고가 매우 중요한 공적 논쟁에 있어서 중심인물이어야 한다.
둘째, 명예훼손이라고 주장된 표현은 그러한 공적 논쟁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어야 한다.
셋째, 원고는 어떠한 액션을 취했거나 아니면 필요한 액션을 적시에 취하지 못했
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비행기 충돌사고 당시에 근무하였던 항공관제사39), 유명한
희극배우 조니 카슨의 아내40) 등은 법원에서 비자발적 공인으로 판단되었다.

(3) 평 가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법원에 의하여 사인과 구별되는 공인의 정의와 함
께 공인의 범주가 제시되었지만, 여전히 누가 공인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법원도 인정한 바와 같이 공인과 사인을 구분하는 것은 “마치 해파리를 벽에 못으
37) Carr v. Forbes, 259 F.3d 273, 280(4th Cir, 2001), cert. denied, 122 S. Ct. 1542(U.S.
2002).
38) Wilson v. The Daily Gazette Co., 2003 WL 21382892(W. Va. 2003).
39) Dameron v. Washington Magazine, Inc., 779 F.2d 736(D.C. Cir. 1985).
40) Carson v. Allied News Co., 529 F.2d 206(7th Cir.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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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거는 것”처럼 어려운 이슈라는 것이다.41) 이에 따라 미국에서도 결국은 공인을
구분하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제반 상황
을 종합하여 법원이 공인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III.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의 손해배상-추정적 손해배
상을 중심으로1. 연방대법원에 의한 추정적 손해배상에 대한 규제
(1) 개 관
20세기 중반까지는 특정 유형의 명예훼손소송에서 피고의 과실, 표현의 허위성,
실손해에 관한 증명을 원고에게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었다.42) 그렇지만 20세
기 후반에 배심원이 법적으로 손해를 추정함으로써 배상금을 평가하는 추정적 손해
배상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서 고액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된다는 사례가 눈에 띄게
되었으며43), 그 중에서 고액의 추정적 손해배상금이 사실은 전보배상 이상의 손해
배상액을 원고에게 부여한다고 인식하게 되었다.44) 그 결과 연방대법원은 각 주
(州)의 명예훼손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으며, 각 주(州)의 전통적인 커먼
로(common law)의 명예훼손법, 특히 손해 추정을 인정하는 명예훼손 유형은 연방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에 의한 보장의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45)
41) Rosanova v. Playboy Enterprises, Inc., 411 F. Supp. 440, 443 (S.D. Ga. 1976).
42) Dan B. Dobbs, The Law of Torts §402 at 1119－1120, §417 at 1169 (2000).
43) 허만, “언론보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의 위자료”, 청주법률논단, 1집, 충북법률실무연구회,
2000, 112면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1964년 이전까지 언론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소송에서 배
심원이 내린 손해배상액의 평결액수는 1건당 평균 5만 달러 이하였지만, 1964년 표현의 자유를
획기적으로 보장하는 연방대법원의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판결 이후 1977년까지 평
균 18만 달러로 증가하였고, 1980년 이후 100만 달러 이상의 평결을 내린 경우가 30회를 넘어
1980년부터 1995년까지의 평균 평결액수가 220만 달러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배심원의 평결
액 중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평균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 배심원들이 대체로 언론을
불신하며 원고에 대하여 호의적이라는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다만 다만 법관이 과다한 평결액
을 삭감할 권한이 있고 평결 후 당사자 사이에서 화해가 성립하는 등 실제 확정된 배상액은
1980년부터 1995년까지 평균 24만 달러로서 1심 평결액의 11%에 불과하다고 한다. 오히려 문
제는 피고 측에서 응소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변호사비용이 엄청나다는 데 있다고 한다. 20만 달
러 이상의 비용이 든 사건이 드물지 않고, 한 조사에 따르면 소송의 최저방어비용이 95,000달러
에 이른다”고 한다.
44) Melinda J. Branscomb, Liability and Damages in Libel and Slander Law, 47 Tenn. L. Rev.
814, 824 (1980).
45) G Franco Mondini, Casenotes：Libel-Damages-A Public Official May Be Granted Punitive

Damages Without Seeking or Recovering Actual Damages if the Statement is Libelous Per
Se., 15 St. Mary’s L.J. 197, 197 (1983); Kevin P. Allen, The Oddity and Odyssey of
“Presumed Damages” in Defamation actions under Pennsylvania Law, 42 Duq. L. Rev. 495,
496 (2004). 또한 영국법에서는 ‘표현의 자유’보다도 ‘개인의 평판 보호’를 중시함에 비해서 미
국법에서는 ‘개인의 평판 보호’보다도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경향에 있다(望月礼二郎, 英米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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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에 수반하여 전통적인 명예훼손법에서는 요구하지 않았던 실손해, 피고의
유책성, 표현의 허위성에 관한 증명을 원고에게 요구하게 되었다.46)
이하에서 연방대법원이 각 주(州) 명예훼손법에서의 손해배상에 대하여 어떻게
규제를 두고 있었는지 그 과정을 분석한다.

(2) 공직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연방대법원이 각 주(州)의 명예훼손법에서의 손해배상, 특히 추정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움직임의 단초(端緒)가 된 것이 전술한 1964년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판결이었다.47) 이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우선 “이
사건에서 우리들은 공직자가 자신의 공적 행위에 관해서 비판받은 점을 이유로 제
기한 문서에 의한 명예훼손(libel per se) 소송에서 언론이나 출판에 관한 헌법상의
보호가 주(州)의 손해배상을 인정할 권한을 제한하는 한도에 대해서 처음으로 판단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고 설시한 후에48) 주(州) 커먼 로(common law)의 손해배
상에 대한 일정한 규제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판단의 배후에는 추정적
손해배상에 의해서 주(州) 형법의 벌금의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의 배상금이 된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49)
이와 같이 전통적 법리 하에 배심원이 실손해에 대하여 증명이 없는 상태로 손해
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① 실제로는 형법상의 벌금을 훨씬 뛰
어넘는 고액의 손해배상액이 되며 문제, ② 벌금보다도 고액의 손해배상으로부터
피고를 지키기 위한 헌법상의 보장이 피고에게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新版, 青林書院, 平成13年(2001年), 249頁).
46) Dan B. Dobbs, The Law of Torts §401 at 1119－1120 (2000).
47)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 (1964). 이에 대하여 앨라배마(Alabama) 주
(州) 사실심 법원은 배심원에 본건에서 문제된 문서 표현이 당연히 성립하는 명예훼손(libelous
per se)이기 때문에 표현 그 자체로부터 법적 손해가 시사되는 점, 허위와 손해가 추정되는 점,
통상손해가 주장 증명되지 않아도 법적으로 손해가 추정되어 실손해액이 인정 · 증명되지 않아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도 있는 점 등 전통적인 주(州)법상의 법리에 따른 설시를 하였다.
그 결과 설리번(Sullivan)에게 뉴욕타임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었으며, 주(州) 대법원
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서 뉴욕타임즈가 연방대법원에 상소하였는데, 헌법상의 문제가 관
련되어 있다고 보아 재량 상소가 인정되었다.
48)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 256 (1964).
49)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 at 277 (1964). 이 점에 대하여 연방대법원
은 이하와 같이 설시하였다. “아마도 이 제정법[Alabama Code, Tit. 14, §350] 위반으로 기소된
자는 정식 기소 및 합리적인 의심을 뛰어넘는 증명이라는 요구와 같은 당연한 형법상의 세이프가
드(safeguard)를 향수한다.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의 피고는 이러한 세이프가드(safeguard)들을
이용할 수 없다. 어떤 현실적인 금전배상의 증명도 필요하지 않은 상태로 본건에서 인정된 판단
은 앨라배마(Alabama) 형법에 의해서 규정된 벌금의 상한보다도 1000배가 크며, 선동법
(Sedition Act)에서 규정하는 벌금의 상한보다도 100배가 컸다. 그리고 민사소송에는 이중의 위
험에 의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본건과 같은 손해배상]이 동일한 공표에 대해서 신청
인에 대하여 부여되는 유일한 판결이라는 것은 아니다(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 at 277-278 (1964)).” 또한 본 각주의 [ ]는 본 연구자들에 의한 보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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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상의 제재로 지적하는 고액배상에 피고 미디어(뉴욕타임즈)가 노출된다
는 문제는 기타 명예훼손 사건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것 같다.50) 연방대법원은 이
문제를 받아들여서 우선은 공직자 개인의 직무행위에 대해서 이루어진 명예훼손 사
건에 한정하였지만, 고액화의 원인이 된 추정적 손해배상의 금전적 판단기준을 제
시하는 것은 아니라, 오히려 피고의 명예훼손 표현이 ‘현실적 악의’에 기초한 것이
었는지 여부라는 증명을 요구함으로써 손해배상의 인정 그 자체를 억제한다고 판시
하였다.51)
이 판결에서는 명예훼손소송의 전통적인 추정적 손해배상 제도가 내포하고 있었
던 잠재적 문제를 확인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연방수정헌법 제1조가 요구하는 ‘현
실적 악의 법리’를 통하여 손해배상의 인정 그 자체를 억제하는 대응을 제시한 점
자체에는 일응의 의의가 있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현실적 악의 법리는 ‘공직자의 직
무행위’에 대한 명예훼손소송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의 인정 그 자체를 억제하는
조치에 불과하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평한 배상액을 산정하는가라는 문제, 또한
추정적 손해배상에 의해서 손해배상금이 고액화되는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
인 해결책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공직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현실적 악의
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원고가 고액의 손해배상액을 받을 여지를 남겨 놓았
다.52) 다만 이 판결은 손해배상 그 자체의 문제와는 별개로 주(州)의 전통적 명예
훼손법과 연방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를 조정하기 위하여 주(州) 명예훼손
법에 ‘현실적 악의’라는 연방 법리를 개입시킴으로써 주(州)법상의 문제를 연방헌법
화 시켰다는 중대한 문제를 발생하게 한 점에도 유의하여야 한다.53)
한편 이 판결을 계기로 그 후 현실적 악의 법리의 적용이 ‘공직자’ 이외의 경우에
도 확장되었다. 우선 1967년 Curtis Publishing Co. v. Butts 판결에서 연방대법원
은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판결에서 제시된 현실적 악의 법리가 공직자
가 아니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공적 문제와 관련된 ‘공적 인물’에도 확장된다고 판
시하였다.54) 나아가 1971년 Rosenbloom v. Metromedia, Inc. 판결에서 연방대법
50)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 at 278 n.18 (1964).
51) 이 점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이하와 같이 설시하였다. 즉 “그 표현이 ‘현실적 악의’, 즉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점 또는 그것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해서 사려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공무원이 공적 행위와 관계되는 명예훼손적 허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는 연방상의 법리를 헌법상의 보장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한다”(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 at 279-280 (1964) 참조). 이를 바탕으로 연방대법원은 뉴욕타
임즈에게 현실적 악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이 없었다고 보아 최종적으로는 앨
라배마(Alabama) 주(州) 대법원의 판단을 기각하였다.
52) Melinda J. Branscomb, Liability and Damages in Libel and Slander Law, 47 Tenn. L. Rev.
814, at 824 (1980).
53) Melinda J. Branscomb, Liability and Damages in Libel and Slander Law, 47 Tenn. L. Rev.
814, at 824 (1980).
54) Curtis Publishing Co. v. Butts, 388 U.S. 130, 155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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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공적 또는 일반적 관심사와 관계된 사인’에게도 현실적 악의 법리가 적용되는
지 여부가 다투어졌으며55), 상대적 다수 의견은 그 적용에서 중요한 것은 원고가
공인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인인가라는 점이 아니라 오히려 ‘공적 관심사’인지 여부
라고 보며, 본건에도 그 법리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56)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공직자 · 공적 인물뿐만 아니라 공적 관심사와 관계된 사인에 의해서 제기된 명예
훼손소송의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에서 헌법상의 두터운 보호를 받게 되었다.

(3) 사인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렇지만 연방대법원은 1974년 Gertz v. Robert Welch, Inc. 판결에서 현실적 악
의 법리를 적용하는 기준을 ‘공적 관심사’에서 ‘공인 · 사인’으로 바꾸었다.57) 이 판
결에서 연방대법원은 명예훼손을 당한 ‘사인’이 손해배상(추정적 손해배상 및 징벌
적 손해배상을 제외한다)을 청구하는 때에는 현실적 악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고 판시함으로써 그 법리의 적용을 확장해 나가는 경향에 대해서 일정한 제동이 걸
렸다.
이 판결의 사안은 가족을 사살한 경찰에 대한 시민권 소송의 유족 측 대리인을
담당한 변호사 X가 Y 출판에 의한 모 잡지에서 ‘경찰을 곤경에 빠트린 공산당원’으
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법률가 및 시민으로서의 평판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여 Y에
대해서 문서에 의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쟁점이 된 것이 피고 미디어가 공직자도 공적 인물도 아니지만,
‘공적 관심사와 관계된 사인’에 대해서 명예훼손적 표현을 공표한 경우에도 미디어
측이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판결을 토대로 하여 헌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라는 점이었다.58) 이 점에 관하여 연방지방법원은 X가 공직자도 공
적 인물도 아니라고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에도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판결이 적용된다고 보고, 이 법리 하에 X가 Y에게 현실적 악의가 있었음을 증명하
지 않았기 때문에 X를 지지한 배심원의 판단을 뒤집기 위하여 평가무시판결을 내렸
다. 이러한 판결이 선고되자 X가 상고하였는데, 연방 제7순회항소법원도 연방지방
법원의 판단을 지지하였다.59) 이에 대해서 연방대법원은 본건이 공직자나 공적 인
물의 경우와 다른 점을 강조하여 본건 항소법원의 판결을 환송하였다. 그 이유에
55) Rosenbloom v. Metromedia, Inc., 403 U. S. 29 (1971).
56) 山田隆司, “アメリカにおける憲法的名誉毀損法の展開と課題-『現実的悪意の法理』についての連邦
最高裁判所判決を手がかりに-”, 阪大法学 55卷 6号, 大阪大学法学会, 平成18年(2006年), 210頁.
57) 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 323 (1974).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山田隆司, “アメ
リカにおける憲法的名誉毀損法の展開と課題-『現実的悪意の法理』についての連邦最高裁判所判決
を手がかりに-”, 阪大法学 55卷 6号, 大阪大学法学会, 平成18年(2006年), 210頁을 참조.
58) 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 323 at 332 (1974).
59) 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 323 at 331-332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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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해서 연방대법원은 사인의 경우에 공직자나 공적 인물의 경우와 비교하면 허위표
현에 대항할 현실적 기회가 없으며, 보다 더 상처를 받기 쉬운 만큼 주(州)는 사인
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높다(회복할 가치가 있다)는 이유를 제시하였다.60) 그
리하여 “우리는 주(州)가 사인의 평판에 손해를 가하는 명예훼손적 허위에 대해서
법적 구제를 강제하는 대처에서 충분한 자유재량을 유지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다”
고 설시하여61) 사인을 구제하는 경우가 공직자를 구제하는 경우와 다르다는 점을
밝혔다. 이를 전제로 하여 본건과 현실적 악의 법리의 관계, 나아가 그에 따른 추정
적 손해배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하와 같이 설시하였다.
“사인에 의한 명예훼손소송에서 문제되는 경합적 가치에 관한 우리의 조정은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판결에서 요구되는 것보다도 엄격하지 않은 증
명을 기초로 하여 주(州)가 명예훼손 표현을 한 출판사나 방송국에 책임을 부과하
는 것을 인정한다. 이러한 결론은 공직자 및 공적 인물의 명예훼손에 관한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판결의 특권의 채용을 촉진한 판단이 사인의 사정에
는 완전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사고에 기초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평판손
해에 대해서 사인을 보상한다는 강고하고 정당한 주(州)의 이익을 감안하여 이 접
근방식을 지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州)의 대립하고 있는 이익은 실손해에 관한
금전배상을 더 나아가서 확장하지 않는다. 이하에서 서술하는 이유 때문에 적어도
책임이 허위성의 인식이나 진실에 관한 무사려의 증명에 기초하지 않는 경우에 주
(州)는 추정적 손해배상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우리는 판단한
다.62)”
이와 같이 공직자나 공적 인물과 비교하면 사인은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항할 기
회가 적고, 손해를 입기 쉽다는 사정이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보다도 ‘사인의 평판
보호’가 중시된다고 할 뿐이다. 이를 위하여 사인의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완화된
기준, 즉 과실(fault)에 기초해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한다고 하였다.63) 다
만 이러한 완화된 기준에 기초해서 ‘사인의 평판 보호’를 중시한다는 주(州)의 이익
은 실손해의 전보라는 범위 안에 머문다고 하고 있으며, 추정적 손해배상의 인정에
관해서는 사인의 사건에서도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판결에서 제시한
‘현실적 악의’에 의한 일정한 제한을 둔다고 하였다.64)
60)
61)
62)
63)

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 323 at 344-345 (1974).
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 323 at 345-346 (1974).
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 323 at 348-349 (1974).
Charles W. Ehrhardt, Reputation and Character in Defamation Actions, 64 Wash. U. L. Q.
867, 883 (1986).
64) 그 이유에 관해서 연방대법원은 이하와 같이 설시하였다. 즉 “커먼 로(common law)의 명예훼손
은 현실적 손해의 증명이 없는 상태에서 거짓으로 전보배상의 회복을 인정하기 때문에 기묘한 성
질을 가진 불법행위법이다. 문서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되어 있는 전통적 법리 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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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문서에 의한 명예훼손에서는 배심원이 재량으로 실손해 증명과는 관계
없이 추정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때문에 ① 손해배상 제도에 의해서 ‘표현
의 자유’의 행사가 불필요하게 방해되고 있다는 문제, 또는 ② 실손해를 전보해야
할 추정적 손해배상이 실제로는 실손해의 보전이라고 하기보다도 오히려 명예훼손
을 한 피고를 벌하기 위한 손해배상으로 되어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③ 이러한 실손해를 뛰어넘는 제재적인 추정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사인의
평판 보호’라는 주(州)의 이익에서 이미 일탈한 것이므로, 추정적 손해배상의 인정
에 대해서 ‘현실적 악의’의 증명에 의한 엄격한 규제를 두고, 이것이 증명될 수 없
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실손해’로 제한한다고 판시하였다.65) 이에 따라 이 사건과
같이 사인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추정적 손해
배상의 인정에 관해서는 일정한 헌법적 제한이 있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실손해의 배상에 관해서 증거에 의하여 근거가 설정될 필요성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거기에서 말하는 실손해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의 내리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는 다양한 손해가 포함된다고 함으로써 피해자 구제에 대해서
일정한 배려를 하고 있다.66)
이와 같이 원고가 실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손해와 관계되는
정당한 증거에 의해서 배상금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서 보면, 전체적으
로 손해배상의 인정을 엄격하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고 할 수 있다.67) 다만 이
판결에서는 ‘실손해’에 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68), 그 정의는 각
공표 사실로부터 손해의 존재가 추정된다. 배심원들은 그러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는 어떤
증거도 없는 상태로 평판에 대해서 추정되는 손해에 대하여 보상으로 충분한 금액을 인정할 수
있다. 손해가 없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배심원의 거의 제약이 없는 재량은 명예훼손적
허위에 대한 책임 제한의 가능성을 연방수정헌법 제1조에 있는 자유의 적극적 행사를 불필요하
게 방해하는 것으로 악화시킨다. 나아가 추정적 손해배상의 원리는 허위 사실의 발언으로 인해서
입은 손해에 대하여 개인을 전보한다고 하기보다도 환영받지 못하는 의견(unpopular opinion)을
벌하도록 배심원을 유발하는 것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본건 신청인과 같은 원고에게 현실적
손해를 훨씬 뛰어넘을 근거가 없는 손해배상금을 확보하게 하는 점에 대하여 주(州)에게는 충분
한 이익이 없다(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 323 at 349 (1974)).”
65) 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 323 at 349 (1974).
66) 이 점에 관하여 연방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즉 “우리는 불법행위소송의 적절한 배심
원에 대한 설시를 구성하는 점에 대하여 폭 넓은 경험을 가지는 사실심 법원과 같이 ‘실손해
(actual injury)’를 정의할 필요는 없다. 실손해는 실제로 입은 손해(out-of-pocket loss)로 제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실제로 명예훼손적 허위로 인해서 가하여진 것으로
보통의 유형의 실손해(actual harm)에는 생활 공동체(community) 안에서의 평판 및 지위에 대
한 손해, 개인적 굴욕, 그리고 정신적 고뇌 및 고통을 포함하고 있다. 물론 배심원은 적절한 설시
에 의해서 제한되어야 한다. 그리고 손해에 대해서 실제의 금전적 가치를 할당하는 증거까지는
필요하지 않지만, 모든 금액은 손해와 관계되는 정당한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야 한다(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 323 at 349-350 (1974)).”
67) 전통적 명예훼손법에서의 손해배상의 방식을 비판하는 움직임은 학설에서도 보이며, 각 주(州)
법원에 대해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평판에 대한 손해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예컨대 David A. Anderson, Reputation, Compensation, and Proof, 25 Wm. &
Mary L. Rev. 747 (1984)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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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州) 법원에 위임된다.69) 그 대신에 실손해의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
으며, 거기에는 정신적 고통 등이 폭넓게 포함된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그러한 구성
요소들의 상호 관계, 즉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는 전제로 평판 손해의
증명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 판결에서는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최종적으로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판결에 의해서 설시된 기준보다도 엄격하지 않은 기준에 따라서 책임을 증명하는
명예훼손소송의 사적 원고는 실손해를 충분하게 보상하는 손해배상만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한 후에70) “배심원은 무과실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인정하거나 실손해의 증
명이 없는 상태로 손해를 추정하는 것을 허용하였으므로, 재심리가 필요하다”고 판
시하였다.71)
전술한 바와 같이 Gertz v. Robert Welch, Inc. 판결에서는 사인에게 추정적 손해
배상을 인정하려면 현실적 악의의 증명이 요구된다는 제한이 제시되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그러한 제한이 공적 관심사와 관계된 사인의 명예훼손소송에 한정해서 적
용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이 공적 관심사를 포함하지
않는, 즉 사적 관심사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라는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판시한 것이 1985년 Dun & Bradstreet, Inc. v.
Greenmoss Builders, Inc. 판결로72), 여기에서는 명예훼손적 표현이 공적 관심사와
관계되는 것이었는지 여부라는 판단기준이 다시 동원되었다.73)
이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업자 X가 자주적으로 파산신청을 하였다는 A
의 보고를 받은 Y가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X와 계약관계에 있는 5건의 정보
구독자에게 그러한 잘못된 보고를 하였다. 그 후 X도 그 잘못된 보고 내용에 대해
서 알았으므로, Y는 정정 통지를 보낸 형태로 대응하였지만, X로서는 거기에 만족
하지 않고 Y에 대해서 명예훼손에 기초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연
방대법원은 “우리는 Gertz v. Robert Welch, Inc. 판결에서의 재량이 명예훼손적 발
언이 공적 관심사와 관계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적이 없
었다”고 한 후74)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하여 이하와 같이 설시하였다. 즉 “커먼 로
68) 또한 여기에서의 실손해는 커먼 로(common law) 상의 ‘특별손해’와는 다른 것이다(望月礼二郎,
英米法, 新版, 青林書院, 平成13年(2001年), 252頁).
69) Eileen Lunga & Rosamond S. Mandell, Hearst Corporation v. Hughes-the Presumption of
Injury to Reputation in Per se Defamation Actions is not Dead, 44 Md. L. Rev. 688, 694
(1985).
70) 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 323 at 350 (1974).
71) 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 323 at 352 (1974).
72) Dun & Bradstreet, Inc. v. Greenmoss Builders, Inc., 472 U.S. 749, 751 (1985).
73) 山田隆司, “アメリカにおける憲法的名誉毀損法の展開と課題-『現実的悪意の法理』についての連邦
最高裁判所判決を手がかりに-”, 阪大法学 55卷 6号, 大阪大学法学会, 平成18年(2006年), 211頁.
74) Dun & Bradstreet, Inc. v. Greenmoss Builders, Inc., 472 U.S. 749, at 757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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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law)에서의 법리의 합리성은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거의 확
실하지만, 명예훼손적 표현의 특징과 그 표현의 여러 사정으로부터 대다수의 경우
에 실손해를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역사적 경험과 판단에 있었다. 그 결과로
서 몇 세기 동안 법원은 대부분의 명예훼손적 발언 및 발표로부터 손해가 발생한다
고 배심원이 추정하는 것을 인정해 왔다. 이 법리는 이러한 구제가 효율적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명예훼손에 관한 구제를 제공한다는 주(州)의 이익을 촉진
한다. 공적 관심사가 관계되지 않는 언론에서는 헌법상의 가치가 감소하는 점에 비
추어 볼 때 ‘현실적 악의’가 증명되지 않는 경우에까지 주(州)의 이익이 추정적 손
해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의 금액을 충분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한
다.75)”
“명예훼손소송에서 명예훼손적 발언이 공적 관심사와 관계되지 않는 경우에 ‘현실
적 악의’의 증명이 없는 상태로 추정적 손해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연방수정헌법 제1조에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결론 내린다.76)”
이와 같이 사적 관심사와 관계된 사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
보다도 ‘개인의 보호’라는 주(州)의 이익이 중시된다는 전제 하에 추정적 손해배상
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때에는 연방수정헌법 제1조
가 요청하는 ‘현실적 악의’ 증명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과 같은 명예훼손소송에서는 전통적인 추정적 손해배상의 방식이 유지되고 있으므
로77), 추정적 손해배상이 가해자에 대한 사실상의 제재로 기능할 여지가 존재하게
되었다.

2. 각 주(州) 법원에 의한 추정적 손해배상에 대한 규제
(1) 개 관
대다수의 주(州) 대법원에서는 전술한 일련의 연방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고 그
것과 조화되는 범위에서 추정적 손해배상을 존속시키고 있었다. 그 결과 대다수의
주(州)에서는 사적 관심사와 관계된 사인의 명예훼손소송의 경우에만 전통적 커먼
로(common law) 본래의 형태로 추정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었다. 한편으로 일련의
연방대법원 판결을 접한 후 추정적 손해배상을 완전하게 폐지한 소수의 주(州) 대
법원도 있다면, 피고 유형이나 금액 면에서 독자적인 추가적 제한을 가한 주(州)
75) Dun & Bradstreet, Inc. v. Greenmoss Builders, Inc., 472 U.S. 749, at 760 (1985).
76) Dun & Bradstreet, Inc. v. Greenmoss Builders, Inc., 472 U.S. 749, at 763 (1985).
77) Dun & Bradstreet, Inc. v. Greenmoss Builders, Inc., 472 U.S. 749, at 763 (1985); Charles
W. Ehrhardt, Reputation and Character in Defamation Actions, 64 Wash. U. L. Q. 867, at
883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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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있었다. 이하에서 각 주(州) 대법원이 일련의 연방대법원 판결을 접한 후
어떻게 추정적 손해배상을 규제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연방대법원 판결과 조화되는 범위에서 추정적 손해배상을 존속시키는 주(州)
1) 우선 Gertz v. Robert Welch, Inc. 판결 직후에 그 판시와 조화되는 범위에서
추정적 손해배상을 존속시킨 것으로, 콜로라도(Colorado) 주(州) 대법원에 의한
1978년 Rowe v. Metz 판결78)을 들 수 있으며, 여기에서 콜로라도(Colorado) 주
(州) 대법원은 오늘날에도 특정한 경우에 손해를 추정하는 데에는 합리성이 있다는
전제에 서 있다. 게다가 Gertz v. Robert Welch, Inc. 판결의 적용 범위를 최소한으
로 줄이려고 하였다. 즉 콜로라도(Colorado) 주(州)대법원에서는 Gertz v. Robert

Welch, Inc. 판결을 사인이 피고 ‘미디어’에 의해서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의 판결로
자리매김하고, 미디어가 아닌 피고에 대해서 추정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Gertz v. Robert Welch, Inc. 판결에 의한 제한(현실적 악의의 증명)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손해 추정의 합리성을 존속시킨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Gertz v. Robert Welch, Inc. 판결을 통하여 추정적 손해배상을 제한할 수 있는 것
은 피고가 미디어인 경우로 한정된다. 이러한 사고는 특히 미디어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과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를 의식한 것이다.79)
2)

또한

1998년

Touma

v.

St.

Mary's

Bank

판결에서

뉴햄프셔(New

Hampshire) 주(州) 대법원도 일련의 연방대법원 판결과 조화되는 형태로 추정적
손해배상을 존속시키고 있다.80) 여기에서 뉴햄프셔(New Hampshire) 주(州)대법원
은 공적 관심사와 관계된 사인의 명예훼손 사건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해석하였다.
게다가 본건이 사인의 사적 관심사에 관한 사안인 점에서 이 사건은 Dun &
Bradstreet 판결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사적 관심사와 관계된 사인의
사건과 공적 관심사와 관계된 사인의 사건을 비교한 후에 본건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가 낮으므로, 추정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
다.81)
3) 이상으로 Gertz v. Robert Welch, Inc. 판결 후에 그에 따른 형태로 추정적
손해배상 제도를 존속시킨 주(州)대법원의 주요 견해를 보았다. 이들 주(州)에서는
78) Rowe v. Metz, 195 Colo. at 424 (1978).
79) 또한 이 견해는 그 후의 판결, 예컨대 사인 X에 대해서 ‘덴버(Denver)에서 가장 큰 범죄가족’이
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표한 신문사 Y에 대해서 X가 명예훼손 및 프라이버시 침해로 소송을 제기
한 2002년 Denver Pub. Co. v. Bueno 판결에서도 유지되었다. Denver Pub. Co. v. Bueno, 54
P.3d 893, 900 (2002).
80) Touma v. St. Mary’s Bank, 142 N.H. 762, 766 (1998).
81) 뉴햄프셔(New Hampshire) 주(州)에서도 그 후 Lassonde v. Stanton, 956 A.2d 332, 342
(2008)에서도 추정적 손해배상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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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명예훼손에서의 손해의 증명 곤란을 구제한다는 추정적 손해배상의 목적에는
오늘날 여전히 합리성이 있다는 견해에 서 있다. 다만 한편으로 일련의 연방대법원
판결이 추정적 손해배상을 규제한 사정에도 일정한 배려를 하고 있다. 그 결과 공
직자, 공적 인물, 공적 관심사가 관계되는 명예훼손과 비교할 때 사인의 사적 관심
사에 관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헌법에서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의 가치가 낮다고
하기 때문에, 전통적 커먼 로(common law)에서의 추정적 손해배상을 존속시켰다.

(3) 연방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추정적 손해배상을 완전히 폐지한 주(州)
1) Gertz v. Robert Welch, Inc. 판결을 계기로 추정적 손해배상을 완전히 폐지
한 주(州)도 소수이지만 존재하였다. Gertz v. Robert Welch, Inc. 판결에서는 그
판결이 공적 관심사와 관계된 사인의 명예훼손소송을 대상으로 삼은 것인지, 그렇
지 않으면 사인의 명예훼손소송 전반을 대상으로 삼은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그리하여 추정적 손해배상을 폐지한 소수의 주(州) 대법원 중에는 Gertz v.

Robert Welch, Inc. 판결 직후에 그 판결이 명예훼손소송 전반에서 추정적 손해배
상을 완전히 폐지한 것으로 해석한 주(州) 대법원도 있었다.82) 또한 Gertz v.

Robert Welch, Inc. 판결 후에 Dun & Bradstreet 판결에서 추정적 손해배상을 인
정할 여지가 남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을 명확하게 부정함으로써 어떠한
명예훼손에서도 추정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 주(州) 대법원도
있었다.83) 다만 추정적 손해배상을 폐지한 주(州)라 하더라도 연방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반드시 일치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 폐지에 따라서 증거에 기초
한 손해배상의 인정으로 이행(移行)해 나간 점에서는 공통된다.
2) 전술한 소수의 주(州)에서는 대다수의 주(州)와는 달리 연방대법원이 추정적
손해배상을 제한한 점을 계기로 추정적 손해배상을 완전히 폐지하였다. 그 결과 손
해배상에서의 증명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서 명예훼손에 의한 평판 손해를 증명할
82) 예컨대 Gertz v. Robert Welch, Inc. 판결을 접한 후 명예훼손 사건의 제반 사정과 관계없이 바
로 추정적 손해배상을 폐지한 주(州) 대법원 판결로 캔자스(Kansas) 주(州) 대법원 판결(Gobin
v. Globe Publishing Co., 232 Kan. 1 (1982)), 테네시(Tennessee) 주(州) 대법원 판결 등을 들
수 있다(Memphis Publ’g Co. v. Nichols, 569 S.W.2d 412, 419 (1978)).
83) 예컨대 Gertz v. Robert Welch, Inc. 판결 직후가 아니라 사인의 사적 관심사에 대한 명예훼손소
송에서 추정적 손해배상을 인정할 여지를 남긴 Dun & Bradstreet 판결에 따르지 않음을 표명함
으로써 추정적 손해배상을 폐지한 주(州) 대법원 판결로 미주리(Missouri) 주(州) 대법원 판결
(Nazeri v. Mo. Valley Coll., 860 S.W.2d 303 (Mo. 1993)), 뉴멕시코(New Mexico) 주(州) 대
법원 판결(Smith v. Durden, 276 P.3d 943 (N.M. 2012))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후자인 뉴멕
시코(New Mexico) 주(州)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애초에 손해전보의 불완전성은 명예훼손소송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명예훼손에서만 평판 손해의 증명이 없는 상태로 배상을 인정하
는 것을 부정하였다. 또한 손해의 증명에 관해서는 소송 유형을 묻지 않고 통일적으로 손해의 증
명을 필요로 하는 한편, 명예훼손이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도 관계된다는 점에서는 다른 사건
유형과 동일한 취급을 하는 것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는 자세가 제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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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추정적 손해배상이 폐지됨에 따라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회
복에 관해서도 평판 손해의 증명을 요구함으로써 명예훼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판단도 다른 불법행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엄격화되었다.

(4) 연방대법원 판결에 독자적인 추가적 제한을 가한 주(州)
1) 전술한 추정적 손해배상을 유지 · 폐지한 주(州) 대법원 이외에 추정적 손해
배상에 독자적인 추가적 제한을 가한 주(州) 대법원도 있었다. 그 중 하나가 아이
오와(Iowa) 주(州) 대법원이다. 아이오와(Iowa) 주(州) 대법원은 기본적으로는 당
연히 성립하는 문서에 의한 명예훼손(libel per se)을 유지하지만, 미디어가 피고가
된 명예훼손 소송에 한정하여 문서에 의한 명예훼손 및 그에 따른 추정적 손해배상
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독자적인 제한 방법을 채용하였다. 이 견해를 밝힌 것으로
예컨대 1998년 Schlegel v. Ottumwa Courier 판결을 들 수 있다.84) 이 판결에서
아이오와(Iowa) 주(州) 대법원은 추정적 손해배상을 완전하게 폐지하지 않았다. 특
히 피고가 미디어인 경우에 ‘실손해를 훨씬 뛰어넘는 부당한 금전적 손해배상액’으
로 이어지기 쉬운 추정적 손해배상을 인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정적 손해배상에 제한을 둔 Gertz v.

Robert Welch, Inc. 판결을 고려하여 손해는 증명에 의해서 번복되어야 한다고 판
시하였다. 또한 정신적 손해배상에 관해서도 원고가 그 전제가 되는 평판 손해를
증명하지 않은 이상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85) 피고(미디어)에 대한 손해배
상청구를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였다.86) 이러한 엄격한 견해는 2013년 Bierman v.

Weier 판결에서도 유지되고 있다.87)
2) 한편 뉴저지(New Jersey) 주(州) 대법원은 추정적 손해배상액의 측면에 대해
서 독자적인 추가적 제한을 가하였다. 이를 밝힌 것이 뉴저지(New Jersey) 주(州)
대법원에 의한 2012년 W. J. A. v. D. A. 판결이다.88) 이 판결에서 나타난 뉴저지
(New Jersey) 주(州)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애초에 불법행위법은 손해전보를 유
일한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의 억제나 권리 옹호라는 측면도 있는 점
에서 보면 반드시 ‘손해’의 엄격한 증명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그것은 손해의 존재를 무시한다는 것은 아니며, 단지 절차적으로 손해 증명을 경감
할 뿐이라고 하였다.89)
84)
85)
86)
87)
88)
89)

Schlegel v. Ottumwa Courier, 585 N.W.2d 217 (1998).
Schlegel v. Ottumwa Courier, 585 N.W.2d 217 at 224 (1998).
Schlegel v. Ottumwa Courier, 585 N.W.2d 217 at 226 (1998).
Bierman v. Weier, 826 N.W. 2d 436, at 454-55 (2013).
W.J.A.v.D.A., 210 N.J. 229 (2012).
이를 전제로 뉴저지(New Jersey) 주(州) 대법원 판결은 추정적 손해배상의 의의에 대해서 이하
와 같이 설시하였다. 즉 “오늘날의 세계에서 사람의 신용은 인터넷에서 허위이고 명예훼손적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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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판결은 인터넷에 의해서 사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실손해를 증명하
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권리 옹호라는 점에서 손해를 추정하는 데에는 여전히 의
의가 있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며, 이를 즉시 폐지하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이 판결에서 나타난 뉴저지(New Jersey) 주(州) 대법원의 입장에서 보면 추정적
손해배상 제도의 존재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심원의 경우
에 추정적 손해배상을 평가하기 위한 통일적인 방법이 없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90) 그리하여 뉴저지(New Jersey) 주(州) 대법원은 추정적 손해배
상 제도에는 배심원이 그것을 산정하기 위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추정적 손해배상
을 전보배상과는 다른 ‘명목적 손해배상’으로 자리매김하며, 금전적으로 회복이 필
요한 손해에 관해서는 다른 경우와 동일하게 전보배상의 틀에서 실손해의 증명에
기초한 산정을 할 것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91)
3) 아이오와(Iowa) 주(州) 대법원이든 뉴저지(New Jersey) 주(州) 대법원이든
추정적 손해배상에는 여전히 합리성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지만, 추정적 손해배상이
내포하는 고액화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접근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아이오와
(Iowa) 주(州) 대법원은 피고가 미디어인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
에 이 경우에 손해 추정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확실히 피고가 미디어인 경
우에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일정한 억제 효과가 있지만, 역시 추정배상액의 고
액화라는 본질적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이에 비해서 뉴저지(New

현을 공표하는 행위를 통하여 너무나 간단하게 침해된다. 실제로 인터넷이라는 현대적 수단에 의
해서 명예를 훼손당한 사인의 경우에 거의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보배상을 받기 위
하여 평판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은 곤란하다. 우리는 뉴저지(New Jersey) 주(州)의
오랜 세월에 걸친-공적 관심사와 관계되지 않은 사건에서의 사적 시민에 의한 명예훼손소송에서
-추정적 손해배상이라는 커먼 로(common law)의 전통이 무슨 이유로 사인에 관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대하여 세계 속에 잠재하는 열람자 중 누군가로부터 평판 손해에 관한 증거를 찾는
것을 일반시민에게 강제하는 것으로 지금 바꿀 수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우리는 당해 주(州)
에서의 커먼 로(common law)가 소송원인에 기초해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한 피해자에게 보상
되는 손해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납득하지 못한다. ……추정적 손
해배상은 인터넷의 악용을 통하여 훼손될 수 있는 그 사람의 평판에 대한 위엄과 마음의 평화라
는 이익을 정당화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제기하는 명예훼손소송에서 평판 손해가 추정됨을 인정
하는 것은 정당한 이익에 부합하고, 우리의 커먼 로(common law)에서 제거되어서는 안된다
(W.J.A.v.D.A., 210 N.J. 229 at 248-249 (2012)).
90) W.J.A.v.D.A., 210 N.J. 229 at 247 (2012). 따라서 이러한 산정기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
법으로 뉴저지(New Jersey) 주(州)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채용한다고 하였다. 즉
“정식 사안 심리에서 … 명목적 손해배상금을 받는 것을 원고에게 인정함으로써 추정적 손해배상
의 원리는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한 접근 방법(approach)은 전보적 금액을 배제함
으로써 추정적 손해배상 원리를 분별 있게 구분짓기 때문에 배심원 평결에 지침이 없다는 논의를
제거한다. 평판 손해에 관한 전보배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원고는 증거의 제출을 통하여 그
평판에 대한 현실적 손해, 금전적 손해 또는 기타 손해를 증명할 것이 요구된다(W.J.A.v.D.A.,
210 N.J. 229 at 249 (2012)).”
91) 또한 이러한 판단 하에 원고는 전보되는 손해를 증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보배상금은 받을 수
없지만, 명목적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W.J.A.v.D.A., 210 N.J. 229 at 24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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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rsey) 주(州) 대법원은 바로 추정배상액의 본질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확실히
추정적 손해배상을 명목적 손해배상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배상액의 고액화를 억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게 자리매김함으로써 손해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
에도 손해 추정을 통하여 금전에 의한 현실적 구제를 인정한다고 해 온 전통적인
추정적 손해배상 제도를 실질적으로 폐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결국 금
전에 의한 현실적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실손해를 증명하여야 했다. 이 점에
서 보면 명예훼손의 피해자들에게는 엄정한 대응이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IV. 소 결
과거 미국의 명예훼손법은 각 주(州)의 커먼 로(common law)상의 순수한 불법
행위(tort) 차원의 문제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은 외설적 표현, 선동적
표현과 마찬가지로 ‘연방수정헌법’ 제1조에 의하여 언론 자유의 범위를 벗어나서 보
호받을 가치가 없는 표현이라고 판단되었으며, 커먼 로(common law)상 명예훼손
은 엄격책임주의에 기초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종래의 미국 ‘명예훼손법’ 체계
전체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면서 공직자로 대표되는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
의 경우에 ‘연방수정헌법’ 제1조 하에서 언론의 자유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계기
가 된 판결이 1964년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판결이었다. 그리고 이 판
결을 통하여 제시된 현실적 악의 법리는 그 후의 후속 판결을 통하여 공적 인물에
도 적용되고 일정한 경우에는 원고가 사인인 경우에도 적용되기도 하는 등 그 적용
범위의 변천을 보여 왔다. 그리고 이와 함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
인과 사인을 구별해서 판단해야 하는 이유, 사인과 구별되는 공인의 범주 등에 대
한 논의 내지 법리도 제시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결과 미국에서는 현실적 악
의 법리가 확립 내지 정착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 예로 전술한 Gertz v.

Robert Welch, Inc. 판결과 Dun & Bradstreet, Inc. v. Greenmoss Builders, Inc.
판결 등을 들 수 있다.
이 판결 등에 의해서 집대성된 미국의 현실적 악의 법리를 통하여 현재 미국의
명예훼손법의 모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 및 공적 인물의 공적 관심사에 대한 보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원고가 현실적 악의를 증명해야 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일단 현실적 악의가 증명되
면 추정적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둘째, 원고가 사인이지만, 원고의 공적 관심사에 대한 보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는 원고가 단순 과실만 증명해도 손배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원
고가 현실적 악의를 증명하면 경우에는 추정적 · 징벌적 손해를 포함한 모든 손해

28

의 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원고가 단순 과실만 증명한 경우에는 현실적 손해만 배
상청구할 수 있다.
셋째, 원고가 사인이고 원고에 대한 공적 관심사가 아닌 사안의 보도를 문제삼은
소송에서는 원고가 적어도 단순 과실을 증명해야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과거 커먼 로(common law)에서와 같이 명예훼손행위만 증명하면 과실 증
명도 필요없는 엄격책임주의가 적용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92)
한편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피해자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의 미국의 명예훼손법은 당연히 명예훼손이 성립하게
되는 ‘구두에 의한 명예훼손’과 ‘문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경우에 원고는
실제로 발생한 금전적 손해를 증명할 필요도 없이, 단순히 명예훼손적 허위표현이
라는 사실로부터 평판에 대한 물질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가 보통은 발생하는 것으
로 법적으로 손해가 추정되므로, ‘일반적 손해배상’이라는 항목 안에서 그러한 추정
적 손해배상에 의한 손해의 회복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이후 증명이
곤란한 손해를 추정함으로써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제도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추정
적 손해배상에 의해 고액화된 손해배상이 사실상의 제재로 기능하는 것으로 인식되
었다. 그 결과 추정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두어서 명예훼손이라
할지라도 최대한 실손해의 증거에 기초해서 공평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것을 요구
하는 움직임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즉 20세기 후반에 배심원이 법적으로 손해를 추
정함으로써 배상금을 평가하는 추정적 손해배상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서 고액의 손
해배상액이 인정된다는 사례가 눈에 띄게 되었으며, 그 중에서 고액의 추정적 손해
배상금이 사실은 전보배상 이상의 손해배상액을 원고에게 부여한다고 인식하게 되
었다. 그 결과 연방대법원은 각 주(州)의 명예훼손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
으며, 각 주(州)의 전통적인 커먼 로(common law)의 명예훼손법, 특히 손해 추정
을 인정하는 명예훼손 유형은 연방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에 의한 보장의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그에 수반하여 전통적인 명예훼손법에서는
요구하지 않았던 실손해, 피고의 유책성, 표현의 허위성에 관한 증명을 원고에게 요
구하게 되었다. 또한 전술한 연방대법원 판결의 입장을 수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각 주(州) 대법원 중 대다수의 주(州)에서는 연방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고 그것과
조화되는 범위에서 추정적 손해배상을 존속시키고 있었으므로, 사적 관심사와 관계
92) 다만 이에 대해서는 후자의 해석, 즉 엄격책임주의로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라고 한다. 이에 따르
면 공무원 및 공적 인물의 비공적 관심사 보도가 문제된 소송도 아마도 위와 같이, 즉 엄격책임
주의가 적용되어 처리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공무원 및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록 비공적 관심사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단순과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견해도 상당히 있다고 한
다(본 각주의 설명은 전원열,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1)”, 언론관계소송(편집대표 한위수), 한국
사법행정학회, 2007, 152-153면 및 153면 주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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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사인의 명예훼손소송의 경우에만 전통적 커먼 로(common law) 본래의 형태로
추정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었다. 이와 달리 연방대법원 판결을 접한 후 추정적 손해
배상을 완전하게 폐지한 소수의 주(州) 대법원뿐만 아니라 피고 유형이나 손해배상
액의 측면에서 독자적인 추가적 제한을 가한 주(州) 대법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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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영 국
I. 의 의
영국의 명예훼손법은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군주나 국내 유력자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는 형사법의 흐름을 이어받아서 귀족 계급의 명예를 지키는 수단으
로, 그리고 시대가 진행되면 신사 계급의 명예를 지키는 수단으로 발달하였다. 그리
하여 증명책임 전반이 피고에게 무겁게 부과되며, 재판에서는 법률부조를 받지 못
하고 시간과 비용이 드는 배심원의 심리가 일상화되는 등 원고 측에게 유리한 제도
가 포함되어 있었다.
인터넷이 시민의 의견 표명의 장으로 발달하게 되면 부유층이나 기업이 자신에게
불리한 견해를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여 봉쇄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되거나 외국의
기업이나 부호가 불합리한 보도에 영국의 소송을 이용하여 압력을 가하는 이른바
‘libel93) tourism’이 한창 보도를 떠들썩하게 하였고, 런던(London)은 ‘명예훼손
(libel. 라이블)의 수도’, ‘suit(소송)라는 이름의 거리’와 같은 그리 달갑지 않은 별
명을 갖게 되었다.94)
2013년 명예훼손법(Defamation Act 2013 (c.26), 이하 ‘2013년 법’이라고 한다)
은 이러한 법 제도에 대하여 국내외로부터 높아진 개정 압력을 받아들여서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균형을 재조정하기 위하여 성립한 법률이다.
이하에서는 2013년 명예훼손법이 성립되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고 전자의 경우에
는 공인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고찰한 후 영국에서의 명예훼손의
구제수단으로 인정되는 위자료의 산정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본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2013년 명예훼손법의 개요를 공인의 명예훼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
다.

II. 2013년 법 이전의 명예훼손에 대한 주요 법제의 개요 및 위자
료의 산정 현황
1. 중세 및 근세
(1) 영국의 명예훼손법의 역사적 발전은 2개의 흐름이 있다고 한다.95) 하나는 커
93) 명예훼손은 공표수단에 따라서 ‘문서 · 도화에 의한 명예훼손(libel)’과 ‘구두에 의한 명예훼손
(slander)’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현행 해석에서 libel은 항구적으로 남는 성질의 것, slander는
일시적인 성질의 것이 된다.
94) Geoffrey Robertson and Andrew Nicol, Media Law, Sweet & Maxwell, 2007, p.93.
95) William Holdsworth, A history of English law, vol.5, Methuen, 1924, p.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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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로(common law)96)에 기초한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져 온 것으로, 원래는 11세기
경부터 유언비어를 단속하기 위하여 종교법원의 관할로 처리되었지만97), 15세기
말부터 커먼 로(common law) 법원으로 이관되었다. 또한 당시 명예훼손 안건은 대
부분이 구두에 의한 것으로, 1660년 왕정복고까지 libel과 slander가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
(2) 또 하나의 원천이 사회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여 체제에 대한 신뢰를 지
키기 위하여 Edward 1세가 1275년에 정한 법률 ‘고위인에 대한 중상모략(中
傷)(scandalum magnatum)’이다. 이는 국왕, 국민, 왕국의 유력자 사이에 불화를 초
래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언설을 한 자를 투옥할 것을 규정한 선동 라이블
(seditious libel) 규정이다. 보통의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어려운 유력자를 재판
하기 위하여 1488년에 설치된 성찰청(星室廳)(Star Chamber)은 설립 당초부터 국
가나 교회에 대한 비판이나 명예훼손을 라이블(libel)로 단속하였으며, 치안 방해
안건으로 간주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도 형사 및 민사소송으로 다루었다. 이는 특
히 귀족 사이에서 명예훼손의 해결법으로 자주 나타나는 결투를 단속한다는 목적도
있었다.
(3) 성찰청의 폐지(1641년)와 왕정 복고(1660년) 후 성찰청 관할의 명예훼손 안
건도 커먼 로(common law) 법원인 왕좌(王座) 법원98)에서 한꺼번에 다루게 되었
다.99) 이러한 중세 이후의 라이블(libel)의 계보에 더하여 19-20세기에 걸친 신사
계급의 성립이 명예훼손법에 미친 영향도 지적된다.100) 즉 신사는 항상 자신의 가
치를 묻고 있으며,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원고가 정말로 신사인지 여
부의 시금석으로 간주되었다. 법관들도 이러한 풍조에 입각한 형태로 신사의 인격
에 대한 비난은 허위이며, 악의로 공표되고, 그 명성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전제
에서 증명책임을 피고(특히 당시에 대두하고 있었던 일반신문이나 대중지)에게 부
담시키게 된 것이다. 또한 형사 안건으로서의 라이블(libel)은 점차 사용되지 않게
되었고, 결국 2009년 검시관 및 사법법(司法法)(Coroners and Justice Act 2009
c.25) 제73조로 완전히 소멸하였다.

96) 잉글랜드 및 웨일즈의 법률의 기초를 형성해 온 성문화되어 있지 않은 관습법 체계에서 중세 이
후의 잉글랜드 법원에 의한 판례 등에 준거하고 있다.
97) Geoffrey Robertson and Andrew Nicol, Media Law, Sweet & Maxwell, 2007, p.95.
98) 원래는 커먼 로(common law) 하에서 민사 안건을 다룬 민사소송 법원이지만, 현재는 고등법원
중 왕좌부(王座部)(또는 여왕좌부(女王座部))로 되어 있다.
99) The Law Reform Commission of Ireland, Consultation Paper on The Crime of Libel, August
1991. <http://www.lawreform.ie/_fileupload/consultation%20papers/cpCrimeofLibel.htm> 참조
(최종방문일 : 2019년 12월 20일).
100) Geoffrey Robertson and Andrew Nicol, Media Law, Sweet & Maxwell, 2007, p.96.

32

2. 20세기 이후 및 2013년 법 제정 이전의 명예훼손-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위자료의 산정 현황을 중심으로
(1) 일반론
1) 그동안 영국의 명예훼손(defamation)은 커먼 로(common law)의 운용에 따르
는 바가 많았기 때문에 완전하게 성문화되어 있지 않았으며, 제정법에 의한 개입도
한정적이었다.101) 명예훼손의 정의로 자주 인용되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성
명(聲明)(statement)이라는, 어떤 자가 증오, 경멸, 또는 비웃음을 당함으로써 당해
자의 명성(reputation)을 손상시키는 것, 및 당해 자에 대한 사회의 정직한 구성원
의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102)”이라는 정의이다.103) 간단히 말하면 허위사실을 공표
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libel과 slander로 구별할 수 있
다.104) 전자는 영구적 형태로 명예훼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문서 · 방
송 · 영화 등이 포함된다.105) 이에 반하여 후자는 일시적 형태로 명예훼손이 이루
어지는 것으로, 구두에 의한 명예훼손이 전형적 예이다.106)
2) 영국의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잠재의식의 틈새를 파고들어 자리잡고 있다가 언
제든지 나타나서 치명적 해악을 미치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은 평생동안 지속될 수
있다.107) 또한 피해자는 대부분 명예훼손에 대하여 반박하거나 정정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 나아가 출처불명의 추문을 추적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그 해악이 어느 정도
인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확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손해배상액은 부득이하게 ‘대략적인 수치로(at
large)’ 환산할 수 밖에 없다.108) 그리고 명예훼손에 의한 위자료 산정과 관련하여
가해자의 허위사실의 공표와 후속 행동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의 후
101) Alexander Horne, “Defamation Bill: Bill No.5 2012-13”, Research Paper 12/30, House of
Commons Library, 28 May 2012, p.1. 명예훼손법이라는 법률은 1952년, 1996년 및 2013년
등 3개뿐이다.
102) 상임상소귀족(常任上訴貴族)이었던 James Richard Atkin 남작이 1936년에 내린 Sim v Stretch
[1936] 2 All ER 1237, 1240 판결에 따른다. 또한 상임상소귀족(Lord of Appeal in Ordinary)
이란 상원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1대 귀족으로 Law lord라고도 한다. 이 직책은 2005년 헌법 개
혁법에서 상원으로부터 사법(司法) 기능이 대법원에 이관된 때에 폐지되었으며, 현직자는 동 법
원의 재판관이 되었다.
103) House of Commons Culture, Media and Sport Committee, Press standards, privacy and
libel: Second Report of Session 2009-2010, vol.1, 9 February 2010, p.36.
<http://www.publications.parliament.uk/pa/cm200910/cmselect/cmcumeds/362/362i.pdf>(최종
방문일 : 2019년 12월 15일).
104)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1.6.
105)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3.6. 방송과 영화에 의한 명예훼손은 법률에 의하
여 Libel로 취급된다.
106)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3.6.
107) Hill v. Church of Scientology of Toronto [1995] 2 SCR 1130, [169](per Cory J).
108) Ley v Hamilton (1935) 153 LT 384, 386 (per Lord At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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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행동은 명예훼손의 연장선상에서 처리된다.109)
3) 한편 2013년 법 제정 이전은 물론이고 20세기 전반에 걸쳐서 영국의 명예훼
손은 전술한 미국의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판결 이전의 상황과 유사해
서 여전히 엄격책임주의를 취하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사회적 평
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공표하였음을 증명하면 충분하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손
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진실하다거나 그 행위가 면책특권
(privilege)에 해당됨을 증명하여야 한다.

(2) 제정법상의 항변의 범위와 역할
실무상으로는 명예훼손법 분야에서 제정법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전통적인 커먼
로(common law)상의 항변 외에 피고가 행사하는 제정법상의 항변의 범위와 역할
이 증대하였다. 예컨대 ①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 피고에
게 악의나 중과실이 없었으며 피고가 신속하게 사과문을 게재하고 일정액을 법원에
납부하면 1843년 명예훼손법 제2조 및 1845년 명예훼손법 제2조에 의하여 손해배
상책임을 면할 수 있고110), ② 기사가 의도하지 않았던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
였으나 거기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으며 적절한 정정보도를 한 경우에는 이른바 ‘의
도하지 않은 명예훼손’으로서 1952년 명예훼손법 제4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며111), ③ 1996년 명예훼손법 제2조 내지 제4조는 1952년 명예훼손법상의 의
도하지 않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도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피고가 적절한 정정보도를 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경우에 피해자는 명예훼손소
송을 제기하거나 유지할 수 없지만 그 손해나 비용만을 변상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
으로써 원고의 권리 범위를 축소하였다.112)

(3) 미국의 공인 이론의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
1) 영국의 경우에는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판결의 영향을 받아서 언
론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미국의 ‘현실적 악의’ 법리를 도입하자는 주장

109) Law Commission, Aggravated, Exemplary and Restitutionary Damages, Law Com No 247,
p.13.
110) M. R. Brazier et al., Clerk & Lindsell on Torts, 17th ed., Sweet & Maxwell, 1995,
pp.1056-1057.
111) M. R. Brazier et al., Clerk & Lindsell on Torts, 17th ed., Sweet & Maxwell, 1995,
pp.1045-1047.
112) 전원열,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1)”, 언론관계소송(편집대표 한위수),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155면. 이 밖에 영국에서는 후술하는 절대적 면책특권(absolute privilege)과 제한적 면책특권
(qualified privilege) 이론이 발달하여 활발하게 적용되는데, 이들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명예훼
손의 성립을 제한하는 기능을 일부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전원열,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1)”,
언론관계소송(편집대표 한위수),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1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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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tee on Practice and Procedure in Defamation)는 1991년 보고서에서 ‘현
실적 악의’ 법리가 여러 가지로 명예훼손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가로막고 있
다는 이유로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다.113)
2) 또한 영국의 최고법원인 귀족원(貴族院)은 1993년 Derbyshire Country
Council v. Times Newspaper Ltd. 판결에서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판
결을 비교 및 분석하면서도 ‘현실적 악의’ 법리를 도입하지 않았다.114) 나아가
1996년 명예훼손개정법률(the Defamation Bill in 1996)에서 공적 인물(public
figure) 개념을 도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으며115), 귀족원은 1999년 신문
에 게재된 정치인에 대한 비방기사가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Reynolds v. Times Newpaper Ltd. 판결116)에서 종래의 커먼 로(common law)에
의한 면책 외에 정치적 토론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제한적 면책특권의 도
입을 거절함과 동시에 원고로 하여금 신문사 측에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아
니하였음을 증명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배척하였다.117)
3) 한편 미국의 제한적 공적 인물 이론과 대비되는 것으로 영국에서는 제한적 면
책특권의 하나로 공격자에 대한 반박(retorting on assailant 또는 right of reply to
an attack)이 인정된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서 공격을 받은 자는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된 사안에 있어서 공격자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주장으
로 반박할 수 있지만, 그 반박은 공격과 관련 있는 것이어야 하고 공표의 범위나
성격도 공격의 그것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118) 또한 반박권을 행사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그 주장을 보도하는 언론기관도 이 특권에 의하여 함께 혜택을 받는
다.119) 결국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논쟁에 뛰어든 자는 그에 상당한 반박을 감수
해야 하는 셈이다.120)
113) M. R. Brazier et al., Clerk & Lindsell on Torts, 17th ed., Sweet & Maxwell, 1995, p.1013.
114) 다만 이 판결은 중앙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위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소
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 그 이유로 이 판결은 이를 허용한다면 정부기관이나 지방
자치단체 활동에 대한 합법적인 공공의 비판을 억제하고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그 보도에서 지칭된 개별 공직자가 개인적으로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정할 필요성도 없는 점을 들고 있다(Major, “Comparative Analogies: Sullivan Visits
the Commonwealth”, 10 Ind. Int’l & Comp, L. Rev. 17, 26 (1999)).
115) Major, “Comparative Analogies: Sullivan Visits the Commonwealth”, 10 Ind. Int’l & Comp,
L. Rev. (1999), p.26, note 60.
116) Reynolds v. Times Newpaper Ltd., 3 W.L.R. 1010 (H.L.) (1999).
117) Fisher, “Rethinking Sullivan: New Approaches in Australia, New Zealand, and England”, 34
Geo, Wash. Int’l L. Rev. 101, 159-167 (2002).
118) M. R. Brazier et al., Clerk & Lindsell on Torts, 17th ed., Sweet & Maxwell, 1995, p.1096.
119) 홍임석, “영국에서의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법적 문제”, 재판자료 제93집 외국사법연수논집
[21], 법원도서관, 2001, 233-244면.
120) 한위수,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비교법적 일고찰-현실적 악의 원칙(actual malice rule)’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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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수단
영국의 명예훼손에 있어서 주된 구제수단은 손해배상이다.121) 특히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어떤 사람이 여러 사람 앞에서 명예를 훼손당하였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을 상대로 그의 명예를 옹호하는 것이며 그를 위로하는 것이라고 한다.122)
다만 커먼 로(common law)상 법원이 명예훼손에 대한 정정을 명할 권한은 인정되
지 않았다.123)
한편 영국법상 손해배상은 전보적 손해배상, 가중적 손해배상 그리고 징벌적 손
해배상으로 나뉜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따로 목차를 두어서 후술한다).124) 그
리고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완전배상의 원리(restitutio in intergrum)’에
따라 정해지는데, 다른 불법행위와 달리 매우 주관적 요소에 의하여 좌우된다.125)

(5) 배심원 제도
영국에서 배심원 재판은 종래에 비해서 매우 드물게 이루어는 실정이다.126) 불법
구금, 부당제소, 사기 그리고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배심원 재판이 인정된다.127) 법
률문제는 법관이 결정하고, 사실문제는 배심원이 결정한다.128) 특히 손해배상액의
사정은 사실문제로서 배심원이 결정할 사항에 해당된다.129) 위자료의 적정 금액에
대한 판단기준도 배심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적정한 금액이 된다.130)
한편 실무상 활용되고 있는 위자료의 범위(Bracket)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배심원의 평결액이 파기되는 것은 아니며131), 배심원에게는 유사한 사건에서 내려
진 배심원 평결액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132)

심으로”, 언론과 법 창간호(통권 제1호), 한국언론법학회, 2002, 164면.
121) Duncan and Neil on Defamation, 3rd ed., 2009, §23.01.
122) Uren v. John Fairfax & Sons Pty, Ltd., 117 CLR 115, 150 (per Windeyer J).
123)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1. 다만 1996년 명예훼손법에 의하면 법원이
정정 또는 사과를 명할 수 있다.
124) 영국의 경우에 전보적 손해배상 중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는 그 법적 처리가 다르다고 한
다(Duncan and Neil on Defamation, 3rd ed., 2009, §23.02).
125) Broome v. Cassell [1972] AC 1027, 1071 (Per Lord Hailham).
126)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1.11.
127) Law Commission, Aggravated, Exemplary and Restitutionary Damages, Law Com No 247,
p.15.
128)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36.2.
129)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36.22; Price, Duodu and Cain, Defamation, 4th
ed., 2010, §20-43.
130) Kiam v. MGN Ltd [2003] QB 281, 298;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4.
131)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5. Kiam v. MGN Ltd. 사건에서는
40,000-80,000 파운드 내에서 배상액이 인정될 수 있다는 기준이 제시되었지만, 실제로
105,000 파운드가 인정되었다.
132)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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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예훼손의 구제수단으로서의 손해배상-위자료 산정을 중심으로-133)
(1) 전보적 손해배상
1) 개 관
전보적 손해배상은 명예훼손의 피해자를 위로하는 것이며(consolation), 훼손된
명예에 대한 전보이고(reparation), 피해자의 명예를 옹호하는 것이다(vindication
).134) 특히 옹호라는 관점은 상당한 배상액을 통하여 가해자의 주장이 허위라는 메
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것이라고 한다.135)
또한 적정한 액수의 손해배상금은 대중매체가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를 저
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예방적 관점(deterrent)’을 추가적으로 지적하기도 한
다.136)

2)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는 사안의 성질상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기 어렵
고(‘at large’), 위자료의 산정은 배심원의 고유 영역이다.137) 명예훼손으로 인한 재
산적 손해는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한 배상될 수 있지만, 실제로 증명이 어려워
배상된 경우는 매우 드물다.138) 그리하여 재산적 손해의 산정은 배심원이 아니라
법관에게 종종 맡겨지기도 한다.139) 특히 신용훼손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의
증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상당한 위자료가 인정된다.140)

133) 이하의 서술은 이창현,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의 산정에 관한 연구-영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 언론중재 2011년 겨울호, 언론중재위원회, 2011, 37면 이하의 내용을 주로 참고하여 정리
하였다.
134)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2.
135) Gleaner Co Ltd v Abrahams [2003] UKPC 55, [2004] 1 AC 628, [55](per Lord
Hoffmann); Broome v Cassell [1972] AC 1027, 1071(Per Lord Hailsham);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1.
136) Gleaner Co Ltd v Abrahams [2003] UKPC 55, [2004] 1 AC 628, [53](per Lord
Hoffmann).
137)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2.
138) The Gieaner Co Ltd v Abrahams [2004] 1 AC 628, 647;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2; Price, Duodu and Cain, Defamation, 4th ed., 2010, § 20-33. 재산적 손해의
증명 실패는 위자료의 산정시에 참작된다고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에
상응하는 법적 처리이다.
139) Duncan and Neill on Defamation, 3rd ed. 2009, §23.32.
140)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2. 캐나다의 대법원 판결에서는 중대한 명예훼
손은 피해자의 내면세계에 파고들어 잠복하다가 그악성을 언제든지 드러낼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평생동안 지속될 수 있으나, 피해자는 명예훼손에 대하여 반박하거나 시정할 기회를 거
의 가지지 못한다고 지적되었다(Hill v Church of Scientology of Toronto [1995] 2 SCR 1130
at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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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자료의 산정 원칙
(가) 개 관
명예훼손으로 위자료의 산정시에 명예 자체의 침해(damage to his reputation),
명성의 옹호(vindication of his good name) 그리고 정신적 고통(injury to
feelings: distress, hurt and humiliation)을 고려하여야 한다.141) 손해배상액은 표
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비례성이 준수되어야 한다.142) 적정한 손해배상액은
배심원이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필요한 금액으로 정해진다.143)

(나) 배심원에 대한 지도
통일성과 적정성의 확보의 요청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144), 그리하여 항소법
원은 이전과는 달리 재심리를 명하지 않고 배심원의 평결상 과도한 손해배상액수를
적정한 금액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145) 또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과도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원의 심사가 강화되었다.146)
결국 법원의 배심원에 대한 지도가 강화되었고, 배심평결액에 대한 법원의 개입
도 보다 자주 이루어지고 있다.147) 실무상으로 자주 활용되는 배심원에 대한 지도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손해배상금으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purchasing power of money)’
가 제시되어야 한다.148) 이는 배심원으로 하여금 손해배상금의 구매력을 구체적으
로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둘째, 명예훼손사건에서 항소법원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이 제시되나, 배심평결액
은 제시되지 않는다.149)
141) John v MGN Ltd [1997] QB 586, 607(per Thomas Bingham MR); Duncan and Neill on
Defamation, 3rd ed., 2009, §23.07; Price, Duodu and Cain, Defamation, 4th ed., 2010,
§20-03.
142) Rantzen v. Mirror Group Newspapers [1994] QB 670, 696; John v MGN Ltd [1997] QB
586, 611(per Thomas Bingham MR); Duncan and Neill on Defamation, 3rd ed., 2009,
§23.29; Price, Duodu and Cain, Defamation, 4th ed., 2010, §20-02. 다만 영국에서 ‘손해의
추정 원칙(presumption of damage)’은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Jameel
Dow Jones & Co Inc [2005] EWCA Civ 75, [2005] QB 946, [37]-[41]).
143) Rantzen v Mirror Group Newspapers [1994] QB 670, 692(per Neill LJ);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4.
144) The Gieaner Co Ltd v Abrahams [2004] 1 AC 628, 644; Price, Duodu and Cain,
Defamation, 4th ed., 2010, §20-30.
145) 1990년 법원 및 법률사무법(Courts and Legal Services Act 1990) 제8조.
146) Rantzen v Mirror Group Newspapers [1994] QB 670, 694.
147) Duncan and Neill on Defamation, 3rd ed., 2009, §23.39.
148) Sutcliffe v Pressdram Ltd [1991] 1 QB 153; Rantzen v Mirror Group Newspapers [1994]
QB 670, 696; John v MGN Ltd [1997] QB 586, 608; The Gieaner Co Ltd v Abrahams
[2004] 1 AC 628, 644. 예컨대 자동차구입비용, 휴가비용, 주택구입비용 등이 제시된다고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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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인신사고로 인한 위자료가 제시된다.150) 이는 인신사고와의 단순비교를 의
미하는 것은 아니고,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진
다.151) 특히 인신사고에 있어서 위자료의 상한이 명예훼손에 있어 상한으로서의 의
미를 가진다.152) 다만 이에 대하여는 인신사고와 명예훼손의 차이점을 들어서 위와
같은 실무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153)
넷째, 위자료의 배상범위(상한과 하한)가 제시된다.154) 다만 배심원이 위 범위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배심원의 판단이 판사의 판단보다 존중된다.155)

(다) 산정기준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배심원은 명예훼손시부터 평결
시까지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한다.156) 여기에서는 가해자 측의 사정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의 사정도 포함된다.

4) 위자료 산정 사유
(가) 개 관
명예훼손의 성립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실제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기
때문에157)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산정 사유에 따라서 위자료의 증액 및 감액
이 발생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위자료의 산정 사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살펴
149) John v MGN Ltd [1997] QB 586, 611-612;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7.
150) John v MGN Ltd [1997] QB 586, 612-614. 인신사고로 인한 위자료의 상한은 2008년을 기
준으로 대략 250,000파운드이다(Judicial Studies Board, Guidelines for the Assessment of
General Damages in Personal Injury Cases, 9th ed. 2008, 사지마비(Quadriplegia): 206,750
파운드 내지 257,750파운드).
151) John v MGN Ltd [1997] QB 586, 613; Gur v Avrupa Newspaper Ltd [2009] EMLR 4,
[19](per Dyson LJ). The Gieaner Co Ltd v Abrahams [2004] 1 AC 628, 645-647;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6에 의하면 인신사고는 과실로 발생하지만, 명예훼손
은 고의로 발생하며,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예방적 관점이 중요하여 인신사고와 명예훼손의 단순
비교는 가능하지 않다고한다.
152) Jones v Pollard [1997] EMLR 233, 257(per Hirst LJ);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6.
153) The Gieaner Co Ltd v Abrahams [2004] 1 AC 628, 645-647. 특히 인신사고는 과실로 발생
하지만, 명예훼손은 고의로 발생하며,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예방적 관점이 중요하여 인신사고와
명예훼손을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지적된다.
154) John v MGN Ltd [1997] QB 586, 615-616(per Thomas Bingham MR); Kiam v MGN Ltd
[2003] QB 281, 298-300;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 9.8.
155)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 9.4.
156) Praed v Graham [1890] L.R. 24 Q.B.D. 53, 55(per Lord Esher MR: 오로지 가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본문과 같은 의견이 개진되었다); Cassell v Broome[1972] AC 1027, 1071(per Lord
Hailsham); John v MGN Ltd [1997] QB 586, 613(per Thomas Bingham MR). 후자의 판결
에서 가해자의 행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행위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하게 지적되었다.
157) Price, Duodu and Cain, Defamation, 4th ed., 20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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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로 한다.

(나) 명예훼손의 정도
명예훼손의 내용이 위자료의 산정시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158) 예컨대 피해
자의 인격, 직업적 명성의 본질적 부분과 관련될수록 명예훼손은 심각한 것으로 취
급된다.159) 또한 공표의 범위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160) 특히 전국일간지, 방
송매체 등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으므로 상당
한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

(다) 명성의 옹호(vindication of his good name)
피해자는 명예훼손이 근거 없다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차원에서 손해배상을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피해자의 기대에 반하여 가해자가 사실의 적시
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정정이나 사과를 거부하는 경우에 피해자의 명성의 옹호
라는 관점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특히 명예훼손이 전혀 근거 없는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된다.161)

(라) 정신적 고통(injury to feelings)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되는 일련의 정신적 고통이 고려된다.162) 아
울러 가해자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다.163) 피해자가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정신적 상해(psychiatric illness)를 입은 경
우에는 그러한 사정도 참작될 수 있다.164)

(마) 가중요소
가해자의 행동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는데, 명예훼손 당시뿐
만 아니라 그 이후 그리고 소송에서의 행동이 모두 고려된다.165)
첫째, 공표 시에 사실관계의 확인을 충실히 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반론을 무시
하는 가해자의 행동은 가중요소이다.166) 이와 관련하여 가해자가 관련 보도 규정을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Duncan and Neill on Defamation, 3rd ed., 2009, §23.09.
John v MGN Ltd [1997] QB 586, 607(per Thomas Bingham MR).
Duncan and Neill on Defamation, 3rd ed., 2009, §23.10.
Cassel & Co Ltd v Broome 사건에서 Hailsham 대법관은 누구라도 이사건 명예훼손이 근거없
다는 점을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금액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1972] AC
1027, 1071).
Duncan and Neill on Defamation, 3rd ed., 2009, §23.12.
John v MGN Ltd [1997] QB 586, 607-608(per Thomas Bingham MR).
Duncan and Neill on Defamation, 3rd ed., 2009, §23.13.
Duncan and Neill on Defamation, 3rd ed., 2009,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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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한 점도 가중사유로 고려된다.167)
둘째, 가해자의 악의는 가중요소로 고려된다.168) 명예훼손에 있어서 악의(malice)
는 허위사실임을 알았거나 허위 여부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는 경우에 인정된
다.169)
셋째, 공표 이후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사과를 거부하는 행동170), 진정성 없는
사과171)는 가중요소가 된다.
넷째, 가해자가 책임을 부인하면서 법적 공방을 치열하게 전개하는 것은 가중요
소로 고려된다.172) 특히 모욕적인 반대신문이 그러하다.173) 또한 소송과정이 언론
매체에서 다루어지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통이 더욱 가중된다.174)

(바) 감경요소
첫째, 가해자의 진지하고 시의적절한 사과는 위자료의 감경요소이다.175)
둘째, 피해자의 평판이 평소에 좋지 않았다는 점은 위자료의 감경요소이다.176)
다만 피해자의 평판은 좋다고 추정된다.177)
셋째,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부 및 정도가 감경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178) 예컨대
공정한 논평(fair comment)이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는 위자료가 상당히 감경된다.
넷째, 사실의 적시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가 감경된
다.179)
다섯째, 명예훼손을 유발하거나, 소송에서 허위증언을 유도하는 등과 같은 피해자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Price, Duodu and Cain, Defamation, 4th ed. 2010, §20-12.
Price, Duodu and Cain, Defamation, 4th ed. 2010, §20-12.
Price, Duodu and Cain, Defamation, 4th ed. 2010, §20-13.
Price, Duodu and Cain, Defamation, 4th ed. 2010, §18-01.
Price, Duodu and Cain, Defamation, 4th ed. 2010, §20-14.
Gleaner Co Ltd v Abrahams [2004] 1 AC 628, 642.
Price, Duodu and Cain, Defamation, 4th ed., 2010, §20-14.
John v MGN Ltd [1997] QB 586, 608(per Thomas Bingham MR); Sutcliffe v Pressdram
Ltd [1991] 1 QB 153, 184(per Nourse LJ).
Smith v Houston 사건은 동료 의사가 성희롱하였다고 구두로 명예훼손한 경우인데, 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배상액이 50,000파운드나 인정되었다(Price, Duodu and Cain, Defamation,
4th ed., 2010, §20-14.).
Duncan and Neill on Defamation, 3rd ed., 2009, §23.18; Price, Duodu and Cain, Defamation,
4th ed., 2010, §20-26.
Duncan and Neill on Defamation, 3rd ed., 2009, §23.19; Price, Duodu and Cain, Defamation,
4th ed., 2010, §20-23.
Price, Duodu and Cain, Defamation, 4th ed., 2010, §20-08.
Duncan and Neill on Defamation, 3rd ed., 2009, §23.25; Price, Duodu and Cain, Defamation,
4th ed., 2010, §20-18.
Duncan and Neill on Defamation, 3rd ed., 2009, §23.27; Price, Duodu and Cain, Defamation,
4th ed., 201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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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동은 위자료의 감경 사유이다.180)

5) 배상액의 정도
명예훼손은 상징적 금액의 배상으로는 전보되지 않는다. 문서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되는데, 이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181) 심각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중대한 인
신사고에 대한 위자료에 상응하는 금액이 인정될 수 있다.182) 참고로 실무상으로는
인신사고로 인한 위자료의 상한액인 250,000파운드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의
상한이다.183)

(2) 가중적 손해배상
1) 개 관
영국법은 가해행위의 동기나 태양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경우에
가중적 손해배상(aggravated damages)을 인정하고 있다.184) 특히 가해자의 행동의
공격성과 피해자의 손해의 중대성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185)

2) 요 건
가중적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례적이고 충격적인 내용의 불법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186) 가중적 손해배상은 악의나 고의에 기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인
정될 수 있지만,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negligence)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
다.187) 종래에는 폭행 · 협박, 불법 구금, 명예훼손, 주거침입 등의 불법행위에 대
하여 가중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었다.188)
180)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2; Duncan and Neill on Defamation, 3rd ed.,
2009, §23.26; Price, Duodu and Cain, Defamation, 4th ed., 2010, §20-21.
181)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28.28.
182)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2; Price, Duodu and Cain, Defamation, 4th
ed., 2010, §20-32.
183)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4.
184)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14. 가중적 손해배상이 기본적으로 전보기능의
관점에서 설명된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다(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15).
185) Law Commission, Aggravated, Exemplary and Restitutionary Damages, Law Com No 247,
p.18.
186) Law Commission, Aggravated, Exemplary and Restitutionary Damages, Law Com No 247,
p.11.
187) Kralj v McGrath [1986] 1 All ER 54, 60-61; Law Commission, Aggravated, Exemplary
and Restitutionary Damages, Law Com No 247, p.14;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15.
188) Law Commission, Aggravated, Exemplary and Restitutionary Damages, Law Com No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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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가중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장에서 이를 명확하게 밝히고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189)

3) 산정원칙
가중적 손해배상도 기본적으로 배상의 성격을 가지므로, 산정원칙도 위자료의 그
것과 유사하다.190)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배심원에 대한 지도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191)

4) 산정 사유
가중적 손해배상에서 고려되는 사유로는 ① 명예 훼손의 동기(악의), ② 적절한
사과나 철회를 하지 않은 것, ③ 명예훼손의 반복, ④ 근거없는 책임의 부인(적대적
반대신문, 과장된 변론), ⑤ 세간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행동, ⑥피해자를 압박하
는 행동 등이 있다.192)

5) 다른 손해배상제도와의 관계
그동안 가중적 손해배상과 전보적 손해배상의 관계에 대해서는 양자의 구별이 쉽
지 않다는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가중적 손해배상은 전보적 손해배상으로 피해자
의 손해가 충분히 전보되지 않는 부분을 보충하는 것이다.193) 특히 전보적 손해배
상액과 가중적 손해배상액의 합산액은 ‘실손해’를 초과해서는 안된다.194) 그리고 투
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보적 손해배상과 가중적 손해배상을 구분해서 선고하지
않더라도 각각 어느 정도의 금액이 인정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다.195)
이와 달리 가중적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관계는 비교적 쉽게 구별된다고
한다.196) 왜냐하면 가해자의 동기나 행동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배상액이 증액되는 것이므로 가중적 손해배상은 기본적으로 전보의 관점
p.14.
189)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28.28.
190) Law Commission, Aggravated, Exemplary and Restitutionary Damages,
p.15.
191) Thompson v Commissioner of Police of the Metropolis [1998] Q.B.
Woolf MR).
192)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14.
193) Thompson v. Commissioner of Police of the Metropolis [1998] Q.B.
Woolf MR).
194) Thompson v. Commissioner of Police of the Metropolis [1998] Q.B.
Woolf MR).
195) Thompson v Commissioner of Police of the Metropolis [1998] Q.B.
Woolf MR);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15.
196)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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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Com No 247,
498, 514(per Lord

498, 516(per Lord
498, 516(per Lord
498, 516(per Lord

에서 설명되기 때문이다.

(3) 징벌적 손해배상
1) 개 관
영국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에 대한 징벌 도는 계도의 목적으로 선고된
다.197) Rookes v. Barnard 사건의 귀족원 판례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은 ① 법률
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 ② 이익을 얻기 위한 계산된 불법행위, ③ 공무원의 억
압적 행위라는 유형으로 제한된다.198) 이 중 명예훼손은 ②에 속한다.199)

2) 요 건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
되어야 한다.
첫째, 확정적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guily knowle dge or recklessness)가 있어
야 하며, 과실로는 충분하지 않다.200) 적어도 사실에 대한 신뢰가 없어야 한다
(without belief in its truth).201) 즉 허위임을 의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
로 사실확인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한다.202)
둘째, 가해자가 명예훼손을 함에 있어서 그로 인한 재산상 이득이 손해배상액을
능가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계산(calculation)을 하여야 한다.203) 예컨대 가해자가

197)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16. 특히 계도의 목적은 불법행위를 하면 결국
손해를 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수익액보다 많은 금액의 손해배상을 선고하는 방식으로 달
성된다.
198) [1964] AC 1129, 1220-1233; Clerk/Lindsell/Burrows, Torts, 19th ed., 2006, §29-139.
Rookes v Barnard 사건은 제도사인 Rookes가 제도사연합에서 탈퇴하자, 제도사연합회장인
Barnard가 closed union shop 조항에 따라 Rookes의 해고를 종용한 사건에서 원고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다만 Kuddus v Chief Constable of Leicestershire 사건의 귀족원
판례에 따라 엄격한 소권 이론이적용되지 않게 되었다([2002] 2 AC 122).
199) Price, Duodu and Cain, Defamation, 4th ed., 2010, §20-40에 의하면 공무원의 억압적 명예훼
손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실제로 선고된 경우는 없다고 한다.
200) Cassell & Co Ltd v Broome [1972] AC 1027, 1079(per Lord Hailsham LC), 1094(per
Lord Morris), 1130(per Lord Diplock), 1133(per Lord Kilbrandon);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17; Duncan and Neill on Defamation, 3rd ed., 2009, §23.35;
Price, Duodu and Cain, Defamation, 4th ed., 2010, §20-37. 미필적 고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
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해행위를 감행한 경우에 인정된다
(양창수 · 권영준, 민법II 권리의 변동과 구제, 제3판, 박영사, 2017, 607면). 따라서 허위임을
의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사실확인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 인정되는
‘recklessness’의 번역어로 ‘미필적 고의’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201)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17.
202) John v MGN Ltd [1997] QB 586, 618(per Thomas Bingham MR); Price, Duodu and Cain,
Defamation, 4th ed., 2010, §20-37.
203) John v MGN Ltd [1997] QB 586, 618(per Thomas Bingham MR);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18; Price, Duodu and Cain, Defamation, 4th ed., 201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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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적 기사를 해당 매체의 1면에 주목을 끄는 헤드라인으로 보도한 경우에 그
러한 계산을 하였음이 인정될 수 있다.204)

3) 산정 원칙
첫째,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징벌과 계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
이어야 한다.205) 물론 전보적 손해배상액만으로는 징벌과 계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에 충분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과도한 손해배상액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
어서는 안된다.206)
둘째,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전보적 손해배상액보다 상당히 많을 것이나, 양자는
일정한 비율이 유지되어야 한다.207)

4) 산정 사유
첫째, 가해자의 유책사유와 가해자가 실제로 올린 수익은 중요한 고려사유가 되
지만208), 가해자가 패소시 부담하게 될 비용은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는다.209)
둘째,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사자의 경제상태는 중요한 고려사유
이다.210) 특히 가해자가 어느 정도의 자력이 있는지, 가해자가 자신의 자력을 믿고
명예훼손을 감행한 것인지, 재발 방지를 위하여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적정한지가 고
려된다.211) 다만 실무상으로 대중매체의 규모, 발행 부수 그리고 재정 상황에 대한
정보가 개괄적으로 배심원에게 제공될 뿐이다.212)

5) 항소법원의 심리 및 증명 정도
법 개정으로 항소법원에 의한 배심원 평결에 대한 심리가 강화됨에 따라 징벌적

204) Manson v Associated Newspapers Ltd [1965] 1 WLR 1038; Riches v News Group
Newspapers Ltd [1986] QB 256.
205) Rookes v Barnard [1964] AC 1129, 1228;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22; Price, Duodu and Cain, Defamation, 4th ed., 2010, §20-39.
206) John v MGN Ltd [1997] QB 586, 619(per Thomas Bingham MR).
207) Riches v News Group Newspapers [1985] QB 256;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22.
208) John v MGN Ltd [1997] QB 586, 619(per Thomas Bingham MR);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22; Duncan and Neill on Defamation, 3rd ed., 2009, §23.35.
209) John v MGN Ltd [1997] QB 586, 619(per Thomas Bingham MR);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21; Duncan and Neill on Defamation, 3rd ed., 2009, §23.35.
210)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19; Duncan and Neill on Defamation, 3rd ed.,
2009, §23.35.
211) Cassell & Co Ltd v Broome [1972] AC 1027, 1081(per Lord Hailsham LC).
212) McCartney v. Sunday Newspapers [1988] NI 565;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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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은 상당히 감소되었다.213)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에 대한 증명은 엄격해서 실질적으로 형사책임의
증명 정도에 상응한다.214) 즉 증명 대상이 중요한 것인 만큼 증명은 명확하여야 하
며, 간접사실로 쉽게 추론되어서는 안된다.215)

4. 2013년 법 이전의 명예훼손에 대한 주요 법제의 개요
(1) 개 관
이하에서 2013년 법 제정 이전의 명예훼손소송의 요점을 David Price 저 “명예훼
손의 법적 절차 및 실무216)”에 기초해서 2013년 법 개정과 직접 관계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또한 2013년 법 제정 이전의 명예훼손소송에서 손해배상이 인
정된 경우에 손해배상액의 현황을 살펴본다.

(2) 피해의 증명
피해가 계속적인 것이 될 수 있는 libel은 다른 요건 없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actionable perse)고 규정되므로, 원고는 명예훼손으로 인해서 입은 피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보다 피해가 가볍다고 상정되는 slander에서는 원고의 증명책임이 크
게 설정되어서 성명이 다음의 네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한 특별
한 피해(금전으로 환산되어야 하며, 손상된 감정, 성명의 발표 이후에 앓은 심신의
병 등은 감안하지 않는다)가 발생한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217)

① 원고가 구금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하였다고 주장(커먼 로(common law)를 근거
로 한다)
② 원고가 전염성 질환으로 이환되었다고 주장(커먼 로(common law)를 근거로 한
다)
③ (여성 한정) 원고가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1891년 여성에 대한 slander
법을 근거로 한다)
④ 성명이 공표된 때에 원고가 가지는 직업과 관련하여 그 명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주장(1952년 명예훼손법을 근거로 한다)
213)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22.
214) Gatley on Libel and Slander, 11. ed., 2008, §9.20; Price, Duodu and Cain, Defamation, 4th
ed., 2010, §20-39.
215) John v MGN Ltd [1997] QB 586, 619(per Thomas Bingham MR).
216) David Price et al., Defamation Procedure & Practice, Sweet & Maxwell, 2009.
217) David Price et al., Defamation Procedure & Practice, Sweet & Maxwell, 2009, pp.41-42,
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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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 변218)
명예훼손소송에 대해서는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항변을 할 수 있다.

1) 정당성(justification)
성명이 진실인 점은 항변이 된다. 피고 측의 악의 유무도 묻지 않는다.

2) 공익과 관련된 사안의 공정한 논평(fair comment on a matter of public
interests)
영국에서는 커먼 로(common law) 상 공익과 관련된 사안의 공정한 논평(fair
comment on a matter of public interests)이라는 항변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 항변은 공직자의 공적 관심사에 대하여 이루어진 공정한 논평, 즉 의견은 명예
훼손으로부터 면책된다는 원칙이다.219) 즉 문제의 성명이 공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
한 사실에 기초한 의견으로, 정직한 인물이 당해 문제에 관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인
경우, 악의가 없을 것을 조건으로 항변이 된다. Reynolds v. Times Newspapers 재
판220)에서 보도의 자유의 방어벽으로 확립된 면책으로, 피고는 비평의 근거가 올바
른 사실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공익과 관련된다는 것은 공중이 문제되는 사안에 대
해서 널리 정당한 관심을 가지는 것을 말하며, 비평은 피고가 그것을 진심으로 믿
고 있다면 주관적인 것이어도 된다고 한다.

3) 공익과 관련된 문제의 책임 있는 보도(responsible reporting of issues of
public interest)
이것도 “공익과 관련된 사안의 공정한 논평”과 나란히 Reynolds v. Times
Newspapers 재판을 계기로 성립한 항변으로, 속칭 “레이놀즈 항변(Reynolds
defense)”이라고 한다. 매체(media)에 의한 보도를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당해 보
도를 공표하는 것이 공익에 합치하고 그 정보 수집을 보도시에 공정하고 책임감 있
는 대응을 취한 점 및 악의가 없는 점이 증명되면 최종적으로 보도 내용이 잘못되
218) 이 부분의 서술은 주로 Andrew Burrows, English Private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및 David Price et al., Defamation Procedure & Practice, Sweet & Maxwell, 2009를
참조하였다.
219)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홍임석, “영국에서의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법적 문제”, 재판자료
제93집 외국사법연수논집[21], 법원도서관, 2001, 220면 이하 참조.
220) 전직 아일랜드 수상인 앨버트 레이놀즈가 임기 중에 아일랜드 의회를 그르치게 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보도한 선데이 타임즈지(이하 ST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ST지는 정치
와 관련된 보도에는 그 공공성 때문에 한정적 면책이 미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종 심리를
한 상원(上院)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함으로써 한정적 면책은 성립하지만, 당해 재판에서는 ST
지가 이를 충족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House of Lords, Judgments -- Reynolds v.
Times
Newspapers
Limited
and
Others,
28
October,
1999.
<http://www.publications.parliament.uk/pa/ld199899/ldjudgmt/jd991028/rey0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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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 항변이 성립한다.

4) 절대적 면책특권(absolute privilege)
의회에서의 성명, 의회의 명령으로 간행된 보고, 영국의 법원, EU 사법재판소, 유
럽인권재판소,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설립한 재판소 등의 재판 절차의 보고가 이에
해당되며, 절대적 면책특권이 된다. 피고 측의 악의 유무도 묻지 않는다. 이 이외에
도 고관(高官)과 고문(顧問) 사이의 전달이나 변호사와 고객 사이의 전달 등도 절
대적 면책특권에 해당된다는 견해도 있지만,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5) 제한적 면책특권(qualified privilege)
커먼 로(common law)에 기초한 것과 제정법(주로 1996년 명예훼손법)에 기초한
것을 정리한 카테고리(category)이다. 전자에 대해서는 문제되는 성명을 공표한 자
에게 그것을 실시하기 위한 정당한 의무나 이해관계가 있고 그 성명을 받은 측에도
그것을 받기 위한 정당한 의무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며, 후자에
대해서는 의회, 재판, 유럽연합의 조직 등에 관한 공정하고 정확한 보고가 이에 해
당된다. 모두 악의가 없을 것을 조건으로 항변이 된다.

6) 배상 신청
피고는 재판의 초기 단계에서 사죄와 배상(그 금액은 법관이 결정한다)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를 원고가 받아들인 경우에 화해가 성립하여 신청대로 사죄와 배상
이 이루어진다. 원고가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 문제된 성명이 사실이 아니거나 이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점을 피고가 알고 있었음을 원고가 증명하지 않는 한 항
변이 성립한다.

(4) 공표의 횟수와 관련된 규칙
명예훼손의 성명을 되풀이하는 행위는 새로운 공표를 한 것으로 간주되며, 앞의
공표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의 동일한 내용의 공표를 한 자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다중공표 법리). 성명이 되풀이되는 것이 처음부터 예기
할 수 있었던 경우에 최초의 공표를 한 자는 각각의 새로운 공표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221)

(5) 배심원의 심리
원고 및 피고 중 어느 한 쪽의 주장에 기초해서 배심원의 심리를 할 수 있다. 다
221) Andrew Burrows, English Private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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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법관은 소송의 결과가 처음부터 분명한 경우에 피고에게 유리하면 조기에 재판
을 기각하고, 원고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판결에 들어가는 등 즉결 처리를 할 수 있
다. 즉 이 경우에 법원은 배심원 없이 약식절차를 진행하며, 현실적으로 원고의 승
소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6) 법원의 권한
법원은 금지명령을 발함으로써 피고가 동일한 명예훼손의 성명 발표를 하는 행위
를 저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위반에는 법정모욕죄로 구금형 또는 벌금형이 부
과된다. 법관이나 배심은 피고에게 사죄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상술한 즉결 처리의
경우 피고에게 판결의 개요를 공표할 것을 강제할 수 있다.

(7) 2013년 법 제정 이전의 명예훼손에 기한 손해배상액의 현황
법원은 1996년 명예훼손법(Defamation Act 1996)222)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은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즉 ① 허위의 명예훼손이라는 점에 대한 확인판결, ② 정
정 또는 사죄를 명하는 판결, ③ 10,000파운드를 초과하지 않는 손해배상판결, ④
출판금지판결이다. 10,000파운드라는 제한에 의하여 다수의 사건이 약식절차에 의
하여 처리되지 못한다.223)
한편 영국의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현황과 관련하여 1992년부터 1997년
까지 판결이 언도된 사건에 대한 통계에 따르면 인용 사례의 대다수 사건의 손해액
이 20만 파운드(약 3억 19만원) 이하이다. 또한 명예훼손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
는 변호사(barrister) 사무소에 근무하는 변호사(barrister)에 따르면 화해액의 기준
은 최고로 중대한 사건에서 7만 5,000파운드에서 10만 파운드(약 1억 1,257만 원
에서 약 1억 5,000만 원)(또한 10,0000파운드(약 1억 5,000만 원)를 초과하는 사
건은 드물다), 매우 중대한 사건에서 5만 파운드에서 7만 5,000파운드(약 7,500만
원에서 약 1억 1,257만 원), 중대한 사건에서 2만 5,000파운드에서 5만 파운드(약
3,750만 원에서 약 7,500만 원), 기타 사건에서 2만 5,000파운드(약 3,750만 원)
이하라고 한다.224) 또한 영국에서는 변호사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되어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225)

222) 1996년 명예훼손법은 커먼 로(common law)상의 법원칙을 일부 수정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증대시켰다.
223) Duncan and Neill on Defamation, 3rd ed., 2009, §28.31.
224) 이상의 서술은 堀部政男, “イギリスにおけるマスメディアをめぐる法と倫理”, ジュリスト 959号,
有斐閣, 平成2年(1990年), 56頁 참조.
225) “民事訴訟制度等研究会報告書”, ジュリスト 1112号, 有斐閣, 平成9年(1997年), 68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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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논점과 제정에 이른 경위
1. 논 점
2013년 법 제정 이전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미디어(media) 업계를 중심으로 이
것이 언론의 자유를 해치는 것으로, 개정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논점이 되는 것은 이하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libel 소송에서 원고와 피
고의 불평등, 높은 소송비용, 인터넷에 대한 대응,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배경으
로 부상해 온 libel tourism이다.

(1) libel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불평등
원고는 영국에서 지켜야 할 명성이 있으며, 성명이 이를 해치는 명예훼손에 해당
되는 내용을 증명하면 되고, 성명의 진위, 구체적인 피해, 피고의 악의나 미필적 고
의의 유무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커먼 로(common law)에서 법원은 “심각성의 임
계값(threshold of seriousness)”을 초과하지 않는 안건을 기각할 권한을 가지지만,
libel의 경우에 원고의 명성에 최소한의 피해(minimal harm)를 주었다고 증명하는
것만으로 소송이 성립한다.226)
다른 한편으로 피고는 항변이 성립하였음을 증명할 무거운 부담을 지게 된다. 또
한 최근에 도입된 레이놀즈 항변(Reynolds defense)도 이것이 성립한 판결 속에서
성립조건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확립되어 있으며, 일부 하위법원의 재판관이 그 조
건을 지나치게 엄밀히 해석하였기 때문에 성립이 곤란하게 되거나227) 대상이 조사
보도로 한정된다228)는 등과 같은 문제가 지적되었다.
또한 명예훼손법의 시정을 요구하는 과학진흥자선단체(sense about science)가
2011년 6월 22일에 공표한 자료에 따르면 명예훼손소송에서 원고의 승소율은 90%
였다.229)

226) House of Lords House of Commons Joint Committee on the Draft Defamation Bill, Draft
Defamation
Bill,
12
October
2011,
p.25.
<http://www.publications.parliament.uk/pa/jt201012/jtselect/jtdefam/203/203.pdf>
227) House of Commons Culture, Media and Sport Committee, Press standards, privacy and
libel: Second Report of Session 2009-2010, vol.1, 9 February 2010, pp.42-43.
<http://www.publications.parliament.uk/pa/cm200910/cmselect/cmcumeds/362/362i.pdf>
228) Jo Glanville, Free Speech is not for Sale: the Impact of English Libel Law on Freedom of
Expression, a report by English Pen & Index on Censorship, 10 November 2009, p.9.
<http://www.libelreform.org/the-report?showall=1> 참조 페이지는 PDF 판의 것이지만, 이미
사이트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html 판에 대한 링크를 붙인다.
229)
A
quick
guide
to
libel
laws
in
England
and
Wales.
<http://www.senseaboutscience.org/data/files/A_quick_guide_to_libel_laws_in_England_and_
Wale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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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액의 소송비용
명예훼손은 고액의 소송비용과 법적 부조의 부재 때문에 전통적으로 “부자들을
위하여 있는 불법행위(rich man’s tort)”로 불리었다.230) 영국에서 명예훼손소송의
비용은 유럽 여러 국가 평균의 140배라고 하며231), 배상액보다도 소송비용이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유로 법률이 복잡하고 그 해석도 명확성이 없는 점232)에서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가 필요한 점, 피고와 원고를 묻지 않고 자금력이 우세한 측이 지연 전략을
취함으로써 논의가 아닌 “자금력 승부”로 넘기게 되는 점 등을 들 수 있다.233) 사
법부는 명예훼손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들인 비용을 시간당 400-600 파운드
(60만 6,928원에서 91만 392원)로 예상하고 있다.234)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재판이 배심 심리가 된 경우, 법관의 재량으로 조기 해결
로 들어간다고 하는 선택지가 한정되어 버리며 재판이 장기화되고 그만큼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3) 인터넷에 대한 대응
인터넷 보급에 따라 인터넷상의 댓글에 대해서 명예훼손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2001년에 내려진 Godfrey 대 Demon Internet Service 판례235)에서 인
터넷 서비스 사업자(이하 ISP라고 한다)나 호스트(host)는 댓글이 명예훼손에 해당
됨을 알면서 방치한 경우에는 책임을 묻는 것이 확정되었다.236) 그러나 게시판 등
의 관리자를 둔 경우, “몰랐다”는 항변이 성립하지 않게 될 위험(risk)이 있으므로,
대부분의 ISP나 호스트(host)는 처음부터 댓글을 감시하지 않고 방치하며, 명예훼
손의 항의가 있으면 내용을 음미하지 않고 이를 삭제하는 운영방법이 상시화(常態
化)하게 되었다.237)
230) House of Commons Culture, Media and Sport Committee, Press standards, privacy and
libel: Second Report of Session 2009-2010, vol.1, 9 February 2010, p.61.
<http://www.publications.parliament.uk/pa/cm200910/cmselect/cmcumeds/362/362i.pdf>
231) House of Lords House of Commons Joint Committee on the Draft Defamation Bill, Draft
Defamation
Bill,
12
October
2011,
p.17.
<http://www.publications.parliament.uk/pa/jt201012/jtselect/jtdefam/203/203.pdf>
232) House of Lords House of Commons Joint Committee on the Draft Defamation Bill, Draft
Defamation
Bill,
12
October
2011,
p.17.
<http://www.publications.parliament.uk/pa/jt201012/jtselect/jtdefam/203/203.pdf>
233) 특히 자금력이 있는 주요 언론은 법정에서 지연 전략을 취함으로써 뉴스의 신선도가 유지되는
기간에는 기사의 취하에 저항을 계속한다는 지적도 있다.
234) House of Commons Culture, Media and Sport Committee, Press standards, privacy and
libel: Second Report of Session 2009-2010, vol.1, 9 February 2010, p.70.
<http://www.publications.parliament.uk/pa/cm200910/cmselect/cmcumeds/362/362i.pdf>
235) Godfrey v. Demon Internet Limited [1999] EWHC QB 244.
236)
“Demon
settles
net
libel
case”,
BBC
News,
30
March,
2000.
<http://news.bbc.co.uk/2/hi/science/nature/695596.s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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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대부분의 저자나 출판사에게 인터넷은 명예훼손소송에 대한 취약성을 더
하게 되었다. 인터넷상에 공개된 기사는 설사 원래의 사이트에서 삭제되어도 아카
이브(archive)화되어서 남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것이 열람될 때마다 전술한 다중
공표 법리에 기초해서 명예훼손의 소송원인이 발생한다.238) 나아가 외국의 사이트
에서 공개된 기사에서 쉽게 열람됨으로써 명성을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
하게 되기 때문이다.

(4) libel tourism
이른바 ‘libel tourism’이란 원고 및 피고 쌍방이 영국에 본거지를 갖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성명이 영국에서 출판물로 나오거나 인터넷을 통하
여 열람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영국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례이다. 이를 문제 삼
는 주장은 주로 법개정을 요구하는 미디어(media) 업계에서 나왔지만, 법조계에서
는 반론이 있어서 2009년에 보고된239) 명예훼손소송 83건 중 libel tourism에 해당
되는 것은 3건일 뿐이라고 지적되었다.240)
그러나 실제 건수에 관계없이 “libel tourism은 언론 봉쇄의 무기”라는 인상
(image)이 국제적으로 정착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특히 무겁게 받아들
여진 것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부호 Khalid bin Mahfouz 씨가 그의 테러 지원 의혹을
2003년에 보도한 이스라엘 출신의 미국인 Rachel Ehrenfeld 박사의 미국에서 출판
된 책을 영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Rachel Ehrenfeld 박사는 영국의 법정
에 출두하는 것을 거부하였으며, 미국 내에서 libel tourism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
해에 대한 반대 운동을 일으켰다.
그 결과 뉴욕 주, 일리노이 주, 플로리다 주, 캘리포니아 주에서 미국과 동등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국가의 명예훼손 판결의 집행에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동일한 규정을 미국 국민 전체에 적용하는 “불
후하고 부동인 헌법의 전통을 방호하는 법률(Securing the Protection of our
Enduring and Established Constitutional Heritage Act, P. L.111-223)”, 약칭 “언
론법(Speech Act)”이 연방의회 상 · 하원 양원의 초당적 지지를 얻어 성립하였고,
2010년 8월 10일에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얻어 시행되었다.241)
237) House of Lords House of Commons Joint Committee on the Draft Defamation Bill, Draft
Defamation
Bill,
12
October
2011,
pp.53-54.
<http://www.publications.parliament.uk/pa/jt201012/jtselect/jtdefam/203/203.pdf>
238) House of Lords House of Commons Joint Committee on the Draft Defamation Bill, Draft
Defamation
Bill,
12
October
2011,
p.37.
<http://www.publications.parliament.uk/pa/jt201012/jtselect/jtdefam/203/203.pdf>
239) 실제로 고등법원에 제소된 안건의 절반 이하이다.
240) Michael Peel, “Doubts over‘ libel tourism’ fuel debate”, Financial Times, 31 August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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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미국 측의 강한 반응에는 테러나 이슬람 과격파의 관계자가 불합리한 논
의를 봉쇄하는 “법률을 이용한 전쟁(lawfare)242)”으로 libel tourism을 이용하고 있
다는 인식이 있었기243) 때문으로, 영국의 법제도를 (언론에 대한) 테러로 단정하
는244) 미국의 반응은 영국의 법조계를 당황하게 하는 것이었다245)고 평가되고 있
다.
이러한 외압은 미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UN 인권위원회도 보고 중에 영국의
libel 법이 libel tourism 등을 통하여 공익 문제를 미디어(media)가 비판적으로 보
도하는 것을 막고 인터넷과 해외 미디어(media)의 국제적인 발언이 보급됨으로써
세계적 규모로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246)

2. 제정에 이른 경위
영국의 의원은 미디어(media)를 명예훼손법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개정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2008년 4월 19일 가디언(The Guardian)지 기사에서
카이로프랙틱 치료가 효과가 없다고 평가한 저널리스트(journalist)인 Simon Singh
씨를 영국 카이로프랙틱 협회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계기로 상황이 달라졌다. 협
회는 기사를 게재한 가디언(The Guardian)지가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Simon Singh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것이 법률을 이용하여 논의를 봉쇄하는 위협
행위라고 보아서 과학자, 학회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247) 실제로

241) Roy Greenslade,“ Obama seals off US journalists and authors from Britain’s libel laws,” The
Guardian,
11
August
2010.
<http://www.theguardian.com/media/greenslade/2010/aug/11/medialaw-barack-obama/print>
242) 애런 펠트 박사가 설립한 비영리단체 American Center for Democracy에서 언론법 성립을 축하
하는
박사의
연설(speech)
동영상.
문제되는
부분은
4분
30초
근처.
<https://www.youtube.com/watch?v=2OXlWekISFk>
243) Memorandum submitted by Brooke M. Goldstein, Director, The Legal Project at the Middle
East
Forum,
March
2009.
<http://www.publications.parliament.uk/pa/cm200809/cmselect/cmcumeds/memo/press/ucps460
2.htm>
244) 뉴욕 주에서 성립한 법률은 “2008년 libel terrorism으로부터의 방호법(Libel Terrorism
Protection Act 2008 S.6687/A.9652)”으로 명명되고 있었다.
245) House of Commons Culture, Media and Sport Committee, Press standards, privacy and
libel: Second Report of Session 2009-2010, vol.1, 9 February 2010, p.53.
<http://www.publications.parliament.uk/pa/cm200910/cmselect/cmcumeds/362/362i.pdf>
246) Human Rights Committee,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0 of the Covenant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93rd Session, 7-25 July 2008, p.7.
<http://www.5rb.com/wp-content/uploads/2008/08/UN-Human-Rights-CommitteeReport-2
008.pdf>
247) Steve Connor,“ Silenced, the writer who dared to say chiropractice is bogus,” The
Independent,
4
June
2009.
<http://www.independent.co.uk/news/science/silenced-the-writer-who-dared-to-say-chir
opractice-is-bogus-16964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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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소송의 10%는 과학과 의약과 관련된 것으로, 일반개업의의 80%가 명예훼
손을 우려하여 약물치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을 피한다고 지적되고 있으
며248), 사건은 그러한 인상을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소송이 여론을 움직이
면서 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었고249), 그 결과 주요 세 정당이 법 개
정을 성명서(manifesto)로 내기에 이르렀다.250)
2010년 5월 27일에 자유민주당의 상원의원 Anthony Paul Lester 경이 의원입법
으로 명예훼손법안을 제출하였지만, 같은 해 7월에 제2독회를 통과한 이후 진행되
지 않아서 폐기되었다. 이 법안을 참고한 후에 2011년 3월 15일 사법부가 명예훼
손법안 초안과 협의서251)를 제출하였다. 초안은 같은 해 4월부터 7월까지 상 · 하
원 양원 합동위원회에서 심의되었으며, 10월 19일에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합동위
원회는 초안에서 제시된 배심 심리와 다중공표 법리(rule)의 폐지를 평가하면서도
소송원인이 되는 심각한 피해의 요건을 더욱 엄격화나 소송비용 절감을 위한 시책
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였다.
정부는 합동위원회의 제안, 특히 심각한 피해의 요건, 동료평가(査読)를 거친 기
사의 면책 등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2012년 5월 12일에 법안을 하원에 제출하였
다. 법안은 9월 12일에 하원의 제3독회를 통과하였으며, 10월 8일에 상원에 송부되
었다. 하원의 위원회 심의가 종료되어 2013년 2월 5일 보고심의가 된 때, 노동당의
David Terence Puttnam 경이 미디어(media)에 의한 명예훼손을 결정(裁定)하는
기관의 설립을 규정하는 개정안을 서둘러서 제출하였다. 이를 상원의 여당과 야당
이 지지(찬성 272 반대 141)하였으며, 반대로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자세를 보
였기 때문에 한때는 통과가 위태롭게 된 적도 있었다. 그러나 2013년 4월 25일에
2013년 법이 성립되었다. 동법은 2014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다.

IV. 2013년 개정 명예훼손법의 개요
1. 피해의 증명(제1조, 제14조)
libel에서 피해를 증명할 책임이 피고에서 원고로 전환된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문
제 되는 성명이 원고의 명성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높음을 증
248) House of Lords House of Commons Joint Committee on the Draft Defamation Bill, Draft
Defamation
Bill,
12
October
2011,
p.32.
<http://www.publications.parliament.uk/pa/jt201012/jtselect/jtdefam/203/203.pdf>
249) Alex Novarese, “The Death of Libel?”, Legal Week 13.17, May 12, 2011, pp.14-18.
250) Simon Singh, “A pivotal moment for free speech in Britain,” The Guardian, 15 April 2010.
<http://www.theguardian.com/science/blog/2010/apr/15/simon-singh-libel-reform>
251) 영국에서는 정부가 주요정책을 도입함에 있어서 공개협의를 하고, 이에 대해서 국민의 의견을
모은 제도가 있으며, 그 때에 자료로 발표되는 것이 협의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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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여야 하며, 나아가 원고가 영리기업인 경우에는 그 피해를 금액으로 증명하여
야 한다. 또한 전염병의 이환과 여성의 부정(不貞)에 관한 slander에 관해서도 원고
는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2. 항변(제2조 ~ 제7조)
1) 커먼 로(common law)의 항변의 조건이 되는 ‘정당성(justification)’을 ‘진실
(truth)’로 개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원래의 커먼 로(common law)를 성문화한 것
이라고 알려져 있다.
2) 커먼 로(common law)의 항변의 조건이 되는 ‘공정한 비평(fair comment)’을
‘정직한 의견(honest opinion)’으로 개정하였다. 공익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어도 성
립한다는 점이 공정한 비평과 다르다.
3) 커먼 로(common law)의 항변의 조건이 되는 레이놀즈 항변(Reynolds
defense)을 ‘공익사항의 공표(publication on matter of public interest)’로 개정하
였다. 이는 레이놀즈 항변(Reynolds defense)이 항변의 방법으로 의거하려면 판례
법으로 충분한 건수를 거듭하지 않고 있어서 성문화가 필요하다는 NGO나 학술관계
자의 의견252)을 상 · 하원 양원 합동위원회가 옳다고 한 점에서 포함된 규정이다.
레이놀즈 항변(Reynolds defense)에서 정해진 가이드라인(guideline)이 성문화되
어 있지 않거나 사실관계 보도에서는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대응’이 성립조건으로
되어 있지 않은 등 새로운 점도 있지만, 커먼 로(common law)와의 차이가 발생하
는지 여부를 아는 것은 향후 법원의 운용 나름이라고 생각된다.
4) 절대적 면책 및 한정적 면책의 대상을 국외의 기관 등의 보고에 확대한다.
5) 명예훼손이 되는 성명이 투고된 웹 사이트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항
변을 규정하였다. 본 항변은 원고로부터 제기된 민원 신청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으
면 성립한다.
상세한 내용은 2013년 12월 2일에 제정된 2013년 명예훼손(웹 사이트 관리자)
규칙(The Defamation(Operators of Websites) Regulations 2013 SI2013 No.
3028)에 규정되어 있으며, 민원 신청을 접수한 관리자는 48시간 이내에 민원신청
자에게 민원 신청이 있었음을 고지하고 5일 이내에 ① 민원신청자로부터 규정에 따
른 형태의 응답이 없는 경우, ② 민원신청자가 삭제에 동의한 경우에는 삭제를 하
며, ③ 민원신청자가 삭제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신원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삭제
하지 않는 것과 같은 대응을 취하게 된다. ③의 경우에 민원신청자는 신원 정보를
252) Ministry of Justice, Report of the Libel Working Group, 23 March 2010, pp.25-26.
<http://webarchive.nationalarchives.gov.uk/20110201125714/http:/www.justice.gov.uk/publicat
ions/docs/libel-working-group-repor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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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이 있었음을 통지한 자에게 전할 수 없도록 관리자에게 요청할 수도 있지
만, 법원의 명령이 있었던 경우에 관리자는 민원신청이 있었음을 통지한 자에 대한
공개가 의무화된다.
6) 과학적이고 학술적 잡지(의학, 기술관계를 포함한다) 등에서 전문가에 의한
심사(peer-review)를 받은 자료를 면책 대상으로 한다. 이것도 2013년 법에서 새
롭게 정의된 항변이다.

3. 공표의 횟수와 관련된 법리(제8조)
단일공표 법리를 도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다중공표 법리를 폐지한다.

4. 배심 심리(제11조)
법원이 특별히 명하지 않는 한 명예훼손 소송은 배심원의 심리를 하지 않는 것으
로 한다. 향후 배심원의 심리 대상이 되는 것은 중요한 공인(senior figures in
public life)의 사회적 신용을 묻는 심리로 상정된다.253)

5. 법원의 권한(제12조, 제13조)
법원은 보통의 심리에서 해결되고 피고의 패소로 종결된 안건에서도 피고에게 판
결 내용의 개요를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또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성명에 대해서 웹 사이트 관리자에게 성명의 삭제를 요구하거나 서적의 유통업자,
서점 등에 해당되는 자료의 판매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6. 국외에서의 소송(제9조)
영국, 기타 EU 가입국 및 루가노 조약254) 체결국(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및 스위스)에 본거지를 갖지 않는 자에 대한 소송을 접수하기 위한 요건을 엄격화
하여, ‘libel tourism’을 제한한다.

7. 저자, 편집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소송(제10조)
저자, 편집자, 출판자에 대한 소송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제외하고 이들
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 대한 소송을 접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주로 서적판매업
자와 같은 “2차적 공표자(secondary publisher)”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상술한
253) House of Lords House of Commons Joint Committee on the Draft Defamation Bill, Draft
Defamation
Bill,
12
October
2011,
p.10.
<http://www.publications.parliament.uk/pa/jt201012/jtselect/jtdefam/203/203.pdf>
254) 민사법 및 상법의 판결을 EU 가맹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가입국 사이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7년 10월 30일에 체결된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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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사이트 관리자의 항변과 함께 온라인 중개자의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고 지목되
고 있다.255) 특히 순수한 ISP에 관해서는 웹 관리자에 해당되지 않으면 이 조항을
사용하면서 소송으로 대항하게 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256)

V.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련된 주요 판결례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련된 판결례를 몇 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 판결
례들을 보면 배심원 평결액에서 상당히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지만, 항소법원에
의하여 50% 이상 감경된 사례가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국회의원인
Gorman이 상공인연합의 와해를 기도하였으며, 의장인 Mudd를 음해하였고, 여성인
Gorman에게는 여성적 매력이 부족하다는 불쾌한 논조의 통신문을 회원들에게 배포
한 Gorman v. Mudd 사건에서 사과도 없었고 반대신문은 상당히 모욕적이었음을
이유로 150,000파운드의 배심원 평결액이 선고되었지만, 항소법원에서 50,000파운
드로 감경되었다. 또한 성폭력피해아동을 위한 자선단체(Childline)를 설립한 유명
방송인 Rantzen이 소아성애자(paedop hile)로 알려진 교사를 보호하고 있다고 전국
주간지(The Sunday People)에서 보도된 사안에서 1991년 12월경 250,000파운드
의 배심원 평결액이 선고되었으나, 항소법원에 의하여 110,000파운드로 감경되었
다.257) 그리고 가수 엘튼 존이 먹고 바로 토하는 기괴한 다이어트를 한다고 전국
주간지(The Sunday Mirror)의 1면에 ‘엘튼 존의 죽음의 다이어트’라는 표제로 보
도한 사안에서 1993년 11월경에 350,000파운드(전보적 손해배상액 75,000파운드
+ 징벌적 손해배상액 275,000파운드)의 배심원 평결액이 선고되었으나, 항소법원
에 의하여 75,000파운드(전보적 손해배상액 25,000파운드 + 징벌적 손해배상액
50,000파운드)로 감경되었다. 감경이유로 해당 기사가 모욕적이기는 하나 엘튼 존
의 인격의 핵심적 부분과 가수로서의 명성을 해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지적되었
다.
이와 달리 배심원 평결액의 선고액을 법원이 그대로 인용한 사례도 발견된다. 예
컨대 원고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전국주간지(The Sunday
Times)에 보도된 사안에서 합의된 사과문이 게재되었으나, 1994년 10월경 배심원
평결액으로 45,000파운드가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항소법원은 성공한 기업가로
서의 원고의 명성을 중대하게 침해한 점을 감안하여 항소를 기각하였다.258)
255) Alexander Horne, “Defamation Bill: Bill No.5 2012-13”, Research Paper 12/30, House of
Commons Library, 28 May 2012, pp.11, 20.
256) Taylor Wessing LLP, Defamation Act 2013: Taylor Wessing analysis, 1 May 2013, p.5.
<http://www.taylorwessing.com/fileadmin/files/docs/The-Defamation-Act-2013.pdf>
257) Rantzen v. Mirror Group Newspapers QB 670 (1994).
258) Kiam v. Neil(No.2) EMLR 493, 498, 510(per Beldam LJ)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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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배심원 평결액에 대하여 피고가 제기한 항소를 항소법원이 기각한 사례도
보인다. 예컨대 유명 기업가인 원고가 회사의 몰락에 책임이 있고 은퇴가 최선이라
고 전국주간지(Daily Mirror)에 보도된 사안에서 105,000파운드의 배심원 평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배심원 평결액이 1심 판사가 제시한 배상범위
(40,000파운드 내지 80,000파운드)를 넘는 과도한 금액이므로 파기되어야 한다고
항소하였으나, 항소법원의 다수의견은 배심평결액이 판사가 제시한 배상범위를 넘
었다고 하여 곧바로 과도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고, 이 사건에서는 명예훼손의 정도
와 가중적 요소에 의하여 위 금액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항소를 기각하였
다.259) 그리고 재영 터키인 모임의 유명인사이며 자선사업가인 원고가 건축프로젝
트와 관련하여 터키 당국을 상대로 사기치고 있다고 터키어로 발간되는 신문
(Avrupa Newspaper)에 보도된 사안에서 1심 법원은 중대한 명예훼손이며 영국에
거주하는 터키인을 상대로 배포되는 신문에서 보도되었고 피고가 사과하지 않고 그
이후 모욕적인 조치를 감행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85,000파운드를 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항소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260)

VI. 소 결
영국의 경우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원고의 신분이 공인인지 사인인
지 여부를 고려하기 보다는 해당 사안이 공익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를 고려한다.
그리하여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공익과 관련된 사안의 공정한 논평(fair comment
on a matter of public interests)을 보호하는 2013년 개정 명예훼손법 제4조의 규
정 하에 해당 보도가 ① 공익에 관련된 사안이고 ② 해당 보도가 공익에 부합한다
는 피고의 신뢰가 합리적인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물론 영국의 명예
훼손법은 2013년 개정 이후 종전의 입장보다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이동하였지만 여전히 공인과 같은 원고의 지위에 따라 명예훼손의 증명책임을 달리
하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에는 개인의 인격권 보호에 중점을 두는 태도를 취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위자료와 관련하여 영국에서는 명예훼손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상당한 금액
의 위자료가 인정되며, 나아가 가중적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다. 다
만 손해배상액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민사사건에서 배심원에 의한 재판이 줄어들
고 배심원 평결에 대한 법원의 개입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배심원 평결
259) Kiam v. MGN Ltd. Q.B. 281 [2003]. 이에 반하여 Sedley 판사는 105,000파운드의 배심평결
액은 인신사고의 위자료와 비교하면 과도한 것이며, 오히려 60,000파운드가 적절하다는 반대의
견을 개진하였다.
260) Gur v. Avrupa Newspaper Ltd. EWCA Civ 59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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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은 상당히 감축되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도 매우 드물게 선고된다.
또한 영국의 경우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의 산정에 있어서는 명예 자체의 침
해,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 그리고 피해자의 명예에 대한 옹호의 관점이 중시된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는 명예훼손의 내용, 보도 매체의 파급력, 명예훼손의 동기나
목적, 수익액, 명예훼손 이후의 가해자의 행동(사과 여부, 변론내용 등) 등이 고려
된다. 그리고 명예훼손이 성립하면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되며, 그 이상의 위
자료에 대해서는 원고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이와 달리 위자료의 감액사유에 대
한 증명책임은 피고가 부담한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액의 적정화를 위하여 배심원에게 중대한 인신사고의 위자
료, 항소법원의 인용액, 손해배상금의 구매력에 관한 자료가 주어진다. 또한 당해
사건의 법관이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위자료의 범위가 제시되는데, 배심원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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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독 일
I. 의 의
독일 민법학에서 명예훼손은 ‘일반적 인격권’ 침해의 하나의 유형으로 다루어진
다. 공인에 대한 일반적 인격권 침해의 사안에서는 ‘시대사적 인물’ 법리에 따라 공
중의 정당한 정보이익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결과에 이르렀다. 한편, 개인
의 인격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충돌에 있어서 인격의 영역을 구분하여 각 영역별
로 인격권의 침해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인격영역론도 주장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재판례는 피해자가 시대사적 인물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표현의 자유와 피해자의
인격권을 법익형량하여 인격권 침해를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법원이 위자
료를 산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개별사안별로 검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유책의 정도, 침해의 방식 및 중대한 정도, 명예훼손행위의 동기 등을 고려하는데,
명예훼손의 방식 등에 있어서 피해자가 공인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II. ‘일반적 인격권’ 침해로서의 명예훼손
1. 일반론
독일 불법행위법상의 명예훼손은 재판례에 의해 발전되어 온 ‘일반적 인격권’의
침해로서 다루어진다. 일반적 인격권은 불법행위법상 보호받는 기타의 권리로서, 타
인에 의해 침해되는 경우 침해자의 불법행위책임이 발생한다. 피해자는 불법행위책
임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금지청구 및 침해제거 청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2. 독일민법상 명예의 보호
(1) 명예의 개념
독일법에서 명예(Ehre)는 인격권의 일부로 파악되고 있다.261) 그러나 개념적으로
261) BGHZ 31, 308, 311; 39, 124, 127 f.; 78, 234, 239; 99, 133, 135; 199, 237, 258, Rn 40;
BGH, NJW 1962, 152; 1965, 1476, 1477; 1977, 1288; 1978, 751, 752; 1979, 1041; 1998,
3047, 3048; 2004, 598, 599, 600; 2012, 1643, Rn 30; 2012, 1728, 1729, Rn 27; 2014,
2504, 2506, Rn 24 (Geschäftsehre 영업상 명예(신용)); 2016, 2106, 2108, Rn 31; BeckRS
2014, 17602, Rn 2; OLG Brandenburg, NJW 1996, 666 f.; Erman/Klass, 14. Aufl., 2014,
Anh zu § 12, Rn 94; BeckOK InfoMedienR/Söder (Stand: 1. 8. 2016), Rn 122;
MünchKomm/Schwerdtner, 3. Aufl., 1993, § 12, Rn 250; Larenz/Canaris, Lehrbuch des
Schuldrechts II/2, § 80 II 2 a는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허위 사실의 적시에 대한 보호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BVerfGE 93, 266, 297, 299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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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는 사람의 객체가 되는 영역이나 외적 영역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 대하여 갖는 내적 가치판단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일반적 인
격권(allgemeines Persönlichkeitsrecht)’으로 포섭되는 다른 보호법익262)과 차이가
있다.
독일법에서 사람의 명예에 대한 보호가 전통적으로 공법, 특히 형법 영역에서 이
루어져 왔으므로 명예의 개념도 주로 형법학에서 논의되어 왔다. 규범적 명예개념
(normativ-faktischer Ehrbegriff)을 기초로 명예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는 다수 견
해는, 명예는 ‘인간에 대한 마땅한 존중의 요구’로 정의될 수 있다263)고 하면서, 명
예훼손에 의해 침해되는 것은 인간이 타인에 대하여 갖는 당연히 존중받을 권리이
고, 이러한 권리는 명예, 즉 사람의 인격적 가치 내지 사회적 가치에서 비롯하는 것
이라고 한다.264) 이러한 명예개념은 외적 명예와 내적 명예를 구분한다. 외적 명예
란 사람이 사회공동체 내에서 갖는 명성이나 명망, 즉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권리이
고, 내적 명예란 사람의 자기평가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격적 가치를 갖는 모든 사
람에게 귀속하는 것이다.265) 명예의 헌법상 보장에 있어서도 주관적 평가 및 인격
적 가치로 파악되는 내적 명예는 독일 기본법 제1조 제1항266)에 의해 보장되고, 인
격권과 맞물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현되는 외적 명예는 기본법 제2조 제1
항267)에 의해 보장된다.268)

(2) 일반적 인격권과 명예
독일 민법은 인격권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인격권의 보호와
관련하여서도 불법행위 규정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한 사람은 그 타인에 대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823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입법자는 여기에서 열거된 권리는 소유권 등 절대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했
다.269) 즉 인격권은 불법행위법상의 보호법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나치의 독재를 경험한 독일은 1949년 인간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에 대한 보장을
262) 일반적 인격권의 내용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명예, 성명, 초상, 프라이버
시, 퍼블리시티 등의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다.
263) BGHSt 1, 288, 289.
264) Schönke/Schröder/Lenckner, StGB, 25. Aufl. (1997), Vorb. §§ 185 ff. Rn. 1; Isensee, AfP
1993, 619, 626 f.
265) Erman/Ehmann, BGB, § 823, Rn 118; BVerfG, NJW 1989, 3269 ff.
266) 독일 기본법 제1조 ①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 존엄성을 존중
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
267) 독일 기본법 제2조 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헌법질서 또는 도덕률에 반하
지 않는 한 자기의 인격을 자유로이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268) Tettinger, JZ 1983, 317, 320; Stark, Ehrenschutz in Deutschland, 1996, S. 25 ff.
269) jurisPK, § 823 Abs. 1, Rn.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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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최고의 가치로 규정하는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인격권이
민사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상황이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게 된 한편, 성명권(민
법 제12조270))과 초상권(「회화적 예술과 사진 작품에 대한 작가의 권리에 관한
법률」제22조271)) 등의 개별 인격권이 불법행위법상의 보호를 받는 데 반해 인격
의 다른 보호법익이 동등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모순이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특
히 명예의 보호가 민법전에서 ‘영업상의 명예(민법 제824조)’272)와 ‘성에 관한 명
예(민법 제825조)’273)로 제한되는 점에서 사람의 명예 전반에 관한 보호가 요청되
었다.
1954년 독일 연방대법원(BGH)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의 일반적 인격
권의 존재를 승인하였고,27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BVerfG)도 인격권을 기본법 제1
조 및 제2조에 근거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임을 선언하였다.275) 연방대법원은
인격에 관한 개별적 권리를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인식하여 ‘일반
적 인격권’이라고 하는 총체적 개념을 창안해 내었고, 개인의 명예 · 인격 · 사적
영역 등 사람의 인격에 관한 권리 모두를 일반적 인격권의 내용으로 인정하였
다.276)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수단에 있어서도 불균형이 지적되었는데, 명예는 민법 제
823조에서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823조 제2항의 규정과 명예를 보호법익으
로 규정하는 형벌규정(형법 제186조 이하)이 결합하여 침해자의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 경우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제25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재산적 손해배상이 고려되지 않는 점이 문제되어 왔고,277) 법
270) 제12조 [성명권] 타인이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그 권리를 다투는 때 또
는 타인이 권한 없이 동일한 아름을 사용함으로써 권리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때에는, 권리자는
그 타인에 대하여 방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앞으로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는 부
작위를 소구할 수 있다.
271)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Werken der bildenden Künste und der
Photographie”
(KunstUrhG)
(제정:
1907.09.01.
Bundesgesetzblatt
Teil
Ⅲ,
Gliederungsnummer 440-3, 최근 개정: 2001.02.16.).
272) 제824조 [신용위태] ① 타인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거나 타인의 생계 또는 경제적 가능성에 대
하여 기타의 불이익을 야기하기에 알맞는 사실을 진실에 반하여 주장하거나 유포한 사람은, 그
가 진실에 반함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이를 알아야 했던 때에는, 그 타인에 대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통지자가 그것이 진실에 반함을 알지 못하고 통지를 한
경우에, 통지자 또는 통지수령자가 통지에 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때에는, 통지자는 이로
인하여 손해배상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273) 제825조 [성적 행위의 강요] 위계, 강박 또는 종속관계의 남용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
행위를 실행하거나 인용할 의사를 가지도록 만든 사람은 그 타인에게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274) BGHZ 13, 334.
275) BVerfGE 35, 202 (Lebach 판결).
276) BGHZ 13, 334; 26, 349; 35, 363.
277) 입법과정에서 논의된 바에 따르면,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원상회복, 즉 보도의 철회가 더 적절하
고, 형법에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별도의 속죄금(독일 형법 제188조 · 제231조)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적 인격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민법전에서 이를 반복하여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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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양자의 조율을 위해 일반적 인격권의 법리로 이를 해결해 왔다.

제823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①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
를 위법하게 침해한 사람은, 그 타인에게 대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② 타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에 위반한 사람도 동일한 의무를 진다.
그 법률에 과책 없이도 그에 위반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과
책 있는 경우에만 배상의무가 발생한다.

제253조 [비재산손해]
① 재산손해가 아닌 손해는 법률로 정하여진 경우에만 금전에 의한 배상을 청
구할 수 있다.
② 신체, 건강,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이 행하여
지는 경우에는 재산손해가 아닌 손해에 대하여도 상당한 금전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에서 논의된 바를 정리하면, 독일법에서 인격권은 ‘일반적 인격권(allgemeines
Persönlichkeitsrecht)ʼ과 ‘개별적 인격권(besonderes Persönlichkeitsrecht)ʼ으로 구
분된다. 법률에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성명권, 초상권, 정보인격권(연방정보보
호법 제8조 제2항)을 가리켜 개별적 인격권이라고 하고,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재
판례를 통해 인격권으로 보호되는 사람의 명예나 사생활 등에 관한 포괄적 권리를
가리켜 일반적 인격권이라고 한다.

(3) 독일민형법상 명예의 중첩적 보호
명예훼손행위는 형벌로써 규제되는 한편, 민사적으로는 일반적 인격권의 침해로
서 불법행위 책임의 대상이 된다. 즉 사람의 명예는 형사법적 · 민사법적으로 중첩
적 보호를 받는다.
민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으로서 민법 제823조 제2항에서
의미하는 보호법규로서 형법 제185조 이하의 규정(형법상 모욕의 형벌요건)이 직
접 적용된다. 그리하여 형법 제186조 · 제187조에 따라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
정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법관에게 그와 같이 과도한 재량할 부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의
식적으로 이를 배제하였다. Ady, Ersatzansprüche wegen immaterieller Einbußen, 2004, S.
9, 15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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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허위사실일 것 또는 사실이 진실임을 증명하지 못할 것 외에 그 사실이 타인
을 경멸하거나 세평을 저하시키기에 적합한 사실이어야 할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독일 형법
제185조 [모욕죄] 모욕행위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모욕
이 행동을 통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186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을 경멸하거나 또
는 세평을 저하시키기에 적합한 사실을 주장하거나 또는 유포한 자는 이러한 사
실이 증명할만한 진실이 아닌 경우에는 1년 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그 행위가 공연히 또는 문서의 반포(제11조 제3항)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278)
제187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확실한 인식에 반
하여 타인을 경멸하거나 또는 세평을 저하시키거나 또는 그의 신용을 위해하기
에 적합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
형에 처하고, 그 행위가 공연히, 집회에서 또는 문서의 반포(제11조 제3항)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이러한 성립요건 및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에서의 곤란
한 점으로 인해 실무에서는 명예가 훼손되더라도 제82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일반
적 인격권의 침해로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해자의 과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
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기도 하다.
정리하면, 민법에서 사람의 명예는 제823조 제1항 · 제2항, 제824조, 제825조,
제82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불법행위법상의 보호를 누린다. 성명권을 규정하는 민
법 제12조279)도 민사상 명예보호를 구하는 청구권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있다.280)
민법전 외의 법률에서도 명예를 보호하는 규정이 두어져 있다. 「회화적 예술과
사진 작품에 대한 작가의 권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초상권에 관한 규정과 영업
상 명예(신용)에 관하여 규정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 · 제15조의 규정이
있다.
278) 독일에서는 주장되거나 유포된 사실의 진실증명만으로 처벌이 조각되는 것으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적시사실의 진실성과 공익성을 요건으로 위법성을 조
각하기 때문에 이른바 허명도 형법적 보호대상이 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79) 제12조 [성명권]
280) Siebrecht, Der Schutz der Ehre im Zivilrecht, JuS 2001, 337, 338.

64

3. 일반적 인격권 침해로서의 명예훼손 : 요건 및 효과
(1) 성립요건
독일 민법학에서 명예훼손은 일반적 인격권의 침해로 다루어진다. 따라서 침해행
위(Verletzungshandlung)가 있어야 한다.281) 이러한 침해행위가 있다고 하여 곧바
로 위법한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이는 일반적 인격권이 독일 민법 제823조 제
1항에서 열거하는 소유권 등 절대권 침해와 다르고, 포괄적인 권리(Rahmenrecht)
로서 그 내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인격권 침해의 위법성은 법익형량을
통해서 결정되는데,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 이익과 침해자나 일반 공중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비교하여 인격권 보호 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된다.282)
이때 진실의 증명은 법익 형량의 고려요소가 아니다.283)
피해자가 공인(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대사적 인물’)인 경우에는 표현의 자
유와 인격권의 보호가 충돌한다. 이때에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얻는 이익
과 인격권을 보호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형량하여 위법성을 판단하는데, 이익형량
단계에서 당사자의 상황, 즉 시대사적 영역에 속하는지가 고려된다. 그러나 명예훼
손의 피해자가 시대사적 인물이라고 해서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이나 증명책임에 차
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관하여는 III에서 후술한다.

(2) 효 과
1) 개 설
명예훼손의 법률효과로는 피해자의 부작위청구, 철회, 정정보도 청구, 손해배상이
있다.

2) 부작위청구(금지청구)
일반적

인격권의

침해로서

명예가

훼손된

경우

피해자는

부작위청구

(Unterlassungsanspruch)를 주장할 수 있다. 제823조 제1항의 기타의 권리의 침해
281)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은 형법의 모욕죄(제185조)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제186조) ·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제187조)의 구성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이에 따르면, ① 사람에 관하여 평가를 저하
시키는 가치판단이 있어야 하고, ② 가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어야 한다.
MünchKomm/Schwerdtner, 3. Aufl., 1993, § 12, Rn. 253; Larenz/Canaris, Lehrbuch des
Schuldrechts II/2, § 80 Ⅱ 2 a; Hager, AcP 196 (1996), 173.
282) BGHZ 183, 353, 357, Rn. 11; 199, 237, 239 f. Rn. 22; BGH, NJW 2012, 2197, 2199, Rn.
35; 2013, 229, Rn. 10; 2016, 56, 59, Rn. 29.
283) OLG München, NJW 1977, 804; Erman/Klass, 14. Aufl., 2014, Anh zu 12, Rn. 97;
MünchKomm/Schwerdtner, 3. Aufl., 1993, § 12, Rn. 254; Larenz/Canaris, Lehrbuch des
Schuldrechts II/2, § 80 Ⅱ 2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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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유로 방해제거청구권(제1004조 제1항 제2문284)) 규정의 유추적용이 법적 근
거이다.285) 이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장래에 방해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의 예방수단이다. 부작위청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
고 행사된다.
판례는 공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부작위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286) 이 점에서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기본법 제5조287)에 의해 보장받는 표현의 자유의 영
역에 사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의 중대한 문제가 있다. 공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부작위청구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는 사전검열이 될 수 있기 때
문이다.288) 법원은 명예 등 인격권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법익을 형량하여 인격
권을 보호할 이익이 큰 경우에 한하여 금지청구를 인용한다.289)

3) 방해제거청구
명예훼손이 발생한 후에는 피해자는 침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방해제거
청구권(Beseitigungsanspruch)은 제823조 제1항의 기타의 권리의 침해 결과 가해
자에게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고,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는 제249조로부터 근거지
워진다. 여기에서의 원상회복이란 명예를 훼손시킨 발언 내지 공개의 철회이다.290)
이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정정(보도)를 말한다. 그러나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정정보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남는다는 점에서
완전한 원상회복이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291)

제249조 [손해배상의 종류와 범위]
①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정이 없었다
284) 제1004조 [방해배제청구권 및 부작위청구권] ① 소유권이 점유침탈 또는 점유억류 이외의 방법
으로 방해받은 때에는 소유자는 방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앞으로도
방해받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소유자는 부작위를 소구할 수 있다.
285) 성명권 등 개별적 인격권에 관하여는 명문으로 침해의 제거 또는 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
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 인격권에 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판례는 일반적 인격권
에 기한 부작위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BGHZ 27, 284; 30, 7; 50, 133; BVerfGE 30, 173.
286) BGHZ 2, 394, 395 f.; BGH, GRUR 1962, 34, 35.
287) 기본법 제5조 ① 누구든지 자기의 의사를 말, 글 및 그림으로 자유로이 표현ㆍ전달하고, 일반적
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알 권리를 가진다. 신문의 자유와 방송과 영상
으로 보도할 자유는 보장된다. 검열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이 권리는 일반 법률의 조항, 청소
년 보호를 위한 법규 및 개인적 명예권에 의하여 제한된다. ③ 예술과 학문, 연구와 강의는 자
유이다. 강의의 자유는 헌법에 충실할 의무로부터 면제되지 아니한다.
288) Siebrecht, JuS 2001, 337, 338.
289) BGHZ 27, 284; 30, 7; 50, 133.
290) Siebrecht, JuS 2001, 337, 339; Medicus/Lorenz, Schuldrecht Ⅱ Besonderer Teil, 18. Aufl,
2018, § 75, Rn. 4.
291) Damm/Kuner, Widerruf, Unterlassung und Schadensersatz in Presse und Rundfunk, 1991,
Rn.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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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있었을 상태를 회복해야 한다.
② 사람의 침해 또는 물건의 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에 갈음하여 그에 필요한 금전을 청구할 수 있다. 물건이 훼
손된 경우에 있어서 제1문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금전에 거래세가 포함되는 것은
그것이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 또한 그 금액범위로 제한된다.
한편, 제거청구권을 가해자의 고의 ·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방해제거청구권(제
1004조)을 유추적용하여 근거지울 수도 있다. 이는 발언을 철회하는 방법에 의한
원상회복이 아닌 발언 중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철회나 정정을 요구하
는 것이다.292)

4) 반론보도청구
각

주의

언론법은

언론보도의

경우

명예훼손을

이유로

반론보도를

청구

(Gegendarstellungsanspruch)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주 언론법 제10조
또는 제11조293)).

5) 손해배상청구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 이하의 규정과 결합하여
제823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이때에는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
상만을 말한다(예. 명예를 훼손하는 편지를 작성한 사람을 찾기 위해 들인 비용).
명예훼손은 제823조 제2항에서 열거하는 비재산손해에 대한 배상이 가능한 보호법
익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294) 비재산손해의 배상은 배제된다. 여기에서 비재
산적

손해배상은

위자료(Schermzensgeld)와

인격권

침해에

대한

금전배상

(Geldentschädigung)으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
이에 연방대법원은 포괄적 권리로서의 일반적 인격권의 존재를 승인한 후, 일정
요건 하에 제253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도 인정하였다. 연방대법원은, 기본법 제
2조 제1항 및 제1조 제2항으로부터 도출되는 보호의무에 근거하여 제823조 제1항
의 기타의 권리에 해당하는 일반적 인격권 침해시에는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전보
로서 금전배상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295) 이후 재판례는 금전배상이 가능한 일
292) Siebrecht, JuS, 339.
293) 예. 니더작센주 언론법(Niedersächsisches Pressegesetz) 제11조 제1항 “정기간행물의 편집자
또는 출판인은 출판물에 소개된 사실주장에 의해 관계되는 사람 또는 지위의 반론보도를 게재
해야 할 의무가 있다.”
294) 명예훼손의 경우 성에 대한 명예(민법 제825조(성적 자기결정의 침해) · 제253조 제2항)의 침
해를 제외하고는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은 고려되지 않는다.
295) BGHZ 35, 363; BVerfGE 34,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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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요건을 체계화하여 ① 가해자의 과책이 중대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경우, ②
사적 영역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있는 경우, ③ 명예가 중대하게 훼손된 경우에 금
전배상 이외의 방법으로는 피해자의 침해가 보전될 수 없는 때에는 금전배상을 허
용해 오고 있다.296)

III.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1. 공인
(1) 개념 및 법적 근거
독일에서는 미국이나 우리 재판례에서의 공인297)에 해당하는 개념이 ‘시대사적
인물(Person der Zeitgeschichte)’이라는 용어로 표현된다. 즉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명예훼손에 관한 논의에서 다루어지는 ‘공인(public figure)’은 독일에서는 ‘시대사
의 범위에 속하는 인물’, 즉 ‘시대사적 인물(Personen der Zeitgeschichte)’이라는
개념으로 파악된다.298) 이 용어는 법원이 공인의 일반적 인격권, 특히 초상권의 보
호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 얻는 공중의 정보이익을 형량하여 판단하는 이른바
법익형량이론을 통해 발전시킨 개념이다.
‘시대사적 인물’의 개념에 대한 법적 근거는 「회화적 예술과 사진 작품에 대한
작가의 권리에 관한 법률」299) 제23조이다. 동법 제22조는 피촬영자의 동의가 있
는 경우에만 피촬영자의 사진이 배포 또는 공개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이
에 대한 예외로서 시대사의 범위에 속하는 사진은 피촬영자의 동의 없이 배포되거
나 공개될 수 있다고 한다(동법 제23조 제1호300)). 이때 피촬영자, 또는 피촬영자
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가족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한에서 동의 없는 배
포나 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제한된다(제23조 제2항301)).
296) BGHZ 35, 363; BGH v. 07.01.1969 – VI ZR 202/66.
297) 언론보도 등을 통한 인격권 침해를 참을 수밖에 없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공인의 의미로서,
우리법에서 해석은 “업적, 명성, 생활양식에 의하여 또는 일반대중이 그의 인격, 행동 등에 정당
한 관심을 가지는 공적인 명사”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미국법의 영향을 받아 공직자와 공적 인
물을 포함한다.
298) Gronau, Persönlichkeitsrecht von Personen der Zeitgeschichte und die Medienfreiheit, 2002,
S. 17.
299)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Werken der bildenden Künste und der
Photographie”
(KunstUrhG)
(제정:
1907.09.01.
Bundesgesetzblatt
Teil
Ⅲ,
Gliederungsnummer 440-3, 최근 개정: 2001.02.16.).
300) (1) Ohne die nach § 22 erforderliche Einwilligung dürfen verbreitet und zur Schau gestellt
werden: 1. Bildnisse aus dem Bereiche der Zeitgeschichte;
301) (2) Die Befugnis erstreckt sich jedoch nicht auf eine Verbreitung und Schaustellung, durch
die ein berechtigtes Interesse des Abgebildeten oder, falls dieser verstorben ist, seiner
Angehörigen verletzt w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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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대사적 인물 법리
독일에서도 시대사의 범위에 속하는 인물의 구체적 판단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논
의의 맥락에서 학설 · 판례는 시대사적 인물을 절대적 시대사적 인물과 상대적 시
대사적 인물로 구분해왔다.302) 절대적 시대사적 인물 또는 상대적 시대사적 인물이
촬영된 사진은 시대사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절대적 시대사적 인물’이란
그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공중에 미치는 인물로서, 군주 및 군주의 가족, 유명 학자
등이 이에 속한다. 이들은 사생활에 속하지 않는 모든 것에 공중의 정당한 정보이
익이 있는 것으로 판안된다. 한편, ‘상대적 시대사적 인물’에는 연예인, 스포츠스타,
소송참가자 등으로 이러한 상대적 인물에 대한 공중의 정당한 정보이익은 관계되는
사안에 한정된다.303)
이러한 구분은, 피해자가 시대사적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표현의 자유와 해당
인물의 인격권 사이의 법익형량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판시한 2004년 유럽인권재
판소(Europäischer Gerichtshof für Menschenrechte) 결정304) 이후 독일 법원에서
는 포기되었다. 이에 따른 독일의 재판례는 유럽인권재판소 2012년 판결에서 확인
되었다.305)

(3) 인격영역론
1) 개 념
인격영역론은 인격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인격의 다양한 영역(내밀영
역, 비밀영역, 사적 영역, 사회적 용역, 공개적 영역)을 구분하여 각 영역에 따라 침
해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이론이다.306)

2) 인격 영역에 따른 보호의 정도
(가) 내밀 영역
가장 개인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성적 영역에 관한 사항을 들 수

302) Neumann, Bildberichterstattung uber absolute und relative Personen der Zeitgeschichte, JZ
1960, S. 114-118; Gronau, S. 40 ff. 이에 대한 비판적 견해로, 양자의 구별이 쉽지 않고 법
적 실익이 크지 않다. 시대사적 성격을 유지하는가 또는 특정 사건과 관련되어 일회성으로 공적
관심에 노출되는가에 따라 양자를 구별하는 것의 문제라고 한다.
303) 미국법상 비자발적 공적 인물(involuntary public figures)라고 한다. 상대적 시대사적 인물에는
비자발성의 표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비자발적 공적 인물의 용어에는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관
련된 한도 내에서 인정되는 개념의 표지(파생성)가 없다.
304) EGMR, Beschwerde-Nr. 59320/00. 24. Juni 2004, EGMR NJW 2004, 2647 ff.
305) EGMR, Große Kammer, Urteil vom 7. Februar 2012, AZ. 39954/08.
306) Wenzel, Das Recht der Wort- und Bildberichterstattung, 4. Aufl., 1994, Rn. 5, 29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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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영역은 원칙적으로 절대적 보호를 받는다.307)

(나) 비밀 영역
사적 편지의 내용, 비밀의 전화내용, 사생활에 관한 일기 등이 이에 속한다.308)
비밀영역에 속하는 사항이 비밀스러운 성격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사
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공개할 수 있고, 동의한 방식에 따라 공개될 수 있다.309)

(다) 사적 영역
가족, 친구, 친척과 같이 친밀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의 영역으로 결
혼 전의 이야기, 부부간 다툼 등이 이에 속한다.310) 가족구성원이나 친구 등 가까
운 사이에서는 친밀성 때문에 좀 더 솔직하고 거리낌 없는 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 공인도 사적 영역에 관해서는 보호를 받는다.311) 사적 영역이
언론에 보도된 경우에는 언론 표현의 자유와 긴장관계에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
법익형량을 하여야 하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보의 이익이 당사자 개인의 이해
보다 우월한 경우에는 언론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적 영역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312)

(라) 사회적 영역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개인의 생활영역으로 직업활동이나 사회활
동이 이에 속한다. 사회적 영역에 관해서도 언론이 자유롭게 보도할 수는 없고 원
칙적으로 당사자에게 보도 여부에 관한 결정권이 유보되어 있다. 그러나 언론은 사
회적 영역을 사적 영역의 경우보다는 훨씬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다.313)

(마) 공적 영역
모든 사람이 인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식하여야 할 인간생활의 영역으
로, 사회정치적 영역 및 국가 영역이 있다. 이에 관하여 보도를 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개적 영역에서 녹취한 개인의 대화나 촬영한 사
진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314)
307) BGH, NJW 79, 647; BGH, NJW 81, 1366.
308) 형법상 비밀침해죄, 업무상 비밀누설죄는 비밀영역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한다. 김재형, 언론과
인격권, 박영사, 2012, 108면.
309) BGHZ 73, 120, BGH, NJW 62, 32.
310) Wenzel, Rn. 5.46 ff.
311) BGHZ 73, 120.
312) BVerfGE 35, 202 (Lebach 사건).
313) Wenzel, Rn. 5.54 ff.
314) Wenzel, Rn. 5.60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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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인격영역론에 따르면 각 인격이 가지는 영역에 따라 인격권 침해가 성
립하지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내밀영역은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고 이를 침
해한 경우에는 위법성을 띠게 된다. 비밀영역, 사적 영역 등 그 밖의 영역에 대한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영역의 구분에 따라 해결할 수 없고 정보획득의 방법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견해가 있다.315)
인격영역론이 의미를 갖는 경우는 시대사적 인물의 내밀영역, 비밀영역, 사적 영
역이 침해된 경우이다. 내밀영역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언제나
위법한 것으로 인격권 침해가 된다. 비밀영역은 당사자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동의
한 방식으로 공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인격권 침해 여부가 결정된다. 사적 영역의
침해에 있어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익형량의 방법에 의한다.

2.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
(1) 사실 주장과 가치 판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표현을 가치판단과 사실주장으로 구분하면서, 가치판단에
대해서는 명예보다 표현의 자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실주장
에 대해서는 법익형량의 과정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명예를 보호하려는 태도를 취한
다. 이와 같이 양자를 구별하는 태도는 가치판단과는 달리 사실주장의 경우에는 진
실인 것 같은 외관 때문에 특별한 설득력과 증명력을 갖추게 되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정보수용자는 사실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
에 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316) 다만, 가치판단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표
현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오로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비난하는
경우(Schmähkritik)에는 예외적으로 표현의 자유보다 인격권을 보호한다.317)
한편, 연방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허위의 사실주장은 보호하지 않는다. 일정한 표
현이 진실한 사실주장이고 공적 관심영역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범죄인 사회복귀의
관점이나 내밀영역에 관한 보도라면 이를 보도할 정당한 이익이 없으므로 진실한
사실주장이라고 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한다.318)

(2) 법익형량이론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표현의 자유에 의하

315)
316)
317)
318)

Larenz/Canaris, Lehrbuch des Schuldrechts II/2, 13. Aufl., 1994, S. 503 f.
BVerfGE 54, 208.
아래 (2)에서 논의한다.
BVerfGE 82,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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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타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의 구체적인 법
익형량을 요구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더 중시하면서도 가치판단의 경우라고 하
더라도 일정 표현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319) 오로지 비방할 목적으로
비난하는 경우(Schmähkritik)320)에는 예외적으로 표현의 자유보다 우선하여 인격
권을 보호한다. 이 경우 비방할 목적으로 하는 비난은 타인을 전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논쟁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야 한다고 한다.321)

3. 법익형량시 구체적 판단 기준
(1) 언론매체의 영향력
공인관련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매체의 파급효과의 신속성, 전파범위에 따라 판단
의 기준을 다르게 본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언론매체의 영향력으로 인해 기사에 의
한 보도와 사진보도를 구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322) 매체의 영향력 내지 효과의
차이는 신문이나 라디오에 의한 기사보도 보다 TV를 통한 보도에서 인격권이 강하
게 침해된다고 보았다. 명예훼손은 주로 기사에 의한 보도에 의해 이루어지고, 경우
에 따라 내밀영역에 해당하는 사항의 사진이 보도된 경우에는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가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다.

(2) 언론매체의 배려의무와 증명책임
1) 언론매체의 배려의무
공인에 대해 불리한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는 진실성 심사와 관련하여 배려
의무가 지워진다. 이러한 배려의무는 석명의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
다.323) 언론매체에 대해서는 사인보다 더욱 엄격한 배려의무를 인정한다.324)
이러한 언론매체의 배려의무는 일반적 인격권으로부터 비롯하는 인격권 보호의무
와는 배치될 수도 있다. 일단 언론매체가 배려의무를 준수하면 후에 허위의 사실임
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문제되는 표현이 표현시점에서 판단하여 적법한 것으로 간
주되기 때문이다.

319)
320)
321)
322)
323)
324)

BVerfGE 75, 369.
BVerfGE 54, 208.
BVerfGE 82, 272.
BVerfGE 35, 202.
BGH, NJW 1998, 3047, 3049.
BVerfG, NJW 1999. 132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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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명책임
재판례는 사실주장에 관한 진실성 심사에서 문제가 되는 표현을 한 언론매체에
증명책임을 부과한다. 이 절차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한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보
호하기 보다는 인격권 뒤로 후퇴해야 한다는 법원칙에 따른다는 것이다.325)
언론매체가 증거사실을 제시해야 하는 증명책임의 범위는 배려의무의 범위에 관
계된다. 배려의무의 준수를 증명하면 허위의 사실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문제된
표현이 표현시점에서 판단하여 적법한 것으로 간주된다.

(3) 추정적 표현
연방헌법재판소는 법익형량의 과정에서 어떤 표현이 사적 영역에서 사익을 추구
할 목적으로 행해진 것인지 또는 정치적 논쟁의 과정에서 본질상 공공성과 관련된
문제에 해당하는 경우 행해진 것인지 여부를 구별해야 한다고 본다.326) 이에 따르
면 정치적 논쟁의 과정에서 본질상 공공성과 관련된 문제라면 표현의 자유를 위해
추정적 표현도 허용된다고 한다. 정치적 논쟁에서의 추정적 표현은 정당화되고, 증
명책임도 전환된다.327)

(4) 반격의 원칙
연방헌법재판소는 법익형량에서 고려할 사항으로서 명예훼손행위의 동기를 들고
있다. 타인의 평론 또는 신문보도에 대한 반응으로 타인을 폄훼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 이미 최초의 공격에 폄훼적인 내용이 담겨있다면 최초의 공격과 반격은 구별
되어야 하고, 최초의 공격에 의해 침해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반격이 불가피했는
지 여부는 반격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한다. 오히려 보도의 방
식 및 공적 의사형성에 미치는 효과 측면에서 최초의 공격과 비슷한 정도의 반격이
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328) 또한 누가 논쟁을 시작했는지 여부 외에 공적 토론에
참여한 자의 결정이 자발적이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329)

(5) 보도의 뉴스가치
독일 연방대법원은 다른 신문에서 이미 보도되어 알려진 내용을 다시 공표한 것
과 같이 문제가 되는 정보가 다른 정보원을 통해 이미 전파된 것이라면 공인의 인
격권은 상대적으로 적게 침해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330) 이 경우 공인의 사적 영
325)
326)
327)
328)
329)

BVerfG, NJW 1999, 1322.
BVerfGE 7, 198 등.
BVerfGE 61, 1, 8.
BVerfGE 12, 113.
BVerfGE 61,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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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침해하는 비중은 현저하게 감소한다고 한다.

(6) 정보수집의 방식
연방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정보수집의 방식도 법익형랑시 고려사항이다. 위법하게
수집된 정보는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 또는 알권리에 의해서도 보호받지 못한
다는 입장이 종래의 견해이었으나, 위법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와 구별하여 위법
한 정보를 전파하는 것은 헌법상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현재의
입장이다.331)

(7) 보도의 형식과 내용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캐롤라인 판결’에서 오락 기능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였
다. 연예잡지의 역할에는 실물사진과 화제에 관한 보도뿐만 아니라 가치관의 전달
까지 포함된다고 하면서, 공공성과 관련된 문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진지하게
사인과 관련된 서술을 했는지 아니면 오로지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생활을 퍼뜨린 것인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고 한다.332)

4. 위자료 산정 문제
(1) 일반적 인격권 침해시 위자료의 인정
1) 개별적 인격권 침해시 위자료
민법 이외에 인격권을 규정한 대표적인 법으로는 예술저작권법(KUG), 저작권법
(UrG), 연방정보보호법(BDSG)이 있다. 예술저작권법 제22조는 초상권을, 저작권법
제97조 제2항은 저작인격권을, 연방정보보호법 제8조 제2항은 정보인격권을 보호
한다. 어느 경우나 그 침해는 중대, 현저, 심각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면 위자료가
인정된다.

2) 일반적 인격권 침해시 위자료
위와 같은 민법 및 특별법상의 보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는 모순이 발생하자 재
판례에 의해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이 확대되었다. 1954년 이른바 독자의 편지
(Leser-Brief) 사건에서 일반적 인격권이 승인되었다.333) 이 판결에서 연방대법원
330)
331)
332)
333)

BGH AfP 2000, 350 ff.
BVerfG, NJW 1984, 1741, 1743.
BVerfG, NJW 2000, 1021, 1024.
BGHZ 13,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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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변호사가 담당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구하였으나, 언론사가 이
를 (정정)보도가 아닌 독자의 편지란 투고형식으로 처리한 데 대해 철회청구를 기
각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이후 Paul-Dalke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유명배우 Paul
Dalke가 오토바이에 앉아 있는 사진을 그의 동의 없이 오토바이 광고에 사용(‘유명
오토바이 위의 유명인’)한 것에 대하여 일실 실시료(hypothetische Lizenzgebühr)
상당의 배상을 인정하였다.334) 반면, 1958년의 기수(Herrenreiter) 사건에서는 남
자기수의 사진을 무단으로 정력제 광고에 사용한 것이 문제되었는데, 남자기수가
자신의 사진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시료 상당의 손해
배상과 같은 재산적 손해의 구성이 불가능하였다.335) 연방대법원은 이를 ‘정신적
자유권’의 침해로 보아 민법 제847조를 유추적용함으로써 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
하였다. 이것이 일반적 인격권 침해에 위자료가 인정된 첫 번째 재판례라고 할 수
있다.336) 이후 인삼(Ginseng) 사건에서 인격권은 기본법 제1조 및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으로, 이 법익이 침해될 경우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에는 법적 보호의 공백이 발생한다고 하면서, ‘침해의 중대성 또는 유책사유의 중대
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금전배상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337) 연방헌
법재판소도 Soraya사건 판결에서 ‘중대한 인격 침해’에 대하여 금전배상을 인정하
는 것은 법관의 법 보충권한의 범위 안에 있다고 하여 이를 승인하였다.338) 이후
이 연방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하여 일반적 인격권 침해가 ‘중대’ 하여야 하는지,
‘침해의 중대성 또는 유책사유의 중대성’이 요구되는지가 다소 불분명해졌는데, 전
체적으로 독일 민사법원은 ‘침해의 중대성 또는 유책사유의 중대성’을 고수하는 것
으로 평가된다.339)
오늘날 명예훼손, 집단따돌림, 사생활 침해, 초상 및 음성권 침해, 인격의 자유로
운 발현에 대한 권리의 침해가 일반적 인격권 침해의 개별 유형으로 승인되어 이에
대하여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다.

(2) 일반적 인격권 침해시 위자료의 산정
1) 위자료 산정의 원칙
독일의 판례, 학설상 위자료 배상의 대상이 비재산적 법익의 침해 인지, 정신적
334) BGHZ 20, 345, 352 ff.
335) BGHZ 26, 349.
336) 이 판결의 이론구성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Wagner, “Prominente und
Normalbürger im Recht der Persönlichkeitsverletzungen, 2000, 1306.
337) BGHZ 35, 363.
338) BVerfGE 34, 269.
339) 이동진, 위자료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법정책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 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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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 등 감정적 손해인지에 관하여 기준을 제시한 것은 연방대법원 대연합부 1955
년 7월 6일 판결이다.340) 이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독일 민법 제847조에 따른 상
당한 금전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모든 사정, 예컨대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재산관
계, 가해자의 유책정도도 고려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위자료는 법적으로 전보
(塡補) 이외에 만족(Genugtuung)의 이중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제1단계로 피침해법익에 대한 전보에 적합한 금액을 정하고, 제2단계로 제반 사
정을 고려하여 가중 또는 감경하는 방식은 취할 수 없고,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곧
바로 올바른 위자료액을 도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전보기능과 만족기능에
할당된 금액을 나누어 설시할 것은 아니고, 이들을 함께 고려하여 하나의 위자료액
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손익상계나 과실상계도 이러한 위자료액을
정함에 있어 고려되는 제반 사정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한다.341)
여기에는 손해배상액을 재량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독일 민사소송법 제287조 제
1항342)이 적용된다. 다만, 법원은 판결이유에 제반 사정에 대한 평가, 위자료의 이
중기능에 대한 고려, 당해 사건에서 중요하게 고려된 요소 등을 설시하여야 한다.
독일 민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제한적 속심으로 되어 있으므로 제1심 법원의 판단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새로 사실관계를 확정하여 위자료를 정할 수 있고, 단순히 제1
심 법원의 재량행사가 법률에 반하는지 여부로 심사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343)
또 제1심 법원과 현저하게 다른 판단을 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시하여야 한
다.344) 상고심의 경우 사실심 법원의 판단이 법률위반 또는 현저하게 잘못된 평가
에 기초하고 있는지 여부의 심사로 제한되므로, 재량을 남용하지 아니한 이상 파기
되지 아니한다. 이들은 모두 독일법상의 위자료 결정이 궁극적으로 법관의 형평판
단에 속함을 보여준다.
재판실무에서는 위자료에 관하여 정기금 배상을 명하거나 일시금과 정기금을 결
합하는 형태로 위자료를 명하는 방법이 – 원칙적으로 중대한 침해에 한하여서이지
만 - 널리 쓰이고 있다. 피해자 측의 사정, 가령 낭비 위험과 가해자 측의 사정,
가령 불충분한 자력 등에 비추어 정기금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 정기금 배상 또
는 상당한 일시금에 정기금을 덧붙인 형태의 배상을 명하는 것이 실무이고, 판례이

340) BGHZ(GS) 18, 149.
341) 이동진, 위자료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법정책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 70면.
342) 독일 민사소송법 제287조 ① 손해가 발생했는지의 여부, 그 손해액은 배상하여야 할 이익의 수
액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에 하여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자
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한다.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는 직권으로 감정인의 감정을 명할 것인지 여
부 및 그 범위는 법원이 재량으로 정한다. 법원은 손해 또는 이익에 관하여 증거신청인을 신문
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는 제452조 제1항 제1문,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43) BGH NJW 2006, 1589
344) BGH VersR 1988,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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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45)

2) 일반적 인격권 침해에 대한 금전배상
독일 민법학상 일반적 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에서는 통상의 위자료346)와
인격권 침해의 경우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금전배상을 헌법으로부터 그
근거를 지우면서, 민법상 위자료와 구별되는 별도의 용어와 법리가 존재하는지 여
부 자체가 문제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일반적 인격권 침해의 가장 대표적인 예인 언론기관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
우 과거에는 대략 2,500 DM을 하한선으로 두고, 침해의 정도에 따라 배상액을 증
액하였으며 특히 1994년 이전까지 연방대법원이 인정한 위자료의 최고액은 5,000
DM 수준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Caroline von Monaco 공주 사건 이후에도 대개의
사건은 약 5,000 EUR에서 30,000 EUR 사이의 금액으로 정해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잘 알려진 일련의 Caroline von Monaco 공주 사건의 경우 이러한 명예훼
손의 일반적 수준은 물론, 나아가 일반적인 인신 내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
하여 인정될 수 있는 금액조차 훨씬 뛰어넘는 초고액의 위자료, 즉 각15만 EUR,
18만 EUR (약 3억5천만 원)가 인정되었다. 이들 판결은 결국 유명인의 특권 내지
유명인에 대한 차별대우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347) 물론 연
방대법원이 이른바 Caroline 사건(I)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고액
의 위자료는 유명인의 인격에 대한 차별적 평가에 근거한다고 보기 보다는 위자료
가 전보 내지 만족기능 이외에 예방기능(Präventionsfunktion)을 해야 한다는 생각,
즉 다른 제재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소액의 위자료만을 인정하는 경우 이들의 사생
활 등이 보호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는 사고에 기인한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일반적 인격권 침해로 인한 배상에는 위자료에는 없는 특수
한 산정원칙이 존재하는 것인지, 민법상 위자료에서도 예방기능을 논할 수 있는 것
인지 등에 관하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348)

345) 이동진, 위자료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법정책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 70-71면.
346) 참고로 과거 독일(1990년대)에서는 인용액으로 1만 마르크에서 2만 마르크(약 645만 원에서
약 1,290만 원)인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다소 상승 경향에 있었다. 다만 독일에서는 변호
사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되어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므로, 승소 당사자는 변호사비용을 상대
방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民事訴訟制度等研究会報告書”, ジュリスト 1112号, 有斐閣, 平成9
年(1997年), 66頁 참조).
347) 예를 들어 Wagner, “Prominente und Normalbürger im Recht der Persönlichkeitsverletzungen,
2000, 1305 ff.
348) Wagner, “Prominente und Normalbürger im Recht der Persönlichkeitsverletzungen, 200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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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격권 침해시 위자료 산정표
재판실무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위자료 산정표가 있다. 일종의 판결집인 위자료
(산정)표는 1950년 처음 나왔는데, 원래의 목적은 보험회사에서 자동차책임보험 재
판 외의 분쟁해결에 참고하기 위하여 법원실무의 위자료 산정기준을 정리하려는 것
이었다. 이후 여러 종류의 위자료(산정)표가 편찬되어 오고 있다.
전형적인 위자료(산정)표는 그 구성방식에 따라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하
나는 인정된 위자료액의 다과에 따라 소액부터 고액까지 번호를 매긴 후 각각에 대
하여 인정된 위자료액, 사안의 개요, 피해자의 특성 및 판결 인용을 표시하는 형태
이고, 또 하나는 상해의 종류에 따라 항목을 나눈 뒤 각 항목 안에서 인정된 위자
료액의 다과에 따라 소액부터 소액까지 위자료액과 사건의 개요, 피해자의 특성 및
판결인용을 적는 형태이다.
최근 인격권 침해시 위자료(산정)표를 작성한 문헌이 있어 이를 소개한다.349) 이
표에서 명예훼손으로 위자료가 인정된 재판례의 사건의 개요와 위자료액, 사건부호
에 따라 정리한 후, 원고가 공인인지 여부를 별도로 표기하였다.

사건의 개요

위자료액

사건부호

“미친 독일인 Top 10”
제목의 TV
프로그램에서 원고를

‘갈색 피부’라고 묘사
5부 리그 소속
축구선수의 연봉을 공개

400 €

보이는 비디오영상을

여부

v.16.11.2011 – 123
c 260/11
AG Bergen (Rügen)

각 500 €

v.21.05.2013 – 23
C 557/12
AG Berlin-Mitte

766.94 €

v.22.03.1995 – 6 C

O

790/94

피촬영자가 극우정당
성향을 가진 것처럼

공인

AG Köln

소개
잡지 기사에서 원고들을

참고

AG Schwerin
1,000 €

v.30.11.2012 – 14
C 424/11

인터넷에 공개

349) Saarbrücker Tabelle für Geldentschädigung bei Persönlichkeitsverletzungen, jurisPK-BGB 9.
Aufl., (2019.11.25.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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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위자료액

사건부호

원고가 파산한 것으로
허위사실

2,000 €

706/02
LG Frankfurt v.
2,000 €

25.01.2018 – 2-03
O 203/17
OLG Oldenburg v.

2,045.17 €

14.11.1988 – 13 U

화보에 공개
왕족의 불륜에 관한
인터넷 보도

여부

26.11.2003 – 28 O

공개
피촬영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상반신 누드’를

공인

LG Köln v.

적시(포탈운영자 책임)
마약거래 혐의에 관한
보도에서 원고 사진을

참고

72/88
Hanseatisches OLG
Hamburg v.

3,000 €

24.03.2009 – 7 U

O

94/08
원고와 자녀의 원만하지
않은 관계에 관한
신문기사의 배포,

AG Bremem v.
3,000 €

13.12.2007 – 25 C

원고의 실명과 사진을

425/07

공개
Saarländisches OLG

부동산사업가를
잡지기사에서 ‘과거

Saarbrücken

3,579.04 €

v.12.02.1997 – 1

밤의 황제’라고 함

U 515/96
LG Berlin

6년 전의 형사소송에
관하여 보도,

5,000 €

v.30.10.2003 – 27

신원확인가능
유명인과 젊은 여성의
내밀한 관계에 관한
소문을 비하하는 식으로

O 453/03
LG Hamburg v.
5,000 €

23.04.2003 – 324 O
698/03

인터넷에서 보도
여배우의 전 동거인이
포르노영화배우라고

O

LG Hamburg v.
5,000 €

18.04.2008 – 324 O

보도

109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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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건의 개요

위자료액

사건부호

유명 배우의 연애관계에
관한 추측성 보도

각 5,000 €

v.11.06.2015 – 27

5,000 €

22.03.2013 – 324 O
417/12

극우록콘서트에서

LG Darmstadt v.
5,000 €

04.09.2019 – 23 O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은

159/18

채로 공개
원고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도하면서 실명

5,112.92 €

OLG Karlsruhe

거론 및 사진

(= 10,000

v.25.11.1994 – 14

게재하였으나 진실이

DM)

U 67/94

5,112.92 €

OLG Karlsruhe

(= 10,000

v.16.06.1988 – 14

DM)

U 288/86

아님
변호사가 증인의 위증에
관여한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진실이
아님
TV 쇼 진행자의
폄하하는 발언으로

LG Hannover
5,000 €

v.11.01.2006 – 6 O

참가자의 명예훼손
원고에 관하여
언론보도에서 허위의

73/05
OLG München v.
6,200 €

28.06.2002 – 21 U

사실 적시
여배우의 임신에 관하여
사진 게재하여
언론보도(신문과

2598/02
OLG Köln v.
10.11.2015 – I-15

7,500 €

U 97/15, 15 U

인터넷사이트)
살인사건의 피의자에
관하여 신원을 공개하여

여부
O

O 120/15
LG Hamburg v.

사진 보도 (신원공개)
여성 경찰공무원이

촬영된 뮤직비디오를

공인

LG Berlin

(신문과 인터넷사이트)
실수로 경찰공무원을
네오나치로 보이도록 한

참고

97/15
OLG Dresden v.
7,500 €

27.11.2003 – 4 U

보도

9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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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사건의 개요

위자료액

사건부호

보도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 잡지의

상반신 누드를 공개
원고가 알콜남용이라는
기사를 한 잡지(12,000
부수 발행)에서 여러
차례 보도
광고지에서 고위
행정공무원을 ‘가장
성기가 큰 사람’이라고
지칭

7,500 €

215/12
Hanseatisches OLG
Hamburg v.

7,500 €

29.11.2011 – 7 U
47/11
Saarländisches OLG

7,669.38 €

Saarbrücken v.

(=15,000

16.06.1999 – 1 U

DM)

787/98 - 143

7,669.38 €

LG Oldenburg

(=15,000

v.27.10.1994 – 5 O

DM)

932/94

12.07.2011 – 4 U

8,000 €

188/11, 4 U
0188/11

잡지의 1면에 원고가

이르게 되었다고 보도,

OLG München v.
8,000 €

31.07.2014 – 18 U
308/14 Pre

사실이 아님
보스니아 내전 당시
무슬림에 분유 대신
군수품을 공급했다고

LG Mainz
10,000 €

v.24.09.2002 – 1 O

실명을 거론하여 TV

204/02

프로그램에서 방영
순회 공연 동안 공연

LG Berlin v.

진행시 예술가에 의한

O

OLG Dresden v.

보도

혼인파탄 및 비극에

여부

09.01.2013 – 3 O

전직 주장관의 가까운
친척의 자살을 언론에서

공인

LG Offenburg v.

특집기사로 보도
사진모델의 동의 없이

참고

10,000 €

15.11.2011 – 27 O

모욕

39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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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건의 개요

위자료액

사건부호

원고의 신원을 공개하여
고양이를 훔친 것으로

인포그래픽을 하여 이를

공인
여부

OLG München v.
10,000 €

25.05.2010 – 18 U

비난하는 신문기사
사고에서 중상을 입은
유명인 머리로

참고

1604/10
LG Hamburg
10,000 €

v.11.12.2015 – 324

O

O 132/15

공개

BGH

유명인 2인 간의
내밀한 관계에 관한

10,000 €

언론보도

LG Hamburg

v.09.12.2

v.05.07.2002 – 324

003 – VI

O 235/01

ZR

O

38/03 :
인용
여배우가 임신으로 인해
체중이 증가했다고

LG Köln
10,000 €

v.22.08.2012 – 28

사진과 함께 보도
유명인 2인 간의
연애담에 관하여 허위

O

O 33/12
LG Berlin
10,000 €

v.03.11.2009 – 27

사실의 보도

O

O 343/09
BGH v.

유명 여가수와 남편의
이혼서류의 상세 내용을

10,000 €

보도

Hanseatisches OLG

24.03.20

Hamburg v.

09 – VI

20.05.2008 – 7 U

ZR

100/07

161/08
인용

살인사건 용의자에 대한
수사에 관하여 용의자에

12,782.30

OLG Düsseldorf

불리한 사정을

€(=25,000

v.20.06.1079 – 15

일방적으로 강조하여

DM)

U 199/78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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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건의 개요

위자료액

사건부호

차량검문시 원고의
차량에서 발견된 마약에
관하여 방송에서 신원

15,000 €

여부

v.21.01.2009 – 2 O
229/07
LG Hamburg v.

15,000 €

28.08 – 324 O

언론기사
학자에 관한 명예를

158/09

훼손하는 기사,

LG Berlin v.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공인

LG Kleve

공개하여 보도
유명인의 임신 추정에
관하여 사진을 실은

참고

15,000 €

27.01.2011 – 27 O

본문의 내용을 통해

O

O

673/01

식별가능함
원고가 아나운서와의
결혼행사를 비공개로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LG Köln
15,000 €

v.10.03.2009 – 15

이를 사진과 함께
언론보도
사이언톨로지에 관한
책에서 변호사가
살인모의에 공모했다고
보도
정치인을 모욕하는

U 163/08

15,338.76 €

OLG München

(=30,000

v.26.07.1996 – 21

DM)

U 6350/95
KG Berlin

20,000 €

v.27.07.2007 – 9 U

원고가 Willy Brandt와

23,008 €

211/06
OLG Köln v.

내밀한 관계가 있는

(=45,000

18.05.1999 – 15 U

것으로 보도한 언론보도
유명인 커플이 상대방의

DM)

4/99
Hanseatisches OLG

내용으로 시리즈를 연재

중대한 사고로 인해
헤어지려고 한다는
소문을 보도

O

30,000 €

Hamburg v.

(각자에

17.01.2017 – 7 U

대해)

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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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사건의 개요

위자료액

사건부호

참고

공인
여부

유명 가수의
생활동반자의 사생활에
관하여 신원확인이

LG Berlin v.
25,000 €

13.01/2004 – 27 O

가능하도록 여러 차례

348/03

보도
유명한 TV

Hanseatisches OLG

스포츠프로그램
진행자의 신체 상해에

Hamburg v.

25,000 €

06.07.2010 – 7 U

관하여 상세하게 보도
유명 여배우의
알콜중독에 관한 소문에
관하여 잡지에서 보도
원고와 유명인의 내밀한
관계가 나오는
컴퓨터게임을 발표
유명인의 임신에 관한
추측성 보도를 한
잡지에서 여러 차례

35,000 €

01.03.2017 – 28 O

기사로 보도(2년 동안

46,016.28

v.14.112001 – 9 O

25,000 €

11617/01
LG Hamburg v.

47,000 €

24.11.2017 – 324 O

LG Berlin
50,000 €

v.02.03.2006 – 27

O

O 915/05
LG Hamburg v.
51,192.20 €

08.05.1998 – 324 O

O

736/97

Formula one

선수의 부인과 선수의

O

802/16

15회)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거

(자동차경주대회)

O

41/16
LG München

보도하였으나 허위임
귀족 구성원에 관하여
비판적으로 사진과

O

6/10
LG Köln v.

수록
유명인의 위중한
건강상태에 관하여

O

Hanseatisches OLG
Hamburg v.

60,000 €

31.01.2017 – 7 U

사고에 관하여 사진과

94/15

함께 수차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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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건의 개요

위자료액

사건부호

유명인과 자녀의 해안가
휴가지에서의 ‘파파라치’

76,693.80 €

v.20.07.2001 – 324

92,500 €

03.05.2017 – 324 O

100,000 €

02.06.2017 – 324 O

102,258.40

Hamburg v.

생활에 관한 사진을

€

10.10.2000 – 7 U

공개
전 아나운서의 수사,
180,000 €

175/15
OLG Köln v.
215,000 €

12.07.2016 – 15 U
176/15
Hanseatisches OLG
Hamburg v.

400,000 €

30.07.2009 – 7 U

보도
원고의 인용과 함께
‘Kohl 기록’ 책 출판

O

12.07.2016 – 15 U

언론기관의 위법한 보도
유럽 공작가문 가족의

허위의 사실을 수차례

O

138/99
OLG Köln v.

언론기관의 인터넷 기사
전 아나운서의 수사,

몽타주 사진을 포함하여

O

381/16
Hanseatisches OLG

사생활 내지 내밀한

형사절차에 관한

O

1192/07
LG Hamburg v.

수도 있도록 한 기사
절대적 시대사적 인물의

형사절차에 관한

여부

O 68/01
LG Hamburg v.

보도사실과 함께 공개
중상을 입은 유명인이
사망하였다고 생각할

공인

LG Hamburg

사진을 공개
유럽 왕실 구성원의
사진을 허위의

참고

4/08
LG Köln v.
1,000,000 €

27.04.2017 – 14 O

O

323/15

IV. 소 결
명예훼손 사안에서 피해자가 공인인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보호가 충
돌한다. 이때에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얻는 이익과 인격권을 보호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형량하여 위법성을 판단하는데, 법익형량 단계에서 당사자의 상황, 즉
시대사적 영역에 속하는지가 고려된다. 그러나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시대사적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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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해서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이나 증명책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명예훼손 개별 요건으로 성립 여부와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례에 의해 인정된 일반적 인격권의 침해 범주 내에서 파악하므로 침해
행위를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구성하여도 실질적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
재판례는 피해자가 시대사적 인물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표현의 자유와 피해자
의 인격권을 법익형량하여 인격권 침해를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법원이 위
자료를 산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개별사안별로 검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때 유책의 정도, 침해의 방식 및 중대한 정도, 명예훼손행위의 동기 등을 고려하는
데, 명예훼손의 방식 등에 있어서 피해자가 공인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독일
의 재판실무에서 우리법에 시사점이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침해 사안에서의 위자료
(산정)표를 작성해 둔 것과 같이 명예훼손을 포함한 인격권 침해의 사안을 사건별
로 위자료를 정리하여 둔 정보가 있다는 점이다. 우리 법원도 주요 사안유형별로
재판례를 수집, 요약, 정리한 판결집을 발간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고, 이러한 작업
에 독일의 사례가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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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프랑스
I. 의 의
프랑스민법상 인격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관해서는 일반 불법행위 규정 이외
에 사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 후자의 규정은 인격적 이
익의 보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프랑스민법에서는 사생활에
포함되는 것이나 그와 관련되는 것은 사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조문이 적용되
어서 일반 불법행위와 독립된 취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프랑스민법상 권리침해
요건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프랑스민법상 불법행위의 구조는 프랑
스민법 제1240조(구 프랑스민법 제1382조)의 일반 불법행위로 처리되는 생명 · 신
체에 대한 침해 사례와 제9조의 사생활 보호의 적용을 받는 사례 등 이원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인격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구제 측면에서 보면, 두 사례 모두에 프랑스
민법 제1240조(구 프랑스민법 제1382조)에 기하여 과책(faute)과 손해(dommage)
가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이 인정된다. 따라서 인격권 침해의 민사적 구제 측면에
중점을 두고 프랑스민법을 살펴보면 불법행위법과의 관계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프랑스 불법행위법의 전체적인 구조와 특징을 파악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프랑스 불법행위법에서 인격권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한편 프랑스에는 사람의 명예(honneur)나 존경(considération)에 대한 침해인 명
예훼손(diffamation)과 모욕(injure)에 대해서 1881년 출판에 관한 법률350)을 통하
여 규율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의 경우에는 1881년 언론
자유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가 동법 제23조가 정한 방식에 의한 명예훼
손과 모욕을 하는 경우에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3조는 전자적 방식
(voie électronique)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 역시
1881년 언론자유에 관한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351)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선 프랑스민법상 인격권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프랑스 불법행위법의 전체적 구조 및 특징을 살펴본다. 그 다음으로 프랑스
민법 외에 명예훼손(diffamation)과 모욕(injure)에 대한 대표적인 법제인 1881년
언론자유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프랑스의 명예훼손 법제의 전반적 내용을 살펴본
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프랑스에서의 명예훼손 법제의 전체상에 대한 정확한 이

350) Loi du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 de la presse. Version consolidée au 02 juillet 2019.
351) 한동훈, “프랑스의 명예훼손 및 모욕관련 법제”, 최신 외국법제정보 2009-08, 한국법제연구원,
2009,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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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도모한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본 연구 주제와 관련이 있는 공인에 대한 명예
훼손의 경우에 프랑스 명예훼손 법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다.

II. 프랑스 민법상 불법행위법
프랑스의 불법행위법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선행연구에 의해 상세하게 서술되었
지만352), 조문 번호의 이동이나 조문 그 자체의 삭제 등이 2016년 대개정시에 발
생하였으므로, 본론의 전제로 그 개요를 간단하게 언급해 둔다.

1. 구 조
프랑스 불법행위법은 제1240조(구 프랑스민법 제1382조), 제1241조(구 프랑스
민법 제1383조), 제1242조(구 프랑스민법 제1384조), 제1243조(구 프랑스민법 제
1385조), 제1244조(구 프랑스민법 제1386조)를 주요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353), 유형으로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지는 책임(일반 불법행위)과 타인의 행위
및 물건에 대해서 지는 책임(특수 불법행위)으로 나누어진다. 조문의 대응관계는
일반 불법행위가 제1240조와 제1241조이며, 특수 불법행위가 나머지 3개의 조문이
다.
우선 일반 불법행위에 대해서 프랑스에서는 2개의 규정으로 나누어서 규율하고
있다. 즉 제1240조는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모든 사람의 행위는 과실
(faute)로 손해를 발생시킨 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게 할 의무를 부과시킨다”고
규정되며, 이에 이어서 제1241조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뿐만 아니라
자기의 해태(négligence) 또는 부주의(imprudence)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서도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는데, 양자는 병합되어서 이해되고 있다. 즉 넓은 의미
에서의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을 두 조문 모두 요구하고 있는데, 제1240조는 의도
적인 과실로 인한 경우이며, 제1241조는 비의도적인 과실로 인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354)
다음으로 특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제1242조 제1항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뿐만 아니라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할 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나 자기의

352) 본 연구에서는 Jean Carbonnier, Droit civil Les obligattions, 1reéd., 1956. (PUF사에서 2004
년에 간행된 합본판 Droit civil 2 Les biens, Les obligations.을 참조하였으므로, 출전에 대해서
는 합본판에서의 페이지를 표시한다), François Terré, Droit civil Les obligations, 10eéd.,
2009.를 주로 참고하여 프랑스 불법행위법의 개요를 설명한다.
353) 그 후에 EU 지침에 기초한 제조물책임 규정으로 프랑스민법 제1245조(구 프랑스민법 제1386
조의1) 내지 제1245조의17(구 프랑스민법 제1386조의18)이 1998년 개정에 따라 추가되었다.
354) François Terré, Droit civil Les obligations, 10eéd., 2009, no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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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하에 있는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는 문언에서 시
작하여 미성년자의 부모의 책임355)이나 사용자책임356) 등을 규정하며, 나아가서는
제1243조에서 동물점유자의 책임이, 제1244조에서 건조물 소유자의 책임이 규정되
어 있다. 이들 중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제1242조 제1항으로, 이 규정은 무생물
책임으로 불리고 있다. 이는 사고를 일으킨 계기나 자동차 등과 같은 무생물의 보
관에 대해서 과실을 추정하고 피해자에 의한 과실의 증명책임을 면하는 것이었다.
기계문명의 발전과 함께 발생한 사고의 구제를 도모하는 데에 유용한 법리로 활용
되기 때문에 이 조문은 제1242조 제2항 이하의 특수 불법행위의 도입적 문언이라
는 자리매김에서 “프랑스 불법행위법 체계에서의 하나의 핵심점을 형성357)”하기에
이를 정도의 전개를 보였다.358)
이상이 프랑스 불법행위법의 내용이지만, 본 연구는 인격권 침해 사례를 중심으
로 서술하고자 하므로, 다음 순서로는 이에 적용되는 주요 조문이 되는 프랑스민법
제1240조의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보기로 한다. 동조의 문언에 따르
면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므로, 중심적인 요건은
“과실”, “인과관계”(“…로 인하여”), “손해”라고 하게 되므로, 이하에서는 이 세 가지
요건에 대해서 살펴본다.

2. 요 건
(1) 과실
Jean Carbonnier에 따르면 과실은 일반적으로 3개의 요소로 분류된다고 한다. 즉
물리적 요소(un élément matériel), 인적 요소(un élément humain), 사회학적 요소
(un élément sociologique)이다. 물리적 요소란 행위(fait)로, 사람의 신체적 또는
지적 행동을 가리키며, 구 프랑스민법 제1382조(현행 프랑스민법 제1240조)에서
서술되어 있는 “행위”이다. 인적 요소란 행위가 인간의 행위라는 점을 의미한다. 그
리고 사회학적 요소는 피고(가해자)의 행동에 대한 사회로부터의 냉엄한 비난이
355)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奥野久雄, “未成年者の加害行為と両親の責任-フランス法-(一), (二)”,
関西大学法学論集 27卷 4号, 5号, 昭和53年(1978年), 久保野恵美子, “子の行為に関する親の不法
行為責任 (1), (2)”, 法学協会雑誌 116卷 4号, 平成11年(1999年), 同 117卷 1号, 平成12年
(2000年)을 참조하라.
356)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国井和郎, “フランスにおける使用者責任論”, 阪大法学 79号, 昭和46年
(1971年)을 참조하라.
357) 山口俊夫, フランス債権法, 東京大学出版会, 昭和61年(1986年), 133頁.
358) 무생물책임의 전개에 관해서는 野田良之, “自動車事故に関するフランスの民事責任(一) (二)
(三)”, 法学協会雑誌 57卷 2号, 3号, 4号, 昭和14年(1939年), 新関輝夫, フランス不法行為責任
の研究, 法律文化社, 平成3年(1991年), 北村一郎, “フランス法における≪他人の所為による責任
の一般原理の形成≫”, 高翔龍先生日韓法学交流記念 21世紀の日韓民事法学(加藤雅信ほか編), 信
山社, 平成17年(2005年)에서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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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59) 각각을 상세하게 보기로 한다.
우선 물리적 요소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것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것도 포
함되므로, 작위에 의한 과실(faute par commission)과 부작위(faute par omission)
에 의한 과실이 도출된다. 전자는 비계약적 책임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으로, 사
람은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활동을 삼가야 하므로, 과실의 신체 측면에서의 내
용을 구성하는 것은 이러한 가해적 활동을 범한 것, 즉 적극적인 행위라고 한다. 후
자에 대해서는 활동 하에서의 부작위, 행위할 법적 의무의 불이행, 행위할 법적 의
무가 없는 경우의 불행동을 거론되고 있다. 활동 하에서의 부작위란 적극적인 활동
으로부터 시작된 넓은 의미에서의 작업 중에 생긴 부작위로, 활동과 일체(一體)를
이루고 있다. 예컨대 과도한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자가 위기시에 브레이
크를 걸어서 해치는 경우, 통로상에 구멍을 파고 있을 때 야간 램프로 구멍의 존재
를 감지하게 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행위할 법적 의무의
불이행은 법적으로 적극적인 행위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것을 하지 않은 경우
로, 확실하게 과실이 인정된다고 한다. 행위할 법적 의무가 없는 경우의 불행동은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이에 대해서는 해칠 의도로 유발
되었을 때에 민사 판례는 부작위로 인정된다고 한다.360)
다음으로 인적 요소로서의 사람의 행위에 관해서는 법인격, 능력, 유책성이라는
측면으로 나누어서 설명되고 있다. 법인격이라는 점에서 본 경우에 우리 자연인은
물건과 비교할 때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가 된다. 물건에는 의사가 없으므로 책임
주체가 되지 않으므로,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는 그 물건의 관리자가 책임을 지
게 된다. 법인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법인 자신이 일반 불법행위상의 민사책임을
지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지만, 실제로는 법인의 의사나 법인의 과실은 관념적으로
이야기될 수 있을 뿐, 법인을 운영하는 자에 의해서 과실은 범하여지는 것이므로,
사람에 의한 과실이라고 한다.361) 능력 문제에서는 미성년자와 정신병자의 책임능
력이 관련된다.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구 프랑스민법 제1310조에서 “미성년자는 불
법행위(délits ou quasi-délits)로부터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취소할 수 없다”고 규
정되어 있었지만, 2016년 대개정에서 폐지되었다. 정신병자에 대해서는 프랑스민법
제414조의3(구 프랑스민법 제489조의2)에서 “정신장애 상황 하에서 타인에게 손해
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상은 의무지어진다”고 규정되어 있다.362) 유책성
은 법률상 용어가 아니라 학설상의 용어로, 넓은 의미에서는 책임과 거의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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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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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298-2300.

의미라고

한다.

프랑스민법

제1240조의

불법행위의

의도적

과실(faute

intentionnelle)에서는 책임을 지는 자는 해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며, 손해가
되는 결과를 단순히 예기하고 인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의욕하였을
것이 필요하게 된다. 프랑스민법 제1241조의 준불법행위의 비의도적 과실(faute
non intentionnelle)에서는 의사는 수반하지만 손해에 향하여진 것은 아니라고 한다.
여기에는 해태와 부주의가 있는데, 해태는 의사의 노력인 정신의 긴장을 억제할 수
있었을 주의의 이완이며, 부주의는 숙고를 방해하는 경솔함이라고 한다.363)
세 번째인 사회학적 요소로서의 냉엄한 사회적 비난은 위법성(illicite)으로 논의
되고 있다. 자유의사를 가진 자에 의한 행위가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반드시 법에 반하여 불법인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항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법에 위반하였거나 정당화되지 않을 것이
필요하게 된다. 법에 위반하는지 여부라는 점에서 문제되는 법에 대해서는 법적 규
제 이외에 관습상의 법도 대상이 된다. 관행(특히 직업상의 관행)은 거기에 포함되
는데, 나아가 양속에 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하므로(구 프랑스민법 제1133조), 양
속도 포함된다고 하며, 선량한 가부(家父) 이념도 제기되고 있다.364)

(2) 손해
프랑스 불법행위법에서도 손해의 존재는 필요하다. 계약책임 분야에서와 같이 손
해가 예견 가능할 것은 요구되지 않지만, 여전히 확실하고 직접적이어야 한다. 또한
손해가 정당한 이익의 침해에 대응하는 것인지도 문제될 수 있다. 그러므로 손해
요건은 확실성, 직접성, 정당성 등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확실성에 대해서는 손해가 실제로 발생한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확실한 손
해에 대치되는 것이 가정적으로 불확정적인 손해이다. 예컨대 고압전선 인근에 토
지를 소유하는 자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고압전선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에 대한 배상금을 전력회사로부터 받을 수 없다.365) 적극적 손해이든 일실이익
이든 확실하게 발생한 손해라면 문제가 없지만, 장래의 손해와 우발적 손해는 구별
되며, 우발적 손해릐 실현은 확실한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이 확실한 것으로 바뀌
지 않는 한 배상되지 않는다.366)
직접성 관점은 계약법(채무불이행 책임) 규정인 프랑스민법 제1231조의4(구 프
랑스민법 제1151조)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계약의 분야와 동일하게 불법

363)
364)
365)
366)

Jean Carbonnier, Droit civil 2 Les biens, Les obligations., p.2300-2303.
Jean Carbonnier, Droit civil 2 Les biens, Les obligations., p.2310-2314.
Jean Carbonnier, Droit civil 2 Les biens, Les obligations., p.2270.
François Terré, Droit civil Les obligations, 10eéd., 2009, no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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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분야에서도 손해는 가해행위의 직접적인 결과이어야 한다. 부대소송과의 관련
에서 형사소송법전에서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배상에 대한 부대소송은 직접 손해를 입은 모든 자에게 인정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행위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결과 모두를 가해자
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정의, 형평, 양식(良識)에 합치하지 않으며, 게다가 이러한
부담을 지우는 방식을 채용하면 어디에서 끝나는지 더 이상(이제) 판명될 수 없게
된다고 한다.367)
마지막인 이익의 정당성이란 피해자가 배상을 청구하려면 정당한 이익을 이용하
여야 한다는 사고이다. 예컨대 경찰의 추적을 피해서 숨어 있는 범인이 제3자의 행
위에 의해서 경찰에게 발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범인은 제3자에 대하여 경찰에 체
포된 불이익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즉 명백한 손해가 반드시 배상을
발생하게 하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익에 기초한 정당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는 것이다.368) 이는 권리의 침해가 없으면 배상되는 손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
미가 아니며, 일반적으로는 이익의 침해가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그 이익은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법률이나 선량한 풍속에 반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다.369)

(3) 인과관계
마지막으로 과실 있는 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에
는 필요하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과실 내지 행위가 손해 발생의 원인일 것, 즉 가해
자의 과실 내지 행위가 없으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손해가 종종 많은 원인을 가져서 그러한 것들 중에서 선택하여
야 하므로, 법관에 의한 평가가 불가피하게 된다. 또한 인과관계는 확실하고 직접적
이어야 한다.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인
정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손해를 발생시킨 가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지만, 특정된
집단 속에 반드시 있는 경우에는 다른 취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판례는 이 경우에
반증이 없는 한 모든 관여자를 불가분적으로 인과관계 속에 편입시키려고 한다. 직
접적인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계약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에서 제1231조의4(구 프
랑스민법 제1151조) 규정에 따라서 판례는 불법행위책임의 경우에도 “시간적으로
가장 가깝고 직접(immédiate et directe)”적인 인과관계를 요구한다.370)
이러한 인과관계 요건은 손해 요건과 내용이 일부 중복된다. 하나는 손해 요건의

367)
368)
369)
370)

François Terré, Droit civil Les obligations, 10eéd., 2009, no703.
François Terré, Droit civil Les obligations, 10eéd., 2009, no705.
Jean Carbonnier, Droit civil 2 Les biens, Les obligations., p.2271.
Jean Carbonnier, Droit civil 2 Les biens, Les obligations., p.2282-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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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성과 인과관계 요건의 확실성이다. 이는 기회의 상실371) 사안에서 손해의 확실
성과 인과관계의 확실성이 겹쳐서 논의된다. 또 하나는 손해 요건의 직접성과 인과
관계 요건의 직접성이다. Jean Carbonnier도 직접성은 과실과 손해 사이에 존재하
여야 하는 인과관계가 있는 보다 일반적인 이념의 한 측면일 뿐이라고 하였다.372)

3. 민사책임법 개정의 동향
(1) 2017년 공표 초안의 개관
최근 프랑스민법은 대폭적인 개정을 수차례에 걸쳐 실시하여 역사적인 변혁을 맞
이하고 있다. 2004년에 프랑스민법전이 탄생한 때부터 200년을 맞이한 것을 계기
로 이러한 프랑스채무법의 개정의 기운이 높아지면서 2005년에 Pierre Catala 교수
를 필두로 작성된 개정초안(까딸라(Catala) 초안)373)이 사법대신에게 제출되었으
며, 이어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François Terré 교수의 그룹에 의한 개정초
안374)이 공표되었다. 실제 개정에 대해서는 2008년에 시효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그 후 잠시 공백이 있었지만, 2016년에 계약법, 채무의 일반제도, 증거 · 증명 규정
이 대폭적으로 개정되었다.375) 다만 계약책임을 포함한 민사책임법에 대해서는 지
연되었으므로, 불법행위법에 대해서도 전술한 바와 같이 2016년 개정으로 조문 번
호는 이동하였지만, 그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다. 그러나 민사책임법에 관한 개정 준
비

초안이

이미

2016년에

공표되었고376),

그에

대한

퍼블릭

코멘트(public

371) 기회의 상실에 관한 일본어 문헌으로는 高畑順子, “『損害』概念の新たな一視点-pert ďune
chance論が提起する問題を通して”, 法と政治 35卷 4号, 昭和60年(1985年)(高畑順子, フランス
法における契約規範と法規範, 法律文化社, 平成15年(2003年) 수록), フランソワ · シャバス 著/
野村豊弘 訳, “フランス法における機会の喪失(pert ďune chance)”, 日仏法学 18号, 平成5年
(1993年), 66頁 이하, 酒巻修也, “フランスにおける機会の喪失理論の適用領域の拡大とその変容
: 虚偽情報の流布を理由とした投資家の損害賠償請求の解明に向けて”, 北大法政ジャーナル 19卷,
平成24年(2012年), 73頁 이하, フランソワ · シャバス 著/野村豊弘 訳, “フランス法における機
会の喪失”, 立教法務研究 6号, 平成25年(2013年), 137頁 이하가 있다.
372) Jean Carbonnier, Droit civil 2 Les biens, Les obligations., p.2271.
373) Ministère de la justice, Avant-projet de réforme du droit des obligations et de la
prescription, 2006.
374) sous la direction de F.Terré, Pour une réforme du droit des contras, Dalloz,coll. Thèmes et
commentaires, 2009., Pour une réforme du droit de la responsabilité civile, Dalloz, coll.
Thèmes et commentaires, 2011., Pour une réforme du régime général des obligations,
Dalloz, coll. Thèmes et commentaires, 2013.
375) 개정의 경위에 대해서는 Betrand Fages, Droit des obligations, 7éd., 2017, no12-15.
376) 2016년 준비초안에 관한 일본어 문헌으로 中原太郎 (訳), “民事責任の改正に関する法律草案(フ
ランス司法省 · 2016年 4月 29日)”, 法学 80卷 5号, 平成28年(2016年), 104頁, ヨナス · クネ
チュ(ジョナス · クネシュ)(中原太郎 · 訳), “フランス民事責任法改正-2016年 4月 29日の司法
省法律草案の比較法的検討”, 法学 80卷 5号, 平成28年(2016年), 86頁, 廣峰正子, “フランス不法
行為法改革の最前線”, 法時 89卷 2号, 平成29年(2017年), 94頁, 鈴木清貴, “フランス民事責任改
正法草案(2016年 4月 29日) 試訳”, 武蔵野大学政治経済研究所年報 14号, 平成29年(2017年),
121頁 등이 있다.

93

comment)도 모집되었다. 이러한 퍼블릭 코멘트(public comment)를 바탕으로 한
후에 다시 2017년에 개정 초안377)이 공표되었다. 향후 불법행위법에 대해서도 내
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실제로 2018년에 성립한다고도 한다.378)

(2) 내 용
한정된 범위이지만, 내용에 대해서 다룬다. 우선 성립요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는 현행 불법행위 규정에서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요건(과실, 손해, 인과관계)
을 각각 독립적으로 규정하며, 특히 손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조문상 명확하게 규
정되지 않았던 확실성과 적법성을 명시하였다. 나아가 장래의 손해나 기회의 상실
문제도 조문 속에 포함시켜서 언급하고 있다. 손해의 내용에 관해서는 재산적인지
비재산적인지를 묻지 않고 배상의 대상이 됨이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또한 신체적
손해에 대해서는 비양립 원칙(règle du non-cumul)을 다루는 규정으로 제1233조
를 둔 다음에 이어서 제1233-1조에서 비계약적 책임에 기초한 배상만이 인정된다
고 하지만, 예외적으로 피해자에게 유리한 계약 조항의 원용도 인정한다.
다음으로 구제수단에 관해서는 손해배상(금전배상) 이외에도 구제수단으로 현물
배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병행(併用)하는 것도 인정한다. 위법한
행위를 금지하는 수단으로는 “위법의 정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나아가 그동
안 민사소송법 규정이나 후견인의 직무 위반 등에서 민법에 규정되었던 과태료(過
料) 제도가 불법행위 사안에도 적용됨이 규정되었다. 과태료(過料) 제도는 “위법의
정지”에서 기대되는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피해자를 풍족
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과태료(過料)의 액수는 보상기금이나 국고에 지
급되도록 하고 있다.

4. 비재산적 손해
(1) 개 관
지금까지의 판례 및 학설의 해석을 반영시킨 경우도 매우 많이 있으며, 실제로
어떻게 개정될지도 모르므로, 이 개정안에 기초해서 전부를 논할 수는 없지만, 프랑
스 불법행위법의 도달점을 아는 데에는 충분히 참고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전술한

377)

초안에
대해서는
프랑스
사법부의
홈페이지에서
입수하였다.
http://www.justice.gouv.fr/publication/Projet_de_reforme_de_la_responsabilite_civile_130
32017.pdf(2018년 5월 28일 확인) 참조. 또한 Alain Bénabent, Droit des obligations,
16eéd, 2017, no694에 대해서도 초안의 전문이 게재되어 있다.
378) オリヴィエ · グート(野澤正充 · 訳), “フランスにおける民事責任法改正草案(2017年 3月 13日の
改正草案)”, 立教法学 96号, 平成29年(2017年), 212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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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프랑스 불법행위법의 현재 상황을 확인하였으므로, 다음 순서로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 중 주요 손해가 되는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
이다. 왜냐하면 프랑스에서의 인격권 개념의 생성은 비재산적 손해의 연구와 밀접
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인격권과 불법행위법의 관련을 검토하는
데에 이 손해를 고찰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선
판례의 현재 상황을 확인한 후 이론 상황과 제재적 위자료 이론 문제를 고찰한다.

(2) 판례의 상황
프랑스 판례는 피해자 자신에 대한 가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
통 등에 대한 배상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재산적 손해가 인정되는
범위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망한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이 상속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프
랑스 파기원 판례는 “상속한 손해”의 배상이라는 형식으로 이를 인정한다.379) 나아
가 파기원은 사망한 피해자의 기회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도 상속된다고 판시하였
다.380)
379) 예컨대 교통사고로 사망한 부모가 사고를 당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입은 고통에 대해서 아들
이 “상속받은 손해”의 배상으로 청구한 사안에서 프랑스 판례는 “이러한 조문들[불법행위 규정
등]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는, 즉 손해의 피해자는 모두 그 손해의 성질이 어떠한 것이
든지 과실로 인해서 그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피해자가 생
전에 입은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청구권은 피해자의 재산에 발생한 것이므
로,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판시하였으며(D.1977.185),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고 정신
적 고통을 당한 부모가 그 후에 사망하였으며, 부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상속인
이 상속하여 행사한 사안에서도 파기원 혼합부는 “이러한 조문들[불법행위 규정 등]로부터 다음
과 같은 결론에 이르는, 즉 손해의 피해자는 모두 그 손해의 성질이 어떠한 것이든지 과실로 인
해서 그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아들의 사망을 이유로 부모
가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청구권은 … 부모의 재산에 발생한 것이므로,
부모의 사망시에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판시하였다(D.1977. p.185-186).
380) 이 사건에서 사망한 피해자는 1997년 8월 허벅지에 나타난 변이물을 스피츠(Spitz) 모반(母
斑)(점(검은 사마귀))으로 진단되었지만, 1998년 5월에 그것은 전이성이 있는 악성 흑색증임이
밝혀졌으며, 1999년 1월 15일에 19세로 사망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의 부모(모친과 양아버지)
는 스피츠(Spitz) 모반(母斑)으로 오진한 의사 및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그
중에서 모친은 생존의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한 취지
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서 파기원은 1976년 판결과 동일하게 모든 피해자에게는 손해의 성질
이 어떠한 것이든지 그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핀시하였으
며, “피해자가 생존의 기회 상실을 이유로 생전에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발생한 손해의 배
상청구권은 피해자의 재산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판시하였다
(Civ.1re, 13 mars 2007, Bull civ. 2007. I, no118). 또한 콩세유 데타(Conseil d’État) 판결에
서도 이러한 판단은 지지를 받았다. 즉 파리(Paris) 시내의 병원(수술이 이루어진 것은 파리
(Paris) 시 내의 병원이지만, 소송을 당한 것은 파리(Paris) 시 내의 병원을 관리하는 공적 시
설(ľAssistance publique-Hôpitaux de Paris）)이었으므로, 행정 재판 사안이 되었다)에서 수
술이 실시되었을 때에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으며, 그 후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이 배
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콩세유 데타(Conseil d’État) 판결도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는 손해가 어
떠한 것이든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이루어진 때부터 발생한다. 손해의 피해자가 스스로
배상소권을 행사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그 권리는 생전에 피해자의 재산에 발생한 것이므로,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판시하였다(C.E.,29 mars 2000, D. 2000.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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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법인이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의 인정 여부, 즉 법인의 위자료 청
구권 인정 여부 문제와 관련하여 프랑스 판례는 이 문제가 재판상 문제임을 전제로
이를 법인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다.381)
셋째, 가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기르는 애완동물이 죽은 경우에 애완동물 주인이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프랑스 판례는 이를 긍정한
다.382)
넷째, 파기원 판례는 신체침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는 신체적인 고통 이외의 비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인정하며, 그 예로 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들고, PTSD와 같은 정신적인 병세와는 다른 내용의 손해에 대해서도
381) 예컨대 1988년 파리(Paris) 대심 법원 사건에서 법원은 통신사가 있는 회사에 대해서 막대한
부채를 지적하였으며 “중상을 입었다”고 보도한 것이 그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하
였고, 피해자인 회사는 정신적 손해와 영리적 손해를 입었다고 판시하였다(다만 통신사가 정정
보도한 점 등 때문에 피해는 감소되었다고 판시하였다. Paris, 25 janv. 1988, D. 1988. IR. 50
참조). 또한 2001년 엑상 프로방스(Aix-en-Province) 항소원 판결에서 법인은 성명권이나 내
부적 생활(자기의 사회적인 존재의의를 정당화하는 공적 생활과 병행해서 가지는 것)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등 인격권과 동일하지 않지만 그와 유사한 권리의 소지자로, 경쟁, 영업소의 비
밀, 지식재산권 침해 등과 같은 분야에서 특별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은 아니지만, 법인의 합
의가 없으면 법인과 관계없는 자가 침해해서는 안되는 사적인 공간에서 비밀로 이루어진 생활
을 전개할 수 있는 점에서 법인도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Aix-en-Province,
10 mai 2001, D. 2002. somm. 2299). 그리고 “라 피제리아(La Pizzeria)”라는 명칭의 레스토
랑 회사의 주식을 모두 양도한 양도인이 경업금지를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도한 회사를
모방한 장식을 사용하거나 종업원을 빼돌리는 등 불성실한 방법으로 양도한 회사와 경업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이러한 경업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주식의 양수인(회사)은 경제적 손해뿐
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주장한 사안에서 항소원은 경제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6만 유로를
인정하였지만, 정신적 손해의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파기원은 후자의 판단을 파기
하고 회사에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였다(Cass. com., 15 mai 2012, no11-10278,
Bull civ. 2012. IV, no101. D. 2012. 2285 참조).
382) 예컨대 이에 대한 하급심 판례로는 1962년 10월 30일 칸(Kahn) 대심원 판결이 있다. 이 사건
은 원고가 기르는 개인 다크스훈트(Dachshund)를 산책시키고 있는 때에 피고가 기르는 개인 독
일 셰퍼드가 갑자기 원고가 기르는 개인 다크스훈트(Dachshund)에게 달려들어 마구 물어뜯었기
때문에 다크스훈트(Dachshund)가 사망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법원은 “[원고] 부부는 부부에게
사랑스러운 동물의 죽음으로 생긴 감정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한 감정상의 이익들
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라고 하여 죽은 개의 대가에 갈음하여 감정 손
해(préjudice affectif)의 배상도 인정하였다(TGI. Caen, 30 oct. 1962, D. 1963. 92). 또한 조
련사에게 맡겨진 경주마가 휴대용 램프의 코드를 씹는 바람에 감전되어 죽었는데, 이에 대하여
경주마의 소유자가 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1962년 1월 16일 파기원 제1민사부 판결은 “발생
한 물적 손해와는 별개로 동물의 죽음은 그 소유자에게 배상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주관적 및
감정적 종류의 손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며, 동종의 다른 말을 구입하는 비용뿐
만 아니라 애정을 쏟은 동물의 죽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의 배상도 인정하였으며(Civ. 1re,
16 janv. 1962. D. 1962. 199), 1982년 1월 27일 파기원 제1민사부 판결에서도 수의사가 중대
한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고 개의 치료 때문에 왕진을 가기를 거절하였으며, 3일 후에 그 개가
사망한 사례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손해배상이 개의 소유자에게 인정되었다(Civ. 1re,
27 janv. 1982, J. C. P. 1983. II. 19923). 그 밖에 다른 개에 의해서 한쪽 눈이 실명된 개의
사육주에 대하여 1,000 프랑의 배상이 인정된 사례(TI. Moutiers, 16 fév. 1983, Gaz. Pal.
1983, 2, somm. 290. 이 사안에서 기르는 개가 죽지는 않았지만, 눈의 부상으로 시야가 나빠져
서 거리에서 벽이나 장애물에 부딪치는 모습을 보는 개 주인의 슬픔이 고려되었다)와 개의 사
망에 대한 배상으로 2,000 프랑이 인정된 사례(TGI. Bordeaux, 13 juill. 1984, Gaz. Pal. 1984,
2, somm. 445. 이 사안에서는 가족의 일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기르는 개의 상실이 고려되었
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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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을 인정한다.383) 또한 파기원은 신체적 침해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로 “인생설
계의 손해(préjudice ďétablissement)”를 인정하기도 한다.384)
(3) 이론적 근거에 대한 학설
1) 서 언
전술한 바와 같이 프랑스 판례는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널리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신체 침해의 경우에는 다양한 손해 항목을 거론하고 있다.385) 한편 학설상으
로도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비재산적 손해
를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 그 근거에 대해
서 많은 주장이 제기되었다. 판례상 일찍부터 인정되었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
상이 어떠한 논의를 거쳐 왔는지를 정리하기 위하여 이하에서는 위자료 및 비재산
적 손해에 관한 이론들을 살펴보기로 한다.386)

2) 배상부정설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금전배상에 대해서는 소수설이기는 하지만, 이를 부정하는
견해도 있었다. Baudry-Lacantinerie는 정신적 손해의 금전배상에 대하여 세 가지
이의를 제기하였다. 우선 첫 번째로 금전배상의 역할은 불법으로 재산을 감소당한
383) 예컨대 2010년 6월 17일 파기원 제2민사부에서 다루어진 사건에서는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자 X가 손해를 부담하는 보험보장기금과 화해하였는데, 화해에 기초한 배상내용에 대해서 재판
으로 다투게 되었다. X는 특수한 스포츠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과 레저 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
능하게 되었음을 명목으로 하는 배상을 청구하였는데, 항소원에서 이는 이미 배상이 인정된 기
대(취미. 즐거움)의 손해(préjudice ďagrément)에 포함된다고 하였으며, 파기원도 이를 지지하
였다. 또한 X는 비아그라(음경 발기기능 부전 치료제)의 비용도 청구하였는데, 이것도 항소원
판결에서는 이미 받은 손해배상에 포함된다고 하여 파기원은 다음과 같이 설시하여 항소원의
판단을 지지하였다. 즉 성적 손해로 성적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손해를 포함하여 피해로부
터 발생한 제1차 생식기 및 제2차 생식기에 대한 침해와 관계된 형태상의 손해, 성행위의 실행
과 결부된 쾌락 상실로 인한 성행위 그 자체에 관한 손해, 육체적인 성행위 능력의 상실 등 생
식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손해가 해당된다고 하였다(Civ. 2e, 17 juin 2010,
no09-15842, Bull civ. 2010. II, no115).
384) 예컨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에 의한 배상청구에 대해서 그 내용이 다투어진 사례에서
파기원은 “인생 설계의 손해는 중대한 장애를 이유로 가족생활의 계획을 실현할 희망과 기회를
상실하는 것으로 성립한다. 따라서 기대(취미. 즐거움)의 손해나 성적 손해와 같은 다른 손해
명목으로 주어지는 배상을 고려하여 인생 설계의 손해 배상을 판단한 항소원은 비난받게 된다”
고 판시하였다(Civ. 2e, 12 mai 2011, no10-17148, Bull civ. 2011. II, no106). 나아가 2012년
1월 13일 파기원 판결에서도 같은 손해의 배상이 인정되었다. 이 사건도 교통사고에서 신체장
애자가 된 X가 그 배상 내용을 둘러싸고 재판이 된 사례이지만, 인생 설계의 손해는 중대한 장
애로 인해 가족생활의 설계를 실현할 희망이나 기회의 상실로 구성된다고 판시되었으며, 이 손
해는 영구적인 신체기능의 결손 손해와는 구별된 손해 항목을 이룬다고 하였다(Civ. 2e, 13
janv. 2012, no11-10224, Bull civ. 2012. II, no9).
385) H. et L. Mazeaud et A. Tunc, Traité théorique et pratique de la responsabilité civil, t. 1,
5e. éd., 1965, no299.
386) 프랑스의 정신적 손해의 배상에 관한 선행 연구로는 植林弘, 慰謝料算定論, 有斐閣, 昭和37年
(1962年), 77頁 이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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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재산상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밖에 없다는 점을 들었다. 두 번째로 정신적
손해의 금전배상이 인정되려면 재판에서 심리되어야 하지만, 명예나 감정, 고통과
같은 것을 재판에서 논의하는 것은 부끄럽게 여겨야 할 일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신적 손해의 평가는 절대적으로 자의적인 것이 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① 불법행위 규정(구 프랑스민법 제1382조)은 정신적 손해를 포함
한 광범위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② 정신적 손해의 금전배상은 충분한 것이 아니
어서 불완전하지만, 전혀 배상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 ③ 모든 판결에는 많든 적
든 자의적인 성격이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충분한 내용이 없다고 하여
Baudry-Lacantinerie는 다음과 같이 재반론하였다.387)
확실히 대부분의 판결에서 자의적인 부분은 있지만, 성질상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을 법관은 금전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하여 필연적이라고는 하지만, 자의
성이 제한 없이 인정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을
보인다. 또한 불법행위 규정이 손해를 넓게 인정하며, 정신적 손해도 대상으로 삼는
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정신적 손해에서 손해로 되어 있는 것의 가치 정도를 계산하
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기 보다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나아가 불법행위 규정이 정신
적 손해의 금전배상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면 정신적 고통을 느낀 자는 모
두 배상청구할 수 있게 될 것인데, 재판 실무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도
논리적인 모순으로 지적되고 있다.388)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부정설이 주장되었지만, 다수설은 비재산적 손해의 배
상을 긍정한 다음에 논의를 전개하고 있으며, 이를 제한적으로 다루는지 여부라는
점에서 견해가 나누어져 있었다.

3) 제한설
우선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는 입장에는 특정한 경우로 제한된다는
견해가 있다.

가. 범죄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는 견해
Aubry et Rau는 손해란 손실과 이득의 일실에서 이루어진다고 한 후에 형법상의
범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정신적인 피해도 발생한다고 보아 불법행위가 범죄가 되
는 경우에 정신적 손해의 배상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389) 이에 대해서는 배상금을
387) Baudry-Lacantinerie=Barde, Traité théorique et pratique de Droit civil Des obligations, 3e
éd. 1908, t. 4, p.562.
388) Baudry-Lacantinerie=Barde, Traité théorique et pratique de Droit civil Des obligations, 3e
éd. 1908, t. 4, p.563-565.
389) Aubry et Rau, Cours de droit civil français, 5e éd. 1920, t. 6. p.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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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에 대한 징벌로 자리매김하는 프랑스 고법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가라고
평가되었다.390)

나. 명예 · 명성이 침해된 경우로 한정하는 견해
단순히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우선은 Trébutien이 주장하였다. 그는 인신, 재산, 명성을 침해할
일이 없는 순전한 정신적인 이익 침해는 손해로 취급되지 않으며, 소권의 행사를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하였다.391) 또한 Mangin은 감정에 대한 침해는 형벌에 의해
서 보상되는 것으로, 공소(公訴) 문제로 자리매김하며, 사인이 제기한 소송이 행사
되는 것은 인신, 재산, 명성에 대한 침해의 경우라고 한다.392)

4) 배상긍정설
긍정설에서는 부정설이나 제한설에 대한 비판에 더하여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
상의 성질이나 기능의 고찰을 시도한다.

가. Dorville393)
Dorville는 정신적 손해의 금전배상을 부정하는 견해, 제한적으로 긍정하는 견해,
완전히 긍정하는 견해를 각각 고찰하였다. 부정설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이론적인
측면에서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수는 없다고 할 뿐이라고 지적한다. 실무
상으로는 정신적 손해의 금전배상은 인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대응은 불법행위법이
규정하는 인간의 불가침성에 적합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정신적 이익과 금전배
상은 질적으로 다르므로,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수는 없다는 주장도 있지
만, 이에 대해서는 금전에는 만족적 기능이 있어서 정신적 손해의 배상에서는 상실
한 이익과의 등가성과는 다른 원리로 배상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394)
다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배상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세 가지 견해를 제시하고 각각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우선 첫째는 경제적 손해가
수반되는 경우에만 정신적 손해의 금전배상이 인정된다는 것인데, 정신적 손해가
물적 손해의 원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그 한도에서 배상이 인정된다고 하는 견
해이다. 이 견해에 대하여 Dorville는 애초에 거기에서 배상되는 것은 정신적 손해
가 아니라고 하였다. 나아가 침해행위로 인해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고 그 정신적
390)
391)
392)
393)
394)

Dorville, Ľintérêt moral dans les obligations, 1901, p.61.
Trébutien, Cours élémentaire de droit criminel, 1854, t. 2. p.25.
Mangin, Traité de ľactionpublique et de ľaction civile en matière criminelle, 1839, p.101.
Dorville, Ľintérêt moral dans les obligations, 1901, p.61.
Dorville, Ľintérêt moral dans les obligations, 1901, p.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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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로부터 발생한 물적 손해가 배상된다고 한다면 배상되는 것은 간접 손해가 된
다고 하며, 학설 및 판례상 불법행위에 의하여 배상되는 것은 시간적으로 가장 가
깝고 직접적인 손해이므로, 이러한 배상은 손해배상법의 사고방식에 반한다고 지적
하였다.395) 둘째인 형사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이 인정
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형법과 민법의 차이를 지적한다. 형법은 사회적 이익의 관
점에서 형벌을 부과하지만, 민법은 침해된 개인의 이익을 회복하기 위하여 배상을
명하므로, 손해배상에서는 범죄자라는 존재는 없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존재할 뿐이
라고 함으로써 양자에게는 차이가 있다고 한다. 확실히 민법상의 불법행위가 범죄
로도 될 수 있는 경우는 있지만, 그 경우에도 가해자는 사회에 의해서 처벌되는 범
죄자라는 입장과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부과되는 채무자라는 입장이 되므
로, 각각이 다른 차원이라고 하였다. 또한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손해가 보
다 중대하다고 하는 견해도 잘못된 것이라고 하였다.396) 셋째인 명예 · 명성에 대
한 침해의 경우로 한정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명예나 명성에 대한 침해에서 인정되
는 손해배상에 의해서 배상되는 것은 명예나 명성의 상실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로
인하여 발생한 내심의 정신적 고통이라고 하므로, 명예나 명성에 대한 침해의 경우
에 한정하여 구별하는 점을 비판한다. 인간은 물질적인 재화의 총체(육체)임과 동
시에 비물질적인 재화의 총체(정신)이기도 하므로, 정신적인 재화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는 모두 배상이 인정된다고 한다.397) 이리하여 Dorville는 제한을 두지 않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긍정하였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에 형벌적 요소를 인정하는가에 대해서는 사적 형벌 제
도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한다. 그 이유로 형벌과 배상, 징벌과 배상금을 구별하는
원리에 반하는 점을 든다. Dorville는 손해배상의 만족적 기능이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에도 인정된다고 하여 이를 지지한다. 그러나 실제 판례에서는 가해자의
과실, 재산 상황, 지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결정하
며, 여기에 형벌적 요소가 있는 점도 지적한다. 이는 시민의 법감정이 정신적 손해
의 경우에 재산적 손해의 경우만큼 강하게 금전배상을 요구하지 않는 점, 판례가
정신적 손해의 배상액을 결정하는 데에 재산적 손해와 같이 객관적 고려요소가 없
으므로 주관적인 요소를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점에 원인이 있다고 하였다. 그렇지
만 이러한 경향은 형벌과 배상을 구별하는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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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7-59.
p.59-61.
p.64-67.
p.346-359.

나. Hugueney399)
Hugueney는 사적 형벌론을 전개하는 연구에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사적 형벌
중 하나로 거론하며,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는 분석하고 정신적 손해
배상의 존재의의를 사적 형벌에 구한다.
정신적 손해의 배상에는 사적 형벌에 향하기 전까지의 단계가 있다고 보고, 우선
상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례가 거론되었다. 이러한 명예훼손에는 정신적 손해라는
이름 하에 간접적인 금전적 손해가 숨어 있으며, 발생한 손해의 실태는 사업상의
손실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사적 형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순수하게 모욕하고 명예, 명성을 훼손하는 경우는 어떠한가? 여기에서는 경제적 손
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장가치와는 관계없는 인간 자신에 대한 손해가 발
생한다. 그러한 피해의 배상이 가능하다고 보아 금전배상으로 해결하는 것은 피해
자 본인에게 유익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즉 모욕을 금전으로 해결하는 것은 혐
오스러운 것이므로, 금전의 해결은 추가적인 모욕이 된다. 배상은 순수한 금전의 부
여가 아니라 정신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 또는 형벌적인 성격을 가질 필요가 있다
고 하였다. 영국법의 명목적 손해배상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은 그러한 종류의 배상
이라고 하였다. 전자는 정신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며, 후자는 사적 형벌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이다.400)
명예나 명성에 대한 침해 사례 이외에 애정 손해의 경우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가족 등 소중한 사람을 잃음으로써 발생하는 고통의 경우에 금전은 정신적인 기쁨
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며 그것이 고통을 완화시킨다. 그것은 만족으로 표현
되는데, 이 경우에 피해자의 고통을 측정하게 된다. 사적 형벌의 반대론자는 정상적
인 정신 상태를 기준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하며, 법관은 가해자
측의 요소를 고려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그러나 Hugueney는 피해자의 고통을 독립
해서 측정하는 것은 곤란하며, 가해자의 행위 태양이나 재산 상황 등이 피해자의
고통에 반영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애완용 고양이가 과실로 인해 차에 치여
서 사망한 경우와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살해된 경우에 사육주인 피해자의
고통은 다르다. 이와 같이 과실이나 행위 태양 등 가해자의 사정이 고려되는 것은
형벌적 요소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서술한다.401)
그리고 사적 형벌의 요소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으로 고통에 실체가 없는 경우를
든다. 이는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경우 등으로, 실제 손해는 전혀 없지
만, 권리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때에는 정신적 손해의 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
399) Hugueney, Ľidée de peine privée en droit contemporain, 1904.
400) Hugueney, Ľidée de peine privée en droit contemporain, 1904, p.269-271.
401) Hugueney, Ľidée de peine privée en droit contemporain, 1904, p.27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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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배상이라고 표현되지만, 그것은 꾸며낸 말이며, 사적 형벌이 발휘된 것
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402)

다. Lucienne Ripert403)
Lucienne Ripert는 손해배상이 금전배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유로 금전의 특
성을 들었다. 금전은 가치의 공통 척도이며, 금전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에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금전배상이라면 법관은 피해자가 원하는 보상 수단을 알
필요가 없으며, 보상 수단이 정당한 것인가라는 점도 알 필요가 없다. 주어진 배상
금을 피해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배상금에는 만족적 기능이 있다고 한
다.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말하면 피해자는 배상금에 의해서 입은 손해를 잊게 하
는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404)

라. Maurice Dubois405)
Maurice Dubois는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부정하는 견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비판을 하였다. 부정설의 이유로 피해자가 자신의 고통을 증명하는 것은 곤란하다
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증명이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존재하는 것은
확실한 점을 강조한다. 고통의 산정이 곤란하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고통의 가치
를 측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덜어주는 점이나 보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배상액을 산정한다고 반론을 제기한다. 또한 고통을 금전으로 해결하는 점에 대한
도덕적 비난에 대해서는 금전배상은 어디까지나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고통의 완화가 고통의 염가 판매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406) 나아가 제한적
으로 인정하는 견해에 대해서도 채용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예컨대 형사벌을 수반
하는 불법행위의 경우에만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인정한다는 사고에 대해서는 살
인을 예로 들어서 형사벌이 부과되지 않은 살인도 존재하지만, 그 경우에도 배상금
은 인정되지 않게 된다고 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407)
이와 같이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긍정한 후에 Maurice Dubois는 당시의 판례
분석으로부터 그 기능에 대해서 형벌적 기능, 상징적 기능, 만족적 기능을 들었다.
형벌적 기능에 대해서 프랑스 고법(古法)에서는 손해배상에 그러한 기능이 일반적
으로 갖추어져 있는데, 현재는 예외적으로만 나타낸다고 한다. 그리하여 주요 기능

402)
403)
404)
405)
406)
407)

Hugueney, Ľidée de peine privée en droit contemporain, 1904, p.274-278.
Lucienne Ripert, La réparation du préjudice dans la responsabilité délictuelle, 1933.
Lucienne Ripert, La réparation du préjudice dans la responsabilité délictuelle, 1933, no21.
Maurice Dubois, Pretium doloris, 1935.
Maurice Dubois, Pretium doloris, 1935, p.41-77.
Maurice Dubois, Pretium doloris, 1935, p.7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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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징적 기능과 만족적 기능이라고 한다. 상징적 기능은 정신적 손해 등과 같이
배상액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가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순수하게 상징적
인 손해배상을 인정함으로써 불법행위책임을 면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상징적 기능은 피해자의 감정에 경의를 표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는 충분한 구제가 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만족적 기능으로서의 손해배상
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므로 배상액은 1 프랑에서 몇 만 프랑까지 다양한 것이 된
다고 하였다.408)

마. Francois Givord409)
Francois Givord는 정신적 손해 배상의 근거로 제재적 기능과 만족적 기능 등 2
개를 분석한 후에 파기원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느 쪽의 사고를 지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410) 그리고 판례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민사책임법 일반
문제로 우선 형벌적 요소를 검토하였다. 불법행위법 규정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민사책임법은 과실을 책임 원리로 한다. 이와 같이 과실을 근거로 책임을 인정하는
데에 형벌적 요소를 본다. 즉 배상은 과실을 제재하는 것이므로, 사적 형벌로 생각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사적 형벌론의 지지자는 손해의 크기는 과실의 크기
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점에 근거를 찾는다. 그러나 Francois Givord는 손해의 확정
에서 과실의 크기는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 감정손해는 과실의 중대성과 독
립되어 있으므로, 법원이 손해배상액의 결정시에 과실을 고려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라고 한다. 다만 과실은 책임의 가중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형벌적 요소의
영향은 있으며, 문제는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는 데에 있다고 하였다.411)
이 점에 대해서 Francois Givord는 원칙적으로 형벌적 요소의 영향은 부정된다고
한다. 배상은 가해행위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으로, 손해를 최대한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물질적인 손해에서는 가능할 수 있지만, 정신적 손해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의 배상은 어려워진다. 그래서 만족적 기능의 주장자가 언급하는 균형
성의 사고가 유용하게 된다고 한다. 즉 소극성과 적극성의 균형을 유지함을 지향하
는 것으로, 재산적 부담(소극성)에 대해서는 재산적 권리로 균형을 유지하고, 비재
산적인 사항인 고통(소극성)에 대해서는 기쁨(적극성)으로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이
다. 그러므로 첫째는 소극성의 부당한 증가(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적극성의 증
가로 보충한다는 사고의 만족적 기능 이론이 채택되어야 한다고 하였다.412)
408)
409)
410)
411)
412)

Maurice Dubois,
Francois Givord,
Francois Givord,
Francois Givord,
Francois Givord,

Pretium doloris, 1935, p.199-207.
La préparation du préjudice moral,
La préparation du préjudice moral,
La préparation du préjudice moral,
La préparation du préjudice mo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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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
1938, no80.
1938, no81-82.
1938, no83.

그렇다면 과실을 책임 근거로 삼는 데에 형벌적 요소가 보인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이에 관해서 Francois Givord는 복수로서의 형벌이 아니라 과실을 벌함
으로 인한 만족을 주장한다. 즉 과실로 인하여 생긴 고통은 가해자를 벌하는 점으
로부터 발생하는 만족에 의해서 덜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사적 형
벌론과 만족적 기능론의 융합이 확인된다. 배상의 기본적 이해는 만족으로, 형벌적
요소가 근저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만족적 기능의 발휘에 이바지하는 한도에서
존재할 뿐이라고 하였다.413)

바. P. Kayser414)
P. Kayser는 프랑스법상 정신적 손해가 물적 손해와 동일하게 배상되는 과정을
분석한 후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의 성질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만족적 기능, 형벌적 기능, 억제적 기능 등 세 가지라고 하였다.415)
우선 만족적 기능에 대해서는 franc symbolique416)를 들었다. 이는 명예훼손 등
과 같은 사안에서 피해자가 금전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은 때에 배상액을 명목적인
금액으로 하여 가해자에 대한 유책 판결이 내려질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가
해행위의 유책성을 판결에서 비난함으로써 피해자는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으로 모든 피해자가 만족을 얻는 것은 아니므로, 명목적인 금액
이 아닌 배상금을 가해자에게 지급하게 하고 그 금전으로 즐거움을 손에 넣어 기분
전환을 함으로써 고통을 줄이고 만족을 얻는다는 방법도 있다고 하였다.417)
다음으로 형벌적 기능에 관해서는 역사적으로 손해배상에는 형벌적 기능이 있었
는데, 오늘날에도 역시 이 기능은 존속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만족적 기능은 이
형벌적 기능과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결합된 것이라고 하였다. 손해배상은 피해자
에 대하여 만족을 주지만, 가해자에 대해서는 그 가해행위를 비난하는 유책 판결이
가해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가해자는 배상금의 지급으로 인해 재산
상의 타격을 받기 때문에 형벌적 기능이 발휘된다고 한다. 이 점은 특히 모욕이나
명예훼손 사안에 해당된다고 하였다.418)
그리고 세 번째인 예방적 기능에 대해서는 매스 미디어(mass media)에 의한 사
413) Francois Givord, La préparation du préjudice moral, 1938, no84-85.
414) P. Kayser, “Remarques sur ľindemnisation du dommage moral dans
Études J.Macqueron, PUAM, 1974.
415) P. Kayser, “Remarques sur ľindemnisation du dommage moral dans
Études J.Macqueron, PUAM, 1974, no13.
416) Gérard Cornu Vocabulaire juridique, P.U.F.2000, p.399.
417) P. Kayser “Remarques sur ľindemnisation du dommage moral dans
Études J.Macqueron, PUAM, 1974, no14-15.
418) P. Kayser, “Remarques sur ľindemnisation du dommage moral dans
Études J.Macqueron, PUAM, 1974, no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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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droit contemporain”
le droit contemporain”

le droit contemporain”
le droit contemporain”

생활 침해 사례와 같이 가해자가 가해행위로부터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의의가 있다
고 하였다. 타인의 사생활을 해치는 출판물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발행
부수에 따라서 배상액을 높임으로써 동일한 행위를 시도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
억제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한다.419)
이와 같이 P. Kayser는 만족, 형벌, 억제의 기능은 다른 것으로 자리매김하며, 각
각이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한다고 하였다.
(4) 인격권 보호와 제재적 기능
1) 서 언(제재와 만족)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긍정하는 견해에서는 그 기능에 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용으로는 제재적 요소와 만족적 요소가 지적되고 있다. 만족적 요소는 공
통적으로 시인되고 있지만, 제재적 요소에 대해서는 찬성 여부가 나누어져 있었다.
정신적 손해는 매우 주관적인 것이므로, 어떠한 구제가 적절한가, 어떠한 관점에서
손해배상액을 결정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이러한 두 가지 요소들을 전개시켜 왔다
고도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정신적 손해와 밀접한 인격권의 보호에서는 그 배상 기
능에 큰 관심이 쏠릴 것이다. 독일법에서도 손해배상의 제재적 요소와 만족적 요소
는 논의되고 있지만420), 프랑스에서는 전자의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421) 실제로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이 유력한 민법학자가 사적 형벌론을 지지
한 점에서도 제재나 억제를 목적으로 삼은 손해배상에 대한 논의는 통설로 되어 있
는지는 차치하고 프랑스 민사책임 법학의 특징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이 점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419) P. Kayser, “Remarques sur ľindemnisation du dommage moral dans le droit contemporain”
Études J.Macqueron, PUAM, 1974, no18.
420) 植林弘, 慰謝料算定論, 有斐閣, 昭和37年(1962年), 22頁 이하, 斉藤博, 人格権の研究, 一粒社,
昭和54年(1979年), 311頁 이하, 石井智弥, “人格権侵害に対する損害賠償の史的考察-損害賠償法
の二元化-”, 茨城大学政経学会雑誌 78号, 平成20年(2008年), 129頁. 독일에서 사적 형벌을 논
한 연구로는 B. Grossfeld, Die Privatstrafe, 1961이 있다. 나아가 “Karoline 사건”을 계기로 손
해배상의 억제 · 제재 기능에 주목한 연구로 Rosengarten “Der Präventionsgedanke im
deutschen Zivilrecht” NJW 1996, Heft30. S.1935-1938.: Körnar “Zur Aufgabe des
Haftungsrechts-Bedeutungsgewinn präventiver und punitiver Elemente” NJW 2000, Heft4.
S.241-246.: Steffen “Schmerzensgeld bei Persönlichkeitsverletzung durch Medien” NJW
1997, Heht1. S.10-14 등이 있다. Karoline 사건에 대해서는 中村哲也, “人格の商品化とドイ
ツ不法行為法-カロリーネ · フォン · モナコ事件をめぐって-”, 法政理論 33卷 2号, 窪田充見,
“ドイツ法における人格権侵害を理由とする損害賠償請求権の役割”, ジュリスト 1199号 33頁, 石
井智弥, “ドイツにおける人格権侵害に対する金銭賠償-侵害抑止を目的とした損害賠償-”, 専修法
研論集 36号(平成17年(2005年)).
421) 프랑스의 만족적 기능에 관한 연구는 독일법의 논의를 참고하고 있으므로, 독일법의 영향을 받
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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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적 형벌론422)
프랑스에서는 오래전부터 사적 형벌론이 주장되었으며, 현재에도 논의는 존속하
고 있다.423) 인격권 보호와의 관련을 논하는 전제로 여기에서는 우선 사적 형벌론
을 개관한다.
Georges Ripert는 사적 형벌로서의 손해배상 제도가 소멸한 제도가 아니라 지금
도 존재하고 있다고 하며, 법관이 그 전권(專權)에 의해서 과실의 중대성에 따라서
높아진 배상금을 부여하는 것은 손해배상에 제재(sanction)의 역할이 부여되어 있
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424) 나아가 법관이 피고의 과실의 중대성이나 재산을 고려
하여 정신적 손해의 배상액을 결정하는 것은 사적 형벌의 요소가 정신적 손해 속에
숨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425) P. Esmein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저술한
자신의 논설426)에서 “고의로 불법한 손해를 야기시킨 자에 대해서는 형사의 유책
판결이 불가능한 때에 민사의 유책 판결에 의해서 처벌해야 한다”는 사고를 지지하
였다.427)
상술한 바와 같이 비재산적 손해의 경우를 염두에 둔 사적 형벌론이 눈에 띄지
만, 민사책임법 전체 속의 제도로 보는 견해도 있다. 우선 Hugueney가 상속 결격이
나 위약벌 등 민법상의 여러 제도 속에 사적 형벌을 지적하였다. Hugueney의 견해
에서는 사적 형벌을 “양적인 사적 형벌”과 “질적인 사적 형벌”로 나누고, 전자는 금
전의 수량에 의해서 표명되는 것으로, 손해배상이나 위약벌 속에 발견된다고 한다.
후자는 상속, 증여, 후견 등과 같은 제도에서 효력의 소멸이나 수정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제도의 성질과 밀접한 것이다.428)
그 후 B. Starck도 민법 전체에 사적 형벌이 잔존하는 점을 논하였지만, 그의 경
우에는 독자적인 민사책임론과 결합된 사적 형벌론을 전개하고 있는 점에서 보다
흥미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429) B. Starck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예방은 회복보다도 가치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민법학자는 손해의 예방이라는

422) peine privée에 대해서는 “사벌(私罰)”이나 “민사벌(民事罰)” 등과 같은 번역어가 있지만, peine
privée 개념의 파악 방식에 따라서 이에 대한 해석도 다르다고 생각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직역
하여 “사적 형벌”이라고 하였다.
423) 프랑스 민사책임법을 제재 · 억제의 관점에서 고찰한 연구로 廣峰正子, 民事責任における抑止と
制裁-フランス民事責任の一断面, 日本評論社, 平成22年(2010年)이 있다.
424) Planiol-Ripert Traité pratique de droit civil français 2éd., t. 6, 1952 (réimpression1995),
no546, 684.
425) G. Ripert “Le prix de la douleur” D. 1948, chron. p.1.
426) P. Esmein “La commercialization du dommage moral” D. 1954, chron. p.113.
427) P. Esmein “La commercialization du dommage moral” D. 1954, chron. p.115.
428) Hugueney, Ľidée de peine privée en droit contemporain, 1904, p.105-109.
429) B. Starck의 민사책임론에 대해서는 淡路剛久, 不法行為法における権利保障と損害の評価, 有斐
閣, 昭和59年(1984年), 18頁 이하, 石井智弥, “スタルクの民事責任論と不法行為責任の根拠”, 茨
城大学人文学部紀要社会科学論集 49号, 平成22年(2010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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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관심이 없다. B. Starck은 민법학자의 이러한 무관심의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다. 하나는 대부분의 민법학자가 “손해배상의 유책 판결은 항상 피고에게 손실,
불이익 부담(appauvrissement)”으로 생각하고 있는 점에 있다.430) 그러나 이 사고
는 계약과 불법행위 양면에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배상은 반드시 잘못이 있는 채무자에게 손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
자가 계약의 목적물을 수령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은 채무자에게 큰 손실이
되지 않을 것이다. 불법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배상은 야기자가 보험에 가입하
거나 그 활동으로부터 배상액을 초과하는 이익을 취득하였거나 막대한 재산이 있는
자산가인 경우에 야기자의 불이익 부담이나 손실이 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또 하나
의 무관심의 이유이지만, 그것은 “유해한 활동의 예방은 형법으로 돌아간다”는 사
고431)이다. 그러나 비난해야 할 활동이나 손해를 발생시키는 활동의 억제와 예방을
형법이 모두 다 할 수는 없다. 또한 형법의 수단은 사회생활의 필요성에 적합하기
에 충분할 만큼 유연하지 않다. 경솔함을 원인으로 손해를 발생시킨 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만 형법이 적용되며, 과실로 인한 계약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악의가 명백한 경우와 같은 드문 경우에만 형사상의 제재(sanction)가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민사에서는 전보배상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이 항상 예방적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며, 형사에서는 형법이 유연성이 부족하므로, 법이 모든 예방적 기능
을 완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판례는 사적 형벌의 사고를 민사책임에
침투시켰다고 B. Starck는 분석하였다. 그리고 판례뿐만 아니라 민법의 법제도 자
체에 사적 형벌의 사고가 반영되어 있는 제도가 몇 가지 있다고 B. Starck는 지적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B. Starck는 사적 형벌을 “민사책임의 생명력 중 하나432)”라
고 생각하였다.
B. Starck의 사적 형벌론의 특징으로는 첫째, 보장이론을 전제로 성립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고찰된다는 것
이 보장이론의 사고이다. 즉 과실의 존재가 배상책임을 가중하거나 발생시키는 것
은 민사책임의 형벌적 기능의 표현이라고 B. Starck는 생각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으로 사적 형벌을 정신적 손해의 배상에만 한정되는 예외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법 전체에 존재하는 기능으로 간주하고 있는 점이다. 정신적 손해이든
물적 손해이든, 불법행위책임이든 계약책임이든, 손해배상책임 이외의 분야라 할지
430) B. Starck, Essai d'une théorie générale
fonction de garantie et de peine privée,
431) B. Starck, Essai d'une théorie générale
fonction de garantie et de peine privée,
432) B. Starck, Essai d'une théorie générale
fonction de garantie et de peine privée,

de la responsabilité civile considérée en sa double
thèse, Paris, 1947. p.356s.

de la responsabilité civile considérée en sa double
thèse, Paris, 1947. p.358s.

de la responsabilité civile considérée en sa double
thèse, Paris, 1947. p.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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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존재하는 기능으로 사적 형벌을 논하고 있다. 그러므로 민사책임의 형벌적 요
소를 더욱더 부각시키는 사고라고 할 수 있다.

3) 인격권 보호의 수단
이러한 사적 형벌론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에 관한 논의 속에서 거론되고 있으므
로, 인격권 보호의 국면에서도 전개되어 왔다.
J. Ravanas는 초상권 침해를 고찰한 연구에서 정신적 손해를 분석하였는데, 정신
적 손해의 배상에서는 만족적 기능과 형벌적 기능이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양
자는 조화롭게 결합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1973년 무렵부터 판례는
“스캔들(scandal) 산업”을 생업으로 하는 자에게 명하여지는 배상금의 액수에 대해
서 고액화하려고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 경향에 사적 형벌의 이념이 용솟음쳐 나
오고 있다고 하였다.433) 전술한 P. Kayser는 사생활 보호에 관한 연구에서 다시
사적 형벌을 거론하였다. 물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의 차이점을 지적하고 금
전배상의 회복적 기능은 물적 손해에서는 작동할 수 있지만, 정신적 손해의 경우에
는 기능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정신적 손해의 배상에서는 피해자에 대해서
만족적 효과를 발생시키며, 다른 한편으로 가해자에게는 형벌적 기능이 발생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기능들은 사생활 존중의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배상 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434) Suzanne Carval도 인격권 침해
의 가해자에게 부과되는 책임에는 보상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형벌적 성격도 포함되
어 있음을 지적하고 사적 형벌이 논의되는 배경으로 스캔들(scandal)을 기사거리로
삼는 일정한 보도기관이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을 해치고 있는 점을 들
었다.435) 나아가 이와 같이 프랑스에서 사적 형벌론이 현대에서 부활하고 있는 요
인으로 영리 목적의 불법행위를 지적하는 학자도 있다. Jault는 손해 이상으로 손해
배상액을 높일 수 있는 이유로 이익 획득을 위하여 과실을 범한 가해자의 존재를
들었으며, 특히 인격권 침해 사안에서 볼 수 있다고 하였다.436)
최근에는 G. Viney, P. Jourdain, S. Carval 등 3자에 의한 민사책임법 교과서437)
가 손해배상의 형벌적 내지 억제적 기능을 인격권 침해 사안에서 언급하였다. 매우

433) J. Ravanas, La protection des personnes contre la réalisation et la publication de leur
image, 1978, no350.
434) P. Kayser, La protection de la vie privée par le droit, 3 éd. 1995, no197.
435) Suzanne Carval, La responsabilité civile dans sa fonction de peine privée, 1995, no28.
436) Jault, La notion de peine privée, 2005, no8.
437) G. Viney-P. Jourdain-S. Carval, Traité de droit civil: Les effets de la responsabilité.
4eéd., 2017. G. Viney의 체계서인데, 2017년 제4판에서 사적 형벌론을 전개하는 S. Carval이
참여하였다. 또한 민사책임법 개정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2010년 제3판에서 이미 제4판과 동
일한 취지의 기술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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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인격권에는 저작자의 정신적 권리(저작자 인격권)와 같이 순수하게 정신적
성질을 가지는 것도 있는데, 그 침해에 대해서는 법관의 전단적(專斷的) 권한으로
금전배상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한 전단적(專斷的) 권한 아래 법관은 적어도 침해
로부터 얻는 이익과 동액의 배상금을 가해자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법한 행동을
제재하는 동종의 행위를 억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원고에게는
만족적 기능, 가해자에게는 형벌적 기능, 제3자에 대해서는 억제적 기능”이라는 J.
Ravanas의 견해를 인용하여 손해의 보상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책임 있는 자의
언행을 바로잡아서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하
였다.438)
나아가 이 책에서는 민사책임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민사책임법의 억제적 기능에
주목하고 있다. 다루고 있는 조문은 2016년 준비초안인데, 2017년 공표된 개정안
에도 조문 번호를 바꾸어 기재되어 있다. 주목된 것은 “원고로부터 주장된 임박한
피해 실현의 예방 또는 그 악화의 회피, 나아가서는 그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비용
은 그것이 합리적으로 발생한 것인 때에 배상되는 손해가 된다”(2017년 개정초안
제1237조)와 “비계약적 사안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받는 손해의 배상과는 별개로
법관은 피해를 예방하거나 원고가 받은 위법한 침해[le trouble illicite]를 정지시키
기에 적당한 합리적인 조치를 명할 수 있다”(2017년 개정초안 제1266조) 등 2개인
데, 이들을 가지고 민사책임의 억제적 기능을 공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439)
나아가 법률 2016-1087이 민법전에 담은 규정에도 동일한 의의를 찾고 있다. 그
것은 환경손해의 배상과는 별개로 법관은 손해의 예방이나 정지에 적당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는 제1252조라는 규정이다. 예방조치의 발동을 환경손해
의 경우로 한정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민사책임의 예방적 기능이 민사책임법 개정
에서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440)
개정초안과의 관계에서 말하면 가해행위를 금지하는 “위법의 정지”나 다액의 배상
금을 명하는 과태료(過料) 제도가 억제적 기능과의 결합(연계; 결부)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사적 형벌로서의 손해배상이 다액의 배상금을 명함으로써 일반적으로
가해행위를 방지하는 억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면 인격권 보호에 유용한
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

438) G. Viney-P. Jourdain-S. Carval, Traité de droit civil: Les effets de la responsabilité.
4eéd., 2017, no86.
439) G. Viney-P. Jourdain-S. Carval, Traité de droit civil: Les effets de la responsabilité.
4eéd., 2017, no26.
440) G. Viney-P. Jourdain-S. Carval, Traité de droit civil: Les effets de la responsabilité.
4eéd., 2017, no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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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명예훼손에 관한 주요 법제(언론자유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
로)
1. 의 의
프랑스에서는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따로 다루지는 않는다. 왜
냐하면 우리나라와 같은 개념의 포털이 없고 댓글 문화가 그다지 활성화되지 않아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이나 출판물 등 수단을 불문하
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모욕죄로 엄격하게 처벌하며, 이는 인
터넷 댓글로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피해를 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프랑스의 언론자유에 관한 법률은 특히 국적이나 인종, 출신 지역, 성별, 성적 경
향, 신체 장애 등을 거론하면서 남을 비방하는 경우 가중 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다.
6월 이하의 징역이나 4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아가 법원의 판결은 더욱
엄격하다. 방송에 자주 등장하는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인들의 경우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도 허락받지 않은 사생활 공개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천문학
적 금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다. 예컨대 2019년 초에 공개된 ‘거액 배상 톱 10’
에는 프랑스의 ‘국민 앵커우먼’인 클레르 샤잘 등 유명 방송인들이 다수 포함됐는데
금액이 수억∼수십억원에 이르렀다. 여름 휴가 기간 중에 애인과 해변에서 휴가를
즐기는 사진을 허락 없이 게재했다거나 그들의 이혼 스토리를 세세하게 공개함으로
써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다.
한편 프랑스의 명예에 관한 죄로는 명예훼손죄(diffamation)와 모욕죄(injure)가
있다. 먼저 명예훼손죄에는 ‘공연한 명예훼손죄(la diffamation publique)’와 ‘비공연
명예훼손죄(la diffamation non publique)’의 두 종류가 있다. ‘공연한 명예훼손죄’는
형법이 아닌 1881년 7월 29일 제정된 ‘언론자유에 관한 법률(la loi sur la liberté
de la presse)’ 제29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비공연 명예훼손죄’는 상대
적으로 경미한 1급 위경죄에 해당하여 형법전 내의 부속법령인 국사원령(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제R621-1조에 규정을 두고 있
다.441)
여기에서 ‘공연한 명예훼손죄’는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연하게 타인의 명예 또는
평판을 훼손하는 구체적 사실을 주장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언론자유에

441) Article R621-1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La diffamation non publique envers une personne est punie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1re classe.
La vérité des faits diffamatoires peut être établie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législatives relatives à la liberté de la pre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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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피해자가 대통령이나 공무원 등의 공적인 인물인지 아니
면 일반인(les particuliers)인지에 따라 각각 형벌이 달리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국사원령 제R621-1조 소정의 ‘비공연 명예훼손죄’는 “공연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
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제1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442)
또한 ‘어떤 사실에 대한 비난을 포함하지 않는 경멸 또는 욕설과 같은 모든 모욕
적인 표현’을 모욕(언론자유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이라고 하는데, 이 행위에
대해서도

‘공연한

모욕죄(l'injure

publique)’와

‘비공연

모욕죄(l'injure

non

publique)’가 있다. 이 중 ‘공연한 모욕죄’는 ‘공연한 명예훼손죄’와 함께 언론자유에
관한 법률 제29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고, ‘비공연 모욕죄’는 역시 ‘비공연 명예훼손
죄’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경미한 1급 위경죄에 해당하여 국사원령 제R621-2
조에 규정을 두고 있다.443)
이하에서는 언론자유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소개하고, 동 법률의 내용 중 특이점
을 밝히고자 한다.

2. 언론자유에 관한 법률의 내용
(1) 내 용
프랑스의 언론자유에 관한 법률 중 명예훼손과 모욕에 관한 규정은 동법 제23조,
제29조, 제30조 내지 제34조, 제37조이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rticle 23 En savoir plus sur cet

제23조

article...

어떤 장소 또는 공공장소에서 연설,

Modifié par Loi n°2004-575 du 21 고함 또는 큰소리로 행한 위협을 통해
juin 2004 - art. 2 JORF 22 juin 서건, 어떤 장소 또는 공공장소에서 팔
2004
Seront

려지거나, 배포되거나, 매매되거나 또는
punis

comme

complices 진열된 문서, 출판물, 도화, 조각, 그림,

d'une action qualifiée crime ou délit 상징, 이미지 또는 문서, 발언 및 이미
ceux qui, soit par des discours, cris 지의 다른 모든 매체에 의해서건, 대중

442) 종래의 국사원령 제R624-3조에는 ‘비공연 차별적 명예훼손죄’로서 “공연하지 않은 상황에서 출
신을 이유로 또는 사실 여부에 관계 없이 특정 민족, 국민, 인종 또는 종교에의 소속 여부를 이
유로 사람 또는 사람의 집단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제4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에 처한다”
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 규정은 2017년 8월 6일에 삭제되었다.
443) Article R621-2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L’injure non publique envers une personne, lorsqu'elle n’a pas été précédée de provocation,
est punie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1re cla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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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 menaces proférés dans des lieux 의 시선에 노출된 벽보나 게시물에 의
ou réunions publics, soit par des 해서건, 전자적 수단을 통한 대중에 대
écrits, imprimés, dessins, gravures, 한 모든 통신수단을 통해서건 직접적으
peintures, emblèmes, images ou tout 로 행위자 또는 행위자들에게 전술한
autre support de l'écrit, de la parole 행위를 저지르도록 교사한 자는 그와
ou de l'image vendus ou distribués, 같은 교사에 대한 결과가 일어났을 경
mis en vente ou exposés dans des 우, 중죄 또는 경죄로 규정되는 행위의
lieux ou réunions publics, soit par 공범자로 처벌된다.
des placards ou des affiches exposés
au regard du public, soit par tout
moyen de communication au public
par

voie

électronique,

auront

directement provoqué l'auteur ou les
auteurs à commettre ladite action, si
la provocation a été suivie d'effet.
Cette

disposition

applicable

lorsque

sera
la

également
provocation

n'aura été suivie que d'une tentative
de crime prévue par l'article 2 du
code pénal.
Article 29 En savoir plus sur cet

제29조

article...

어떤 사람 또는 단체의 명예 또는 존

Modifié par Ordonnance du 6 mai 경에 대한 침해를 가하는 모든 사실의
1944 - art. 4

주장 또는 비난은 명예훼손이다.

Toute allégation ou imputation d'un

직접적 공표 또는 재현을 통해서 이

fait qui porte atteinte à l'honneur ou 와 같은 주장 또는 비난을 하는 것은
à la considération de la personne ou 비록 확실하지 않은 방식으로 행해지거
du corps auquel le fait est imputé 나, 명시적으로 이름을 거명하지 않고
est une diffamation. La publication 어떤 사람 또는 단체를 목적으로 하였
directe ou par voie de reproduction 을 경우라도 연설, 고함, 위협, 문서 또
de

cette

allégation

ou

de

cette 는 출판물의 표현이나, 비난받는 벽보

imputation est punissable, même si 나 게시물을 통해서 어떤 사람 또는 단
elle est faite sous forme dubitative 체에 대한 식별이 가능한 경우 처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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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 si elle vise une personne ou un 다.
corps

non

expressément

nommés,

어떤 사실에 비난을 포함하지 않는

mais dont l'identification est rendue 경멸 또는 욕설과 같은 모든 모욕적인
possible par les termes des discours, 표현은 모욕죄이다.
cris, menaces, écrits ou imprimés,
placards ou affiches incriminés.
Toute

expression

outrageante,

termes de mépris ou invective qui ne
renferme l'imputation d'aucun fait est
une injure.
Article 30 En savoir plus sur cet

제30조

article...

제23조에서 규정된 수단 중의 하나로

Modifié

par

Ordonnance 법원, 육·해·공군, 행정기관, 행정권에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대해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4만 5,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a diffamation commise par l'un
des moyens énoncés en l'article 23
envers les cours, les tribunaux, les
armées de terre, de mer ou de l'air,
les

corps

constitués

et

les

administrations publiques, sera punie
d'une amende de 45 000 euros.
Article 31 En savoir plus sur cet

제31조

article...

그 지위나 자격에 근거하여 정부 구

Modifié par LOI n°2013-711 du 5 성원,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공무원, 공
août 2013 - art. 21 (V)

권력의 수탁자 또는 담당자, 국가에 의

Sera punie de la même peine, la 해 급료를 받는 성직자, 일시적 또는
diffamation commise par les mêmes 계속적으로 공적인 위임을 받는 사인,
moyens, à raison de leurs fonctions 증언에 근거하는 배심원 또는 증인에게
ou

de

leur

qualité,

envers

le 동일한 수단으로 행해진 명예훼손은 동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un ou 일한 처벌을 받는다.
plusieurs membres du ministère,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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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 삶과

ou plusieurs membres de l'une ou de 관련된 명예훼손은 다음 제32조에 의
l'autre

Chambre,

un

fonctionnaire 해 규정된다.

public, un dépositaire ou agent de
l'autorité publique, un ministre de
l'un des cultes salariés par l'Etat, un
citoyen chargé d'un service ou d'un
mandat

public

temporaire

ou

permanent, un juré ou un témoin, à
raison de sa déposition.
La diffamation contre les mêmes
personnes concernant la vie privée
relève de l'article 32 ci-après.
Article 32 En savoir plus sur cet

제32조

article...

제23조에서 규정된 수단 중의 하나의

Modifié par LOI n°2017-86 du 27 방법에 의해 사인에 대해 행해진 명예
janvier 2017 - art. 170

훼손은 1만 2,000유로의 벌금에 처한

La diffamation commise envers les 다.
particuliers

par

l'un

des

moyens

동일한 방법으로 출신이나 어떤 민

énoncés en l'article 23 sera punie 족, 국민, 인종, 종교에 속하는지 여부
d'une amende de 12 000 euros.
La

diffamation

commise

par

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해
les 진

명예훼손은

1년의

금고와

4만

mêmes moyens envers une personne 5,000유로의 벌금 또는 두 개의 형벌
ou un groupe de personnes à raison 중의 하나에 처한다.
de

leur

origine

appartenance

ou

ou

de
de

leur

동일한 수단으로 성, 성적인 취향, 불

leur 리한 조건을 근거하여 개인이나 단체에

non-appartenance à une ethnie, une 게 행해진 명예훼손은 전항에서 규정된
nation,

une

déterminée

race

ou

sera

punie

d'emprisonnement

et

une

de

religion 형벌에 처한다.
d'un
45

an

앞의 두 개의 항에 의해 규정된 행위

000 중의 하나를 이유로 형의 선고를 하는

euros d'amende ou de l'une de ces 경우에 법원은 또한 형법 제131-35조
deux peines seulement.

에 의해 규정된 조건에 따라 선언된 결

Sera punie des peines prévues à 정의 게시 또는 공고를 명할 수 있다.
l'alinéa

précédent

la

diffa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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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se

par

les

mêmes

moyens

envers une personne ou un groupe
de personnes à raison de leur sexe,
de

leur

orientation

identité

de

sexuelle

genre

ou

ou

de

leur

handicap.
En cas de condamnation pour l'un
des faits prévus par les deux alinéas
précédents,

le

tribunal

pourra

en

outre ordonner :
1° L'affichage ou la diffusion de la
décision

prononcée

conditions

dans

prévues

par

les

l'article

131-35 du code pénal ;
2°

La

peine

citoyenneté

de

stage

prévue

à

de

l'article

131-5-1 du code pénal.
Article 33 En savoir plus sur cet

제33조

article...

본법 제30조와 제31조에 의해 규정

Modifié par LOI n°2017-86 du 27 된 단체 또는 사람들에 대해 동일한 수
janvier 2017 - art. 170

단으로 행해진 모욕은 1만 2,000유로

L'injure commise par les mêmes 의 벌금에 처한다.
moyens

envers

les

corps

ou

les

개인에 대해 동일한 수단으로 교사가

personnes désignés par les articles 선행되지

않고

행해진

모욕은

1만

30 et 31 de la présente loi sera 2,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punie

d'une

amende

de

12

000

euros.
L'injure
manière

전항에서 규정된 조건에 따라 어떤
민족, 국민, 인종, 종교에 속하는지 여

commise
envers

de

la

les

même 부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

particuliers, 해진

모욕은

6개월의

금고와

2만

lorsqu'elle n'aura pas été précédée 2,5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de

provocations,

sera

punie

amende de 12 000 euros.
Sera

punie

d'un

d'une

동일한 조건으로 성, 성적인 취향, 불
리한 조건에 근거하여 개인이나 단체에

an 게 행해진 모욕은 전항에서 규정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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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prisonnement

et

de

45

000 벌로 처벌된다.

euros d'amende l'injure commise par
les

mêmes

moyens

envers

앞의 두 개의 항에서 규정된 행위 중

une 의 하나를 이유로 형의 선고를 하는 경

personne ou un groupe de personnes 우에 법원은 또한 형법 제131-35조에
à raison de leur origine ou de leur 의해 규정된 조건에 따라 선언된 결정
appartenance

ou

de

leur 의 게시 또는 공고를 명할 수 있다.

non-appartenance à une ethnie, une
nation,

une

race

ou

une

religion

déterminée.
Sera punie des peines prévues à
l'alinéa

précédent

l'injure

commise

dans les mêmes conditions envers
une

personne

ou

un

groupe

de

personnes à raison de leur sexe, de
leur orientation sexuelle ou identité
de genre ou de leur handicap.
En cas de condamnation pour l'un
des faits prévus par les deux alinéas
précédents,

le

tribunal

pourra

en

outre ordonner :
1° L'affichage ou la diffusion de la
décision

prononcée

conditions

dans

prévues

par

les

l'article

131-35 du code pénal ;
2°

La

peine

citoyenneté

de

prévue

stage
à

de

l'article

131-5-1 du code pénal.
Article 34
Les

articles

31,

32

제34조
et

33

ne

제31조, 제32조, 제33조의 규정은 명

seront applicables aux diffamations 예훼손 또는 모욕을 행하는 자가 생존
ou injures dirigées contre la mémoire 하고 있는 상속인, 배우자, 포괄적 유증
des morts que dans le cas où les 수혜자의 명예 또는 존경을 침해할 의
auteurs

de

ces

diffamations

ou 도를 가지는 경우에만 사자(死者)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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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jures

auraient

eu

l'intention

de 예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에

porter atteinte à l'honneur ou à la 적용될 수 있다.
considération des héritiers, époux ou
légataires universels vivants.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행하는 자가
생존하고 있는 상속인, 배우자, 포괄적

Que les auteurs des diffamations 유증수혜자의 명예 또는 존경을 침해할
ou injures aient eu ou non l'intention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없는 경우,
de porter atteinte à l'honneur ou à la 생존하고 있는 상속인, 배우자, 포괄적
considération des héritiers, époux ou 유증수혜자는 이 두 가지 경우에 제13
légataires universels vivants, ceux-ci 조에서 규정된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
pourront user, dans les deux cas, du 다.
droit de réponse prévu par l'article
13.
Article 37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공무를 담당하는 대사, 전권공사, 외
교사절, 프랑스 공화국 정부의 신임장

Modifié

par

Ordonnance 을 수여받은 외교관에 대한 공개적인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모욕은 4만 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
- art. 3 (V) JORF 22 septembre 다.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outrage

commis

publiquement

envers les ambassadeurs et ministres
plénipotentiaires,
d'affaires
diplomatiques

ou

envoyés,

chargés

autres

agents

accrédités

près

du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sera
puni d'une amende de 45 000 euros.

(2) 특 징
우리 형법에는 공적인 인물이나 일반인을 구분하지 않고 명예에 관한 죄가 규정
되어 있고, 우리 대법원은 공적인 사안과 관련해 정부와 공무원을 비방하여도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데, 프랑스 법은 아예 공적인 사안과 관련하
여 정부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죄 규정(제30조, 제31조 제1항)을 별도
로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법정형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죄(제32조)가
12,000유로인데 반해, 정부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45,000유로나 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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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부나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그만큼 철저히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보인
다.
다만 정부나 공무원의 사생활(la vie privée)에 관한 명예훼손의 경우는 별도의
규정(제32조)을 두고 있고, 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법정형이 동일하다.
또한 우리 형법과 마찬가지로 사자(死者)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죄(제34조)가
마련되어 있는데, 우리 형법에는 없는 사자(死者) 모욕죄(제34조)도 규정되어 있
다.

IV. 공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프랑스의 법 상황
1. 의 의
공인의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이익형량에 관한 문제는 1964년 미국 연
방대법원의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판결444)에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
손 내용이 현실적 악의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원고인 공직자 자신이 입증해야 한다
고 판시된 것에 의하여 관심이 촉발되었다.
우리 법에서는 이 판결에 의해 확립된 미국의 공인의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가 학
설과 판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즉, 판례가 “표현이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공적인 존재가 가진 국가·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다. 그러므로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
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
되어야 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한다.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
이라고 해서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
어서는 안 되고 찬반토론을 통한 경쟁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다.”
라고 하든가, 학설이 피해자가 공적 존재(혹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적 존재(혹은
사인)인지 여부에 따라서 명예훼손표현의 판단에 차이가 있어야 하며, 공인이나 공
적단체와 같은 공적 존재와 관련된 명예훼손표현에 대하여는 그 제한이 훨씬 완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다만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는가는 개별사례에서의 이익
형량에 따라서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공인에 관한 현실적인 악의의 경우에
만 공인의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예이다.445)
이는 우리 형법 제310조에서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
444)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 256-261 (1964).
445)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판결,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
합의체 판결 등.

118

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규정과
도 깊은 관계가 있다. 이 조문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형사소송 뿐 아니라 민사소송
에서도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의 판단 기준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446)

2. 프랑스에서의 공인(公人, 영문“public figures”) 개념이 있는지 여부
이에 관하여 프랑스의 법상황을 비교해 보면, 최근 프랑스에서도 미국의 영향으
로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과 같은 이른바 공인(personnage public)이라는 개념이
논의되고 있다. 즉, 공무원 등 국가의 공적 사무를 담당하는 “공적인 인물(ce qui
est public)”이나 “국민과 관련된 자(ce qui concerne le peuple)” 또는 모든 사람들
이 알고 있는 “유명인(ce qui est connu)”이 이에 해당한다.447)
그러나 전통적으로 개인의 사생활(vie privée)을 중요시 여기는 법문화 때문에 인
(personnalité)에 관한 권리의 부분에 있어서는, 공인에게도 사생활의 자유가 부여
된다고 설명한다.448)
프랑스의 사생활에 대한 보호는 서양의 다른 법과 비교하여 매우 공고한 편이다.
그 이유는, 프랑스혁명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에 관한 인간으로서의 권
리의 내용에 개인의 사생활의 보장이 1970년 1월 17일 법률449)에 편입되었고, 이
것은 프랑스민법 제9조450)가 되었기 때문이다.451)
개인의 사생활 보호의 규정은 프랑스민법에 규정된 것은 프랑스민법이 갖는 민사
헌법으로서의 특징 때문으로 인격권의 일반규정으로서의 성격이 반영된 것이다.452)
인격권으로서 사생활의 자유로 보호되는 내용으로 통상 설명되는 것은 주거의 자
유, 비밀의 자유(이름이 적시된 정보의 보호, 의료상 비밀, 종교활동의 자유), 일상
적 가정생활의 권리, 성생활 및 애정생활에 관한 권리, 초상권 등이 있다. 인격권의
일반화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일반적인 불법행위책임(프랑스민법
제1240조)453)에서 요구되는 손해와 과책(faute)을 증명하지 않아도 불법행위책임
446)
447)
448)
449)
450)

권영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저스티스 通卷 第91號, 한국법학원, 2006, 8면.
Jean-Christophe Saint-Paul, Droits de la personnalité, LexisNexis, 2013, n°66.

Ibid.

Loi n°70-643 du 17 juillet 1970 - art. 22 JORF 19 juillet 1970.
“Chacun a droit au respect de sa vie privée(누구나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Les
juges peuvent, sans préjudice de la réparation du dommage subi, prescrire toute mesures,
telles que séquestre, saisie et autres, propres à empêcher ou faire cesser une atteinte à
l'intimité de la vie privée : ces mesures peuvent, s'il y a urgence, être ordonnées en
référé(법관은 침해된 손해의 배상과 관계없이, 계쟁물기탁, 압류 그 밖의 사생활의 내밀함을 해
치는 것을 제어거나 금지하도록 하는 적절한 다른 모든 조치를 가할 수 있다. : 이러한 조치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가처분(référé)으로 명해질 수 있다).”
451) Agathe LEPAGE, Droits de la personnalité – De certains droits de la personnalité en
particulier, Septembre 2009, n°37 이하 참조.
452) 정태윤, “프랑스에서의 인격권”, 법학논집, Vol.14 No.4,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50
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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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립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454) 실제로 제9조는 손해배상과 관
계없이 여러 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프랑스민법 제9조).
그리고 프랑스민법 제9조 상의 사생활의 자유는 그 자가 사인이든지 공인이든지
관계없이 보호되는 인격권에 해당한다.

3. 공인의 명예훼손의 경우의 구제방법
(1) 일반론
프랑스형법상 명예훼손에 관한 법체계에 우리 제310조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규정이 없다. 우리 법에서는 형사상 명예훼손에 관하여 “형법 제307조 제1항
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고, 판례는 이 경우 결과적으로 진실하지 않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진실이
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확대해석
하고 있다.455) 또한 민사판결에서도 이러한 법리를 따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
리는 공인의 명예훼손에 관하여 그 처벌을 완화하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프랑스에
서는 개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공인과 사인을 가리지 않고, 명예훼손에 관한
죄책을 지며, 그에 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프랑스에서도 형사적으로
일정한 경우에 면책사유 또는 정당화 사유가 있고,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책임을 부
정하는 기능을 하지만, 우리 판례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의 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형사상 구제방법
1) 의의
형사상 명예훼손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평판을 침해하는 주장 또는 혐의에
대하여 성립한다. 형사상 명예훼손에 관한 규율은 1881년의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
률(Loi du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 de la presse)456)과 프랑스형법(Code
pénal)에 기한 것이다.457)
453) Code civil Article 1240
Tout fait quelconque de l'homme, qui cause à autrui un dommage, oblige celui par la faute
duquel il est arrivé à le réparer. 타인에게 손해를 일으킨 사람은 누구든지 이를 전보하여야 하
는 과책에 의하여 타인에게 책임을 진다.
454) 이에 대해서는 학설상 견해 대립이 있다. 정태윤, 전게논문, 43면 참조.
455)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등.
456) L. 29 juill. 1881.
457) Diffamation, Fiches d'orientation, dalloz.fr, 2019; 한동훈, 프랑스의 명예훼손 및 모욕관련 법
제, 최신외국법제정보, 2009, 한국법제연구원, 34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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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것458), 다만 출신지,
인종, 성별, 국적, 성적 취향, 장애 등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고소가 불요459), 둘
째, 사실의 적시가 있을 것, 셋째, 고의로 명예나 평판을 침해할 것, 넷째, 피해자가
식별되는 개인 또는 기관일 것, 다섯째, 공연명예훼손죄의 경우에 공연성이 있을 것
을 요한다.460)

3) 구분 : 공연명예훼손(diffamation publique)죄와 비공연명예훼손(diffamation
non publique)죄
형사상 명예훼손은 크게 공연명예훼손(diffamation publique)과 비공연명예훼손
(diffamation non publique)으로 나뉜다. “직접적인 공표 또는 재생산의 방식에 의
한 공표의 방식으로« publication directe ou par voie de reproduction »”461) 명예
훼손이 이루어진 경우를 “diffamation publique”라고 한다.462) 이러한 명예훼손죄의
경우는 이러한 공표가 없는 비공연명예훼손죄에 비해 중하게 처벌된다.463) 다만,
비공연명예훼손이라고 할지라도 국가, 종교, 인종, 성별, 장애 등 차별적 요소에 기
한

때에는

공연명예훼손과

동일하게

가중하여

458)
459)
460)
461)

처벌된다.

즉

비공연명예훼손

L. 29 juill. 1881, art. 48.
L. 29 juill. 1881, art. 48. 6°
Diffamation, Fiches d'orientation, dalloz.fr
L. 29 juill. 1881, art. 29
Toute allégation ou imputation d'un fait qui porte atteinte à l'honneur ou à la considération
de la personne ou du corps auquel le fait est imputé est une diffamation. La publication
directe ou par voie de reproduction de cette allégation ou de cette imputation est
punissable, même si elle est faite sous forme dubitative ou si elle vise une personne ou un
corps non expressément nommés, mais dont l'identification est rendue possible par les
termes des discours, cris, menaces, écrits ou imprimés, placards ou affiches incriminés.
Toute expression outrageante, termes de mépris ou invective qui ne renferme l'imputation
d'aucun fait est une injure.
462) Stéphane DETRAZ, <<Diffamation>>, Répertoire de droit pénal et de procédure pénale
2017, n°144.
463) L. 29 juill. 1881, art. 32
La diffamation commise envers les particuliers par l'un des moyens énoncés en l'article 23
sera punie d'une amende de 12 000 euros.
La diffamation commise par les mêmes moyens envers une personne ou un groupe de
personnes à raison de leur origine ou de leur appartenance ou de leur non-appartenance à
une ethnie, une nation, une race ou une religion déterminée sera punie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45 000 euros d'amende ou de l'une de ces deux peines seulement.
Sera punie des peines prévues à l'alinéa précédent la diffamation commise par les mêmes
moyens envers une personne ou un groupe de personnes à raison de leur sexe, de leur
orientation sexuelle ou identité de genre ou de leur handicap.
En cas de condamnation pour l'un des faits prévus par les deux alinéas précédents, le
tribunal pourra en outre ordonner :
1° L'affichage ou la diffusion de la décision prononc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31-35 du code pénal ;
2° La peine de stage de citoyenneté prévue à l'article 131-5-1 du code pé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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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amation non publique)의 경우에는 1급벌금형464), 즉 12,0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형법 제R. 621-1조 제1항 및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명
예훼손의 진실성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게 증명될 수 있다(형법
제R. 621-1조 제2항).465) 이는 명예훼손죄의 정당화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개인 또는 개인의 단체에 대하여 출신지(origine), 실제 또는 추정된 정당의
소속 또는 무소속을 이유로 민족, 국가, 부당하게 일컬어지는 인종 또는

결정된 종

교에 관하여 범해지는 비공연명예훼손은 5급 벌금형, 즉 45,000유로의 벌금형에 처
해진다.466) 성별, 성적 취향, 성정체성 또는 그들의 장애를 이유로 범해진 비공연명
예훼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공인과 사인에 대한 구분으로서 의미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이나 장관,
국회의원과 같은 형사상 국가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공연명예훼손(diffamation
publique)의 경우에는 1881. 1. 29.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에
의하여 45,0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467) 이는 유럽인권협약 제10조에도
부합하는 것이다.468) 반면, 사인에 대한 공연명예훼손의 경우에는 1881. 1. 29. 출
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기하여 12,0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469) 즉, 공연명예훼손의 경우 공인과 사인을 구분하여 처벌에 차이를 두는 것
이다.

4) 단기의 시효
소제기는 침해가 있은 날 또는 그에 관한 예심수사(instruction) 또는 소추
(poursuite)가 있은 경우 수사 또는 소추가 있은 날로부터 3월 내에 하여야 한다.

464) 형법상 벌금형에 관하여 1급에서 5급까지 분류한다. 1급은 경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벌금형이
해당되며, 5급으로 갈수록 중범죄로서 벌금액수가 높다.
465) Code pénal Art. R. 621-1 La diffamation non publique envers une personne est punie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1re classe.
La vérité des faits diffamatoires peut être établie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législatives
relatives à la liberté de la presse.
466) Code pénal Art. R. 625-8 (Décr. no 2017-1230 du 3 août 2017)
La diffamation non publique commise envers une personne ou un groupe de personnes à
raison de leur origine ou de leur appartenance ou de leur non-appartenance, vraie ou
supposée, à une ethnie, une nation, une prétendue race ou une religion déterminée est
punie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5e classe.
Est punie de la même peine la diffamation non publique commise envers une personne ou un
groupe de personnes à raison de leur sexe, de leur orientation sexuelle ou identité de
genre, ou de leur handicap.
467) Crim. 11 juill. 2017, no 16-80.935.
468) Stéphane DETRAZ, <<Diffamation>>, Répertoire de droit pénal et de procédure pénale
2017, n°220.
469) Stéphane DETRAZ, <<Diffamation>>, Répertoire de droit pénal et de procédure pénale
2017, n°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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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만 출신지, 인종, 성별, 국적, 성적 취향, 장애 등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1년 내에 제소할 수 있다(1881. 1. 29.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
65-3조).

5) 책임의 귀속
명예훼손을 통한 형사책임은 책임법체계를 따라야 한다. 특히 출판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출판업자 또는 편집자가 책임을 지고, 그것이 없
는 경우에 작가의 책임, 그것이 없는 경우에 인쇄업자의 책임, 그것이 없는 경우에
판매업자, 배포인, 게시자의 순서로 책임을 진다(1881. 1. 29.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42조).470)

6) 면책(Immunités)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기하여 명예훼손이 부수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책임
이 면책된다. 즉 국회(l'Assemblée nationale) 및 상원(Sénat)에서 연설 또는 그에
부수한 연설문 등이나 양원의 의정활동에 기하여 작성된 보고서 및 언론에서 선의
로 공표한 의회기록에 관하여는 명예훼손이 면책된다(1881. 1. 29.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41조).471) 이것은 헌법상 국회의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프랑스헌법
470) L. 29 juill. 1881, art.42
Seront passibles, comme auteurs principaux des peines qui constituent la répression des
crimes et délits commis par la voie de la presse, dans l'ordre ci-après, savoir :
1° Les directeurs de publications ou éditeurs, quelles que soient leurs professions ou leurs
dénominations, et, dans les cas prévus a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6, de les codirecteurs
de la publication ;
2° A leur défaut, les auteurs ;
3° A défaut des auteurs, les imprimeurs ;
4° A défaut des imprimeurs, les vendeurs, les distributeurs et afficheurs.
Dans les cas prévus a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6, la responsabilité subsidiaire des
personnes visées aux paragraphes 2°, 3° et 4° du présent article joue comme s'il n'y avait
pas de directeur de la publication, lorsque, contrairement aux dispositions de la présente
loi, un codirecteur de la publication n'a pas été désigné.
471) L. 29 juill. 1881, art.41
Ne donneront ouverture à aucune action les discours tenus dans le sein de l'Assemblée
nationale ou du Sénat ainsi que les rapports ou toute autre pièce imprimée par ordre de
l'une de ces deux assemblées.
Ne donnera lieu à aucune action le compte rendu des séances publiques des assemblées
visées à l'alinéa ci-dessus fait de bonne foi dans les journaux.
Ne donneront lieu à aucune action en diffamation, injure ou outrage ni les propos tenus ou
les écrits produits devant une commission d'enquête créée, en leur sein, par l'Assemblée
nationale ou le Sénat, par la personne tenue d'y déposer, sauf s'ils sont étrangers à l'objet
de l'enquête, ni le compte rendu fidèle des réunions publiques de cette commission fait de
bonne foi.
Ne donneront lieu à aucune action en diffamation, injure ou outrage, ni le compte rendu
fidèle fait de bonne foi des débats judiciaires, ni les discours prononcés ou les écrits
produits devant les tribunaux.

123

제26조).

7) 정당화 사유(Faits justificatifs)
가. 진실성의 증명
당해 혐의가 사생활에 관련된 것임을 제외하면, 진실성을 증명하여 명예훼손이
정당화될 수 있다(1881. 1. 29.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35조).472) 이는 우리
형법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명예훼손이 인정되는 것과는 다르다. 우리법상
으로는 공인에 대한 사실적시명예훼손도 형법 제307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으나, 제310조의 공익을 위한 경우에 처벌되지 않는 구조가 되는데 반하여, 프랑
스법은 애초에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만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진실성이 입증
된 경우에 명예훼손성립이 부정된다. 당사자는 진실성의 입증이 가능한 경우 소환
통지를 받은 후 10일 내에 검사 또는 고소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할 수 있다
(1881. 1. 29.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제56조).473)
Pourront néanmoins les juges, saisis de la cause et statuant sur le fond, prononcer la
suppression des discours injurieux, outrageants ou diffamatoires, et condamner qui il
appartiendra à des dommages-intérêts.
Pourront toutefois les faits diffamatoires étrangers à la cause donner ouverture, soit à
l'action publique, soit à l'action civile des parties, lorsque ces actions leur auront été
réservées par les tribunaux, et, dans tous les cas, à l'action civile des tiers.
472) L. 29 juill. 1881, art. 35
La vérité du fait diffamatoire, mais seulement quand il est relatif aux fonctions, pourra être
établie par les voies ordinaires, dans le cas d'imputations contre les corps constitués, les
armées de terre, de mer ou de l'air, les administrations publiques et contre toutes les
personnes énumérées dans l'article 31.
La vérité des imputations diffamatoires et injurieuses pourra être également établie contre
les directeurs ou administrateurs de toute entreprise industrielle, commerciale ou financière,
dont les titres financiers sont admis aux négociations sur un marché réglementé ou offerts
au public sur un système multilatéral de négociation ou au crédit.
La vérité des faits diffamatoires peut toujours être prouvée, sauf :
a) Lorsque l'imputation concerne la vie privée de la personne ;
b) (Abrogé)
c) (Abrogé)
Les deux alinéas a et b qui précèdent ne s'appliquent pas lorsque les faits sont prévus et
réprimés par les articles 222-23 à 222-32 et 227-22 à 227-27 du code pénal et ont été
commis contre un mineur.
Dans les cas prévus aux deux paragraphes précédents, la preuve contraire est réservée. Si
la preuve du fait diffamatoire est rapportée, le prévenu sera renvoyé des fins de la plainte.
Dans toute autre circonstance et envers toute autre personne non qualifiée, lorsque le fait
imputé est l'objet de poursuites commencées à la requête du ministère public, ou d'une
plainte de la part du prévenu, il sera, durant l'instruction qui devra avoir lieu, sursis à la
poursuite et au jugement du délit de diffamation.
Le prévenu peut produire pour les nécessités de sa défense, sans que cette production
puisse donner lieu à des poursuites pour recel, des éléments provenant d'une violation du
secret de l'enquête ou de l'instruction ou de tout autre secret professionnel s'ils sont de
nature à établir sa bonne foi ou la vérité des faits diffamato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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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의(bonne foi)
파기원의 판례는 명예훼손이 정당화되기 위하여 진실성에 관하여 선의인 경우에
만 명예훼손이 정당화된다고 판시한다.474) 이는 ‘가. 진실성의 증명’과 병합적인 요
건이다. 정당화사유로서의 선의는 첫째, 합법적인 목적을 추구하며, 둘째, 개인적인
원한이 없을 것, 셋째, 적시사실에 대하여 충실히 조사한 결과일 것, 마지막으로 표
현방법이 신중할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될 때 인정된다.

다. 법률의 규정
그 밖에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없다.

(3) 민사상 배상책임
물론 프랑스에서도 민사상 타인에 관한 명예훼손의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프랑스민법 제1240조, 구프랑스민법 제1382조).475) 파기원의 결정을 살펴보면 «
사실심법관은 M.Y가 Mme.X가 관리하는 부동산의 책임관리인에게 발송한 편지는
Mme.X의 평판과 체면을 훼손하고, 이는 Mme.X자신의 고용주에 대하여 신용을 잃
게 하는 과책과 손해의 원인이 되었다. …중략… 이는 실제로는 당연히 중상모략의
역할을 하며, 이는 1881년 법률에 따라 행위할 의무에 기한 것이 아니다.» 즉, 민
사상 손해배상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그러한 경우에도 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명예훼손에 있어서 그 정도에 관한
473) L. 29 juill. 1881, art. 55
Quand le prévenu voudra être admis à prouver la vérité des faits diffamatoires,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 l'article 35 de la présente loi, il devra, dans le délai de dix jours après la
signification de la citation, faire signifier au ministère public ou au plaignant au domicile par
lui élu, suivant qu'il est assigné à la requête de l'un ou de l'autre :
1° Les faits articulés et qualifiés dans la citation, desquels il entend prouver la vérité ;
2° La copie des pièces ;
3° Les noms, professions et demeures des témoins par lesquels il entend faire la preuve.
Cette signification contiendra élection de domicile près le tribunal correctionnel, le tout à
peine d'être déchu du droit de faire la preuve.
En cas de poursuites engagées sous la qualification prévues aux septième ou huitième alinéas
de l'article 24 ou aux troisième ou quatrième alinéas de l'article 33, le présent article est
également applicable devant la juridiction de jugement si celle-ci requalifie l'infraction sous la
qualification prévue aux deuxième et troisième alinéas de l'article 32.
L. 29 juill. 1881, art. 56
Dans les cinq jours suivants, en tout cas au moins trois jours francs avant l'audience, le
plaignant ou le ministère public, suivant les cas, sera tenu de faire signifier au prévenu, au
domicile par lui élu, les copies des pièces et les noms, professions et demeures des témoins
par lesquels il entend faire la preuve du contraire sous peine d'être déchu de son droit.
474) Crim. 24 mai 2005, n 03-86.460 Bull. crim. n 155 ; CCE 2006. Comm. 33, obs. A.
Lepage; Stéphane DETRAZ, <<Diffamation>>, Répertoire de droit pénal et de procédure
pénale 2017, n°287.
475) Civ. 1re, 24 mai 2017, no 16-16.773. – Civ. 1re, 6 déc. 2007, no 06-15.290 , Bull. civ.
I, no 382 ; CCE 2008. Comm. 26, obs. A. Lepage, préc. supra, no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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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상 차이를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명예훼손이 법에서 허용된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경우에는, 민
사상 손해배상과 함께 위에서 살펴본 l881년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 및 형법 제
R. 621-1조와 같은 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함께 처해지게 되고, 이는 손해배상
(réparation)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476) 즉, 원칙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이 가능하
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액이 부족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형사상 죄책을 물어 가해자
에 대하여 벌금을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전보받게 된다.477)

4. 공인이어서 명예훼손 성립을 부정하는 경우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또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프랑스에서의 명예훼손(Diffamation)과 모욕(Injure)의 차이는 사실의 적시가 있
었는지 여부에 있다.478) 사실이 적시되지 않은 명예훼손은 단지 모욕일 뿐이다. 그
리고 모욕죄에 관하여는 1881년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규율된
다.479) 그리고 양자는 별도의 요건에 의하여 성립 및 처벌된다.
프랑스에서는 애초에 공인의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인의 명예훼손법리에 따라 명예훼손성립이 부정되지 않는다. 형사상 명예훼손은
부정되지 않기 때문에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480), 공인의 명예훼
손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모욕죄로 처벌되든지, 그러한 경우에만 불법행위책임이
476) Civ. 1re, 6 mai 2010, no 09-67.624 , Bull. civ. I, no 103 ; CCE 2010. Comm. 113, obs.
A. Lepage. – Civ. 2e, 7 oct. 2004, no 02-14.226 , Bull. civ. II, no 451. – Sur la question,
V. infra, nos 332s.
477) Stéphane DETRAZ, <<Diffamation>>, Répertoire de droit pénal et de procédure pénale
2017, n°336 et 343.
478) Stéphane DETRAZ, <<Diffamation>>, Répertoire de droit pénal et de procédure pénale
2017, n°10.
479) L. 29 juill. 1881, art. 33
L'injure commise par les mêmes moyens envers les corps ou les personnes désignés par
les articles 30 et 31 de la présente loi sera punie d'une amende de 12 000 euros.
L'injure commise de la même manière envers les particuliers, lorsqu'elle n'aura pas été
précédée de provocations, sera punie d'une amende de 12 000 euros.
Sera punie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45 000 euros d'amende l'injure commise par les
mêmes moyens envers une personne ou un groupe de personnes à raison de leur origine ou
de leur appartenance ou de leur non-appartenance à une ethnie, une nation, une race ou
une religion déterminée.
Sera punie des peines prévues à l'alinéa précédent l'injure commise dans les mêmes
conditions envers une personne ou un groupe de personnes à raison de leur sexe, de leur
orientation sexuelle ou identité de genre ou de leur handicap.
En cas de condamnation pour l'un des faits prévus par les deux alinéas précédents, le
tribunal pourra en outre ordonner :
1° L'affichage ou la diffusion de la décision prononc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31-35 du code pénal ;
2° La peine de stage de citoyenneté prévue à l'article 131-5-1 du code pénal.
480) 앞의 3.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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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5. 명예훼손 인정 시 다른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 산정방법과 차이가 있
는지 여부
명예훼손의 경우에 공인·사인 대상 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인정되
어 그 죄책에 기해 형사상 처벌이 가해진다. 이와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프랑스민법 제1240조).481) 명예훼손의 손해배상액은 일반적인 불법행
위책임에서의 손해배상액의 산정과 같이 추상적으로 예견가능한 손해에 대해서만
인정된다.482) 다만, 형사법상 벌금형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민사상 손
해에 대한 보충적 역할을 하며, 공인과 사인 사이의 명예훼손의 손해배상 산정방법
에 차이가 있었다. 즉, 대통령이나 장관, 국회의원과 같은 형사상 국가기관 및 공무
원에 대한 공연명예훼손(diffamation publique)의 경우에는 1881. 1. 29. 언론자유
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에 의하여 45,000유로의 벌금형에.483) 사인에 대한
공연명예훼손의 경우에는 1881. 1. 29.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기하여 12,0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484) 즉, 공연명예훼손의 경우 공인과
사인을 구분하여 처벌에 차이를 두고, 이것은 공인과 사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손해
배상액상의 차이를 두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는다.

6. 정 리
프랑스의 법제를 조사한 결과 프랑스는 사생활의 자유(프랑스민법 제9조)에 기한
인격권이 인정되며, 이러한 인격권으로서의 사생활의 자유는 공인이든 사인이든 불
문하고 인정되는 권리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상에 입각하여 개인의 명예훼손
의 경우에는 그것이 공인이든 사인에 관한 것이든 민사상으로는 프랑스민법 제
1240조에 기하여 과책(faute)과 손해(dommage)가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이 인정된
다. 형사상으로는 1881년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 및 형법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
지는데, 이러한 벌금형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réparation)의 역할을 한다. 즉,

481) Crim. 7 févr. 2017, no 15-86.970 , à paraître, RTD civ. 2017. 406, obs. P. Jourdain. –
Crim. 7 févr. 2017, no 15-86.971. – Civ. 1re, 7 déc. 2016, no 15-27.755 , D. 2017. 181
, no 1, obs. E. Dreyer. – Civ. 3e, 1er déc. 2016, no 15-26.559. – Civ. 1re, 16 nov. 2016,
no 15-22.155. – Civ. 3e, 3 nov. 2016, no 15-17.150 , à paraître. – Civ. 1re, 29 nov.
2014, no 13-15.850, Bull. civ. I, no 179. – G. VINEY, La sanction des abus de la liberté
d'expression, D. 2014. 787.
482) Philippe Le Tourneau, Droit de la responsabilité et des contrats, Dalloz, 2004, n°1040ss.
483) Crim. 11 juill. 2017, no 16-80.935.
484) Stéphane DETRAZ, <<Diffamation>>, Répertoire de droit pénal et de procédure pénale
2017, n°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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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이 가능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액이 부족한 경우에 형
사상 죄책을 묻고, 가해자에 대하여 벌금을 청구하는데 이용된다. 프랑스에서도 일
정한 경우에 면책사유 및 정당화사유가 존재하였고 우리 형법 제310조와 같이 해
석될 여지도 있으나 이는 면책 및 정당화로 명예훼손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메커니
즘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해석상 형사법적 처벌인 벌금이 민사상 손해배상의 보
충적 성격이라고 해석되므로, 공인과 사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형사벌의 상이가 손
해배상액의 산정을 달리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참고로 프랑스에서는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최근(1990년대)
약 20만 프랑(약 3,659만 원) 판결이 다소 증가하였다. 다만 프랑스에서는 변호사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지만, 법원이 패소당사자에 대해서 승소당사자가 부
담한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의 지급을 명하는 제도가 있으므로, 승소 당사
자는 변호사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485)

485) 이상의 서술은 大石泰彦, “フランスにおける私生活と名誉の保護”, ジュリスト 1038号, 有斐閣,
平成6年(1994年), 38頁, “民事訴訟制度等研究会報告書”, ジュリスト 1112号, 有斐閣, 平成9年
(1997年), 67頁을 주로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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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일 본
I. 의 의
일본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면책법리로서 미국의 공인이론을 직접적으
로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최고재판소가 형법상 명예훼손의
면책 특례규정을 민사재판에도 차용하여 표현의 자유 보장의 측면에서 기능상 미국
의 공인이론과 유사하게 운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또한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도 공직자나 연예인 등 피해자의 지위를 고려하여 그 액수를 결정하
고 있다. 공인 명예훼손에 한정해서 보면, 일본 재판소가 독자적인 법리를 개발하여
운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법행위의 성립이나 위자료 산정에서 피해자의 지위 또
는 속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미국의 common law상 현실적 악의의 법리를 도입하지 않는 일본에서 (공인) 명
예훼손의 경우에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의 충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학설의 평가에서 현실적 악의의 법리 도입 여부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우리 판례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
한 관점에서 이하에서는 일본의 명예훼손에 관한 일반론을 개관하고, 이와 함께 공
인의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부분에서는 이를 심화하여 다루기로 한다. 즉 공인의 명
예훼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일본 판례와 학설의 입장을 살펴본 후 공인의 명예훼손
이 인정된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의 산정기준에 대한 학계와 실무의 입장을 살펴보
기로 한다.

II.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1. 일본 민법 규정
일본에서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이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하여 특
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일반 불법행위 규정을 근거로 하여 그 책임을 인정한다. 그
외에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효과와 관련하여 비재산적 손해배상에 관한 근
거 규정, 구제수단 중 원상회복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체계는 우리와
유사하지만, 조문의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제709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한 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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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담한다.
제710조 (재산 이외의 손해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침해한 경
우인지 또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인지를 불문하고 전조의 규정에 의하
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하여야 한다.
제723조 (명예훼손의 경우 원상회복)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재판소는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를 회복하는 데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2.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성립
(1) 공인과 사인의 구별에 대한 논의
일본에서 공인과 사인의 구별은 의식되고 있으며, 이 구별에 대한 문제의식과 이
구별을 재판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견해도 보인다.
우선 ‘북방 저널 사건’ 판결에서 谷口正孝 재판관은 보충의견으로 명예 침해 · 훼
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 공직 선거에 의한 공직의 후보자 등 공적 인물이며, 그 표
현 내용이 공적 사안에 관한 경우에는 진실에 반하는 표현이라 할지라도 쉽게 규제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되고, 다만 표현행위가 이른바 현실적 악의로 이루어진 경우
에는 보호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미국 판례와 동일한 현실적 악의의 기준을 언급
하였다.486)
또한 松井荗記 교수는 공직자나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도 미국의 ‘현실적 악의 법리’와 동일한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한다.487) 구체적으
로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는 ① 사실에 대
해서 허위의 표현을 하였음, ②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음, ③ 피고에게 과실이 있었
음을 ④ 원고가 증명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한정된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하며, 나아
가 ⑤ 원고가 ‘공인’인 경우에는 표현이 허위였던 점에 대해서 피고에게 ‘현실적 악
의’가 있었다는 증명이 필요하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488)
그리고 喜多村洋一 변호사는 피보도자가 공인과 사인의 성격의 차이를 명쾌하게

486) 谷口正孝 재판관 의견은 현실적 악의가 적용되는 경우를 ‘공적 인물’이며 ‘공적 문제’에 관한 표
현의 경우로 좁히고 있으므로, 인(人) 접근방법 · 사안 접근방법을 조합시킨 것이다. 또한 이 사
건은 사전금지 사례인 점에 유의한 논의가 필요하다.
487) 松井茂記, マス · メディア法入門, 第3版, 日本評論社, 平成15年(2003年), 102頁, 松井茂記, 日
本国憲法, 第2版, 有斐閣, 平成14年(2002年), 447頁.
488) 松井茂記, “名誉毀損と表現の自由”, 新 · 現代損害賠償法講座(2) 権利侵害と被侵害利益(山田卓生
編), 日本評論社, 昭和10年(1998年), 111頁. 松井茂記 교수의 견해의 특징은 표현의 자유를 매
우 중시함에 따라 원고가 공인이 아니더라도 본문의 ①~④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일본의 판례
실무와는 큰 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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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였다. 그는 일본의 현재의 명예훼손소송의 처리방법은 실제의 효과로서 사인
을 희생하여 공인을 보호한다는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 상태는 반대로 하
여야 한다고 현재 상황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을 서술하였으며, 그렇다고 해서 단숨
에 종전의 기준을 버릴 수도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 재판에서 공공성 요건의 유무를
우선 심사하고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는(그것이 공인인 경우라고 한다), 공익 목
적성 및 진실성(도포함하는 오신 상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을 원고에게 전환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489)
한편 渡邊眞次 · 真田範行 두 변호사는 정치인 등 공인임이 주장 · 증명된다면 그
것이 상당성을 기초 짓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다음으로 재항변으로 개인 공격
등 특별한 사유를 피해자 측이 주장 증명한 때에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해석해서,
이른바 요건사실의 파악방법을 바꿈으로써 일본에서도 현실적 악의 법리를 실질적
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490) 그리고 坪井明典 교수는 상당성 법리가 “피
해자가 ‘사인’인지 ‘공인’인지라는 명확한 구별을 하지 않고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자
구제의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의 경우에도 문제를 떠안아 버린다”고 지적하고 상당
성 법리를 재고하여 사인에게는 무과실책임이라고 한 다음에 익명보도로 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공인에 대한 보도는 원칙적으로 자유라고 하였으며,
상당성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완화된 상당한 이유”라고 보아 현실적 악의 법리에
사실상 근접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491)
이 밖에도 공인이나 공적인 언론에서는 ‘상당성 법리’를 일부 변용하여 표현의 자
유에 의해 배려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492) 이들은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입장
에서 언론매체나 표현자에게 ‘숨쉴 여지493)’를 남겨서 이른바 위축효과를 배제하려
고 하는 사고에 기초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접근방법을 대략적으로 보면 ① 미국
489) 喜多村洋一, 報道被害者と報道の自由, 白水社, 平成11年(1999年), 186頁 및 193頁 등.
490) 渡邊眞次 · 真田範行, “名誉毀損訴訟における慰謝料額の高額化の提案について”, 法律時報 74卷
12号, 日本評論社, 平成14年(2002年), 64頁.
491) 坪井明典, “報道の自由と名誉保護との調和-相当性法理の再考を”, 自由と正義 2005年 9月号(56
卷 10号), 日本弁護士連合会, 平成17年(2005年), 138頁.
492) 浦部法穂 교수는 현실적 악의 법리에 상당하는 사고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대한 발언은
허위임을 알고 있는지 허위인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진실에 반하는 점을 말하였
다는 것이 아닌 한 명예훼손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고 한다(浦部法穂, 憲法学教室, 全訂第2版,
日本評論社, 平成18年(2006年), 163頁). 吉野夏己, “民事上の名誉毀損訴訟における公的人物の概
念と表現の自由”, 法学新報 第122巻 第11 · 12号, 中央大学法学会, 平成18年(2006年)은 모든
표현이 동일한 차원(level)에서 헌법상의 특별한 보호가 부여된다고 생각하는 데에는 의문이 있
다고 하며, 표현의 내용 자체를 문제로 삼거나 공적 인물 테스트를 채용할 수 밖에 없지만, 공
적 인물 테스트에도 의문이 있다고 하고, 공적 인물이나 공적 관심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요건을
고려한다고 한다. 또한 山田隆司, “アメリカにおける憲法的名誉毀損法の展開と課題-『現実的悪
意の法理』についての連邦最高裁判所判決を手がかりに”, 阪大法学 55卷 6号, 大阪大学法学会,
平成18年(2006年)은 현실적 악의 법리를 호의적으로 소개하여 일본에서도 표현의 자유의 취지
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공인에 관한 명예훼손 법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한다.
493)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 대 Sullivan 판결의 법정의견에서 보이는 유명한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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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 현실적 악의 법리를 이입하거나 ② 증명책임을 전환한다는 2개의 접근방법
(approach)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494)
이러한 견해들이 공인과 사인의 특징을 고려한 점에서는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이러한 견해들 모두 주로 공인에 대한 성립요건의 규명에만 몰두하였을 뿐(또는 공
공적인 언론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 효과론이나 피해자가 사
인인 경우의 보호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은 별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95)496)

(2) 명예훼손의 일반적 성립요건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는 일본 민법 제709조에 따라 ① 가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을 것, ② 명예권의 침해가 있을 것497), ③ 손해가 발생할 것, ④ 고의 또
는 과실과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
한다. 그러나 가해자가 판례상 인정되는 면책요건을 주장・증명하면 불법행위는 불
성립하게 된다. 아래에서는 ②에 관한 일본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고, 면책요건에 관
하여는 III에서 자세히 논의한다.
494) 前田聡, “名誉毀損における『相当性理論』の憲法的考察(一)”, 筑波法政 38号, 「筑波法政」編集
委員会, 平成17年(2005年), 339頁, 前田聡, “名誉毀損における『相当性理論』の憲法的考察(二 ·
完)”, 筑波法政 39号, 「筑波法政」編集委員会, 平成17年(2005年), 219頁은 일본의 昭和41年
(1966年) 최고재판소 판례의 상당성 이론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무과실책임설, 현실
적 악의 법리 도입론, 증명책임의 소재를 바꾸는 접근방법 등 세 가지로 나누어서 소개한 후 상
당성 이론이 원고의 속성 등에 의하지 않고 일률적인 요건으로 면책의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는
틀 자체를 비판한다(무과실책임설은 상당성 이론에서는 명예 보호의 경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견해로, 뒤의 2자가 표현의 자유를 보다 잘 보호하려고 하는 입장과는 반대의 방향이다). 본문
에서 서술한 것 외에 河上和雄, “刑法と民法の交錯”, 転換機の法学 · 政治学(北海学園大学法学部
30周年記念論文集), 第一法規出版, 平成8年(1996年), 255頁은 형사 민사를 통틀어서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고 적어도 공공적 사실에 관한 공익 목적에서 나온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오신함에 대해서 상당한 이유가 없었던 점의 증명책임을 원고에게 부담시
킨다.
495)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坪井明典 교수는 사인에 한해서 무과실책임을 주장하고 있다(坪井明典,
“報道の自由と名誉保護との調和-相当性法理の再考を”, 自由と正義 2005年 9月号(56卷 10号),
日本弁護士連合会, 平成17年(2005年), 138頁). 또한 前田聡, “名誉毀損における『相当性理論』
の憲法的考察(二 · 完)”, 筑波法政 39号, 「筑波法政」編集委員会, 平成17年(2005年), 240頁은
공적 인물과 일반 사인의 명예에서는 그 내실이나 성격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하
여 원고의 속성에 따라서 적용해야 할 법리를 달리할 것을 주장한다.
496) 반대로 松井茂記 교수는 본문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원고가 사인인 경우에도 허위인 점 및 과실
의 증명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松井茂記, “名誉毀損と表現の自由”, 新 · 現代
損害賠償法講座(2) 権利侵害と被侵害利益(山田卓生 編), 日本評論社, 昭和10年(1998年), 111頁
등, 또한 松井茂記, “変貌する名誉毀損法と表現の自由”, ジュリスト 1222号, 有斐閣, 平成14年
(2002年), 77頁 및 92頁), 이는 사인에게 매우 가혹한 요건을 부과하는 것으로 일본에서의 해
석론으로서는 찬동할 수 없다.
497) 일반적으로 문헌들은 명예훼손의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침해가 아니라 권리침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潮見佳男, 基本講義 債權各論 Ⅱ 不法行為法 第3版, 新
世社, 2017, 204頁. 그러나 하급심 재판례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명예권의 침해’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인 ‘명예의 침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升田純, 名譽毁損の百態と法
的責任―判例分析からみる法理と實務, 民事法硏究會, 2014, 17-18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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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예권의 침해
1) 명예의 개념
학설에서는 종래부터 명예에는 내부적 명예, 외부적 명예, 명예감정이 있다고 논
의해왔다.498) 이에 반하여 판례는 “명예란 사람이 그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대해서 사회로부터 받은 객관적 평가, 즉 사회적 명예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자기 자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가지는 주관적 평가, 즉
명예감정은 일본 민법 제723조의 명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499) 즉 명예훼손
에서 보호되는 명예는 사회적 명예에 한하고, 명예감정이 침해된 경우에 명예훼손
이 되지는 않는다. 다만 명예감정도 불법행위법상 보호되는 법익에 해당하므로 이
를 침해한 경우에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500)

2) 명예권의 침해
가. 명예권 침해의 요건
명예권 침해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객관적인 평가(사회적 평
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으로 충분하다.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
라면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또는 의견 · 논평을 표명한 것인지를 묻지
않는다.501) 즉 객관적 명예가 위법하게 침해되었다면 침해행위인 표현행위가 사실
적시를 수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있다.502)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는 물론, 진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된다.503)
한편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민사상 명예훼손에도 요구되는가
에 대하여 하급심 판례에서는 이를 요건으로 한 예가 있다.504) 그러나 특정한 제3
자에게 알린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심원 판례가 있고,505) 형법상 명예
498) 加藤新太郎 · 和久田道雄(編集)/加藤新太郞(執筆部分), 裁判官が説く民事裁判実務の重要論点 [名
誉毀損・プライバシー侵害編], 第一法規, 2019, 46頁 참조.
499) 最判 昭和45年 12月 18日 民集 24卷 13号 2151頁.
500) 이에 대해서는 5에서 다룬다.
501) 最判昭和45・12・18民集24巻13号2151頁, 最判平成9・9・９民集51巻8号3804頁,
502) 最判昭和61・6・11民集40巻4号872頁(북방저널사건).
503) 潮見佳男, 前掲書, 204頁. 참고로 우리 형법과 달리, 일본 형법 제230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
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그 사실의 유무와 관계 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사실의 진위 여부에 따라 처벌을 달리 하지 않는다.
다만 진실의 적시의 경우에는 일본 형법 제230조의2에서 정한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
로 면책될 수 있다.
504) 東京地判平成30・5・15[平成25年(ワ)第17983号, 平成26年(ワ)第12639号]는 “명예훼손으로 불
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라고 판시하여 민
사사건에서도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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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죄는 “공연성과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는 데 비하여 민법 제709조, 제710
조, 제723조는 이와 같은 요건을 명시하지 않고 타인의 권리 · 법익 침해라는 요건
에서 불법행위를 인정하므로, 적어도 형법과 같은 정도의 공연성을 민법상 명예훼
손의 요건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506)

나. 사회적 평가의 저하에 대한 판단기준
판례는 어떤 표현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지 여부를 명예훼손의 방법
· 매체를 전제로 하면서 특정 유형에서의 보통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가) 신문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의 판단기준
신문기사의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지 여부에 대해서, 最高裁判所 昭和
31年 7月 20日 判決507)은 “신문기사가 가령 정독을 한다면 별개의 의미로 해석되
지 않더라도, 적어도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읽는 방법을 기준으로 해석한 의
미 내용에 따르는 경우 그 기사가 사실에 반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를 가지고 명예훼손의 기사로 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여, 일반 독
자가 보통의 주의로 읽는 방법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해당 신문의 성격에
대한 사회의 일반적 평가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508)

505) 大判大正5.10.12民錄22輯1879頁.
506) 升田純, 前揭書, 23-24頁. 佃克彦, 名誉毀損の法律実務 第3版, 弘文堂, 2017, 186頁는 민법 해
석에서 형법의 공연성 해석에서 주창된 전파성이론에 지나치게 끌려다니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
는 데도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어서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민사상 명예훼손에
서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
507) 民集10卷8号1059頁.
508) 주로 흥미 본위의 내용인 기사를 게재하는 신문이 살인미수사건의 피고에 대해서 그 살인 피의
사건에 관한 수사 보도와 관련해서 한 추리소설 작가의 추리를 독자의 흥미를 끌기 위해 약간
과장한 기사가 문제된 사안에서 東京高判平成５・2・２3(平成４年(ネ)第4228号)은 이런 표현
매체 및 표현방법이 피해자에 대해서 사회적 평가의 저하시키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상고
심인 最判平成９・5・27(民集51巻5号2009頁)에서 “신문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에서는 타인의 사
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신문이 발행되어 해당 기사의 대상이 된 자가
그 기사 내용에 따라 평가를 받을 위험성이 생기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고, 해당 신문의
편집방침, 주된 독자의 구성 및 그에 기한 해당 신문의 성질에 대한 사회의 일반적 평가는 위
불법행위책임의 성부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한다. 생각건대 어떤 기사의 의미 내용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지 여부는 해당 기사에 대한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읽는
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라고 하여 일반적인 법리를 설시한 다음, “설령
해당 신문이 주로 흥미 본위의 내용인 기사를 게재하는 것을 편집방침으로 하고, 독자층도 그
편집방침에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신문이 보도매체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이상, 그 독자도
해당 신문에 게재된 기사가 대체로 아무 근거도 없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
사에 어느 정도 진실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그 게재기사에 의한 기사
의 대상으로 된 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위험성이 생기는 것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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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텔레비전에 의한 명예훼손의 판단기준
TV 프로그램의 내용이 인간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最
高裁判所 平成 15年 10月 16日 判決509)에서 앞의 ①(신문기사의 내용이 명예훼손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일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
로 시청하는 방식을 판단기준으로 제시하였다.510) 학설도 이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
으면서, 활자미디어와 비교해서 시청자에게 주는 인상이 강렬하기 쉬운 반면, 정보
전달은 일시적 성질을 가지므로 시청자가 정보의 의미 내용을 충분히 정확하게 인
식・파악할 수 없는 채로 모호한 인상을 받기 쉬운 TV의 정보 전달방법상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511)

(다) 인터넷 웹사이트에 의한 명예훼손의 판단기준
인터넷상 표현행위는 기존의 신문이나 TV의 표현행위와 다르기 때문에,512) 그러
한 특징으로 인해 사회적 평가의 저하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 기존의 명
예훼손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이에 대해 처
음으로 밝힌 판결인 最高裁判所 平成 24年 3月 23日 判決513)에 따르면, “어떤 기
사의 의미 내용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지 여부는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읽는 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最高裁昭和29年(オ)第634
号同31年7月20日第二小法廷判決・民集10巻8号1059頁 참조)”라고 판시하여, 인터넷
웹사이트상 표현행위가 명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종래의 다른 매체에
대한 판단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채택하였다. 즉 인터넷 웹사이트에 의한 사회적 평
가 저하는 일반 방문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514)
509) 民集57巻９号1075頁.
510) 나아가 이 판결은 TV 프로그램에서 적시된 사실이 어떤 것인가에 있어서도 일반 시청자의 보통
의 주의로 시청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한다. 판시내용을 보면
“TV로 방송된 보도 프로그램에 의해 적시된 사실이 어떤 것인가 하는 점에서도 일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하는 시청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상당하다. TV로 방송된 보도프로
그램에서는 신문기사 등의 경우와는 달리, 시청자는 목소리 및 영상에 의해 순차적으로 제공되
는 정보를 순식간에 이해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녹화 등의 특별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는 한, 제
공된 정보의 의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거나 재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해당 보도 프로그램에
의해 적시된 사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해당 보도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구성, 이에 등장한
사람의 발언 내용이나 화면에 표시된 플립차트(flip chart)나 텔롭(telop) 등의 문자 정보내용을
중시하기보다는 영상의 내용, 효과음, 나레이션 등의 영상 및 소리에 관련된 정보의 내용 및 방
송내용 전체로부터 받은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
511) 加藤新太郎・和久田道雄(編集)/加藤新太郞(執筆部分), 前揭書, 50頁.
512) 인터넷상 표현행위의 특징으로는 쌍방향성, 익명성, 손해 확대의 용이성, 관리자와 표현행위자의
분리 등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는 佃克彦, 前揭書, 170-171頁.
513) 判タ1369号121頁.
514) 다만 建部雅, インターネット上のウェブサイトへの記事の掲載と名誉毀損の成否(最判平成24・
3・23), 法学教室 No.389(2013. 2), 有斐閣, 平成25年(2013年), 25頁은 위의 사건에서 최고
재판소가 해당 기사가 인터넷상 정보의 신뢰성이 낮다는 고려를 하지 않고 판단한 점에 비추
어, 일반 방문자가 열람한 정보를 신뢰하지 않는 웹사이트에 적시된 사실에 관하여 명예훼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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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중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행한 명예훼손의 판단기준
다수인 앞에서 발언을 하거나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대중매체를 이용하지 않더라
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다.515) 이와 같은 대중매체를 이용하지 않
은 사건에서 명예훼손을 판단하는 기준을 다룬 판결로는 東京地方裁判所 平成 18年
9月 14日 判決516)이 있다. 이 판결에서는 “어떤 표현행위에 의해 사람의 사회적 평
가가 저하되는지 여부는 일반인이 보통의 주의로 읽는 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부분의 전후 문맥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앞선 ①의 ‘일반 독자’ 기준의 연장선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517)

다. 사회적 평가의 저하에 관한 하급심 판례 – 주로 공인을 중심으로
사회적 평가의 저하를 인정한 판결로는 시장 선거 입후보자가 선거운동시에 모든
町内会518)에 100만엔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공중에게 연설한 사안,519) 중의원 의
원이 지하철 건설공사에 관해서 이권을 얻었다는 취지의 기사,520) 전 시장이 재직
중 시의 대규모 공사 입찰에 대하여 자신의 친척이 경영하는 회사에 낙찰시키기 위
해 다른 입찰회사에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TV방송보도521) 등이 있다. 반대로 사회
적 평가의 저하를 부정한 판결로는

내각총리대신 비서관을 “그림자 총리(陰の総

理)” 등으로 표현한 기사,522) 여배우와 프로레슬러인 부부가 이혼 위기에 있다고
보도한 스포츠신문 기사에 대한 소송에서 남편인 프로레슬러의 청구부분523) 등이
있다.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최고재판소가 인터넷의 특질을 고려하여 위의 最判平成９・
5・27과는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가령, 대학교 학내에서 회의 석상에서의 발언[仙台地判平成13・2・20(判時1756号113頁)], 전
단지를 町 내 각 호(戶)에 배포한 행위[新潟地判平成11・10・29(判タ1040号232頁)], 전단지를
노상에 배포한 행위[名古屋地決平成14・7・5(判時1812号123頁)], 간판을 펜스에 게시한 행위
[東京地判平成18・9・14(判タ1247号231頁)], 명예훼손 문구를 크게 쓴 종이를 자동차에 붙여
공공도로에 주정차한 행위[東京地判平成26・7・7(判タ1421号323頁)] 등이 있다.
判タ1247号231頁.
佃克彦, 前揭書, 178頁.
町(우리나라의 ‘읍’에 해당) 안에 조직되는 지역 주민의 자치 조직.
大阪地決定平成27・6・1 判時2283号75頁.
京都地判平成14・6・25判時1799号135頁.
新潟地高田支判平成14・3・29判時1797号98頁.
東京地判平成17・10・13 判時1933号94頁.
東京地判平成25・12・24 判時2219号81頁. 이 판결에서 다른 원고인 여배우에 대해서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보아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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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면책 법리
1. 인정 근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 민법에는 명예훼손과 관련된 위법성조각사유 등
면책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러나 최고재판소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킨 표현행위에 공공성, 공익성, 진실성 또는 상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고의・과실 또는 위법성이 없어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상당성 이
론)를 확립하였고, 현재도 이 법리에 따라 재판을 하고 있다.524) 이에 대해서 일본
헌법 제13조525)에 의한 개인의 명예권 보호와 헌법 제21조526)에 의한 표현의 자
유를 보장하고 사회공공의 이익 간에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 명예훼손의
면책법리를 인정한다는 평가가 있다.527) 명예훼손의 역사적 성립과정에서 보면 권
력에 대한 비판을 보다 어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이유가 존재했을
때에는 그 비판을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것을 통해서 건전한 민주주의 사회를 발전
시킬 수 있다는 기대가 이를 인정한 배경이었다.528)

2. 사실의 적시와 의견 · 논평의 구별
(1) 구별의 필요성
본격적으로 명예훼손의 면책법리를 다루기에 앞서 표현행위의 태양을 구별할 필
요가 있다.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침해한 경우와 의견・논평으로 타인의
명예를 침해한 경우에 불법행위의 면책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구별할 실익이
있다.

(2) 양자 구별의 판단요소
사실적시와 의견・논평의 표명을 구별의 판단요소에 관하여, 最高裁判所 平城 9
524) 最判昭和41・6・23民集20巻5号1118頁. 이후 형사사건에서도 같은 법리가 도입되었다. 最判昭
和44・6・25刑集23巻7号975頁. 최근 이 판결을 인용한 판결로는 東京地判平成令和1・6・26
(平成27年(ワ)第390号), 東京地判平成31・4・19(平成27年(ワ)第15736号), 東京地判平成31・
3・26(平成28年(ワ)第27562号) 등이 있다.
525) 일본 헌법 제13조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된다.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
리에 대해서는 공공의 법리에 반하지 않는 한, 입법 그 밖의 국정에서 최대한 존중을 요한다.
526) 일본 헌법 제21조 제1항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그 밖의 모든 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
527) 潮見佳男, 前掲書, 205頁. 유사한 취지로 기술한 문헌으로 長谷部恭男・山口いつ子・宍戸常寿
(編集)/山田健太(執筆部分), 現実的悪意の法理, メディア判例百選 第2版(別冊ジュリスト241号),
2018, 76頁; 長谷部恭男・山口いつ子・宍戸常寿(編集)/中原太郎(執筆部分), 民法上の名誉毀損と
真実性・相当性の抗弁―「署名狂やら殺人前科」事件, メディア判例百選 第2版(別冊ジュリスト
241号), 2018, 52頁도 참조.
528) 長谷部恭男・山口いつ子・宍戸常寿(編集)/山田健太(執筆部分), 前揭書, 76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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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9月 9日 判決에서 “신문기사 중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부분에 대하여
거기에서 사용된 단어만을 통상의 의미에 따라 이해한 경우에는 증거 등을 가지고
그 존부를 결정할 수 있는 타인에 관한 특정한 사항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즉
시 이해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부분의 전후 맥락이나 기사의 공표 당시에 일반
독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경험 등을 고려하고, 위 부분이 수사적인 과장이나
강조를 한 것인지 비유적 표현방법을 사용한 것인지 또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傳
聞) 내용을 소개하거나 추론하는 형식을 채용하는 등에 따르고, 간접적 또는 우회
적으로 위에 기술한 사항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된다면 그 부분은 사실을 적시하
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와 같은 간접적인 언급이 부족하더라도 해당 부
분의 전후 맥락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당 부분 진술의 전제로서 위에
기술된 사항을 묵시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된다면 그 부분은 역시 사실을 적
시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529) 最高裁判所 平成 16年 7月 15日 판
결은 위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설시한 다음 “증거 등에 따라 증명에 친하지 않은
일의 가치, 선악, 우열에 대한 비평이나 논평 등은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에 속하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고 하였다.530) 문제된 표현행위가 의견・논평의 표명에 해당하
는 듯한 어휘를 사용하였더라도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읽는 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전후 맥락이나 기사의 공표 당시에 독자가 사용한 지식 또는 경험 등을 고려
하여 증거 등을 가지고 증명된다면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본다.531) 한편, 법적 의
견 표명의 경우에는 의견・논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532)

529) 民集51巻８号3804頁. 이 판결에서 살인미수의 피해자에 대해 관계자가 “극악인(極悪人)”으로
기술한 신문기사에 대해서 위의 내용은 범죄에 관한 사실의 적시를 포함하는 것이고, 혐의의 존
재가 보도 등에 따라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하더라고 명예훼손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530) 民集58巻5号1615頁.
531) 같은 취지: 加藤新太郎・和久田道雄(編集)/岩崎慎(執筆部分), 前揭書, 38頁.
532) 최고재판소는 위 平成 16年 7月 15日 판결에서 “법적인 견해의 정당성 그 자체는 증명의 대상
으로 될 수 없고, 법적인 견해의 표명이 증거 등으로 그 존부를 결정할 수 있는 타인에 관한 특
정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므로, 법적 견해의 표명은 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고,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사실을 적
시한 명예훼손과 의견 또는 논평에 의한 명예훼손에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요건
을 달리하고, 의견 또는 논평에 대하여는 그 내용의 정당성이나 합리성을 특별히 묻지 않고 인
신공격에 이르는 등 의견 또는 논평으로서의 영역을 일탈하지 않은 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되는 것은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할 자유가 민주주의사회에 불가결한 표
현의 자유의 근간을 구성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이를 두텁게 보장하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
따라서 일반적으로 법적인 견해의 표명에는 그 전제로서 위의 특정한 사항을 명시적 또는 묵시
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사실의 적시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야 하는 경우가 있
음을 부정할 수 없지만, … 법적인 견해의 표명 그 자체는 판결 등에 의해 재판소가 판시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것이더라도 이 점을 이유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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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책 법리
(1) 최고재판소의 상당성 이론
일본 최고재판소는 면책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서 명문으로
규율되지 않은 상당성 법리를 제시하기 전에 민사사건에서 그것들을 모두 포함한
명예훼손의 면책법리를 정식화하였다. 最高裁判所 昭和 41年 6月 23日 判決533)은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에 관하여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
에 관련되고 오로지 공익을 도모할 목적에서 나온 경우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
이 증명된 때는 위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함
이 상당하고, 설사 위 사실이 진심임을 증명할 수 없더라도 그 행위자에 있어서 그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 행위에는 고의 또는 과
실이 없어 결국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이 점은 형법 제
230조의 2 규정의 취지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재판례는 사실적
시형 명예훼손의 면책법리를 제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해자가 해당 표현행위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점을 증명하더라도, 표현행위자가 ㉠ 명예훼손의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관련될 것(이하 ‘공공성’이라 함. ⓐ), 오로지 공
익을 도모할 목적에서 나올 것(이하 ‘공익성’이라 함. ⓑ),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하 ‘진실성’이라 함. ⓒ)을 증명하거나 ㉡ ⓐ, ⓑ를 갖추고 진실임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라도 행위자에 있어서 그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이하 ‘상당성’이라 함. ⓓ)을 증명하면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있다.534)
한편, 의견・논평의 경우에는 사실적시가 없으므로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을 고려
하는 위의 면책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또한 의견・논평에 대해서
는 표현(언론)의 자유 보장 등을 고려하여 사실적시형 명예훼손의 경우보다 면책이
넓게 인정될 필요가 있다.535) 그리하여 의견・논평형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사실적
시형 명예훼손과는 일부 다른 면책요건을 제시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最高裁
判所 平成 9年 9년 9日 判決536)에서 “이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과 관련
이 있고, 또한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할 것인 경우에 의견 또는 논평의 전
제로서 있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인 것을 증명한 때에는 인신공격에
이르는 등 의견 또는 논평으로서의 영역을 일탈한 것이 아닌 한, 위 행위는 위법성
533) 民集20卷5号1118号.
534) 長谷部恭男・山口いつ子・宍戸常寿(編集)/中原太郎(執筆部分), 前揭書, 52頁에 따르면, ㉠은 표
현행위가 공적 성격(ⓐ는 내용면, ⓑ는 목적면)을 충족시키는 한, 거짓된 사회적 평가를 보호하
기보다는 진실전달의 요청을 앞서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은 진실을 전달하는 시도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535) 유사한 취지: 升田純, 前揭書, 37頁.
536) 民集51巻8号3804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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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흠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위 의견 또는 논평을 전제로 한 사실
이 진실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경우와 대비하면,
행위자에 있어서 위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고의 또
는 과실은 부정된다고 이해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의견・논평에 의한 명예훼
손의 면책에 대해서는 ⓐ, ⓑ외에 인신공격에 이르는 등 의견・논평의 범위를 일탈
하지 않을 것(ⓔ), 의견・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의 진실성(ⓒ*) 또는 상당성(ⓓ*)
을 요구한다.
위와 같은 명예훼손의 면책법리는 공인・사인이라는 피해자의 속성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사실적시형 명예훼손 및 의견논평형
명예훼손의 면책법리의 공통요건인 공공성・공익성과 각 유형의 특유한 요건을 나
누어 기술한다.

(2) 공통 요건 : 공공성과 공익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 판례가 확립한 명예훼손의 면책법리에서 피해자
의 속성과 관련된 요건은 없다. 그러나 피해자가 공인인 경우에 문제된 표현행위가
공적 관심사이고 공익 목적을 가지고 했는지를 보다 용이하게 증명할 수 있다는 점
에서 구체적인 재판례에서 피해자의 속성이 고려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537)

1) 공공성
가. 공공성의 판단 및 인정 범위
최고재판소는 민사사건에서 공공성의 판단방법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제시한 예가
없지만,538) 형사사건에서 이를 다룬 리딩케이스가 있다. 형법상 명예훼손의 면책요
건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사상 불법행위에도 차용되므로 최고재판소의 형법 제
537) 京野哲也, “私人の名誉は公人の名誉より軽いか(１) 名誉・プライバシー侵害訴訟再考の視点”, 判
例タイムズ 1250号(2007. 11. 15), 判例タイムズ社, 40頁-42頁은 월간 펜사건, 북방저널사건,
나가사키 전단지 사건 및 다수의 하급심 판결을 분석하여 일본 판례가 인(人) 접근방식을 배제
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확인하면서도 인(人) 접근방식만이 유용한 구별기준이라고 하기 어렵다
고 한다.
538) 다만 하급심에서는 이를 다룬 적이 있다. 東京地判昭和49・7・15判時777号60頁은 “공공의 이해
에 관한 사실이란 해당 사실이 다수 일반의 이해에 관계하는 것으로부터 위 사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다수인에게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으
로 된 사실을 말하는 것은 아님을 말할 필요도 없고,…”라고 하였다. 東京地判平成13・2・26判
タ1055号24頁은 위와 같은 판시에 덧붙여 “개인의 사생활상 언동이나 가정 기타 사적인 생활관
계를 구성하는 사실로, 일반인의 감성을 기준으로 공개를 원하지 않는 사실은 이를 공개하는 데
특히 공적인 의의가 인정되는 경우 또는 해당 개인의 사회적 지위나 생활상황에서 그 공개가 수
인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공개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되어 그 사실
의 적시가 대상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고 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140

230조의2 제1항에 대한 해석은 민사재판례에서도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
다.539) 最高裁判所 昭和 56年 4月 16日 判決(「월간 펜」 사건)에 따르면, “‘공공
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성질에 비추
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이를 적시할 때의 표현방법이나 사실조사의 정도
등은 같은 조에서 말하는 공익 목적의 유무의 인정 등에 관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
이므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을 좌우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하여,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 및 성질
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공공성의 유무를 판단한다.
「월간 펜」 사건에서 공공성의 개념은 정치가나 국정 등의 정치적 의사결정사항
에 국한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였
다.540) 특히 이 판결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상 품행에 대한 공공성의 인정 여부의 판
단은 그가 종사하는 사회활동의 성격과 이를 통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에
의해 판단되어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로 공공의 이해에 관
한 사실에 상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점에서 이 판결을 미국 연방
대법원의 공인이론과 동일한 취지로 이해하고 옹호하는 견해도 있다.541) 그러나 공
인이론은 공직자나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에 진실성의 증명만으로 불충
분하고 표현행위자에게 현실적 악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손해배상책임을
묻을 수 있다는 법리이므로, 이 판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542)
적어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일반인이더라도 공적 인물로 보는 경우
에는 명예의 보호범위가 제약될 수 있다는 근본적인 사고에 있어서는 공인이론과
공통점이 있을 수 있다는 평가를 하기도 한다.543)
539) 京野哲也, 前揭論文, 40頁.
540) 이 판결 이전에 사생활상 품행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론으로
인정되었지만 실제 판결에서는 거의 인정되지 않았다. 그 점에서 이 판결이 사생활상 품행 중에
서도 특히 공표를 꺼리는 이성관계의 추문이 공공성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은 의의가 적지 않
다는 평가가 있다. 佐伯仁志, 公共の利害に関する事実―「月刊ペン」事件, メディア判例百選 第
２版, 有斐閣, 2018, 42頁.
541) 浦部法穂, “言論の自由と名誉毀損における真実性の証明-「夕刊和歌山時事」事件”, 憲法判例百選
第4版, 有斐閣, 2000, 145頁.
542) 佐伯仁志, “公共の理解に関する事実 - 月刊ペン事件”, メディア判例百選 第2版, 有斐閣, 2018,
43頁.
543) 髙佐智美, 名誉毀損と「公共ノ利害ニ関スル事実」─「月刊ペン」事件, 憲法判例百選Ⅰ 第６版,
有斐閣, 2013, 佐伯仁志, 前揭書, 43頁은 공인의 명예 보호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
기 위해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기본적 생각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佐伯仁志,
“公共の理解に関する事実 - 月刊ペン事件”, メディア判例百選 第2版, 2018, 43頁은 “공인이론
의 기초에는 1) 국민의 알권리와의 관계로 공인에 관한 정보는 그 사람의 활동을 판단하는 자
료로서 넓게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고려 외에, 2) 사회의 주목을 집중시키는 활동을 자
발적으로 행한 이상 이에 따른 비판은 일정 범위에서 수인해야 한다는 고려나 3) 공인은 대중
매체를 통해서 반론하는 것이 용이하므로 언론에 대해서는 언론으로 대항해야 한다는 고려도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1)의 고려만으로는 공적 활동과의 관계가 아닌 개인의 사생활상 품행이
공공이해사실로 된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2), 3)의 고려를 중시하면 예외적으로 공공이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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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급심 판결
화도(華道)의 종가를 대신해서 행사를 진행하거나 강연・저작활동을 하던 사람의
불륜,544) TV방송에 출연했던 변호사가 자주 클럽에 방문해서 성희롱적 언동을 한
다는 사실,545) 현직 국회의원인 당시 내각관방장관의 지위에 있던 자의 여성관
계,546) 신문사 사장과 여성 데스크의 지위에 있는 직원의 교제,547) 국정선거의 입
후보예정자가 전 폭력단체장의 애인이라는 이유로 정당의 공천을 취소당한 사
실,548) 시장이 법률고문으로서 업무상 대가로 성접대를 제공받은 사실549) 등에는
공공성을 인정하였다. 반면, 대형 사기사건의 주모자의 애인이었다는 사실,550) 여배
우의 남편이 여배우와 그의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이혼이 결정적이라는 사
실,551) 연예인과 고급클럽의 마담과의 남녀관계,552) 여배우의 이웃과의 교류,553)
방송국 아나운서가 학창시절에 단란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실,554) 회사경영
자와 연예인의 혼인생활,555) 국가공무원인 상사와 부하의 불륜관계556) 등에 대해서
는 공공성이 부정되었다.
이른바 LA의혹사건 피의자의 여성관계에 대해서는 살인미수사건의 배경이나 정
상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공공성을 긍정한 판결557)과 이를 부정한 판
결558)이 있다.
2) 공익성
공익성은 위의 공공성과는 별도의 요건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559) 적시
된 사실에 대해서 공공성이 긍정되는 경우에는 공익성이 긍정되는 것이 통상적이
다.560)
로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한다.
東京地判平成15・4・24平14(ワ)18096号.
東京地判平成16・2・19平14(ワ)26959号.
広島地判平成16・12・21判タ1203号226頁.
東京地判平成26・3・4判時2225号83頁.
東京地判平成27・5・27判時2279号45頁.
大阪地判平成28・4・8平26(ワ)2017号.
東京地判昭和63・2・15判タ671号163頁.
東京地判平成5・9・22判タ843号234頁.
東京高判平成10・1・28判時1647号101頁.
東京高判平成13・7・5判時1760号93頁.
東京地判平成13・9・5判時1773号104頁.
東京地判平成19・6・25判時1988号39頁.
東京地判平成28・10・17平27(ワ)4352号・14629号.
東京高判平成9・11・10判時1638号87頁.
東京地判平成6・8・30判時1532号92頁.
東京地判平成２・１・30判タ730号140頁은 두 요건을 독립해서 검토하여 공공성은 인정하면서
도 공익성은 부정하여 해당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560) 大村敦志・道垣内弘人・山本敬三(編集代表)/水野謙(執筆部分), 前揭書, 511頁에 인용된 名古屋
高判 平成16・5・12(平成15年(ネ)第275号)에 따르면 “범죄에 관한 사실이나 재판의 경과에 관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142

공익성에 대해서는 종래 주관적 관계를 중심으로 다루어졌고, 동기가 가진 복잡
한 성격 때문에 비교적 완화하여 검토되었다.561) 그래서 오로지 공익을 도모할 목
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요한 동기가 공익 목적이 있다면 설령 동시에 다른 동기
(예컨대 경쟁상대의 배제 등)가 있더라도 위법성은 조각될 수 있다고 보아,562) 주
관적 관계에서 공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용이하였다.563) 객관적 관계에 초점을
맞춘 하급심 판결이 등장하였는데, 이 판결은 객관적 관계에 대해서 표현방법의 상
당성이나 사실조사의 정도와 같은 근거자료의 유무를 판단요소로 한다.564) 이와 같
은 입장에 대해서는 공익성을 부인하는 경우의 확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지만, 명예권의 보호를 인정한다면 공
익성이라는 요건을 매개로 하여 쓸데없이 선정적인 기법이나 현저히 불충분한 사실
조사에 기한 표현을 저지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565)

3) 공인의 경우 공공성과 공익성의 의제 여부
最高裁判所 昭和 41年 6月 23日 判決에서 보듯이, 민사상 명예훼손의 면책 법리
는 형법상 명예훼손의 면책규정의 취지를 차용한 것인데, 그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일본 형법 제230조의2(공공의 이해에 관한 경우의 특례)
① 전조 제1항의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관계되고, 또한 그 목적
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는 것에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실의 진부를 판
단하여 진실임의 증명이 있었던 때는 이를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적용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람의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로 본다.
③ 전조 제1항의 행위가 공무원 또는 공직선거에 의한 공무원 후보자에 관한
사실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사실의 진부를 판단하여 진실임을 증명한 때에는 이
를 벌하지 아니한다.

일본 형법 제230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이나 그 입후
보자인 경우(이하 ‘공무원’으로 기술함) 공공성 및 공익성이 의제되는데,566) 이 조

561)
562)
563)
564)
565)
566)

한 사실은 위와 같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사 등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공공목적의 존재가 추인되는 바…”라고 하였다.
山田八千子, 公益を図る目的の否定―美容整形論争事件, メディア判例百選 第２版, 2018, 45頁.
最判平成元・12・21民集43巻12号2252頁.
山田八千子, 前揭書, 45頁.
東京地判平成２・1・30判タ730号140頁.
山田八千子, 前揭書, 45頁.
金澤真理, インターネットコメンタ-ル 刑法 第230条の2, 日本評論社,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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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취지가 민사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의문이 있다. 즉 最高裁判所 昭和 41
年 6月 23日 判決은 마치 형법 제230조의2 전체 조항에 대해서 그 취지를 차용하
는 듯이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경우에는 표현행위
자가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 또는 상당성만을 증명하는 것으로 면책될 수 있는지가
그에 관한 문제이다. 만약 이것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에서 공인(공무원에 한정)을
사인과 달리 취급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직접 쟁점으로 한 판결을
찾기 어려우나, 最高裁判所 昭和 41年 6月 23日 判決 및 원심판결의 판시 이유에
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제1심(항소심은 제1심의 이유를 그대로 채택함)은 “명
예훼손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관련되고 오로지 공익을 도모할 목적에서
나왔을 때 또는 공무원 또는 공직선거에 의한 공무원 후보자에 관한 사실에 관련된
때는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이 증명되는 한 면책되고…”라고 하여, 공무원의 경우에
는 [공공성과 공익성]과 공무원의 경우를 동위로 보고, 이 사건에서 공공성과 공익
성을 별도로 검토하지 않고서도 공직 입후보자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긍정
하였다. 그러나 최고재판소는 “상고인이 앞서 기술한 중의원 의원입후보자였던 점을
고려하면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 분명하고, 더욱이 피상고인이 한 행위는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나온 것임은 원판결의 문언상 충분히 양해할 수 있으므로 …
원판결은 그 문언 중에 이와 달리 설시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 결국 원판결의 판
단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가 공직선거 입후보자이기 때문에 공공
성과 공익성을 의제하지 않고 해당 표현행위에 대해서 공공성 및 공익성의 유무를
각각 판단하였다.567) 즉 최고재판소는 민사 명예훼손사건에서 공인의 경우 그 지위
나 속성 자체로 이 사유의 존재를 의제하는 것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형법 제230조의2 제2항 및 제3항도 민사 명예훼손에 당연히 적
용되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568) 이 견해에 따르면 피해자가 공무원 또는 공직선
거에 의한 공무원 입후보자인 경우 표현행위자는 앞에서 살펴본 공공성과 공익성에
대한 증명은 불필요하고, 아래의 특유한 요건들을 증명하면 면책된다.

(3) 사실적시형 명예훼손의 면책 법리의 특유한 요건
1) 진실성
적시된 사실에 진실성이 인정되기 위해서 표현행위자는 제공한 정보가 진실이라
567) 奈良次郎, 公共の利害に関する事実の摘示と名誉棄損の成否, 最高裁判所判例解説 民事篇 昭和41
年度, 法曹会, 1967, 309頁에서는 해당 판결과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현재 공무원 입후보자가 아닌 점도 고려하여 민사사건에서 이러한 경우까지 형법 제
230조의2 제3항의 취지에 따라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568) 松井茂記, 表現の自由と名誉毀損, 有斐閣, 2013, 16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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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정도의 증명을 요한다.569) 그리고 적시된 사실 전체
가 아니라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면 충분하다.570) 어느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에
대한 판단은 사회적 평가의 저하에 대한 판단기준과 동일하게, 신문기사의 경우에
는 일반 독자의 보통의 주의로 읽는 방법을, TV 방송의 경우에는 일반 시청자의
보통의 주의로 시청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571) 진실성을
판단하는 기준시는 사실심 구두변론 종결시이고, 명예훼손행위시에 존재하지 않았
던 증거를 고려해서 진실성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572) 따라서
표현행위 당시에 해당 사실의 진실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더라도 추후 진실성의 증
명이 있으면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부정된다.573)

2) 상당성
공공성과 공익성은 존재하지만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 점을 증명할 수 없더라도,
행위자에 대해서 그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을
근거로 하는 구체적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행위시에 고의・과실이 부존재하므로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 상당성의 법리이다. 상당성의 판단
은 진실성과 달리 명예훼손 당시 표현행위자의 인식 내용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 시점에 존재하지 않았던 자료를 근거로 고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574) 그
리고 사실이 진실임을 신뢰하는 것을 기초로 하지 않고 주지된 사실이라는 것을 주
장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575)
상당성과 관련한 최고재판소의 판결로는, 살인 의혹을 내용으로 한 신문기사에
대해 진실이라고 믿은 상당한 이유의 존재는 담당 경찰관, 해부 담당의를 취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확증 취재가 필요하다고 한 사안이 있고,576) 행위자가 형사판결
(1심)을 자료로 해서 그 인정사실과 동일성이 있는 사실을 진실로 믿고 적시한 경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升田純, 前揭書, 41頁.
最判昭和58・10・20判時1112号44頁; 最判平成15・10・16民集57巻9号1075頁.
最判平成15・10・16民集57巻9号1075頁.
最判平成14・1・29判時1778号49頁은 그 이유로 “…생각건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합
치하는 사실이면 행위자가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명예훼손행위 자
체의 위법성이 부정되기 때문이다. 진실성의 증명이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한다
는 증명이므로, 이를 행위 당시에 진실성을 증명하는 데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였다는 것의 증명
이라고 해석할 수 없고, 진실성의 증명을 위해 증거방법을 행위 당시에 존재한 자료에 한정해야
할 이유도 없다. 한편, 적시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 대한 상당한 이유가 행위자에게 인정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명예훼손행위 당시에 행위자의 인식 내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행위시에 존재한 자료에 기초해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진실성의 증명은 이
러한 상당한 이유에 대한 판단과는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다.”라고 한다.
田頭章一, 真実性等についての証明責任・証明の程度――外務大臣による裏金受領, メディア判例
百選 第２版, 2018, 51頁.
最判平成14・1・29判時1778号49頁.
潮見佳男, 前揭書, 207頁. 最判平成9・9・９民集53巻7号1313頁.
最判昭和47・11・16民集26巻9号1633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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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 사안이 있다.577)
한편, 상당성의 법리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발전된 배포서비스의 항변578)이 인정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있다. 일본 판례는 신뢰성이 있는 통신사로부터 전송
되어 게재한 기사가 사인의 범죄행위나 스캔들 또는 그와 관련된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상당성을 부정한 사안도 있고,579) 상당성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580)

(4) 의견 · 논평형 명예훼손의 면책 법리의 특유한 요건
1) 의견 ·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의 진실성 또는 상당성
사실적시형 명예훼손과 의견・논평형 명예훼손은 진실성 또는 상당성에 관한 증
명의 대상이 다르다. 最高裁判所 平成 9年 9년 9日 判決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의
견・논평형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표현행위자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의견・논평이 아니라 의견・논평의 전제가 된 사실에 대한 진실성 또는 상당성을
증명581)하여야 한다. 이는 사실에 대해서는 진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확립되어 진실
성 또는 상당성을 기준으로 규제가 가능한 데 비하여 의견의 경우에는 일의적인 판

577) 最判平成11・10・26民集53巻7号1313頁.
578) 이는 취재를 위해 인적 물적 체제가 정비되어 일반적으로 그 보도내용에 일정한 신뢰성을 가지
게 된 통신사로부터의 전송에 근거한 기사에 대해서 확증이 있는 취재를 하지 않더라도 진실을
전하는 것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579) 最判平成14・1・29判時1778号49頁. 最判平成14・3・8判時1785号38頁은“…그리고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게재기사가 일반적으로는 정평이 있는 통신사로부터 배포된 기사에 근거한 것이
라는 이유로는 기사를 게재한 신문사에 있어서 배포된 기사에 적시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580) 最判平成23・4・28民集65巻３号1499頁은 “신문사가 통신사로부터의 배포에 근거해서 자기가
발행하는 신문에 기사를 게재한 경우에는, 적어도 해당 통신사와 새당 신문사가 기사의 소재,
작성, 배포 및 게재라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보도주체로서의 일체성을 가진다는 평가를 할 수
있는 때는 해당 신문사는 해당 통신사를 취재기관으로서 이용하고 취재가 대행된 것으로서 해
당 통신사의 취재를 해당 신문사의 취재와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하여, 해당 통신사가 해당 배포
기사에 적시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 대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당 신문사가 해당
배포기사에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에 의혹을 품어야 하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만연히 게
재한 기사에 적시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 대해서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
다. 그리고 통신사와 신문사가 보도주체로서 일체성을 갖는다고 평가해야 할 것인지 여부는 통
신사와 신문사의 관계, 통신사로부터 신문사에 기사 배포의 구조, 신문사에 의한 기사 내용의
실질적 변경 가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상당하다. 이상의 원칙은 신
문사가 게재한 기사에, 이것이 통신사로부터 배포에 기한 기사라는 취지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
도 다르지 않다.”고 판시한다. 그러나 和田真一, “新聞社が通信社からの配信に基づき自己の発行
する新聞に記事を掲載するに当たり当該記事に摘示された事実を真実と信ずるについて相当の理由
があるといえる場合〈判例批評〉”, 民商法雑誌 145巻 3号, 370頁에 따르면, 이 판결은 배포서
비스의 항변을 언급하지 않고, 종래의 판결과 동일하게, 특별한 면책요건이 아니라 명예훼손행
의의 고의 과실을 부정하여 면책하기 위한 판단기준인 ‘진실이라고 믿은 상당한 이유’인 경우의
하나의 유형으로서 인정한 것이라고 한다.
581) 最判平成1・12・21民集43巻12号2252頁. 사실적시형 명예훼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제사실
의 중요부분에 대해서 진실성 또는 상당성을 증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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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준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582)

2) 소극적 요건: 의견・논평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을 것
이 요건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표현행위
자의 면책을 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583) 판례 역시 “사실을 적시한 명예
훼손과 의견 또는 논평에 의한 명예훼손에서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여부에 관한 요
건을 달리하며, 의견 또는 논평에 대해서는 그 내용의 정당성이나 합리성을 특별히
묻지 않고 인신공격에 이르는 등 의견 또는 논평으로서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는 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자유가 민
주주의 사회에 불가결한 표현의 자유의 근간을 구성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이를 두
텁게 보장하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라고 한다.584)
하급심 판결에서 이를 다룬 사안을 살펴본다. 중의원이면서 내각관방장관인 원고
가 한 잡지사가 게재한 다수의 기사에 대해 명예훼손을 문제 삼은 사안(東京地方裁
判所 平成 18年 4月 21日 判決585))에서 문제된 기사의 “허둥지둥할 뿐”, “협상안을
강요당했다”, “정치력 미숙”, “어투가 수상을 목표로 하는 정치인의 품격이라고 말하
기 어렵다”와 같은 표현은 논평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 이 사안에
서 납북자 문제에 대한 기사 게재 당시의 상황과 그에 대한 원고의 정치적 성과에
대해 논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제가 된 납북자 문제의 객관적 상황은 공지의 사실
이고 이는 국민 전체의 관심사였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들에 대해서 엄격한 평가가
나오는 것은 부득이한 일이고 다소 격한 표현이 있더라도 논평의 범위를 일탈한 것
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같은 판결에서 “괴뢰 간사장”, “보호자 동반 간사장”,
“배후의 간사장”, “그림자 간사장” 등의 표현은 지극히 모멸적인 것으로 원고가 공
적 입장에 있음을 중시한다고 하더라도 전체로서 논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명
예훼손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한편, 국회의원이었던 자가 “거짓말 상습
남”이라는 표현을 한 주간지와 신문광고에 대해 명예훼손을 문제 삼은 東京高等裁
判所 平成 15年 12月 25日 判決586)은 “정치인은 언론을 통해 선거인 또는 널리 국
민에게 국정에 관한 자신의 이념 및 그에 기초한 구체적인 목표를 말하여 지지를
얻고, 자기가 속한 정당 등의 정치 집단 안에서 또는 의회에서 자기의 이념에 근거
해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언론을 통해 동지를 규합
하고, 반대 세력을 비판·공격하는 것을, 그 직무의 적어도 일부로서 기대하는 것이
582)
583)
584)
585)
586)

大村敦志・道垣内弘人・山本敬三(編集代表)/水野謙(執筆部分), 前揭書, 516頁.
大村敦志・道垣内弘人・山本敬三(編集代表)/水野謙(執筆部分), 前揭書, 517頁.
最判平成16・7・１５民集58巻5号1615頁.
判時1950号113頁.
判時1844号58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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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그 언론이 국민, 동지는 물론 반대 세력으로부터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신뢰받는 것이 중요한 자질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정당한 근거 없이 「거짓말 상
습남」이라고 논평되는 것은 그 명예, 명예감정을 해치는 바가 크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한편 중요한 자질 중 하나인 만큼 정치인이 그 자질을 가지고 있는
지 없는지는 국민 일반, 보도기관의 사실에 기초한 자유로운 비판, 진실인 전제사실
또는 진실이라고 믿음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전제사실에 근거한 자유로운
논평, 의견에 의해 비판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거짓말 상습남」이라
는 논평, 의견은 조금 품위 없는 표현이라는 감은 있지만 인신공격에 이르는 의견
또는 논평으로서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5) 현실적 악의의 법리 채택 여부
1) 학 설
미국의 현실적 악의의 법리를 일본에서도 도입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주로 헌법학
자들 사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표현의 자유 보장을 근거로 이 법리의 도
입에 호의적인 견해도 많다.587) 최근 미디어를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한 사법판단에
서 진실성 증명을 엄격화하는 경향이 있고,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을 보면 개인의
보호를 위해 공인 비판을 제약하는 상황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공인(그중에서
도 공직자)에 대한 보도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588) 그런가 하면 현실적 악의의 법리가 도입되지 않더라도 진실성・상당성 법
리를 넓게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공인에 대한 보도(표현)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
장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589) 또한 이 견해는 현실적 악의의 법리가 보도대상의
공인성에 초점을 맞춰 왔다면, 인터넷상 언론활동이 증대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고려할 때 보도주체의 저널리즘성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고 한다.590)
587) 학설의 자세한 소개로는 山田隆司, 公人と名誉棄損(一) : 「現実的悪意の法理」導入の可能性, 阪
大法学 57巻 4号(2007. 11), 大阪大学法学会, 110頁 ; 山田隆司, 公人と名誉棄損(二) : 「現実
的悪意の法理」導入の可能性[이하 ‘전게논문(二)’라 함], 阪大法学 57巻 5号(2008. 1), 大阪大
学法学会, 83頁-86頁. 山田隆司, 公人とマス·メディア : 憲法的名誉毀損法を考える, 信山社出版,
2008, 101頁 이하도 참조.
588) 長谷部恭男・山口いつ子・宍戸常寿(編集)/山田健太(執筆), 現実的悪意の法理, メディア判例百選
第2版(別冊ジュリスト241号), 2018, 77頁.
589) 長谷部恭男・山口いつ子・宍戸常寿(編集)/山田健太(執筆), 現実的悪意の法理, メディア判例百選
第2版(別冊ジュリスト241号), 2018, 77頁. 이 문헌은 특히 東京高判昭和53・9・28判時915号
62頁(“해당 기사가 본건과 같이 정치에 관한 경우에는 개인의 명예침해에 대한 책임을 추구하
는 데 급급한 나머지 보도기관을 위축시켜 민주주의 정치의 지주인 보도의 자유를 해하지 않을
고려를 해야 하므로, 민사상 불법행위의 책임조각사유로서의 상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보도기관
으로서 일단 진실이라고 생각할만한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가 있는 것으로 충분해야 한다”)을
들면서 진실상당성을 넓게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상 정치인 보도에서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조정을 꾀한 사례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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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 례
일본에서 현실적 악의의 법리가 최초로 채용한 하급심 재판례는 산케이신문 반론
권소송가처분결정591)이다. 이 결정은 “이러한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입장에 대한
논쟁 비판 등은 비록 해당 정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1) 이것이
고의적이거나 진위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태도로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이루
어진 것 또는 (2) 그 내용이나 표현이 현저하게 저속하거나 모욕・비방・중상모략
적이며 사회통념상 도저히 시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증명되지 않는 한, 불법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면서 통상 불법
행위소송에서 피고(표현행위자)에게 요구되는 진실성에 대한 증명책임을 원고(피해
자)에게로 전환하였다.592) 그러나 본안소송에서 제1심 판결593)은 판단기준으로서
이 법리와 유사한 견해를 제시하였지만, 증명책임의 전환을 인정하지 않았다.594)
이후에도 1970년대부터 80년대 전반에 걸쳐서 이 법리를 적극적으로 적용한 사법
판단이 계속되었다. 최고재판소에서 이 법리가 처음 언급된 것은 最高裁判所 昭和
61年 6月 11日 판결(북방저널사건)595)에서 타니구치(谷口正孝) 재판관의 의견이었
다. 타니구치 재판관은 “표현행위가 이른바 현실적 악의를 가지게 된 경우…에는 표
현의 자유 우위적 보장은 후퇴”한다고 하였다.596) 한편, 같은 시기에 이 법리의 적
용을 부정한 판결도 있었다. 소설 「역전」에 관한 제1심 판결,597) 자택 수색보도
소송 제1심 판결,598) 세제 조사 보고서 소송 제1심 판결599) 등이 있고, 이 재판례
590) 長谷部恭男・山口いつ子・宍戸常寿(編集)/山田健太(執筆), 前揭書, 77頁
591) 東京地決昭和49・5・14判時739号49頁.
592) 長谷部恭男・山口いつ子・宍戸常寿(編集)/山田健太(執筆), 前揭書, 77頁.
593) 東京地判昭和52・7・13判時857号30頁.
594) 그리고 이 사건 상고심인 最判昭和62・4・24民集41巻3号는 통상의 진실성・상당성의 법리에
의해 면책을 판단하였고, 현실적 악의의 법리를 채용하지 않았다.
595) 民集40巻4号872頁.
596) 이 판결에서 이토(伊藤正己) 재판관은 다음과 같은 보충의견을 냈다. “타니구치 재판관의 의견
에 나타난 '현실적 악의'의 기준을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가 갖는 중요한 가치에
주목하여 그 보장을 강하게 하는 이론으로서, 이 견해에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 그리
고 이 재판관이 사건의 다수 의견의 결론에 찬성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이 견해를 취하더
라도 이 사건 결론은 변하는 것이 아니고, 굳이 말하면 다른 시각에서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것
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다만 나로서는 비록 공적 인물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의 경우에 한한
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전규제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에 약간의 의문을 가지고 있다.
객관적인 사실관계에서 현실적 악의를 추인할 수 있지만, 그것이 표현행위자의 주관에 들어갈
것 인만큼 가처분과 같은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절차에서 사용하는 기준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
도 적지 않고, 특히 표현행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없어서 이 기준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성을 결
여한 것으로 보인다. 나는 이 기준을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사후제재를 고려할 경
우의 판단지표로서 그 검토를 장래에 보류해두고 싶다”고 하여 가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이 사건
에서는 현실적 악의의 법리 적용이 타당하지 않지만, 본안소송에서의 적용 가능성은 열어 두었
다.
597) 東京地判昭和62・11・20判時1258号22頁.
598) 大阪地判昭和54・9・28判時956号86頁.
599) 東京地判昭和54・3・12判時919号23頁은 “… 더 나아가 본건에서 피고의 주장처럼 행위자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을 알거나 그 사실의 진실성에 대해서 중대한 의문을 품고 있음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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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서는 현실적 악의의 법리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형법 제230조의2 규정의 취지
에서도 인정된다고 하였다.600) 또한 이 법리가 증명책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라
면 채용할 수 없다고 한 판결도 있다.601)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
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므로 그 판단기준에 따르는 한, 이 법리를 채용
한 명예훼손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을 여지는 적다고 생각하여 그 이후 판례는 이
법리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신중한 편이라고 한다.602)

IV.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효과
1. 구제방법
명예훼손은 일본 민법 규정상 손해배상(제709조), 원상회복(제723조. 구체적으로
사죄문의 교부, 취소 또는 정정의 광고, 판결 결론의 광고, 반론문의 게재 등)에 의
해서 구제될 수 있고, 판례는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도 인정한다.603) 이 가운데
손해배상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가 포함된다. 그런데
명예훼손과 재산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실무상
통상적으로 위자료가 청구된다고 한다.604) 여기에서는 비재산적 손해배상인 위자료
의 산정기준에 한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600)
601)

602)
603)
604)

가 주장, 증명하지 않는 한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해결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한
다. 다만, 이 문제는 인격권으로서 개인의 명예 보호와 기본적 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조화
와 균형에 관련된 문제이고, 이 조정을 도모한 것이 형법 제230조의2 규정이므로 그 법적 취지
에 따라 해석하는 것을 상당히 하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한다.
長谷部恭男・山口いつ子・宍戸常寿(編集)/山田健太(執筆), 前揭書, 77頁.
東京地判平成8・1・31判時1565号125頁은 “피고 주장의 현실적 악의의 법리의 적용에 관해서는
정치가와 대기업의 유착 의혹이 국민의 감시 하에 놓여질 일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민사상 불
법행위이며 명예훼손에서 보도 내용의 진실성 내지 보도 내용을 진실로 믿은 것에 대한 상당성
은 위법성 내지 책임 조각 사유이며, 그 증명책임은 진실성 또는 상당성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
에 있다는 것은 종래부터 대법원이 명백히 하는 것이므로(最判昭和41年6月3日民集25卷5号1118
頁) 피고의 주장이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들이 본 기사가 허위임을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
는 증명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라면 우리 법원은 위의 주장을 채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
다.
長谷部恭男・山口いつ子・宍戸常寿(編集)/山田健太(執筆), 前揭書, 77頁.
最判昭和61・6・11民集40卷4号872頁.
加藤新太郎・和久田道雄(編集)/近江弘行(執筆部分), 前揭書, 72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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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자료의 산정기준
(1) 판 례
1) 위자료 산정기준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사실
심 구두변론종결시까지 생긴 제반사정을 참작해서 재판소가 재량으로 산정한다.605)
東京高等裁判所 平成 13年 12月 26日 判決606)은 위자료 산정시 고려요소를 상세
하게 들고 있어 여기에 인용한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액은, 이것이 보도에
의한 경우에는 그 보도가 된 장소적 범위의 폭이나 밀도, 해당 보도의 영향력 정도,
그 정보의 내용이나 사실적시의 방법, 피해자가 입은 현실적 불이익 또는 손해, 그
의 연령, 직업, 경역, 정보의 진실성 정도나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 대한 상당성
의 정도, 취재대상이나 방법의 상당성, 피해자 자신이 가진 명예회복의 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판결에 의하면 피해자의
직업, 사회적 지위, 경력은 명예훼손 위자료 산정시 고려요소가 된다고 하므로, 피
해자가 공인인지 여부에 따라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판결은 마지막 부분에서 “명예훼손에 의한 정신적 손해의 정도를 금전으로 평가
하여 그 액수를 얼마로 볼지는 극히 개별적 구체적인 판단이며, 해당 사안에 따른
것으로 일반적으로 납득하여 수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관점에서 위자료
액수의 기준에 대해 이른바 재검토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고려요소에 대해
균형 잡힌 신중한 고려를 해야 한다. 당면한 문제인, 이른바 저명인사(정계・재계에
서 상당한 지위에 있는 자, 연예인, 프로 운동선수, 기타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보다 고액의 위자료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그러한
특별한 지위에 있지 않은 일반인의 인권이나 인격이 침해되었을 경우 평가의 기본
방식의 문제를 생각하면 다양해야 하며, 이를 일률적으로 긍정할 수 없다. 일부 신
문이나 주간지에 의한 인권침해에 이르는 개인의 일에 대한 폭로기사는 눈에 거슬

605) 最判平成9・5・27民集51巻5号2024頁. 이 판결의 파기환송심(東京高判平成24・8・29判時2189
号63頁)은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는 명예훼손의 내용, 표현방법과 태양, 유포된 범위와 태양,
유포에 이른 경위, 가해자의 속성, 피해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정도, 명예회복의 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606) 判時1778号73頁. 물론 이 판결 이전에도 대심원이나 최고재판소에서 이를 고려한 것이 있었다.
大判明治38・12・8民錄11輯1665頁은 “명예훼손으로 손해를 입은 자의 지위를 감안하여, 특히
그의 품성, 신분, 직업과 같은 현재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 상황 등을 참작하고 이로써 그 행위
가 특히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고 하였고, 最判昭和40・2・
5集民77号321頁은 “불법행위에 의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액을 산정할 때,
원고의 직업, 사회적 지위 등을 참작했다고 해서 헌법 제14조에서 말하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적 취급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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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것이 있고, 이를 억지하기 위해 고액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것이 효과적이
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서 그러한 사회적 요청도 일부 있다고 생각되지만, 해석
론으로서는 한도가 있고, 정책론으로서도 저속한 엿보기라는 호기심에서 이러한 보
도를 받아들이는 사회의 문화 수준 내지 인권 감각을 문제 삼아야 하는 관점도 있
을 수 있어서 전적으로 지지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공인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고액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비교적 최근에 같은 재
판소에서 내린 판결에서도 위자료 액수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하고 저명인 등 이른바 사회적 속성에 의해 본래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
다.607)

2) 공인 등에게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
한 문헌은, 재판례에 나타난 피해자의 속성을 공인(공직에 있는 자로서 선출직
의원이나 지방자치체의 수장, 상급행정관려 및 사회적으로 평가된 지위가 있는 자)
과 저명인(사회적 활동이 정치적 활동 등과 관련이 없지만 사회적으로 유명한 인
물) 등으로 분류한 다음, 이들의 위자료에 관한 재판례를 분석하고 있다.608) 이에
따르면 공인의 위자료액은 20만엔에서 50만엔의 범위에서, 저명인은 20만엔에서
1000만엔의 범위에서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다고 한다. 판례가 저명인의 위자료를
공인의 위자료에 비해 고액으로 인정한 이유로, 공인은 사회적 활동이 일정한 정치
활동과 관련되고 정치적 평가가 피해의 중심이 되며 사회에서 비판・비평이 전제되
고 반론할 수 가능성이 있지만, 저명인은 사회에서의 평가, 즉 가면과 같은 것을 보
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609)

(2) 실무의 제안
1) 제안배경
1950년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위자료는 대부분 10만엔 이하였다.610)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재판례 중 시의원이나 전 경찰관에 관한 보도에서 100만엔을
인용한 판결이 주목받았는데, 이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판결의 영향에 따른 것이었다.611) 이후 1990년대까지 위자료액이 점점 상
승하여 500만엔에 이르는 사례도 등장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명예훼손소
607)
608)
609)
610)
611)

東京高判平成22・3・17 判時2118号37頁.
西口元・小賀野晶一・眞田範行(編著), 名誉毀損の慰謝料算定, 学陽書房, 2015, 44頁, 46頁.
西口元・小賀野晶一・眞田範行(編著), 前揭書, 47頁.
山田隆司, 公人とマスㆍメディア : 憲法的名譽毁損法を考える, 信山社出版, 2008, 134-135頁.
山田隆司, 前揭書, 136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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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에서 인용된 위자료액이 고액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고액의 위자료를 인정한
판결에 호응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 위자료 산정에 관하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었고, 특히 위자료액의 정액화, 신속화, 예측가능성 확보, 피해자간의 공평 등을 도
모할 목적에서 위자료액의 산정기준을 정형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러한 시도가
실제 판례 운용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위자료 산정기준의 정형화를 하려는 우리
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하에서 2001년 일본 사법연수소가 마
련한 위자료액의 정형화를 위한 기준과 이노우에(井上繁規) 재판관의 제안을 소개
한다.

2) 사법연수소의 제안
명예훼손에 의한 위자료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재판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이를 재검토하는 것에 의해 사회정세 등의 변천에 따라 사회통념에
적합하게 증액하는 것을 꾀할 수 있다.612) 그러한 방법의 하나로 고려요소를 정하
고 이를 점수화해서 위자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다.

명예훼손에 의한 위자료액의 정형화를 위한 산정기준(1점 10만엔)
산정요소

가산기준

감산기준

(1) 동기・목적
① 고의

+10

② 극악질

+8

③ 악질

+6

④ 기타

+3

(2) 기사 내용

가해자 측의 사정

① 부적절 표현

+8

② 얼굴 사진

+10

③ 인신공격적 표현

+10

(3) 진실성
① 완전 결여

+10

② 결여

+8

612) 司法研修所, 損害賠償請求訴訟における損害額の算定 平成13年度損害賠償実務研究会 結果要旨(特
集 損害賠償請求訴訟における損害額の算定１), 判タ1070号(2001.11.15.), 判例タイムズ社, 8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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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당성
① 공공이해 有

-6

② 공익목적 有

-6

(5) 배포의 방법과 범위
① TV・인터넷

+10

② 전국지・스포츠지

+9

③ 주간지

+8

④ 단행본

+7

(6) 배포에 의한 이익
① 극대

+10

② 대

+8

③ 소

+4

(7) 사회적 지위
① 연령

?

② 직업

?

탤런트 등

+10

국회의원・변호사 등

+8

기타

+5

③ 경력

피해자 측의 사정

㈀ 공인

+7

㈁ 개인

+8

㈂ 법인

+6

(8) 사회적 가치의 저하
① 대

+10

② 중

+7

③ 소

+5

(9) 영업상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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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

+10

② 중

+7

③ 소

+5

(10) 사회생활상 불이익
(퇴직 등 치명적 타격)
① 대

+10

② 중

+7

③ 소

+5

(11) 배포 후 가해자의 태도
(반론문 게재 허가 등)
① 양호

-6

② 불량

+3

※ 기준점은 상기 배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사안에 따라 2~3점의 감점을 고려한다.

이 표에서는 피해자 측의 사정으로서 (7) 사회적 지위 중 경력에서 공인은 개인
에 비해 점수를 낮게 책정하고 있다. 이는 공인은 비판에 노출되어야 하기 때문이
라고 한다.613) 한편, 사회적 지위 중 직업에서 탤런트 등에 10점을, 국회의원・변
호사 등에 8점을 가산하는 것, 즉 일반인에 비해 저명인의 위자료 액수를 높게 책
정하는 데 대해서, 저명인의 경우 오보 등의 명예훼손에 대해서 반론의 기회가 있
고 적시된 내용에 의해서 일반인이 손해가 더 클 가능성도 있어서 단순히 볼 문제
는 아니라는 비판이 있다.614)

3) 이노우에(井上繁規) 재판관의 제안
위자료란 불법행위로서의 가해행위에 의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제거하
거나 경감시켜 불법행위가 없었던 상황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가해자
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므로, 위자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쌍방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해서 결정할 것이 요구된다.615) 이노우
613) 司法研修所, 前揭論文, 8頁.
614) 佃克彦, 前揭書, 344頁.
615) 井上繁規, 名誉毀損による慰謝料算定の定型化及び定額化の試論(特集 損害賠償請求訴訟における
損害額の算定２), 判例タイムズ1070号(2001.11.15), 判例タイムズ社, 19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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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井上繁規) 재판관은 위자료를 산정할 때 당사자 쌍방의 사정 중 피해자 측의 사
정으로는 ① 가해행위의 동기・목적의 악질성 정도, ② 가해행위 내용의 악질성 정
도, ③ 가해행위의 진실성 결여의 정도, ④ 가해행위의 상당성 결여의 정도, ⑤ 가
해행위 방법과 범위, ⑥ 가해행위로 얻은 이익을, 피해자 측의 사정으로는 ⑦ 피해
자의 사회적 지위(직업, 경력), ⑧ 사회적 평가의 정도, ⑨ 피해자가 당한 영업상
불이익의 정도, ⑩ 피해자의 사회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⑪ 피해자의 과실, ⑫ 가해
행위 후 피해자의 구제 정도, ⑬ 피해자의 청구 태도를 고려하여 한다고 한다.616)
그러면서 특히 피해자가 저명인・공인인 경우 일반인에 비해 고액의 위자료를 인정
해야 한다고 한다. 그 근거로 명예훼손행위에 의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는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직업・경력)에 따라 다른데, 피해자의 직업이 연예인
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인물인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의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양
적인 면 및 질적인 면에서 유형적으로 크다는 것을 들고 있다.617)

V. 명예훼손 이외의 경우
명예는 통상 내부적 명예, 외부적 명예, 명예감정으로 분류가 되고, 이 중 외부적
명예를 침해한 경우는 앞에서 살펴본 명예훼손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내부적 명예
는 그 사람 내부에 갖추어진 가치이므로 이를 훼손할 수 있는 사람은 주체 자신이
다. 이를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을 논할 필요는 없다. 한편, 명예감정은 자신이 자
신의 가치에 대해서 가지는 의식이나 감정이다. 이에 대해 곧바로 법적 보호를 인
정해야 견해는 없지만,618) 명예감정의 침해에도 허용되는 한계가 있고, 그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된다는 판례가 있다.619) 대표적인 명예감정의 침해로는
모욕행위가 있다. 모욕은 인격에 대한 부정적 가치 판단을 피력하는 것이므로 논평
에 의한 명예훼손과 행위태양이 유사하다.620) 이에 따라 명예감정침해의 판단에서
논평에 의한 명예훼손의 면책법리가 이용된 판례도 있다. 앞에 인용된 정치인에 대
해 ‘거짓말 상습남’이란 표현을 한 것은 명예감정의 침해에 대해서 명예훼손에서와
마찬가지로 판단되어, 즉 인신공격에 이르는 등 논평으로서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621)

616)
617)
618)
619)
620)
621)

井上繁規, 前揭論文, 19頁-20頁.
井上繁規, 前揭論文, 20頁.
佃克彦, 前揭書, 136頁.
東京地判平成２・7・16判時1380号116頁.
佃克彦, 前揭書, 137頁. 靑森地判平成7・3・28判タ891号213頁 등
東京高判平成15・12・25判時1844号58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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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소 결
일본의 명예훼손에 관한 민사실무는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하여 공인을 사인과 다
른 법리로 판단하고 있지 않다. 형법 제230조의2 제3항은 공무원 또는 공직선거
입후보자의 경우 공공성 및 공익성을 의제하고 있으나, 민사재판에서도 동일하게
다루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만약 형법 규정 자체를 민사 명예훼손에서 그대로
원용한다면 그 범주에서 공인의 개념도 인정할 수 있고 그 범위를 설정할 수도 있
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내용을 다룬 문헌이나 재판례를 발견할 수
는 없었다.
한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학계, 주로 헌법학계에서는 현실적 악의
법리의 도입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 최고재판소는 현실적 악의의 법리를 채택
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렇지만 일찍부터 상당성 법리를 채택하여 표현의 자유 보장
과 개인의 인격권 보장에 있어서 균형을 갖추려고 하였고, 이 점에서 판례가 공인
이론과 기능상 유사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명예훼손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는 위자료 산정시 고려요소로 보고 있다. 재
판례에서는 공직자에 비해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와 같은 저명인사에게 보다 고액
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157

제7절 결 어
이 절에서는 공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를 요약 정리한 후 우리나라
의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법 운용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부분 내지 시사점을
추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과거 미국의 명예훼손법은 각 주(州)의 커먼 로(common law)
상의 순수한 불법행위(tort) 차원의 문제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은 외설
적 표현, 선동적 표현과 마찬가지로 ‘연방수정헌법’ 제1조에 의하여 언론 자유의 범
위를 벗어나서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표현이라고 판단되었으며, 커먼 로(common
law)상 명예훼손은 엄격책임주의에 기초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종래의 미국
‘명예훼손법’ 체계 전체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면서 공직자로 대표되는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의 경우에 ‘연방수정헌법’ 제1조 하에서 언론의 자유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1964년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판결을 통하여 제시된 현실
적 악의 법리는 그 후의 후속 판결을 통하여 공적 인물에도 적용되고 일정한 경우
에는 원고가 사인인 경우에도 적용되기도 하는 등 그 적용범위의 변천을 보여 왔
다. 그리고 이와 함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인과 사인을 구별해서
판단해야 하는 이유, 사인과 구별되는 공인의 범주 등에 대한 논의 내지 법리도 제
시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결과 미국에서는 현실적 악의 법리가 확립 내지 정
착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한편 미국에서는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피해자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의 미국의 명예훼손법은 ‘일반적 손해배
상’이라는 항목 안에서 추정적 손해배상에 의한 손해의 회복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이후 증명이 곤란한 손해를 추정함으로써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제도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추정적 손해배상에 의해 고액화된 손해배상이 사실상의 제재
로 기능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 결과 추정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
제를 두어서 명예훼손이라 할지라도 최대한 실손해의 증거에 기초해서 공평한 손해
배상액을 산정할 것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즉 20세기 후반에 배
심원이 법적으로 손해를 추정함으로써 배상금을 평가하는 추정적 손해배상이 하나
의 원인이 되어서 고액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된다는 사례가 눈에 띄게 되었으며, 그
중에서 고액의 추정적 손해배상금이 사실은 전보배상 이상의 손해배상액을 원고에
게 부여한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그 결과 연방대법원은 각 주(州)의 명예훼손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으며, 각 주(州)의 전통적인 커먼 로(common law)의 명
예훼손법, 특히 손해 추정을 인정하는 명예훼손 유형은 연방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
의 자유’에 의한 보장의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그에 수반하여 전통

158

적인 명예훼손법에서는 요구하지 않았던 실손해, 피고의 유책성, 표현의 허위성에
관한 증명을 원고에게 요구하게 되었다.
영국의 경우에는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해당 사안이 공익에 관한 사
항인지 여부를 고려한다. 그리하여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공익과 관련된 사안의 공
정한 논평(fair comment on a matter of public interests)을 보호하는 2013년 개
정 명예훼손법 제4조의 규정 하에 해당 보도가 ① 공익에 관련된 사안이고 ② 해당
보도가 공익에 부합한다는 피고의 신뢰가 합리적인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
는다. 물론 영국의 명예훼손법은 2013년 개정 이후 종전의 입장보다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이동하였지만 여전히 공인과 같은 원고의 지위에 따라 명예훼
손의 증명책임을 달리하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에는 개인의 인격권 보호에 중점을
두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위자료 산정과 관련하여 영국에서는 명예훼손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되며, 나아가 가중적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다.
다만 손해배상액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민사사건에서 배심원에 의한 재판이 줄어
들고 배심원 평결에 대한 법원의 개입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배심원 평
결액은 상당히 감축되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도 매우 드물게 선고된다. 또한 영국
의 경우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의 산정에 있어서는 명예 자체의 침해, 그로 인
한 정신적 고통 그리고 피해자의 명예에 대한 옹호의 관점이 중시된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는 명예훼손의 내용, 보도 매체의 파급력, 명예훼손의 동기나 목적, 수익
액, 명예훼손 이후의 가해자의 행동(사과 여부, 변론내용 등) 등이 고려된다. 그리
고 명예훼손이 성립하면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되며, 그 이상의 위자료에 대
해서는 원고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이와 달리 위자료의 감액사유에 대한 증명책
임은 피고가 부담한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액의 적정화를 위하여 배심원에게 중대
한 인신사고의 위자료, 항소법원의 인용액, 손해배상금의 구매력에 관한 자료가 주
어진다. 또한 당해 사건의 법관이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위자료의 범위가 제시되는
데, 배심원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독일의 경우 명예훼손 사안에서 피해자가 공인인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의 보호가 충돌하는데, 이 경우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얻는 이익과 인격권
을 보호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형량하여 위법성을 판단한다. 그리고 법익형량 단계
에서 당사자의 상황, 즉 시대사적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가 고려된다. 그러나 명예훼
손의 피해자가 시대사적 인물이라고 해서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이나 증명책임에 차
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위자료 산정과 관련해서 보면, 독일의 경우에는 재판례에 의해 인정된 일반

159

적 인격권의 침해 범주 내에서 파악하므로 침해행위를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구
성하여도 실질적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 주목할 만한 것은 독일의 재판실무에서
명예훼손을 포함한 인격권 침해 사안을 사건별로 위자료를 정리해 둔 정보가 있는
점이다. 요컨대 재판례는 피해자가 시대사적 인물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표현의 자
유와 피해자의 인격권을 법익형량하여 인격권 침해를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
다. 법원이 위자료를 산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개별사안별로 검토를 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이때 유책의 정도, 침해의 방식 및 중대한 정도, 명예훼손행위의 동기
등을 고려하는데, 명예훼손의 방식 등에 있어서 피해자가 공인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인과 사인의 구분 없이 모두 사생활 보호와 초
상권을 적용하며, 명예훼손 판결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할 정
도로 더욱더 엄격하기까지 하다. 그리고 프랑스의 언론보도와 인격권과 관련된 법
률은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통하여 정부, 공직자, 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통한
민주주의 실현보다는 언론의 진실한 보도를 통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이를 바탕으
로 한 유권자들의 민주적 선택을 통한 민주주의 실현에 무게를 두었다고 볼 수 있
다. 이를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 프랑스는 사생활의 자유(프랑스
민법 제9조)에 기한 인격권이 인정되며, 이러한 인격권으로서의 사생활의 자유는
공인이든 사인이든 불문하고 인정되는 권리이다. 이러한 사상에 입각하여 개인의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그것이 공인이든 사인에 관한 것이든 민사상으로는 프랑스민
법 제1240조에 기하여 과책(faute)과 손해(dommage)가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이
인정된다. 그리고 형사상으로는 1881년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 및 형법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이러한 벌금형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réparation)의 역할
을 한다. 즉 원칙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이 가능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액이 부족
한 경우에 형사상 죄책을 묻고, 가해자에 대하여 벌금을 청구하는데 이용된다. 프랑
스에서도 일정한 경우에 면책사유 및 정당화사유가 존재하였고 우리 형법 제310조
와 같이 해석될 여지도 있으나 이는 면책 및 정당화로 명예훼손 성립 자체를 부정
하는 메커니즘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해석상 형사법적 처벌인 벌금이 민사상 손
해배상의 보충적 성격이라고 해석되므로, 공인과 사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형사벌의
상이가 손해배상액의 산정을 달리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의 명예훼손에 관한 민사실무는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하여
공인을 사인과 다른 법리로 판단하고 있지 않다. 물론 일본에서도 학설상으로는 미
국의 현실적 악의 법리의 영향을 받아서 공인과 사인을 구별해야 한다는 점은 인식
하며, 미국의 현실적 악의 법리, 즉 공인 이론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견해가 존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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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형법 제230조의2 제3항은 공무원 또는 공직선거 입후보자의 경우 공공성
및 공익성을 의제하고 있으나, 민사재판에서도 동일하게 다루는 것으로 보이지 않
는다.
한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학계, 주로 헌법학계에서는 현실적 악의
법리의 도입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 최고재판소는 현실적 악의의 법리를 채택
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렇지만 일찍부터 상당성 법리를 채택하여 표현의 자유 보장
과 개인의 인격권 보장에 있어서 균형을 갖추려고 하였고, 이 점에서 판례가 공인
이론과 기능상 유사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위자료 산정과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명예훼손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는 위자
료 산정시 고려요소로 보고 있다. 재판례에서는 공직자에 비해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와 같은 저명인사에게 보다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그리
고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일본에서도 손해배상실무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자료를 산정하는 세부적 요소를 밝히고 이를 토대로 명예훼손에 기한 위자료를
산정하는 기준표를 마련하려는 시도가 보인다.
전술한 입법례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법 해석 내지 운용
에 도움이 되거나 시사점이 될 만한 부분을 추출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각국의 정치 · 문화적 환경과 역사적 경
험에 따라 그 발전 방향이 상당히 다르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헌법 체계의 차이
에서 나타나게 된다. 즉 미국의 경우에는 수정헌법 제1조 및 언론 · 출판의 자유에
대한 우월적 지위 이론을 토대로 하여 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행위와 사인을 대
상으로 한 표현행위를 유형적으로 구별하면서 양자에 대하여 구조적으로 다른 법리
를 적용하는 유형적 접근방식을 취하며, 이는 미국의 공인 이론(현실적 악의 법리)
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를 비롯한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개별적 접근방식, 즉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이익형량을 하는 방식을 취
하고 있는데, 이는 언론 · 출판의 관계에서 인격권을 상대적으로 폭넓게 보호하는
헌법 체계 하에서 채택된 방식이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현실적 악의
법리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각국에 영향을 주었으며, 각국에서는 자국의 법환경에
맞게 공인 이론을 일부 수용하거나 변용해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를 통하여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법 해석은 우리나라의 법 문화와 환경을 철저하
게 파악하는 것이 전제된 후에 헌법 체계가 다른 법 환경에서 정착된 미국의 현실
적 악의 법리의 도입 여부를 고민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굳이 미국의 현실
적 악의 법리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영역에서는 표현의 자유
를 중시하는 법리를 창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는 판례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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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된 악의적 공격 법리가 그러할 것이다.
그리고 위자료 산정과 관련해서는 일본이나 독일에서도 적정한 위자료의 산정을
통하여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자료
의 산정 기준을 제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
은 향후 우리나라의 명예훼손에 기한 위자료 산정 방법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유익
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독일의 재판실무에서는 다른 침
해 사안에서의 위자료(산정)표를 작성해 둔 것과 같이 명예훼손을 포함한 인격권
침해의 사안을 사건별로 위자료를 정리하여 둔 정보가 있다. 우리 법원도 주요 사
안 유형별로 재판례를 수집, 요약, 정리한 판결집을 발간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고,
이러한 작업을 구체적으로 수행함에 있어서는 독일의 사례가 참조가 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일본에서도 명예훼손에 기한 위자료 산정의 경우에 상당히 시사적인 정
형화 시도가 이루어졌다. 물론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는 객관적 · 수량적 파악이
곤란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마냥 법관
의 합리적 재량에만 의존하지 않으며, 산정요소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산정요소별
합산점수를 위자료로 인정하는 시도가 실무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 역시 향후 우리나라의 명예훼손에 기한 위자료 산정 방법을 마련함에 있어
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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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인정 기준 및 손해
배상액 산정에 대한 고찰
제1절 서 설
이 장에서는 그동안의 축적된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발전해 온 명예훼손과 관련
된 법리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명예훼손 사건 중에서 공인 또는 공적 인
물의 공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보도 또는 논쟁이 문제된 사건들을 중심으로
그 인정 기준을 살펴본다. 이에 대하여 우리 판례는 한편으로는 표현의 자유로 얻
어지는 가치와 인격권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동안 축적된 재판례에 나타난 각각의 이익형량 요소들이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과 관련하여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대법원 판례
가 채택하는 ‘개별적 이익형량’ 방식이 가지는 장단점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는 공인의 개념과 범위, 공적인 관심 사안과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안
의 구별 기준, ‘상당성’ 기준과 관련하여 언론사 또는 언론인의 주의의무의 기준, 정
치인 등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논평과 관련하여 사실과 의견의 구분, 공직자의 도
덕성이나 청렴성 등 공직 수행과 관련한 언론의 의혹 제기와 관련하여 판례가 제시
하고 있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 기준의 의미 등에 대하여 살
펴보고자 한다.
또한 최근 문제되고 있는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 문제를 살펴본다. 이와 관련해
서는 언론인이 아닌 사인(私人)이 SNS 등에 특정인을 비판하는 글을 작성 · 게시
하는 행위와 이를 토대로 언론기관이 기사를 작성하는 행위 등이 문제되는데, 기존
의 언론매체를 통한 명예훼손과의 차이점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책임 인정 기준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공인에 대한 비판적 논평에서 주로 문제되는 인신공격적 표현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여기에서는 우선 그러한 의견표명이 일정한 사실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경우에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
는 기준의 구체적 내용을 규명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순수한 의견표명이나 악의
적 비방인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지만, 그
것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
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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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등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는데622), 명예훼손과는 별도의 유형으로 인정
되고 있는 모욕에 기한 불법행위의 인정 기준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
우에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높이기 위하여 구제수단으로 인정되는 위자
료의 산정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위자료 산정 방식의 구체화를 시도한다.
판례는 명예훼손 불법행위에 있어서 위자료 산정시 다양한 요소들을 참작하고 있
는데, 사례에 따라 법원의 재량으로 판단하다 보니, 국민의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
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판례를
통하여 나타난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안을 표현행위별, 매체유형별 등의 기준으
로 유형화를 시도하고, 각 사안 유형별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는 요소
들을 고찰한다. 또한 위자료 산정시 고려될 수 있는 각 요소들 중 어떠한 것이 위
자료 액수의 증액 내지 감액 사유로 고려될 수 있는지를 규명한다. 그리고 이를 기
초로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안에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산정
기준 내지 산정식을 제시하여 위자료의 정액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판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한다.

622)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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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인정 기준에 대한 고찰
I. 공인과 사인의 심사 기준 구별의 의의
1. 의 의
무슨 이유로 공인과 사인의 심사기준을 달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은 근본적으
로 명예훼손에 있어서 공인과 사인을 구별하는 이유를 밝힘으로써 얻을 수 있다.
즉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후술하는 공적 존재 또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행위
의 경우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나아가 공직자의 도덕성 · 청렴성에 관한 사안뿐만
아니라 업무처리의 공정성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악의적 공격이 아닌 한 면책을
시키는 이유에 대한 해답으로도 이어진다.
이에 대하여 미국에서는 현실적 악의 법리가 적용되는 공인과 적용되지 않는 사
인은

주로

‘언론매체에

대한

접근성(access

to

the

media)’,

‘위험의

인수

(assumption of risk)’의 유무에 따라 구별되며623), 이를 다시금 제2장에서 서술한
Gertz v. Robert Welch, Inc. 판결을 통하여 재음미하면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언론매체에 대한 접근성’이란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에 효과적으로 언론매체
를 통하여 자력구제하는 것을 말한다.624) 즉 공인에게는 반론능력이 있으므로, 정
치인에게 전형적 예를 볼 수 있는데, 정치인은 보도 사실이 허위라면 이에 대한 반
론의 기자회견을 열 수 있다. 기자회견은 뉴스로 보도되며, 고소나 제소의 단계에서
도 거듭해서 보도된다. 정치인 등은 자신이 수고를 들여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자에 대하여 민사책임을 묻는 것이 정당한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확실
히 언론매체의 사회적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는 오늘날 반론능력이 있는 공인도 강
한 언론매체에는 자력으로 맞설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견해도 성립할 수 있다.625)
그러나 공인은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 사실에 대하여 반론할 수 있는 능력이 사인
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은 점은 분명하다. 법적 구제책은 없어도 기자회견 등으로
사실상의 구제를 스스로 행사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정보 시장’에 혼입된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허위보도에 대하여 사인보다 반론 내지 정정할 수 있
623) Rodney A. Smolla, Law of Defamation(Entertainment & Communication Law), 2nd ed.,
West, 2002, pp.2-24. 그 밖에 공인은 공적 정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점도 그 이유로 들
기도 한다(박아란 · 김민정 · 최지선, 공인 보도와 언론의 자유, 한국언론진흥재단, 2017, 61면
참조).
624) 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 323 (1974).
625)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러한 견해가 주장된 적도 있다(예컨대 清水公一, “アメリカにおける表現の
自由と名誉権の調整”, 法学政治学論究 10号, 平成3年(1991年), 182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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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능성이 큰 사람은 ‘언론매체에 대한 접근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
다음으로 ‘위험의 인수’란 명성을 얻음으로써 공적인 감시를 받고 명예훼손적 발
언에 노출되는 경우를 인수함을 의미한다.626) 공인은 공익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한 일종의 ‘위험부담’, 즉 사실에 기초한 일정한 비판을 받게 됨을 감수하여야
한다. 공직자의 명예를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다소나마 희생할 수 있는 것은
공익에 관한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기초를 둘 수 있다. 공직자 이외의 공적 인물
에 대해서도 그 사람을 공적인 경각심을 갖게 하는 어떤 ‘전문성’ 때문에 그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 언론의 감시 내지 조사를 받을 수 밖에 없다. 그 사람이 신뢰하기
에 충분한지 여부를 시민을 대신하여 감시 내지 조사하고 만약 허위가 있으면 그것
을 밝히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를 접하는 사람은 이
에 대한 전문적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다. 언론매체에 접근할 수 있으며 대중에 의한 평가
앞에 몸을 던진 공인은 자신에 대한 비판에 노출되는 길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에 대한 법적 구제를 사전에 포기하였다고도 해석
할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에는 기본적으로 표현으로 대항해야 하는 것이다. 자발적
으로 공적 인물의 지위에 도달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문제된 사건에서 매우 특별한
역할을 인수하였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위험의 인수’라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한
다.
이와 같이 ‘공인’으로 인정된 자는 공적인 공간에서 언론매체에 대한 접근성을 가
지며, 위험을 인수하는 등 사인과 다른 사회적 지위 내지 역할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와의 관계에서도 대상의 지위가 공적일수록 명예 보호의 요
청보다도 표현의 자유 보장의 요청이 우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인’인지 여부
에 초점을 맞추고 ‘공인’에 대해서는 사인과 다른 명예훼손의 법 처리가 이루어지는
결과 공인의 명예권을 사인보다도 특별하게 제약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해석을 통해서도 공인과 사인을 구별하는 의의를 찾을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모두 헌법상의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기본권이므로, 재판
상의 조정 기준도 당연히 헌법적 차원에서의 고찰에 기초한 것이어야 하며, 두 기
본권 모두 중요한 이상 그 조정 기준은 정묘(精妙)할 것이 요청된다.
처음부터 표현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에서 출발하고, 이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
하려는 견해는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과정과 직결되는 공공성이 높은 언론에 매우
적합하며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또한 대법원이 ‘공적 관심사’에 관해서 민주주의
626) 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 323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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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의의를 설시하고 있는 점627) 역시 타당하다. 다만 그 논
거는 공공성이 높은 언론, 특히 인격권을 침해 당한 사인의 권리 구제의 입장에서
볼 때 당연히 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인이 언론 보도의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 보
도의 대상자의 인격권이 대립하는 의미는 공인에 대한 공적 언론의 경우와는 다를
것이다. 공인에 대한 공적 언론은 예컨대 시민이 수탁자에 대해서 계약에 기초해서
그 업무집행을 조사 내지 감시하는 것과 같다(또한 그 조사 내지 감시를 위한 알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있다). 본래 국민은 위탁자로서 수탁자인 공인의 사무에 대
한 입회조사권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범죄에 연루된 자의 경력, 가족관계, 생활 상황 등의 이슈를 언론이 보
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언론 보도의 대상자는 이른바 시민 자신이다. 적어도 국정
을 결정하는 때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정을 보장한다는 가치(이른바 ‘자기 통치’의
관점)와는 거리가 멀다. 범죄에 연루된 자의 사정이 어떠한지는 세상의 관심을 받
을 것이며, 그 점을 소재로 표현하고자 하는 자도 많을 것이지만, 그것은 개개의 시
민의 알고 싶다는 ‘자기 실현’의 가치와의 관계(표현자 자신의 자기 실현과 그 배후
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자기 실현의 집적을 포함한다)에서 파악할 수 있다. 그렇
다면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사적 이익’의 대립이라는 식으로 추상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그것을 표현하고자 하거나 그것을 알려고 하는 공중
(公衆)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 · 이익과 그러한 사적인 이슈가 세상에 공개되면
피해를 받아서 하루를 살아갈 수 없다는 피해자의 인격권이 대립한다고 보는 것이
사태의 실질에 부합할 것이다. 즉 표현하고자 하는 자와 피해자의 1대 1의 이익 대
립 내지 ‘알고 싶은’ 시민과 ‘알려지고 싶지 않거나 논쟁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은’
시민의 이익 대립이 본질이다.
그렇다면 애초에 민주주의란 남에게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할 자유는 보
장하지 않는다는 가치를 포함할 것이다. 자신을 위하여 “알고 싶다”고 생각하는 시
민의 알 권리도 물론 존중할 가치가 있지만, “자신이 그 입장이 되면 싫지만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되면 알고 싶다”는 욕구인 경우에는 그러한 욕구는 부당(unfair)하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당(unfair)하다고 평가되는 욕구가 아무리 많이 모
인다 해도 정당화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라는
것만으로 사항이 공공성을 띠어서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627) 예컨대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
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 · 유지시켜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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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헌법적 차원에서의 기본적 인권의 제약은 공공의 복지의 관점에서만 정당화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어떤 인권의 행사가 타인에게 해약을 주기 때문에 공
공 복리의 관점에서 그러한 제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람이 명예 ·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누군가 적극적인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해약을 미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표현자 측이 어떤 사람의 명예 ·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침해
당한 사람이 표현자 측의 침해에 대해서 인격권이라는 권리를 주장하고 구제를 청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 주장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른바 다수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에게 ‘특별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 즉 개인의 권리를 ‘무상으로
수용(收用)’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권 침해를 감수할 수 있는 개인이 특별한
희생을 강요받아도 부당하지 않다는 점이 증명될 것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자기 실현을 위하여 표현하는 측은 보통은 이 표현에 의해서만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닌” 반면에 “명예는 수동적인 입장에 있으므로, 침해 당할
것인지 보호받을 것인지라는 선택밖에 없다.” 오로지 표현자 측의 목적 · 동기 · 그
선택에 기초해서 표현 대상자의 권리가 희생된다. 게다가 표현 대상자의 권리가 희
생되면 자동적으로 그 권리가 회복되지 않으며, 표현 대상자가 그 회복을 청구하여
재판 등에 승소해서 그 권리가 인정되어야 비로소 표현 대상자의 권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표현자 측의 헌법적 의의라는 축과 함께 피해자 측의 헌법적 의의의 축도
정립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희생되는 개인의 인격권 제약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여부는 표현자 측의 표현하는 이유의 정당성(객관적 필요성과 주관적 목적 양면에
서 본 것)과 피해자 측의 허용성의 관련성 하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허
용할 수 있는 희생의 정도를 고려함에 있어서는 표현행위의 성질(표현내용방법)과
의 관련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게다가 표현자 측이 언론매체인 경우에는 사적
권력에 의한 사인의 인격권의 제약이라는 측면도 있다. 그렇다면 언론 측이 가지는
정당성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표현내용방법 사이에는 비례원칙 하에 적합성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 필요성(수단이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할
것), 균형성(목적과 수단의 균형) 나아가 필요최소한도성이나 달리 완화된 방법이
없는 점 등의 관련성이 요구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재판례의 발전
(1) 표현내용에 따른 심사기준의 차이
공적인 사항에 대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의 문제는 범죄사건 보도에 관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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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다루어졌다. 이 판결만 보더라도 공익 사항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사적 법익과의 비교형량을 요구하고 있다.628) 즉 대법원
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
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 ·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익
사항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하지
만, 그에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
야 할 것이므로,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
였다(하선은 본 연구자들이 부가한 것이다. 이하 같다).
한편 초기의 재판례에서는 오히려 공직자의 명예를 더 보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
인다. 예컨대 부산고등법원 판결에서는 “직무수행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의
무를 부담하며 이를 태만히 하든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내지 품위를
손상할 경우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경력직 공무원의 법규위반이라는 개인적인 비위
사실을 그 내용으로 하는 기사를 게재할 경우에는 앞서 그 원고를 작성하고, 게재
될 체제와 정도를 결정, 편집한 후 공표, 발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그 내용이 객관
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각별히 신중하여야 하며, 그 표현에서도 부당
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
다.629)
이러한 상황에서 강원도의원의 남북교류사업과 관련한 언론보도의 명예훼손죄 불
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신문보도의 명예훼손
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
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의 여부에 따라 헌법적 심사
기준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표현이 공적 인물과 사인, 공적인 관심
사안과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에 따라 심사기준을 달리해야 함을

628)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결론적으로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
고 1과 망 소외 2는 평범한 시민으로서 어떠한 의미에서도 공적인 인물이 아닌 이상 일반 국민
들로서는 피고 언론 각사가 적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이를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 하더라
도 그 범인이 바로 원고 1과 망 소외 2이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
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여 피의사실 공표 · 보도 관련 범죄사건의 익명보도 원칙을 확립하였다
(이른바 이혼소송 주부 청부폭력 오보 사건).
629) 부산고등법원 1997. 5. 22. 선고 96나11761 판결(김해공무원 비리 오보 사건의 2심 판결). 원
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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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하면서, 그 이유로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 사회성을 갖춘 사실
은 민주제의 토대인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므로 형사제재로 인하여 이러
한 사안의 게재를 주저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이른바 ‘김일성
애도편지’ 헌법소원 사건).630)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에 대법원은 위의 ‘김일성 애도편지’ 헌법소원 사건에
서 공적 인물 또는 공적 사안에 대한 고려 없이 기존의 판례 준칙에 따라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였다.631)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은 후 대법원은 기존의 판례
준칙을 유지하면서도 “언론 · 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
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
이가 있는바,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
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
를 두어야 하며,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
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 · 사회적인 의
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
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공공적 · 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경우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632)

630) 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결정. 이에 대하여 한수웅,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
호-한국, 독일, 미국에서의 명예훼손 법리에 관한 헌법적 고찰과 비판을 겸하여-”, 저스티스 통
권 제84호, 한국법학원, 2005, 47면 이하는 공적 · 사적 표현의 구분은 헌법에서 전혀 그 근거
를 찾을 수 없으며, 공적 인물과 사인을 구분하여 공적 인물의 명예 보호를 약화시키는 것도 헌
법적으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한다.
631)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24624 판결 참조. 그전에 선고되었던 김해공무원 비리 오보 사
건(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07 판결), 언론인 줄리문 관련 2건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 대법원 1998. 6. 23. 선고 97다58590 판결)에서도 상당성
법리에 따라 명예훼손 인정 여부가 판단되었다.
632)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이른바 민노총 대 한국논단 사건). 이제
우,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과 민사상 명예훼손”, 민사법학 제78호, 한국민사
법학회, 2017, 415면은 이 판결에 대하여 한편으로 상당성 요건과 관련하여 공적인 존재에 대
해서 입증책임을 달리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받아들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악의
적인 모함이나 모멸적인 표현방법 등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언급하여 독자적인 접근
을 취할 것임을 예고하였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이제우,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과 민사상 명예훼손”, 민사법학 제78호, 한국민사법학회, 2017, 416면은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에서는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로부터
선회하여 기존의 상당한 이유 법리는 유지하면서 악의성 법리를 추가적으로 도입하였다고 분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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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악의적 공격) 법리633)
한편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고 측으로부터 미국의 ‘현실
적 악의이론’에 기초한 항변이 제기되었다. 이는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 경우 명예훼
손 행위가 현실적 악의에 기한 것임을 피해자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는 것으로 미국
의 표현의 자유 보장에 있어서 획기적인 판결인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판결에서 확립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이러한 ‘현실적 악의’ 이론에 기초
한 항변을 배척하였다.634)
예컨대 대법원은 “언론의 특성상 공직자의 윤리 및 비위 사실에 관한 보도에 있
어서는 특별히 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이를 무분별하게 무시한 경우에만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거나 상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해
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라는 등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635) 또한 대법원은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
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
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방송 등 언론매체에 있고 피해자가 공적인 인물이라 하여 방송 등 언론
매체의 명예훼손 행위가 현실적인 악의에 기한 것임을 그 피해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636)
이와 같이 우리 대법원은 ‘현실적 악의’ 이론에 기초한 항변을 배척하였기 때문에

633) 이에 대하여 판례상으로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는 표현과 함께 ‘악의
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는 표현이 혼용되고 있다. 그리
고 이수종, “공적 사안에 관한 대법원 판단 기준의 법적 의미”, 미디어와 인격권 2015 창간호,
언론중재위원회, 2015, 215면 이하는 ‘현저한 상당성’ 법리라고 하며, 이상윤, “공적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명예훼손 소송에서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168호, 한국법학원, 2018, 44면 이하는 ‘형량-추정 법리’라고 하는 등 다양한 약칭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원칙적으로 ‘악의적 공격’으로 약칭하기로 하지만, 필요에
따라 기존의 표현들을 혼용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634)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가 국가인 경우(국가는 원칙적으로 원고적격이 없으나 예외적으로 원
고적격이 인정된다)에서 현실적 악의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인 국가에게 있다고 판시한 재
판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5. 선고 2009가합103887 판결 참조. 이에 대한 평석은 김
태선, “국가의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영미법적 고찰: 서울중앙지법 2010. 9. 15. 선고 2009가합
103887 판결의 분석을 중심으로”, 중앙법학, 제13집 제2호, 중앙법학회, 2011, 59면 이하 참조.
635)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07 판결(이른바 김해공무원 비리 오보 사건).
636)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이른바 언론인 줄리문과 격동 30년 사건);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판결은 “방송내용 중 역사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인에 대
하여 그 명예가 훼손되는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심의규정
제20조 제2항(구 심의규정 제20조의 내용에 대해서는 후술한다)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한 사실이
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 심의규정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제재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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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직자인 경우에도 종래의 판례준칙에 따르면서 증명책임에
있어서도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진실성이나 상당성을 표현행위를 한 피고 측
에서 증명하라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637)
그런데 그 후 전북도지사 금품도난 사건에서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
64384 판결은 이른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악의적 공격) 법
리라고 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게 된다.638) 즉 정당 대변인이 절도범의 진술을
믿고서 전라북도 도지사가 사택에 미화를 보관하고 있다가 도난당하였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공공적 · 사회적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판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하여는
국민과 정당의 감시기능이 필요함에 비추어 볼 때, 그 점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악
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안 된
다.”라고 하는 독자적 법리를 제시하였다.639) 이러한 ‘악의적 공격’ 법리는 그 후
637) 이는 다음의 판결들에서도 확인된다. 예컨대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대전
법조비리 보도 사건)은 “방송 등 언론 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증
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역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지만,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직자라고 하여 위 진실성이나 상당한 이유의 입
증책임을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으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MBC 뉴스데스크 “한심한 검찰”, 이중기소 사건)은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
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
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
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
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
위를 한 방송 등 언론매체에 있고 피해자가 공적인 인물이라 하여 방송 등 언론매체의 명예훼
손 행위가 현실적인 악의에 기한 것임을 그 피해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
였다.
638) 헌법재판소도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은 그 제한이 더 완화되어야 한다
고 하면서 “다만 공인 내지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표현이라 할지라도 일상적인 수준으로 허
용되는 과장의 범위를 넘어서는 명백한 허위사실로서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
을 잃은 공격은 제한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여 일정한 정도에서 악의적 공격 법리를 받아들
이고 있다(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09헌마747 결정 참조). 다만 김재형, 주석민법[채
권각칙6](편집대표 김용담), §750,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403면은 이 판례에 대하여 대법원
은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 업무처리의 정당성에 관한 의혹의 제기나 비판을 넓게 보장하고자
한 것이며, 미국의 공적 인물에 관한 이론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지만, 공적 존재의 정치적
이념 등과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독자적인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평
가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악의적’이라는 의미는 미국법상의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를 의미
하는 것이 아니다(김재형, 주석민법[채권각칙6](편집대표 김용담), §750,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403면).
639)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상당성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다만 이 판결에서는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에 관한 공적 사안에서 정당 대변인의 정
치적 논평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2 성명의 발표에 위법성을 섣불리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
였다. 이에 대하여 배병화, “명예훼손상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 민사법의 새로운 전개, 용봉민사법학회, 2006, 131면은 헌법
재판소 1999년 결정이나 대법원 2002년 판결의 논지는 바로 미국의 현실적 악의 이론을 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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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도덕성 · 청렴성에 관한 사안뿐만 아니라 업무처리의 공정성에 대한 사안
에까지 확장되고640), 나아가 언론사 간의 소송에서도 적용되고 있다.641)
이와 같이 대법원의 ‘악의적 공격’ 법리로 인하여 공적 인물 또는 공적 관심 사안
에 속하는 사안들의 많은 경우 명예훼손 책임이 부정됨으로써 표현의 자유가 확대
된다. 재판례를 보면 표현행위자가 정당과 언론인 경우가 많은데, 이는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 · 비판 · 견제라는 정당 또는 언론활동의 본연의 기능을 감
안할 때 그것이 정당한 활동의 범위 내에 있으면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
에 기초한다.

3. 심사기준의 구별 이유에 대한 학설 및 판례의 입장
이와 같이 공적 존재 또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행위의 경우 심사기준을 완화
하고 나아가 공직자의 도덕성 · 청렴성에 관한 사안뿐만 아니라 업무처리의 공정성
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악의적 공격이 아닌 한 면책을 시키는 이유에 대하여 일
반적 학설은 공직자의 생활은 공적인 관심사가 되어 그 공개 자체가 공공이익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점(이른바 공공이익설), 공직자는 자의로 자신을 공적인 논란
의 대상으로 만든 결과 ‘밀착된 국민의 관심(closer public scrutiny)’에 증가된 명
예훼손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는 점(이른바 위험인수론), 공직자는 보통 허위진술에
대하여 언론매체에 대한 접근(access to media)의 기회가 많으므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사인보다 쉽게 가질 수 있는 점 등을 든다.642)
그리고 대법원도 이러한 일반적 견해가 제시하는 논거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
다. 예컨대 최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사용된 표현뿐만 아니라 발언자와 그 상대방이 누구이고 어떤 지위
에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 피해자의 지위를 고려하는 것은 이른바 공인 이론
에 반영되어 있다.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을 감수해
야 하고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라고 판시
하였다.643) 또한 대법원은 피해자가 언론사나 국회의원인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누리는 만큼 그에 대한 비판에 대한 수인의 정도도 더 넓게 인정되어야 한

640)
641)
642)
643)

에 두고 현실적 악의 이론의 ‘무모한 무시’를 우리 헌법 실정에 맞게 변용시킨 것으로 보는 것
이 타당하며, 그 이후에 선고된 이 판결에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도 미필적 고의 또는 중과실이라는 행위 유형을 설정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
다고 한다.
예컨대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정치보복 기소 기자회견 사건).
예컨대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동아일보 대 문화방송 사건).
대표적으로 김민중, “원고의 신분과 명예훼손법리의 적용-공인 · 사인의 구분과 관련하여-”, 언
론중재 2000 여름호, 언론중재위원회, 2000, 27면 참조.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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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이유를 제시하기도 한다. 예컨대 대법원은 “특히 공직자나 정치인과 같은 공적
인 존재의 도덕성, 청렴성의 문제나 직무활동이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에 이
르지 아니하는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더욱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
은 입법과 국정통제 등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고 나아가 직무를 적절히 수
행할 수 있도록 면책특권을 보장받는 등으로 통상의 공직자 등과 현격히 다른 발언
의 자유를 누리는 만큼 직무활동에 대한 비판도 보다 신축성 있게 수인되어야 하
고, 그에 대한 감시 · 비판 · 견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이 함부로 위축되어서는 아
니 된다”고 판시하였다.644) 그리고 대법원은 “언론 · 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
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
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
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
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
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
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
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의 보장은 다른 한편 타방 언론사의 언론자유를 제약하
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
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였다.645)

4.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인정 기준(‘악의적 공격’ 법리)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 유형
(1) 공직 수행 적격 관련 : 도덕성 · 청렴성, 비리 등의 의혹 제기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인정 기준(이른바 악의적 공격 법리)이 적용될 수 있는
첫 번째 사안 유형으로 공직자의 공직 수행 적격 여부와 관련된 의혹 제기 사안에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전형적 예로 공직자의 도덕성 내지 청렴성에 대하여 정
당 대변인이 의혹을 제기한 경우646), 전 · 현직 법원과 검찰 공무원들의 비리에 대
644)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판결(故 장자연 사건 관련 “성폭행적 폭언” 사설).
645)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동아일보 대 MBC 사건).
646) 이른바 ‘악의적 공격’ 법리가 처음 도입된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의 사건

174

하여 의혹을 제기한 경우647)를 들 수 있다. 이 중 전자의 경우에 대법원은 악의적
공격 법리와 함께 정당의 정치적 논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의 위법성을 조각한 바 있다.648)

(2) 공직자의 업무처리의 정당성 내지 공정성
전술한 공직자의 도덕성 내지 청렴성과 같이 공직 수행 적격에 대한 의혹 제기에
서 더 나아가 공직자의 업무처리의 정당성 내지 공정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보도들에도 악의적 공격 법리가 적용된다. 이에 대한 재판례들은 주로 검찰 수사에
대한 보도 내지 발언에 대하여 악의적 공격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었
다. 이 사안 유형에 대한 대표적인 대법원 판결로는 이른바 정치보복 기소 기자회
견 사건에 대한 판결인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을 들 수 있
는데, 여기에서 대법원은 “공직자의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
능은 보장되어야 하고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649)

(3) 정치적 주장 또는 논평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정당 대변인 등에 의한 정치적 논평의 경우도
자주 문제된다.650) 예컨대 야당 측에서 공직자의 비리나 공직 수행에서의 공정성과
이다.
647)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대전 법조비리 보도 사건). 다만 해당 보도 7건 중
2건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인정되었다. 한편 이에 대한 최신 판결로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삼성 X파일 관련 떡값검사 명단 공개)을 들 수 있는데, 이 판결에서는 공인
에 대한 명예훼손이 부정되었다.
648)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649)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정치보복 기소 기자회견). 이는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
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
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라는 법리로 정착된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대전 법조비리 보도 사건) 참조). 그 밖에 이 사안 유형에
대한 재판례로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887 판결(MBC 뉴스데스크 “한심한 검찰”
이중기소 사건),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다28619 판결(조폐공사 파업유도 수사 관련
“검찰의 감청의혹” 사건)도 여기에 속한다. 최근의 판결로는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1다
40373 판결(BBK 사건 1, 시사IN)과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다40397 판결(BBK 사건
2, 국회의원 정봉주)(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 선고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다74837 판결(군검찰 강압수사) 등이 있다. 또한 형사 사건으로 대법
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감사중단 지시 사건. 감사원 소속 공무원이 재벌그룹
의 콘도미니엄 사업승인과 관련한 특혜의혹사건에 관하여 기자들에게 ‘양심선언’이란 제목 아래
감사원 국장이 외부의 압력을 받아 감사를 이유 없이 중단시켰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사
안에서, 비방의 목적이나 허위라는 인식이 없으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다고 한 사례) 참조.
650)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전북도지사 금품도난 관련 정당논평);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정치보복 기소 주장 사건); 대법원 2005. 5. 2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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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의혹에 대한 수사 촉구와 더불어 이에 대한 정치
적 논평을 함께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며, 이에 대해서 악의적 공격 법리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해당 정당 대변인의 논평에 대하여 정
치적 주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사적 과장표현이 허용된다는 점이 위법성 판단의 고
려 요소로 언급되었다.651) 그리고 대법원은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 관하여는 그것
이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 사용에 의해 수사적으로 과장 표현된 경우라고 하더
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그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사실적
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정당의 정치적 주장 또는 논평도 일정한 특수성의 인
정과 함께 악의적 공격 법리의 틀 내로 들어오게 되었다.652)
한편 언론이나 정당에서의 공직자 등에 대한 비판이나 정치적 반대의견 표명에
사실의 적시가 일부 포함된 경우에는 단순한 의견표명을 넘어서 명예훼손의 인정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법원은 악의적 공격 법리의 취지를 고려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한다는 입장이다.653) 특히 정치적
이념에 대한 비판의 경우 평가적 요소를 수반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4) 언론사 간 소송
최근 언론사 간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데, 악의적 공격 법리는 언론사 간 소송에
서도 적용되고 있다.654) 예컨대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동아
일보 대 문화방송)655)을 통하여 “특히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
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
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의 보장은 다른 한편 타방 언론사의 언론자유를 제약하

651)
652)
653)
654)

655)

2004다69291 판결(이회창 대선후보 아들 병역비리 관련 민주당 논평 사건);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40907 판결(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 외압의혹설 정당 논평) 등.
예컨대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전북도지사 금품도난 사건) 참조.
예컨대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9291 판결(이회창 병풍 관련 사건) 참조.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언론사 간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하여 김재협, “언론사간 명예훼손소송의 면책기준”, 언론중재,
2003년 겨울호, 언론중재위원회, 2003, 31면 이하에서는 언론사는 다른 공적 인물보다 더 공공
적인 성격과 영향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면책범위를 넓게 보아야 한다고 한다.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방송사가 언론사의 주식투자 문제를 다루면서 특
정 신문사가 언론사로서의 힘을 이용하여 싼 이자로 돈을 대출받은 의혹이 있고 이 돈을 주식
에 투자하여 막대한 평가이익을 거두었다고 보도한 데 대하여, 위 방송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
한 사항으로서 사익적 동기가 다소 내포되어 있지만 그 주요 목적과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
한 것이고, 취득한 주식 수를 사실과 달리 보도하는 등 사소한 부분에 오류 내지 과장이 있으나
주요 부분에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
을 수긍한 사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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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
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시한 이래 이와 동일한 취지의 후속 판결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656)

(5)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비판
마지막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 표현에 악의적 공격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는 앞서 살펴본 공직자 개인에 대한 비판과
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이에 대한 대법원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향토
사학자 해직 기사가 시장의 정책을 비판한 것으로서, 이러한 기사에 악의적 공격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기사에 적
시된 ‘향토사학자 해직’ 등의 사실은 허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공소외인이 피해자에 의하여 사실상 해직된 것으로 피고인들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으며, 나아가 이 사건 기사는 시 개항 100주년 기념행
사 및 시민의 날 개정 등의 지역사회 현안 문제와 관련하여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
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비판을 한다는 공익적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비방의 목
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바
있다.657) 그리고 ‘매국적 행위’ 혹은 ‘국민의 혈세’, ‘농림부장관의 뒷주머니 용돈’
등과 같은 축협중앙회장의 농림부장관 정책에 대한 비판 기사에 악의적 공격 법리
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그 전체적인 내용의 해
석에 있어서는 농림부장관 개인에 대한 비방보다는 공적 기관으로서의 농림부의 구
체적 정책 혹은 그 방법론에 대한 비판을 주된 동기 내지 목적으로 하였다고 볼 여
지가 더 많고, 이는 위 광고의 게재에 이르게 된 것이 협동조합의 개혁에 관한 농
림부와의 의견대립에서 비롯되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
한 바 있다.658)
656) 예컨대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8262 판결(한겨례신문 대 조선일보),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75736 판결(동아일보 대 한겨레신문),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
53214 판결(오마이뉴스 대 조선일보 외. 진보논객 정치강연회 인용보도 사건),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KBS 대 미디어오늘),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다
29618 판결(언론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회사인 원고는 언론사에 준하는 지위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등 참조.
657)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향토사학자 해직 기사).
658)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그 밖에 이 사안 유형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로 대
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MBC PD 수첩 광우병 보도 사건)(문화
방송이 “PD수첩”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개정된 미
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국내에 들어오거나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고 미국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
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사안에서, 위 보도는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결과를
비판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함에도, 이를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라고 본 원심판
결을 파기한 사례(일부 표현에 대하여 다수의견은 의견표명이라고 보았지만 소수의견은 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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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 리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하여 헌법재판소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
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의 여부에 따라 헌법적 심사기준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라고 선언한 이래, 이른바 공적 인물 또는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표현의 경우
표현의 자유가 넓게 인정받게 되었다. 그 후 2000년대 들어서 학계에서는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해 미국 판례법상의 ‘현실적 악의’ 원칙의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실제 사건에서 증명책임과 관련하여 피고 측의 항변으로 원용되기도 하였으
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2003년 대법원 판결에서 피고의 위
법성 조각사유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 대하여 우선 공공적 · 사회적인 의미를 가
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 대한 심사기준의 차이를 언급한 후에 추가적으로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하여는 국민과 정당의 감시기능이 필요함에 비
추어 볼 때, 그 점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
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
는 공직자의 비리 의혹과 공직 수행의 공정성, 나아가 언론사간 소송에까지 확장하
게 된다.
‘악의적 공격’ 법리가 적용된 사안을 살펴보면 주로 정당(주로 야당)이나 언론이
공직자의 자질 또는 국가기관의 비리나 정치적 사안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
가 많은데, 이는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 · 비판 · 견제가 정당이나 언
론의 본연의 기능에 해당한다는 점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659), 이는 공직자에 대
한 언론보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대법원은 “공직자의
도덕성 ·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
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
적시로 보았다)),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방송국 프로듀서 등 피고인들이
특정 프로그램 방송보도를 통하여 이른바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의 협상단 대표와 주무부처
장관이 미국산 쇠고기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 부분 보도내용이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
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하였으며, 방송국 프로듀서 등 피고인들이 특정 프
로그램 방송보도를 통하여 이른바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의 협상단 대표와 주무부처 장관이
협상을 졸속으로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표현하는 등 자질 및 공직수행 자세를 비하하여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보도내용 중 일부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
고 하면서도 피고인들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등 참조.
659)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9291 판결(이회창 병풍 관련 정당대변인 발
표)은 “정당은 정책을 제시·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정권을 획득
하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의 형성에 직접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결사로서, 오늘날의 의회민주주의하에서 민주주의의 전제 요건인 동시에 정치과정과 정
치활동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정당활동의 자유도 이를 보장함에 있어 소홀
함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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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660)
한편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국민의 알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정당 또는 언론에 의한 공적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비판적 표현도 넓
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적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대단히 어렵
다는 점에서 이 문제에 관하여 대법원은 엄격한 증명이 아닌 구체적 정황 제시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증명책임을 완화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 정황의 제
시조차 없거나 그것이 정당한 언론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 공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II.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인정 기준
1. 공인의 의의 및 유형
(1) 공인의 의미
공인의 사전적 의미는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661) 이러한 의미에 따르
면 고위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등 공직자가 공인이나 공적 인물에 해당되는 점에 대
해서는 이론이 없다.662) 대법원 판결에서 공인 이론이 적용된 전형적인 경우를 보
아도 대통령, 국무총리, 도지사 등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이 있었는데663), 이
를 통해서도 고위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등 공직자가 공인이나 공적 인물에 해당되
660) 예컨대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MBC 대전 법조비리 보도 사건). 또한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MBC 시사매거진 2580 “마카오로 간 여인들 편)은 보다
구체적으로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을 그 사명의 하나로 하는
언론보도의 특성에 비추어, 언론보도의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인되지는 않
았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의 생활이나 공직 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의혹을 가
질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론보도를 통하여 위와 같은 의혹사항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행위는 언론자유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여 바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이 판결은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종래 국민적 관
심의 대상이 되면서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그 수사기관이 아니고서는 의
혹의 진위를 가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데도 수사내용에 대하여는 보안이 철저하게
지켜짐으로써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기에 아쉬움이 있었던 일이 없지 않았고 바로 이러한
경우에 정당이나 언론의 역할이 필요함은 우리의 경험으로 알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661)
https://ko.dict.naver.com/#/entry/koko/1be27bcac6644071adce992be1e8de96(최종방문일
:
2019년 10월 31일)
662) 김재형, “공인보도와 인격권”, 언론중재 2014년 겨울호, 언론중재위원회, 2014, 64면; 전원열,
명예훼손 불법행위에 있어서 위법성 요건의 재구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137면 이
하 등.
663)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그런데 인격권 침해사건에서 나타나는 공인 또는
공적 인물은 그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한다(김재형, “공인보도와 인격권”, 언론중재 2014년 겨울
호, 언론중재위원회, 2014, 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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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을 대법원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학계에서는 공인(public person)을 일반적으
로 공직자(public officer)와 공적 인물(public figure)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
다고 해석하기도 한다.664) 그리고 대법원 역시 판시내용을 통하여 사인과 구별되는
공인 또는 공적 인물 나아가서는 공적 존재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예컨대 원
고가 사회고발영화를 통해 한때 청소년 성범죄의 심각성 등에 관한 공적 논쟁을 불
러일으킨 사안에서 대법원은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일반 사인
인지, 공적 인물 중에서도 공직자나 정치인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인물인지, 단지 특정 시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관심을 끌게 된
데 지나지 않는 인물인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665), 최근의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
물”이라는 표현도 사용되고 있다. 또한 하급심 판결에서도 “공인”, “공적인 인물
(public figure)”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적이 있다.666)
그런데 대법원 판례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사인과 구별하여 공인, 공적 인물,
공적 존재 등이라는 표현을 혼용해서 사용할 뿐 공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제시
하고 있지 않으므로667), 공인과 공적 인물이 동의어인지 여부, 공직자나 공무원이
공적 인물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될 수 있다.668)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에 대
하여 학계에서는 보도에 있어서 언론은 법적으로 불안정하고 예측 가능성이 극히
664) 예컨대 한위수, “공인의 명예훼손소송 관련 국내판결의 경향”, 언론중재 2004년 봄호, 언론중재
위원회, 2004, 22면 주1 참조.
665)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영화감독 가정폭력 기사 사건)(“원고가 청소년
성범죄를 소재로 한 이른바 ‘사회 고발 영화’라고 할 수 있는 “△ △△△ △△”라는 영화를 연출
한 영화 감독으로서 그 영화를 통하여 한때 청소년 성범죄의 심각성 등에 관한 공적 논쟁을 불
러일으켜 일반의 관심을 끌었다 하더라도, 위 기사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위와 같이 사회적 관
심의 대상이 된 주제와는 거리가 먼 데다가 공공적·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공적인 관심 사안이
라기보다는 주로 원고 가정 내부의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일로서 원고의 인격권 내지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할 것이다”). 한편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이혼소송 주부 청부폭력 오보 사건)은 “원고 1과 망 소외 2는 평범한 시민으로서 어떠한
의미에서도 공적인 인물이 아닌 이상”이라고 판시하여 제한적 공적 인물 개념에 대한 암시를 하
고 있다.
666) 예컨대 서울고등법원 1994. 4. 14. 93나43059 판결(유명 여배우 불법 유학알선 혐의 보도 사
건. 방송)은 “원고는 영화배우 등으로 활동하는 연예인으로 일반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고 할 수 있는 이른바 공인이며”라고 설시하였으며, 서울지법 1997. 9. 3. 선고 96가합82966
판결(항소기각 확정)(방송기자 음주운전 방송사건)은 “원고는 티브이 뉴스 앵커를 지낸 국내 유
수 방송사의 (이하 생략) 차장으로서 중견 언론인인 동시에 방송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얼굴도
널리 알려져 있고, 원고와 같은 언론인은 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사회발전
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하고 있어 공무원의 공적인 역할 못지 않게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
으므로 우리 사회에서 공적인 인물이라고 봄이 상당하고···”라고 설시한 적이 있다.
667) 예컨대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은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
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인지”라고 하고 있다.
668) 이에 대하여 김재형, “공인보도와 인격권”, 언론중재 2014년 겨울호, 언론중재위원회, 2014, 64
면은 공직자(공무원)와 공적 인물을 구분하여 공적 인물은 공직자 이외에 사회적 영향력이 있
는 유명인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으며, 공적 존재는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단체를 의미하는 것
으로 사람이 아닌 단체를 지칭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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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지게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시되는가 하면669), 법원에서 공인의 정의를 내리
는 것이 적절한 이익형량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어렵고,
결국 법원이 공인이 누구인지 정의를 내리게 되면 법원은 부담히 대단히 클 수 밖
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공인을 범주화하여 상황에 따라 판단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실무가 측의 반대 견해670)도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공인에 대하여 대법원이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는 데에 근본적
인 원인이 있다.671) 그리고 이러한 원인의 근저에는 미국의 명예훼손법제와 우리나
라의 명예훼손법제 전개의 기초인 헌법 체계의 차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미
국수정헌법 제1조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가 우월적 기본권으로서 폭넓게 보장되는
미국 특유의 헌법 체계 아래 미국의 공인 이론이 원고가 공인인지 사인인지, 즉 원
고의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 명예훼손책임의 요건을 다르게 보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중 어느 한 쪽이 우위에 있지 않는 헌법 체계 아래
개별 사안별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에 관한 구체적인 이익 형량을 하는 개별적 접
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접근 방식에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
다. 다만 미국의 공인 이론을 일정 부분 수용하여 대법원이 사인과 구별되는 공인
또는 공적 인물을 언급하고 그에 대한 명예훼손 인정에 있어서도 사인과 심사기준
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판시한 점, 언론 내지 일반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인 또는 공적 인물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를 내리지 않
더라도 적어도 대법원 판례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근거로 공인 또는 공적 인
물에 해당되는 경우를 범주화 내지 유형화하여 제시하는 작업은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하기도 할 것이다.

669) 이재진, 언론과 공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8, 43면.
670) 유제민, “공인보도와 인격권”, 언론중재위 2014년도 정기세미나 종합자료집, 언론중재위원회,
2014, 67면 이하.
671) 물론 하급심 법원에서 공인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리고자 시도한 판결이 있다. 예컨대 서
울중앙지방법원은 공적 인물이란 “재능, 명성, 생할양식 때문에 또는 일반인이 그 행위, 인격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는 직업을 가졌다는 이유로 공적 인사가 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공직자,
정치인, 운동선수, 연예인 등 자의로 명사가 된 사람뿐 아니라 범인과 그 가족, 피의자 등 타의
로 유명인이 된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일정한 공적 논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
나 개입하여 비판적인 보도와 논평의 대상이 되는 위험을 감수한 사람도 공적 인물이라고 함과
더불어 공적 인물은 개인의 사적 영역이 공개되는 것에 대한 수인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고 판
시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8. 선고 2014가단123116 판결). 그러나 이 정의는
미국의 공인 이론에 근거한 설명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권의식이 커지면서 인권
보호라는 측면과 언론 자유의 보장이라는 측면을 비교형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리를 만들어
온, 즉 시대적 요청을 반영한 법원의 판결이 조금씩 나오면서 한국식의 관련 법리가 발전한 것
이므로(김시철, “언론출판의 자유와 인격권의 대립과 조화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미국의 언론출
판의 자유에 관한 우월적 지위이론, 현실적 악의 원칙 등에 관하여”, 저스티스, 제147호, 한국법
학원, 2015, 109면 이하),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한 공인에 대한 이론적 논의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이재진, 언론과 공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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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의 범주화 내지 유형화에 대한 논의
1) 공인의 범주화 내지 유형화를 정한 공적 기준 내지 자료
공인을 명확하게 범주화 내지 유형화해서 정한 공적 기준 내지 자료는 드물지만
몇 개 있다.
그 예로 우선 2010년 4월 23일 법무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인권 보호
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이하 ‘수사공보준칙’)을
들 수 있다.672) 수사공보준칙 제16조는 사건 관계인을 공개할 때에는 익명을 원칙
으로 하고 있지만673), 제17조는 예외적으로 실명 공개가 가능한 경우와 함께 공적
인물이 누구인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수사공보준칙 제17조(예외적 실명 공개)
①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오
해의 방지 또는 수사 및 보도의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실명과 구체적인 지위를 공개할 수 있다.
1. 수사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에 실명이 이미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
2. 사건관계인이 공적(公的) 인물인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공적 인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위 공직자
가. 차관급 이상의 입법부·사법부·행정부·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
소속 공무원
나. 국회의원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장
라. 교육감

672) 법무부 훈령 제774호, 2010. 4. 23. 일부개정.
673) 수사공보준칙 제16조(익명 원칙)
① 사건관계인을 공개하는 때에는 영문 알파벳 대문자를 이용하여 “A○○”, “B○○”와 같이 성명
을 표기하되, 실명을 추단할 수 있는 표현을 함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건관계인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나이 및 직업을 공개할 수 있고, 그 방법은 다
음 각 호의 경우와 같다(제2호는 직무 관련 범죄인 경우에 한한다).
1. A○○(35세, 회사원)
2. B○○(40세, C제약회사 경리부장)
③ 수사사건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기업에 대하여도 익명을 사용한다.
④ 제3항의 경우 한글 자음을 이용하고 기업 또는 기관의 주목적을 병기하는 방법으로 “D건설
주식회사”와 같이 표기하되, 기업 또는 기관의 실명을 추단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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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치안감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바. 지방국세청장 이상 및 이에 준하는 국세청 소속 공무원
사. 대통령실 비서관 이상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아.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서 대통
령이 임명하는 자
2. 정당의 대표, 최고위원 및 이에 준하는 정치인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
이 지정한 대규모 공공기관의 장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기관의 장
5.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기업 또는 기업집단의 대표이사
6.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직 중 어느 하나에 있었던 자
③ 제2항에 열거된 기관 또는 기업에 대하여는 오해의 방지 또는 수사 및 보
도의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실명을 공개할 수 있다.
수사공보준칙상의 공적 인물은 동 준칙 제17조 제2항에 따라 고위 공직자 및 정
당 대표나 대규모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장 등으로 후술하는 학설상의 논의에 비하
여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그 이유는 수사공보준칙의 목적이 ‘보도나 촬영이
허용되는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공적 인물을 규정한 것이어서 본질적으로 그 범
위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674) 따라서 수사공보준칙상의 공
적 인물 관련 규정을 공인의 범주화 내지 유형화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공인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는 다른 자료로 언론중재위원회가 매년
발간하는 ‘언론관련 판결 분석 보고서’가 있다.675) 이 보고서는 원고의 유형별 분류
를 위하여 공인 여부를 코딩하고 있는데676), 이를 통하여 언론의 공인의 유형에 대
한 인식이 어떠한지도 대략적이나마 살펴볼 수 있다. 언론관련 판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인이란 고위 공직자와 공적 인물을 의미하며, 판결에서 고위 공직자나 공
적 인물이라고 명시되었거나 암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동안 판례나 학설에서 꾸준
히 공인으로 분류된 인물도 범주에 포함시켰다.677)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고위 공직
자’는 판결에서 언급된 경우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상의 공직자678)를 의미하며,
674) 박아란 · 김민정 · 최지선, 공인 보도와 언론의 자유, 한국언론진흥재단, 2017, 11면.
675) 최근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발간한 보고서는 2019년 7월 1일에 발간된 ‘2018년도 언론관련판
결 분석보고서’가 있다.
676) 2018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2019, 7면.
677) 2018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2019, 7면.
678)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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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인물’이란 정치인, 전문인, 언론인, 기업인, 연예인 등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
물 또는 단체의 대표 등으로 그 활동이 공적 관심사인 사람을 의미한다.679)
이러한 공인의 범주에 따를 때 2018년 선고된 전체 언론 관련 판결 224건 중 고
위 공직자에 의하여 제기된 사건이 19건, 공적 인물에 의하여 제기된 사건이 42건
이었는데, 이는 전체 언론 관련 판결 224건 중에서 27.3%인 61건이 공인에 의하여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라고 이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680)
또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원고 유형별 소송 결과는 고위 공직자가 승소한 건수가
9건, 공적 인물이 승소한 건수가 21건으로서, 총 224건의 소송 중 30건에서 공인
이 승소(13.39%)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적 인물이 제기한 소송 42건 중 21건
에서 승소한 점, 고위 공직자가 제기한 소송 19건 중 9건에서 승소한 점을 고려할
때 공인이 언론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681)
마지막으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규정 제5조682) 제2항은 “임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1.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
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
함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5. 법관 및 검사
6.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7.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8. 교육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대학원장ㆍ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
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
9.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10.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
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
원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의 장ㆍ부기관장ㆍ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ㆍ부총재ㆍ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
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2.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
13.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② 삭제
679) 2018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2019, 7면.
680) 2018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2019, 13면.
681) 2018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2019, 22면에 따르면 원고 유형에 따른
승소율은 개인의 경우 공적 인물 50%, 고위 공직자 47.4%, 일반인 46.2%의 순으로 나타났으
며, 단체의 경우에는 1건에 불과한 정당을 제외하면 시민단체의 승소율이 1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해당 건수가 3건에 불과했고, 언론사가 원고인 사건의 승소율은 40.0%로 분석되었
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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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
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
로 본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에서 공인의 범주에 대하여 KISO가 발간한 ‘정책규정
해설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공적 존재 또는 공인보다 좁은 개념’이라고 한
다.683) 공적 존재라는 점에 관하여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특히 국민의 감시와 비판
의 대상이 되어야 할 존재인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경우로 한정하였다. 이들에
대한 게시물이 그 공인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인 경우에는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므로, 그 적용대상
인 공인의 범위를 좁게 설정한 것이다.684) 참고로 KISO 정책규정상 정무직 등 공
인의 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685)

구분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임명에 국회의

적용대상
대통령(헌법 제67조 제1항), 국회의원(헌법 제41조 제
1항), 자치단체장(지방자치법 제94조), 지방 의회의원
(지방자치법 제31조), 교육감(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
률 제43조), 교육위원(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51
조)
대법원장(헌법 제104조 제1항), 대법관(헌법 제104조

동의를 필요로 하는

제2항), 헌법재판소장(헌법 제111조 제4항), 감사원장

경우

(헌법 제98조 제2항), 국무총리(헌법 제86조 제1항), 원

682) KISO의 정책규정 제5조(처리의 제한)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등 요청의 주체가 아닌 것으로 간주한
다. 다만, 단체의 장 및 구성원 개인은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
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③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도 그가 공직자, 언론사 등일 경우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게시물의 내용이 그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임시조치 등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1. 게시물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
2. 게시물의 내용 자체 또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정황에 의해 그 게시물의 내용이 해당
공직자 등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의 공인 및 공직자 등이 공적 지위를 벗어난 때에도 해당 지위에 있을 때 발
생한 공적 업무는 공적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
현만을 한 경우에는 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다.
683) 2018 KISO 정책규정 해설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2018, 55면.
684) 2018 KISO 정책규정 해설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2018, 55면. 참고로 이 기준은
2009년 6월 29일자 제2호 정책에서 결정된 것이다.
685) 이하의 표는 2018 KISO 정책규정 해설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2018, 57면 이하를 참
조하여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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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元帥)(군인사법 제17조의2 제2항)
‘정부조직법’상 정무직 공무원
국무위원(제12조 제3항), 대통령 비서실장(제14조 제
2항), 국가안보실장(제15조 제2항), 대통령경호실장(제
16조 제2항), 국무조정실장 · 차장(제20조 제2항, 제3
항), 국무 총리비서실장(제21조 제2항), 국민안전처 차
관(제22조의2 제2항), 인사혁신처장(제22조의3 제2항),
법제처장(제23조 제2항), 국가보훈처장(제24조 제2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25조 제2항), 행정각부 차관(제
26조 제2항), 국세청장(제27조 제4항), 관세청장(제27
조 제6항), 조달청장(제27조 제8항), 통계청장(제27조
제10항), 병무청장(제33조 제4항), 방위사업청장(제33
조 제6항), 문화재청장(제35조 제4항), 농촌진흥청장(제
36조 제4항), 산림청장(제36조 제6항), 중소기업청장(제
법률에 정무직으로
지정한 공무원

37조 제4항), 특허청장(제37조 제6항), 기상청장(제39
조 제3항)
헌법재판관(헌법재판소법 제15조), 헌법재판소 사무차
장(헌법재판소법 제18조 제1항, 제2항), 감사위원(감사
원법 제5조 제2항), 감사원 사무총장(감사원법 제19조
제1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선거관리위원회
법 제12조 제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사무
차장(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 제4항, 제6항), 국가정보
원장, 차장(국가정보원법 제7조 제2항, 제3항), 대통령
경호실 차장(대통령 등의 경호에 대한 법률 제3조 제3
항), 국회사무총장(국회사무처법 제4조 제2항), 국회사
무처입법차장 · 사무차장(국회사무처법 제5조 제2항),
국회의장 비서실장(국회사무처법 제6조 제2항), 국회 예
산정책처장(국회예산정책처법 제4조 제1항), 국회입법조
사처장(국회입법조사처법 제4조 제1항), 국회도서관장
(국회도서관법 제4조 제2항)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대통령비서실 직제 제4조

대통령령에
정무직으로 정한 자

제2항), 대통령 경호실차장(대통령 경호실과 그 소속기
관 직제 제4조 제2항), 국가안보실 차장(국가안보실 직
제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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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 결정상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
그 밖에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으로
볼 수 있는 자

외국 주재 대사(2013심45), 정당(2013심40), 국립대
학교 및 총장(심의 제2011-06-01-02), 대통령 후보자
(2012심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참
의장, 각 군 참모총장

2) 학설상의 논의
전술한 시각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공인을 범주화 내지 유형화하여 이
해하려는 시도는 학설상으로도 주장되고 있다. 예컨대 공인의 범주를 정치인과 공
무원, 공인, 기업인, 사회단체의 지도자, 유명인으로 구분하는 견해686), 공인의 범주
를 정치인, 공무원, 공무원과 정치인의 친인척, 연예인, 기업인, 언론인으로 구분하
는 견해687), 언론매체에 대한 접근 용이성과 개인의 행위가 사회의 공적 관심사와
직접적으로 상호 연관되어 있는가를 공인 유형 판단 기준으로 삼고, 이 기준을 바
탕으로 공인의 범주를 정치인, 공무원, 공적 인물, 경제 및 사회 지도자, 유명인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공인을 구분하는 견해688), 미국의 경우에 공인이 어떻게 정의
되고 범주화되는가에 따라서 한국의 공인을 범주화하려고 시도하는 견해689) 등이
주장되고 있다. 이 중 마지막 견해는 한국과 미국의 법원 판결에서 나타난 다양한
형태의 공인들을 언론매체에 대한 접근 자발성을 한 축으로 하고 정책 결정이나 자
원 분배에 있어서의 영향력을 또 다른 축으로 할 때 자발적 · 정치적 공인(공직자,
정치인, 정당 등), 자발적 · 비정치적 공인(연예인, 스포츠 스타), 비자발적 · 정치
적 공인(기업 대표, 문화계 인물), 그리고 비자발적 · 비정치적 공인(범죄 연루자,
피해자)으로 구분한다. 이 구분에 따르면 자발적 · 정치적 공인의 경우 개인의 사생
활 보호 정도가 가장 낮은 반면, 비자발적 · 비정치적 공인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욱 많은 보호를 받게 된다. 즉 정치인들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는 일반인이나 범
죄 혐의자보다 덜 보호받게 된다는 것이다.690) 그 후 이 견해는 공인의 범주화를
686) 한상범, “보도와 공인 · 유명인”, 언론중재 1986년 여름호, 언론중재위원회, 1986. 여기에서 그
는 정치인에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은 물론 그 후보자나 관련 직책 담당자가 포함되며, 공무원에
는 행정부 일반 직원부터 별정직 법관과 검찰 및 교원 등의 범위를 포괄하고, 공인에는 교원과
의사, 약사, 변호사, 성직자, 문화예술인과 언론인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노조 지도자
를 포함하는 기업인과 사회단체의 지도자나 운동선수나 배우 등 유명인까지 공인의 범주에 포
함된다고 주장하였다.
687) 한위수,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비교법적 일고찰-‘현실적 악의 원칙(actual malice rule)’을 중
심으로-”, 언론과 법 창간호(제1호), 한국언론법학회, 2002, 147면 주2.
688) 이재진 · 이성훈, “명예훼손 소송의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공익성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
학보, 통권 제20호, 한국언론정보학회, 2003, 141면 이하.
689) 이승선, “연예인의 인격권 침해유형과 언론소송에 있어서 ‘공적 지위’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
방송학보 18권 3호, 한국방송학회, 2004, 306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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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켜서 공인을 언론에 대한 노출의 자발성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제공되거나 자원을 보유한 경우, 즉 정치성을 기준으로 자발적 · 정치적 공인(공직
자, 선출직 공무원, 법조계 인사, 언론 종사자, 고위직 군경간부 등), 비자발적 · 정
치적 공인(대기업경영진, 대학교수, 성직자, 문화계 고위인사, 병원장급 인사 등),
자발적 · 비정치적 공인(탤런트, 가수, 모델, 배우, 스포츠 스타 등), 비자발적 · 비
정치적-우연한 공인(사회적으로 알려진 범죄 피해자, 가해자, 사회적 관심 대상자
등), 경계영역적 인물(하위직 공무원, 규모가 작은 문화단체나 기관 운영자 등. 이
영역에 속하는 인물들은 상황에 따라서 공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로 구분함으로
써 기존의 견해를 발전시켰다.691) 이 견해는 그 후 공인의 유형화 내지 범주화하려
는 견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후속 견해들은 대체로 이 견해의 분류를 따르
면서 그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는 경향을 보인다. 그 예로 공인 또는 공적 인물의
범위를 ‘유명인’에까지 확장하는 견해692), 국내의 공인 분류에 대한 기존 연구를 종
합하여 정치인, 공직자, 연예인, 스포츠 선수, 기업인, 언론사/언론인, 사회운동단체,
종교 지도자, 범죄자, 유명인 등이 공인 유형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규명
하면서 유명인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도 공인에 포함시키는 견해693) 등을 들 수
있다.
3) 정 리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인에 대해서 대법원은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는 태도에 대하여 학계와 실무계의 평가는 상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미국의 공인 이론을 일정 부분 수용하여 대법원이 사인과 구별되는 공인 또
는 공적 인물을 언급하고 그에 대한 명예훼손 인정에 있어서도 사인과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판시한 점, 언론 내지 일반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하
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인 또는 공적 인물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를 내리지 않더
라도 적어도 대법원 판례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근거로 공인 또는 공적 인물
에 해당되는 경우를 범주화 내지 유형화하여 제시하는 작업은 의미가 있을 뿐만 아
니라 필요하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서인지 공인을 명확하게 범
690) 이승선, “연예인의 인격권 침해유형과 언론소송에 있어서 ‘공적 지위’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
방송학보 18권 3호, 한국방송학회, 2004, 306면 이하.
691) 이승선, “‘공적인물’이 청구한 명예훼손 소송의 특성과 함의: 방송사 사건을 중심으로”,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제8권 제1호, 방송문화진흥회, 2007, 96면 이하 참조.
692) 이 견해에 따르면 유명인인 스타 또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종사자들이 사회적 유명세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큰 이익을 얻는다는 측면에서 공인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한다(윤성옥, “한국 스
타의 권리 상품화에 관한 연구: 1990년~2007년까지 스타의 권리 분쟁 사건을 중심으로”, 방송
문화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방송공사, 2007, 91면 이하 참조).
693) 이재진 · 이창훈, “법원과 언론의 공인 개념 및 입증책임에 대한 인식적 차이 연구”, 미디어 경
제와 문화, 제8권 제3호, (주)에스비에스, 2010, 23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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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화 내지 유형화하는 시도로서 ‘수사공보준칙’이나 KISO 정책규정, 언론중재위원
회에서 매년 발간하는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등과 같은 공적 기준 내지 자료,
학설의 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수사공보준칙’이나 KISO 정책규정은
공인의 범주를 직군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주로 정무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공인 여부를 정하고 있다. 이는 공인의 범주를 명확하게 하여 촬영 및 보도 허가나
임시조치 허용과 관련된 논란의 여지를 줄이려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학설상 공인
으로 해석되는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을 그 범주에서 제외하여 공인의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한 점에서 공인의 범주화 내지 유형화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
으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가 판례 및 학설상 인
정되는 공인의 범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점에서 공인의 범주화 내지 유형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있어서 보다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3) 판례에서 나타난 공인 및 공인의 범주
1) 판례에서 나타난 공인에 대한 이해
(가) 명예훼손과 관련된 판결에서 법원이 공인을 언급하고 이를 일종의 면책사유
로 고려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였으며, 이후 법원은 공인에 대한 보도
의 범위를 점점 확장하는 판결을 내렸다. 물론 1960년부터 2000년 상반기까지 공
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공인’ 개념을 수용한 대법원 판례는 없었으며, 공무
원과 국회의원이 관련된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공인에 대한 정의 없이 “공인에 관한
명예훼손을 일반 사인과 다르게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간단하게 판시하였을
뿐이었다.694)
이와 같이 과거 우리나라의 법원은 공인 이론을 수용하는 데에 적극적이지 않았
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태도의 변화를 보인다. 물론 대법원은 공인 이론을 받
아들이는 데에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지만695), ‘명예훼손 소송에서 공인과 사인을 달
리 취급해야 할 필요성’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대법원은 범죄 사건
의 보도에 있어서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가 공적인 인물이 아니면 그 신원을 명시하
는 것이 공공성을 가질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공인을 사인과 다르게 취급하기 시
작하였다.696)
694)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07 판결 등.
695)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07 판결 등.
696)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소위 ‘범죄 사건의 익명 보도의 원칙’을 확립한 판
례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공인 여부는 상당성의 고려 대상이 아니라 공공성의 고려 대상이었
다는 점에서 공인에 대한 허위보도를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공인 이
론은 이 사건에서도 다루어지지 않았다(이재진, 언론과 공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8, 103면
참조).

189

그런데 대법원의 소극적 태도와 달리 헌법재판소는 공인 이론을 일부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헌법재판소는 “신문 보도의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
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의 여부에 따라 헌법적 심사 기준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과 관련된 명예훼손적
표현은 그 제한이 더 완화되어야 하며, 개별 사례에서의 이익 형량에 따라 그 결론
도 달라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697)
(나)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여전히 피해자가 공인인지
여부는 ‘익명 보도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만 고려하였으며, 공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명예가 더욱 크게 훼손되었다고 보는 경향이 지속되었다. 그 결과 명예훼손 소송에
있어서 공직자의 승소율이 일반인보다 월등히 높고, 인용되는 손해배상액도 사인보
다 훨씬 많아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는 한 공
직자는 자기에게 불리한 보도가 나오면 명예훼손 소송에 의존하게 되고, 해당 언론
사는 보도의 진실성 혹은 상당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툴 수 밖에 없게 되었다.698)
물론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후에 선고된 재판례 중 하급심 판결은 구체
적으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를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
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이익형량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
다.699) 이에 따르면 보도의 내용이나 방향이 어느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비난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면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특히 공
익성이 강조되는 범죄 관련 보도의 경우에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에 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700)
또한 하급심 판례는 공적 인물(공적 존재)에는 “국가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한
비판적 · 경고적 기능을 수행하는 등 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언론사”, “국가 · 사회
적 영향력이 커 그 활동 자체가 공적 관심사인 민노총, 전교조” 등을 포함시키는 판
결을 내린 바 있다.701)
697)
698)
699)
700)
701)

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결정.
이재진, 언론과 공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8, 103-104면.
서울지방법원 2001. 8. 22. 선고 98가합107982 판결.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1. 12. 19. 선고 2001가합8399 판결; 서울지방법원 1999. 10. 22. 선고 99나
49001 판결 등. 그런데 이러한 판례들에 대해서는 공적 인물로 분류가 가능한 사람들이 제기한
소송 중에서 개인이 실명으로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의 직업 집단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도 있고, 사실을 적시한 스트레이트 기사가 아니라 사설 또는 논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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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2년을 기점으로 하여 현재까지 명예훼손 소송에서 대법원은 언론의 사
회적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고려하면서 공인에 대한 보도의 폭을 넓히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대법원은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고려하는데 특히 공인
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자유로워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예컨대 대법원은 “특히 공
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하여는 국민과 정당의 감시 기능이 필요함에 비추어 볼
때, 그 점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안된다”라고 판시하기에 이르렀다.702) 그리고 이 판
결에서 대법원은 언론 보도의 명예훼손 피해자가 공적인 인물인지, 사적인 인물인
지 여부, 보도 내용이 공적 사안인지 사적 사안인지 여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보
도라는 위험을 자초하였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언론의 명예훼손책임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703) 결국 이러한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공인, 특히 그 중에서도
공직자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은 예전에 비해 상당히 폭 넓게 보호받게 되었
다.704)
특히 공인의 범주와 관련하여 하급심 법원은 공무원이 공인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보다 세분화하여 기능적 정의를 제시하고 “공무원이라고 하여 국가의 정책 방향을
정하는 지위에 있다거나 선출직에 종사하여 그 활동이 일정 지역사회나 국가적인
관심사에 해당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 그 활동 상황을 사회에 알릴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정되어야 ‘공인’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라고 규정하였으며, 공인의 범주
에 “다른 공적 인물에 비하여도 더욱 엄격한 도덕적 · 법적 잣대가 필요한 국회의
원”을, 공적 인물의 범주에는 “다수에 대한 영향력이 큰 종교 지도자”, “유명 연예인
으로 인기를 누리는 스타 가수” 등을 포함시켰다.705)
(라)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 대법원은 2002년부터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분
야에서 새로운 법리를 전개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다. 예컨대 피고가 1997년
2월호 월간 ‘한국논단’에 “노동운동인가, 노동당운동인가?”라는 제목 하에 원고 전국

702)
703)
704)

705)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도 있는 점에서 언론사의 공정한 논평(fair comment)의 자
유 및 권리를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지, 특정 공무원의 공적 임무와 관련된 소송의 경우에 국민
의 알 권리와 명예훼손의 법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한다(이재
진, 언론과 공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8, 105면 참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
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
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이에 대하여 이재진, 언론과 공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8, 106면은 우리 대법원이 드디어 미
국의 현실적 악의 법리(미국의 공인 이론)의 취지를 강하게 내포한 ‘공적 인물 · 공적 사안’의
법리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평가한다.
서울지방법원 2002. 1. 16. 선고 98가합111257 판결. 이 판결에 대하여 이재진, 언론과 공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8, 107면은 미디어 등을 통해서 대중의 주의를 끌고자 하거나 빈번한
노출을 통하여 유명해진 인물까지 공인에 포함시킴으로써 점차 공인의 폭을 확장하는 경향을
우리 법원이 보이게 되었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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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한다)은 불법단체, 불법불순세력으로서 계
급투쟁으로 궁극적으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정부를 전복하는 활동을 하여 북한
조선노동당의 이익을 위한 노동당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한
사안706)에서 대법원은 “언론 · 출판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 바,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
지, 그 표현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
에 관한 것으로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 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 기준
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설시하면서 “공공적 ·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 또한 고려되
어야 한다. … 당해 표현이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인 경우, 그 공적
인 존재가 가진 국가 · 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
은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707) 그리고 대법원은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
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증명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는 원
칙을 재확인하면서, 특히 좌와 우의 이념 문제에 대하여는 표현의 자유는 폭 넓게
보장되어야 하고 이에 관한 일방의 타방에 대한 공격이 타방의 기본 입장을 왜곡시
키는 것이 아닌 한 부분적인 오류나 다소의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섣불
리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하여서는 안된다고 판시하였다.708)
(마) 한편 대법원은 2002년 이후 악의적 공격 법리를 제시하였는데, 이 법리는
706) 이른바 민노총 보도 사건으로서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기사 내용이 진실하다고 볼 증거가 없
고,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로 기사의 근거로
든 모 수사기관의 정보도 그 구체적인 수사기관의 명칭, 취재 경위, 이 사건 각 기사와 관련된
해당 수사 자료를 피고들이 제시하지 못해서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
가 없는 점 등을 들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다.
707)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708)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3다34013 판결;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
49474 판결 등.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이재진, 언론과 공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8,
108면 이하는 우리 판례가 이념이 공방의 대상이 된 경우에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
여야 함을 선언하고 있는데, 허용되는 오류나 과장의 범위에 대해서 ‘타방의 기본입장을 왜곡시
키는 것이 아닌 한’이라는 추상적인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 아쉽지만, 그 내용은 앞으로
의 판례의 축적에 의하여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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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판결에 의하여 반복해서 제시되었으며, 이 법리의 적용 기준에 대해서도 판시
하였다.
예컨대 대법원은 “언론 · 출판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
서 표현된 내용이 공적 · 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경우와는 달리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 청렴성이나 그 업무 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
되어서는 안된다”고 판시하였다.709) 또한 대법원은 악의적 공격 법리와 관련하여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
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
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
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하
였다.710)
그리고 대법원은 검찰 등 국가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그 직무집행이나 업무 처리
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
다고 판시하였는데711), 특히 대통령 선거에 미칠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사건에 관
한 검찰 직무 집행의 적법성 · 공정성에 대한 정당의 감시기능은 정당의 중요한 임
무 중의 하나이므로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보장되어야 하고, 정당이 위와 같
은 사항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을 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공직
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여 곧바로 공직자에 대한 명예
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심
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한 쉽게 제한하여서는 안된
다고 하였다.712)
나아가 대법원은 그러한 발언이 공직자에 대한 감시 · 비판을 벗어나 악의적이거
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는 그 발언의 내용이나 표
현 방식, 의혹 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그 밖의 주위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713)
709)
710)
711)
712)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등.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8579 판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다28619 판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713) 즉 언론 · 출판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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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참고로 현재까지 기업과 관련하여 공인이나 공적 인물을 적용한 사례는 보
이지 않지만, ‘공적 존재’라는 용어 속에 국가기관 등에 비판적 · 경고적 기능을 수
행하는 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언론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기준을 적
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기업으로서의 언론사가 명예훼손 소송의 원고가 되
는 경우에 언론사는 일반기업과는 다른 기준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14)

2) 판례에서 나타난 공인의 범주에 대한 이해
(가) 개 관
대법원은 공인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범주화하여 사건의 성격에 따라 공인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점은 전술한 바와 같다. 이러한 상황
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공인의 범주화 내지 유형화를 시도하려는 논의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하여 공인과 관련된 판례에 적용하면 몇 가지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특성은 후술하는 공인의 범주화 내지 유형화에 따른 판례
를 소개하면서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지만, 그에 앞서 판례의 특성을 밝히면 다음
과 같다.
첫째, 판례는 공인을 고위 공무원, 공직자, 공인, 공적 인물, 공적 존재, 유명 연예
인, 사망한 전직 대통령 등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715)
둘째, 그밖에 인기 연예인이나 인기 방송인의 경우에도 판례는 공인으로 보고 있
으며, 그룹 부회장, 방송사 국장, 언론사 대표에 대해서도 공인으로 인정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전술한 사람들 이외의 경우에는 공인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의 입장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여기에서 사건의 성격에 따라 공인 여부를 구
체적으로 파악하려는 대법원의 기본적 시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전술한 공인의 범주화 내지 유형화를 시도한 논의들을 토대로 공인을
범주화 내지 유형화한 후 이들에 대하여 판례가 공인으로 인정했는지 여부를 살펴
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경우와는 달리 언론의 자유
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이재진, 언론과 공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8, 110
면).
714) 이재진 · 최진호, “언론사 간 명예훼손 소송에서 나타난 법원의 언론비평 및 언론사의 지위와 표
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 연구”, 언론과 사회 제23권 제1호,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2015, 96면
이하.
715) 판결문에 따르면 공무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속하는 사람들을 공인으로 보고 있으며,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공인으로 인정하고 있
다. 그리고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판결은 사망한 전직 대통령을 공인으로
인정하였다.

194

보기로 한다.

(나) 공인으로 인정한 판례
가) 정치인 및 공직자
판례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공인이다. 이는 하급심 법원도 대법원도 동일하게 해
석한다.716) 예컨대 서울고등법원은 “국회의원인 원고는 공인이고 그 내용 또한 직
무와 관련된 공적인 내용”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717) 그리고 국회의원 재선거 운동
기간 중 지역신문이 그 지역에 출마한 타 후보와 원고를 비교하는 기획 · 논평기사
를 게재하였는데, 원고는 이 기사가 원고를 낙선시킬 가해 의도를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토대로 원고에게 불리하고 불공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
에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발행 · 배포된 지역신문의 기사 내용에 후보자의 사
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는 경우에 명예훼손이 성립하
지 않는다고 판결하여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여기에서 법원은 원고와 같이 국회
의원에 입후보한 사람은 이른바 공적인 인물로 스스로 자신을 정치계라는 공적인
비판대에 올려놓아 이미 어느 정도 명예훼손의 위험성을 감수해야 한다고 판시함으
로써 선출직 공직자(후보자)가 공인에 해당되는 근거를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하였
다.718)
또한 대법원에 의하면 선출직 공직자도 정치인과 유사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
716) 서울고등법원 2012. 6. 1. 선고 2012나8354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4다220798
판결은 국회의원이던 甲이 당시 인천광역시장이던 乙을 비판하면서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丙 국회의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성명서를 발
표하자, 丙이 위 표현행위로 인격권을 침해당하였다며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甲이 위 성명
서에서 丙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표현한 것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
하여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丙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717) 서울고등법원 2007. 9. 19. 선고 2006나10606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6. 1. 선고 2012나
8354 판결은 국회의원인 원고가 “정신대는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상업적 매춘이자 공
창제였다”고 언급한 것처럼 보도하는 바람에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명예훼손에 기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기사는 국회의원인 원고의 공인으로서의 역사관에 대
한 비판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
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원고가 공인임을 인정하였지만, 사건 기사가 악의
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을 정도로까지 보인다며 원고의 손해배상청
구를 인용하였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에도 정치인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해석된다(이재
진, 언론과 공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8, 115면). 이와 관련하여 원고(강원도의회 의원)가
김일성의 죽음을 ‘애도’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바가 없음에도 언론 보도에 ‘김일성 애도편지’라는
제목을 사용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편지의 인사말에
‘조문’의 뜻이 담겨 있고, 이 편지가 애도가 주된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 공적 토론
의 쟁점이었던 애도의 뜻이 담긴 인사말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신문사가 사건의 성격을 ‘김일성
사망 애도 편지’라고 규정한 것이 비합리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헌법재판손 1999. 6. 24. 선고 97헌마265결정(기각)).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7.
12. 선고 2013가합30936 판결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공직자에 준하는 지위를 부
여하였다.
7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98. 4. 3. 선고 97가합24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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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719) 예컨대 성남시 시의원인 원고의 폭언을 언론이 그대로 인용보도
한 데 대하여 인격권이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사
건에서 대법원은 고소인의 폭언 중 일부를 그대로 인용하는 형식을 취한 것은 기사
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분을 삭이지 못했다”, “괘씸죄에 해당”,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등과 같은 표현 역시 기사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고
소인의 욕설 등 부적절한 언행을 지적 · 비판함으로써 시의회의원들로 하여금 공직
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언행을 시정토록 하기 위한 데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공직자의 공적 활동과 관련된 언행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 보장을 위한 방법이라
고 판시하였다.720) 그리고 고양시 시의원인 원고가 회식 자리에서 고양시의회 사무
국 여직원을 성추행하였고, 시청 여성 공무원을 성희롱하였다는 허위보도로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원
고는 시의원으로서 공직자에 해당되고 이 사건 기사는 원고의 도덕성 내지 청렴성
등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기사가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
은 공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
이라고 판시하여 원고를 공인으로 인정하였다.721)
그리고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사망한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도 공인
으로 인정되었다.722) 즉 방송법에서 정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자 퍼블릭 액세스
(Public Access, 시청작 제작 영상물 방송) 전문 텔레비전 채널을 운영하는 법인인
원고가 위 채널을 통하여 시청자인 사단법인들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들723)을 수십 회 방송하였는데, 피고가 이 방송들이 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724)
719) 서울고등법원 2011. 12. 9. 선고 2008나4683 판결은 원고가 하남시 시의원 시절 하남시 미관
지구에서의 용도 변경 제한과 관련된 조례의 제정이 지연된 틈을 타서 불법 특혜로 건물의 용
도 변경을 받았고, 위법하게 증축허가를 받았다는 등의 사실이 아닌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
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기사는 하남시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과
공직자인 원고의 시의원으로서의 행위에 대한 감시 및 하남시민 등의 알 권리와 관련된 것으로
그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원고를 공직자로 인정하였지만, “이 사건 기사는 정당한 언론 호라동
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여진다”며 정
정보도와 함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였다.
720)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도3112 판결.
7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 12. 21. 선고 2012가단6328 판결. 이러한 판단에 따라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이 사건 기사가 구체적인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원고를 악의적으로 모함
하는 것이거나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
로 평가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밖에 야당의 전남도당 공동위원
장이 공적 인물에 해당된다는 서울고등법원 2010. 1. 13. 선고 2009나28099 판결 참조.
722)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판결[제재조치명령의 취소]. 또한 이 사건에서 대법
원은 사망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방송의 경우에 표현의 자유가 넓게 보호되어야 하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즉 “특히 적시된 사실이 역사적 사실인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
차 사자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하고, 또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도 한계가 있어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
니한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723) 이 사건에서 문제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 중 하나는 사망한 이○○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13
개 정도의 에피소드를 삽입하여 이를 토대로 이○○ 전직 대통령을 재평가하는 내용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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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객관성과 공정성에 관한 제9조 제1항, 제2항, 제14조 및 사자(死者) 명예존중에
관한 제20조725)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3호, 제4
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명하고 이러한 제재조치를 받은 사실에 대한 고지 방송을 명한 데 대해서(이하 피
고의 제재조치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제재처분’이라고 한다) 원고가 불복하여 이 사
건 각 제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문
제된 방송들은 공적 인물과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 판단하면서726), 방송 내
용에서 나타난 사망한 전직 대통령들을 역사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인으로 인정
하였다.727)

나) 고위 공무원 및 정부기관의 장
대법원은 이하에서 소개하는 재판례에 비추어 볼 때 고위 공무원 및 정부기관의
장이 공인에 해당함을 인정한 후 공직자(공무원)의 인격권과 언론 보도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에 대체로 언론 보도의 자유를 상위의 가치로 비교 형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728) 예컨대 대법원은 원고(부장검사)가 자신의 사건 처리에 불만을 가
진 정치인의 기자회견이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정치인의 기자회견 내용 중에 개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처리와 세무조사에 대한 불
만과 항의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경위나 그 내
용의 전체적인 취지로 보아 그 주목적은 개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검

724)
725)

726)

727)

728)

되어 있었으며, 다른 하나는 미국에서 작성된 프레이저 보고서의 내용에 기초하여 한국의 경제
발전이 주로 미국의 동아시아 반공정책에 의해 수출주도형으로 전환됨에 따른 결과라는 견해에
서 사망한 박○○ 전직 대통령을 재평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014년 1월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심의규정’이
라고 한다.
구 심의규정[명예훼손 금지] ① 방송은 타인(자연인과 법인,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은 사자(死者)의 명예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예외로 한
다.
이를 전제로 대법원은 “이 사건 각 방송은 역사적 사실과 인물에 대한 논쟁과 재평가를 목적으
로 하고 있으므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외국 정부의 공식 문서와
신문기사, 관련자 및 전문가와의 인터뷰 등을 기초로 하였다는 점에서 진실과 다소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하여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인 상당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방송 중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하여 ‘악질 친일파, A급
민족반역자, 돌대가리, 썩은 대가리’ 등과 같은 표현이 사용된 부분과 박○○ 전직 대통령을
Snake Park(스네이크 박)으로 표현하면서 박○○ 전직 대통령의 사진을 뱀 사진과 나란히 편집
한 부분은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할 여지는 있지만, 사실 적시를 요하는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범주에 속하는 공직자와 관련된 대부분의 판례가 법원에서 언론의 증명책임을 완화시켜 주는
시기인 2002년 이후에 나오는데 이는 공인과 관련된 연구와 판례가 어느 정도 축적되던 시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이승선, “명예훼손 사건에서 공직자의 이중적 지위, 법원은 어떻게 보고 있
나”, 언론중재 2016년 여름호, 언론중재위원회, 2016, 20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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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의 선거사범 처리가 불공정하고 이에 대한 불복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있다는
의혹을 국민에게 고발하고자 하는 데에 있고, 이는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기자회견 내용이 진실하거나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정치인의 명예훼손적 표현행위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고 하였다.729) 그리고 대법원은 국립대학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 내에서 제자인 여
학생을 성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지역 여성단체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소식지에 게재한 사건에서 국립대학 교수를 공적 인물로 보고 지위, 표현의 방법,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성범죄에 관한 내용이어서 명예의
훼손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해도 이는 학내 성폭력 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
와 처벌 그리고 학내 성폭력의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
다.730)
한편 하급심 법원 역시 고위 공무원 및 정부기관의 장을 공인으로 보는 대법원의
입장과 동일한데,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자문기구의 주요 인사731), 전직 청와대의
민정수석비서관732), 법무부 차관733),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734), 전직 서울지
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735), 전직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736), 서울중앙지방
729)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여기에서 대법원은 공직자의 업무 처리가 정당하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악의적이
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된다고 판시하였다.
730)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731) 신문사가 원고를 포함한 대통령 자문기구의 주요 인사들이 청담도 개발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개입을 하거나 부당한 압력 등을 월권을 행사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원고가 명예훼
손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피고가 공인으로서의 부적절한 처신과 그로 인
한 국정 신뢰도 손상을 지적하는 등 주로 공인의 공적 사항에 관한 활동과 처신에 관련된 내용
을 보도하였으나,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그 보도 목적 또한 공익을 위한 것으
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8. 10. 선고 2006가합11012 판결).
732) 서울고등법원 2005. 9. 27. 선고 2004나86175 판결은 “원고는 문제가 된 기사에서 수뢰 시점
으로 주장하는 시점에 청와대의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 중이었고,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 당
시에는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 중이어서 중요한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733) 서울고등법원 2005. 9. 27. 선고 2004나86175 판결.
7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16. 선고 2011가합116282 판결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었
던 원고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쌀시장 개방 문제는 한-미 FTA에서 제외시켰다고 주
장해 왔으나 결과적으로 쌀시장 개방 문제는 한-미 FTA에서 제외시켰다고 주장해 왔으나 결
과적으로 쌀시장 개방에 관한 추가협상을 하기로 약속함으로써 국민을 기망하고 권한을 남용하
였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하여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한-미 FTA 협상단 수석대표를 역임하고,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맡고 있었으므로 이른
바 ‘공인’에 해당하고, … 쌀시장이 개방되는 경우 경쟁력이 약한 국내의 쌀농사 산업은 큰 피해
를 볼 우려가 있으므로 쌀시장 개방에 관한 문제는 우리 사회의 주요한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
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원고를 공인으로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7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4. 선고 2012가합544341 판결은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이었
던 원고가 자신이 관련된 형사소송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 것처럼 보도하여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의 기사는 고위 공무원의 직무상 비위 내지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행정판결과 형사판결의 내용을 보도한 것으로서, 그 공익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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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특수수사팀 소속 검사737), 전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738),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연구원 원장739) 등을 공인으로 인정하였다.
요컨대 판례는 청와대 비서관이나 중앙부처의 장 · 차관은 ‘중요한 공적 인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공직자(공무원)를 공인으로 규정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자에 대해서도 공직자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들은 언론의 보도 등에 의한 명예훼손적 표현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한다.

다) 경제 · 사회 지도자
판례에 의하면 경제 · 사회 지도자로서는 언론사, 언론사 대표, 방송진행자, 대학
총장, 대기업 임원, 방송인, 방북 유명 인사, 대통령의 친인척 등이 공인으로 인정된

736)

737)

738)

739)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원고를 공인으로 인정하였지만, 보도 내용의 허위성을 문제 삼아 정정보
도와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2011. 8. 26. 선고 2010나56939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이었던
원고가 방문판매법을 개정하면서 다단계업체들이 끊임없이 요구해 왔던 다단계업체에 유리한
조항을 상부보고도 없이 끼워 넣었고, 공정위는 법무부의 지적을 받고서야 뒤늦게 이 사실을 알
게 되었으며, 원고에 대해서는 징계를 논의 중이라는 보도에 대하여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
구한 사건에서 “공정위 고위 간부의 원고가 방판법 개정이라는 공적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공익성이 인정되고, 고위 공직자인 원고의 지위에 비추
어 원고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감시와 비판을 하는 것을 쉽사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판시하여 고위 공직자임을 인정하였지만 보도 내용이 원고에 대하여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보도라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1. 4. 21. 선고 2009나14267 판결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수사팀 소속 검
사인 원고들이 수사 과정에서 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자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
하여 김경준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하고 그 방법으로 새벽 4시까지 잠도 재우지 않고 검
찰의 구형량을 무기로 삼아 김경준을 협박하거나 설득 · 회유한 것으로 인식되도록 보도하여 자
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메모지의 녹음테이프에
담겨 있는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고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검사인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다고 하여 바로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기사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 · 비판 · 견제라는 정당한
언론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
로 평가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원고들을 공직자로 인정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 15. 선고 2012가합101689 판결은 원고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시절에 한 강연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처럼 일부 발언만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보
도함으로써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강연
무렵 여러 언론사에서 원고의 이 사건 발언 내용을 고위 공직자가 하기에 부적절한 발언으로 보
고 문제로 삼는 기사를 게재한 사실, 그에 따라 원고가 당시 여성부에 이 사건 강연 내용에 대
한 해명자료를 제출한 사실, … 여성 비하 발언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는 내용은 그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원고를 고위 공직자로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7. 12. 선고 2013가합30936 판결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연구원 원장
이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인 원고가 직원들에게 정치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하고, 농사를 짓
지 않으면서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보도로 인하여 명예가 실추되었음을 이유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사실은 원고가 문제삼은 부분을 포함
하여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인정되고, 그 내용 역시 공직자 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서 공직자가 될 사람의 도덕성과 업무수행 적정성 등에 대한 비판과 감시에 취지를 두고
있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피고도 공익을 위하여 이를 보도하였다고 판단”한다며 국회의
원 후보자에 대해서도 공직자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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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컨대 언론사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은 사회에 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공적 단
체’로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큰 만큼 자
신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도 커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740), 이후 대법원도 언론
사를 공인으로 보았다.741) 또한 대학 총장인 원고가 연구 결과물 출간에 전혀 기여
하지도 않았으면서도 자신의 이름으로 책을 냈다고 보도하는 바람에 명예가 훼손되
었음을 이유로 언론사와 기고자에 대하여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심이 이 사건 기고문은 시민단체의 도덕성 회복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로서 공
익적 성격이 있고, 시민단체의 대표이자 대학의 총장인 원고가 이 사건 책자의 출
간에 기여한 사실이 없으면서 그 저자로 표기되었는지 여부는 공적인 존재인 원고
의 도덕성에 관한 내용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면서도 피고 조선일
보가 이 사건 쟁점표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함으로써 원고가 공적 존재임을 인정하여 언론사에 대
한 청구는 정정보도청구만 인정하였고, 기고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
였다.742)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인 원고가 자신에 대하여 ‘노
빠’, ‘반미주의자’, ‘좌파 방송인’, ‘패륜을 즐기는 정신 나간 여자’라는 등의 비방성
표현을 사용 보도함으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을 청
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라디오 방송의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로서 방송의 성격에 비
추어 볼 때, 넓은 의미에서는 ‘공인’의 범주에 포섭하여 볼 수 있는데”라고 판시하
여 원고를 공인으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였
다.743) 그 밖에 판례는 뛰어난 물리학자라는 이유로 이휘소 박사를744), 세인의 관
740) 서울지방법원 2001. 4. 11. 선고 99가합96928 판결.
741)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3214 판결. 이 밖에 서울지방법원 1997. 9. 3. 선고 96가합
82966 판결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방송사 보도국 차장을 공인으로 지칭하고, 공인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보도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으며, 대법원 판결은 주미
언론인이자 유력 신문사의 특파원을 제한적 공적 인물이라는 세부적 공인 개념으로 해석하였다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 이러한 판결들에 대하여 이재진, 언론과 공인, 한
양대학교 출판부, 2018, 123면은 공인 이론이나 현실적 악의 원칙에 대한 이해의 바탕 위에서
내려진 판단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이후의 판례에서 공인 개념을 세
분화하려는 시도가 보이지 않는 점을 든다.
742)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60971 판결.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7. 선고 2009
가단276740 판결은 서울대 총장을 지낸 원고가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하여 구속되
었다고 보도하였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해당 기사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인격을 폄하하거나 모욕을 주기 위하여 게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
고, 원고가 공인이고 청렴성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서울대 총장이라는 직책을 감안하면, 언론기
관인 피고의 보도의 공익성, 공공성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상당한 비판이라고 보여지는 점”이라
고 판시하여 원고를 공인으로 인정하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7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29. 선고 2010가합79614 판결. 이 밖에 방송인인 원고가 한때 연
인이었던 사람을 폭행 · 감금하였고, 그 사람 명의로 사과 메일을 작성하였으며, 그 사람과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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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끄는 인물이라는 측면에서 임수경745)을 각각 공인으로 판단하였다.

라)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
판례는 1993년부터 유명 영화배우, 영화감독, 가수, 스포츠 선수를 공인으로 인정
하고 있다.746) 판례는 탤런트 활동이 일반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영
화배우가 공인임을 인정하며, 스포츠 선수(예컨대 프로야구 선수)의 경우에는 2006
년에 처음으로 공인으로 인정하였다.747)
그런데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판례가 이들을 공인으로 보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판례에서 이들이 승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건 판례의 대상이 된 연예인이나 스포츠와 관련된 언론 보도가 충분한 사실 검증
에 근거하지 않고 이루어지거나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어서 공적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으로 보인다.748)
예컨대 영화배우 최유리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원이 주선해서 해외 유학길에
오른 학생들이 현지에서는 막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부모들의 진정이 잇달아서
경찰이 최유리 씨를 찾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언론이 최유리 씨의 명예를 훼손하
였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
여진 것이지만, 최유리 씨가 유학 절차 및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취재 과정에
서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

744)
745)

746)
747)
748)

월 전부터 동거하였다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함으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 2013. 1. 4. 선고 2012나53224 판결은 “내밀한 사적 영역에 속하여 최
종적이고 불가침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위 정보는
보호되어야 할 것인 바, 원고가 유명 방송인으로서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는 공중의 정당
한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기사의 보도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원고를 공인으로 보면서도 명예훼손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방송사 국장인 원고가 전주
시민 생활편의 제고를 위한 공사 입찰 과정에 대한 감사의 중단을 부탁하거나 무마를 시도한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광주고등법원 2009.
7. 17. 선고 2009나25 판결은 “원고는 방송사의 고위 간부인 데다가, 사회적인 논쟁거리를 다루
는 시사프로그램을 장기간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에 큰 영향력을 갖는 공적인 인물”
이라고 보아 기각 판결을 내렸다. 또한 언론사 대표인 원고가 자살한 여성 연예인에게 술 접대
와 성 상납을 강요했다는 등의 보도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서울중앙
지방법원 2011. 11. 30. 선고 2009가합55315 판결은 “언론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
와 여론 형성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원고들은 이른바 공적 인물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여 원고가 공적 인물임을 인정하였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서울지방법원 1995. 6. 23. 선고 94카합9230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4다220798 판결. 또한 법원은 일반 공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김순훈과 목사 권호경을, 의료계 원로이고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측면에서 의사 고창순을,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는 측면에서 대통령 친조카 노지원을
각각 공인으로 판단한 경우도 있다(이에 대해서는 이재진, 언론과 공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8, 125면 참조).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993. 9. 2. 선고 92가합1832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24. 선고 2006가합24129 판결.
이재진, 언론과 공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8, 126면.

201

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연예인 겸 기업의 대표인 원고를 공인으로 인정하였지만, 그
이유만으로 원고의 범죄 경력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
시하였다.749)
그리고 가수이자 배우인 원고가 22억여 원을 받고도 광고모델활동을 하지 않았으
며, 개인 용도의 시계 제작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을 청구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각 기사는 유명 연예인인 원고를
대주주 겸 광고모델로 내세운 이 사건 회사가 경영상 비위 등으로 인하여 재정 상
태가 부실화된 결과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게 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전체
적으로 보아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보 및 보도행위의
주요한 목적 또한 일응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판시하여 원고를
유명 연예인으로 보고 공인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였지만, 허위 사실의 보도를 이
유로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다.750)

마) 기타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 사위인 원고가 자신이 보유하던 비젤 주식을 메릴린치에게
매도하여 7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후 비젤을 폐업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
라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하급심 판례는 “원고는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사위이고, 원고가 추진한 사업
등이 언론에 의해 수차례 보도되는 등으로 세인(世人)의 관심을 받아 공인에 준하
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공인에 준하는 지위를 인
정한 후 “이 사건 보도가 원고에 대하여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
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은 아니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하였다.751)

(다) 공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
가) 방송사 최대 주주
방송사의 최대 주주인 원고가 국내 정보를 미국에 유출하고 甲으로 하여금 乙에
게 정보교육을 하도록 시켰다는 등의 사실이 아닌 보도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제기
한 기사 삭제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표
749)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4다61372 판결.
7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13. 선고 2010가합120338 판결.
7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16. 선고 2012가합32404, 2012가합32411(병합), 2012가합32428
(병합), 2012가합32435(병합) 판결 참조. 이 판결에서 재판부는 정정보도는 인용하였으나 손해
배상은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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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에는 일반인의 경우와는 심사 기준을 달리하여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원
고는 공적 인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 바,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예훼손에 있어서 공인의 범위
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를 공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기사 삭제 요청을 받아들였다.752)

나) 전직 구의회 부의장
원고가 용산구의회 부의장 시절 자신의 소유 토지 및 건물을 시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용산구에 매각했다는 보도는 과장보도라며 제기한 정정보도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용산구에 매도할 당
시에는 용산구의회 부의장을 사임한 후 이미 7년여가 경과한 시점으로서 원고는 사
인의 지위에서 이를 매도한 것에 불과하다. … 원고가 어느 정도 공적인 지위를 가
진다 하더라도 상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앞서 본 공직자에 대한 기준을 그대로 이
사건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하여 원고를 공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명예훼
손과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였다.753)

다) 은퇴한 연예인
은퇴한 탤런트인 원고가 인터뷰 의사가 없고, 기사화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
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탤런트로 활동할 당시의 사진과 최근의 사진을 게
재하면서 인터뷰에 응한 것처럼 보도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었음을 이
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때는 공적 인물이었거나
유명 사건과 관련된 사인의 사생활이라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공중의 정당한 관심
사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원고는 1978년경부터 TV 탤런트로 활동하여 왔으므로
공인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1988년 결혼과 함께 연예계를
은퇴한 후 일체의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 응하지 않은 채 가정생활에만 전념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아, 원고는 더 이상 공적 인물이 아니라 할 것이고, 공적
인물이 아닌 원고의 사생활에 대하여 대중의 관심이 갑자기 많아졌다는 이유만으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사생활 보도에 공익적 목적이 있었
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754)”고 판시하여
752)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7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21. 선고 2011가합27092 판결.
754) 위 피고들은 원고가 2004년부터 1년간 CGN TV에서 매주 한번씩 ‘차○○의 즐거운 책읽기’라
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므로, 공인이라고 주장하나, CGN TV가 선교를 목적으로 한 특정 교
회의 위성방송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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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를 공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755)

라) 환경운동가
환경운동가인 원고가 자신이 벌인 천성산 터널 공사 반대운동으로 인하여 2조 5
천 억원의 국가적 손실을 보았다고 과장보도하여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
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는 비록 환경운동가로 정부와 국
민의 시선을 받고 있기는 하나 국민의 감시와 감독에서 자유롭지 못한 공직자 신분
은 아니며 더구나 정부의 고속철도공사에 대하여 환경 파괴를 염려하여 반대운동을
하는 등 정부에 대하여 비판적 지위에 서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 특별히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을 감수하도록 하면서까지
피고의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지 대단히 의문이다”라고 판시하여 원고를
공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명예훼손을 인정하였다.756)

마) 기타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상징으로 인식되는 의사의 경우에도 사회적 유명세
를 타지 않는 한 공인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하였다.757)
그런데 대법원은 성공한 유명 영화감독이라고 하더라도 진실 보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공인원칙이 언론의 책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758)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우선 어떤 사람이 고소를 당하여 수사 중인 사실을 언론사
가 함부로 보도하여서는 안되는 이유에 대하여 보도의 내용이 수사기관 등에서 조
사가 진행 중인 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혐의 사실의 진
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도 내용을 그대로 진
실로 받아들일 개연성이 있고, 신문 보도 및 인터넷이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7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24. 선고 2006가합24129 판결.
7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24. 선고 2008가단202834 판결.
757)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65620 판결은 “원고는 평범한 정신과 의사에 불과하여 공적
인 인물이라 볼 수 없는 점 …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원고가 저지른 범죄를 보도하면서
명시한 원고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758)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 사안 및 소송경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즉 B
언론사는 청소년 성범죄를 소재로 한 사회 고발 영화를 연출하여 유명해진 A 영화감독이 아내
로부터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당하고 동시에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하
고 식칼로 위협하였으며 아들을 감금 납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그 보도는 아내와의 인터뷰,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전달하면서 A 감독의 행동을
비판하는 논조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A 감독은 아내를 폭행하였다는 고소사실 중 일부만 유죄
로 인정되었을 뿐 나머지 폭행 부분과 식칼로 위협하였다는 부분은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무죄
가 확정되었고, 이에 A 감독은 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B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1심과 항소심은 모두 B 언론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고, 대법원은 B 언론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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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력 등으로 인하여 보도 내용의 진실 여하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
도 피조사자로 거론된 자 등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나아
가 대법원은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언론사가 취해야 할 주의의무에 대하여 “수가기
관 등의 조사 사실을 보도하는 언론기관으로서는 그 보도에 앞서 조사 혐의 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아니한 고소
인의 일방적 주장을 여과 없이 인용하여 부각시키거나 주변 사정을 무리하게 연결
시켜 마치 고소 내용이 진실인 것처럼 보이게 내용 구성을 하는 등으로 그 기사가
주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인하여 일반 독자들이 사실을 오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
록 기사 내용이나 표현 방법 등에 대하여도 주의를 하여야 하고, 그러한 주의의무
를 다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언론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인원칙
이 적용될 수 없게 된다.

(4) 검 토759)
1) 공인과 사인의 구별
가. 공인과 사인의 유형화 작업의 전제
공인과 사인의 심사기준을 달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은 근본적으로 명예훼손
에 있어서 공인과 사인을 구별하는 이유를 밝힘으로써 얻을 수 있다. 즉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후술하는 공적 존재 또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행위의 경우 심사기
준을 완화하고 나아가 공직자의 도덕성 · 청렴성에 관한 사안뿐만 아니라 업무처리
의 공정성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악의적 공격이 아닌 한 면책을 시키는 이유에
대한 해답으로도 이어진다.
이에 대해서는 우선 미국의 Gertz v. Robert Welch, Inc. 판결을 재음미함으로써
공인과 사인을 ‘언론매체에 대한 접근성(access to the media)’, ‘위험의 인수
(assumption of risk)’의 유무로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표현 측의 헌법적
의의라는 축과 함께 피해자 측의 헌법적 의의의 축을 정립하는 작업을 통해서도 공
인과 사인을 구별할 필요성을 찾을 수 있는데, 이는 공인과 사인을 구별하는 방법
의 구체화에 일응의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즉 희생되는 개인의 인격권 제약을 정
당화할 수 있는지 여부는 표현자 측의 표현하는 이유의 정당성(객관적 필요성과 주

759) 이하의 내용은 京野哲也, “私人の名誉は公人の名誉より軽いか(１) 名誉 · プライバシー侵害訴訟
再考の視点”, 判例タイムズ 1250号, 判例タイムズ社, 2007, 45頁 이하에서 시사를 얻어서 서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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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 목적 양면에서 본 것)과 피해자 측의 허용성의 관련성 하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허용할 수 있는 희생의 정도를 고려함에 있어서는 표현행위의 성질
(표현내용방법)과의 관련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게다가 표현자 측이 언론매체
인 경우에는 사적 권력에 의한 사인의 인격권의 제약이라는 측면도 있다. 그렇다면
언론 측이 가지는 정당성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표현내용방법 사이에는 비례
원칙 하에 적합성(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 필요성(수단이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할 것), 균형성(목적과 수단의 균형) 나아가 필요최소한도성이나 달리
완화된 방법이 없는 점 등의 관련성이 요구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나. 유형화의 방법론
이상으로 인권을 침해 내지 제약받는 피해자 측의 헌법적 의미 부여를 일방의 중
심이 되는 부분(基軸)으로 한 틀을 제시하였는데, 다음에는 이와 같은 틀을 더욱더
구체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한다.
우선 ‘인(人) 접근방법760) · 사안 접근방법761)’의 조합에 따라 공인과 사인을 구
별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방법은 다른 요소를 가지는 원리를 복합적으로 채용하는
것이어서 구체적 사안에 이 방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설
명이 곤란하거나 상당히 모호하게 되는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쓸데없이 추상적인
기준을 제시하거나 어느 한 쪽만을 고수하는 기준 정립은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하
며 정의적 형량을 어렵게 하므로, ‘인(人) 접근방법 · 사안 접근방법’의 조합에 따른
기준을 채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나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합에 따른 기
준 채택은 이미 우리 대법원 판결에서도 엿보이는 바이다. 따라서 ‘인(人) 접근방법
· 사안 접근방법’의 조합 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공인과 사인을 구별하는 유형화 방
법론의 구체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① 공인 · 사인의 일응의 구별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표현되는 사안의 ‘공적 사
안’의 정도의 대소를 가미한 조합에 의해 유형적 고찰의 기초로 삼는다.
② 유형적 고찰의 결과 공공성이 높은 특별한 유형에서는 특히 헌법학에서 논의
되고 있는 ‘정의적 형량’을 실시하는 기준을 고려한다(거기에서는 예컨대 표현자의
주관이나 표현내용방법을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특히 보호가 필요한 사인에 대해
서는 특별한 유형을 고려한다.

760) 언론 보도의 대상자가 공인인지 사인인지에 따른 구별방법으로서 전형적으로 미국의 공인 이론
이 채택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
761) 언론 보도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공공성이 높은지 낮은지에 따른 구별방법으로서 이는 우리나라
의 판례가 채택하고 있는 공적 관심 사안 법리와도 일맥상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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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그렇지 않은 영역에서는 표현자,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및 표현 내용 방법의
각 요소의 조합에 입각해서 전형적인 유형과 어떠한 점이 다른지 그 거리를 논하는
방법 등에 의해서 최대한 유형적인 기준을 설정해 나간다.
④ 이상의 방법 하에서 현실적으로는 사안의 특성에 따른 판단의 축적에서 유형
별로 판례 법리를 형성한다.

이러한 방향성에 기초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특히 피해자의 사
회적 지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피해자의 권리 침해의 허용성 여부도 고려
하여야 한다. 시민의 눈에서 본다면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시민에 대한 인격권 침
해에 대해서 충분한 구제 및 예방이나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때에는 언론도 사법(司法)도 시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대법원 판례도 사회 일반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공적 인물’과 ‘사인’을 구
별하고 있으며, 사인과 달리 공인에 대하여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는 특별한 취급을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측의 축(軸)에도 눈을 돌려서 새로운 중심이 되는 부분(基
軸)으로 삼아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공적’의 의미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공인인지 사인인지, 또는 사안이 공적 사안의 정도의
대소가 판단기준의 요소가 된다. 그렇다면 ‘인(人) 접근방법 · 사안 접근방법’ 쌍방
과 관련된 ‘공(公)’에 대해서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미국에서 말하는 ‘public interest’ ‘public figure’는 “많은 사
람들”이라는 의미이지만, 이와 달리 우리나라에서의 ‘공공성’은 오히려 주로 “① 국
민 전체의 ② 공공에 속하는 ③ 국가의”라는 의미를 모두 포함한다.
물론 ‘공(公), 공공(公共), 공적(公的)’이라는 용어에 엄밀하게 법적인 의미를 부
여하기는 어렵지만,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을 헌법적으로 형량하는 경우에는 우선
최협의의 것과 그 이외의 것을 구별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면서도 유익하다. 그리
하여 민주주의적 가치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자기 통치’의 가치와
직접 관련되는 것, 즉 정치적 권력의 행사와 관련된 것을 핵심부분으로 하여 최협
의의 ‘공(公)’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외의 자기 실현 등의 가치에 대해
서는 전술한 여러 요소를 포함한 것으로 하여(물론 ‘많은 사람들’의 가치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공인’과 ‘공공성’ 등 하위개념별로 보다 구체적인 판단 기
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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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인과 사인의 구별 방법
우선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면 ‘공무원 또는 공직자(공직 선거의 후보자)’가 정의
적으로 유형화되어 있다. 물론 이와 유사한 공인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한 태도
여하에 따라 이러한 특별 유형이 확대되거나 좁아지거나 정의적 명확성이 높아지거
나 낮아지지만, 정의적 형량의 명확성을 유지한다면 이러한 ‘공무원 또는 공직자(공
직 선거의 후보자)’의 의의를 가급적 확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다면 유형화된 것은 상당히 좁은 범위가 될 것이다. 물론 그 이외의 사람을
인(人) 접근방법이나 사안 접근방법 중 어느 하나의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
련한 이익 형량에 맡기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나’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전형적인 경우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른 특성의 요소를 복수의 판
단기준으로 삼고 이를 기준으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그러한 기준의 충족 정도를
검토하여 전형적인 경우와의 원근 정도를 살펴보는 방법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
한 방법이 실현가능하다면 적어도 일률적인 기준이나 인(人) 접근방법이나 사안 접
근방법 중 어느 하나의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한 이익 형량보다는 나은 방
법으로 보인다.
이 점에 대하여 Gertz 대 Robert Welch, Inc. 판결이 든 2개의 특징, 즉 ① 쟁점
에 대한 자발적인 관여의 유무(위험의 인수), ② 반론 가능성(언론매체에 대한 (계
속적) 접근성)을 고려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762) 즉 연방대법원은 ‘공적
인물’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이하의 요소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 즉 그 사람이
(a) 구체적인 ‘공적 논쟁’에 (b) 자발적 내지 임의적으로 (c) 그 논점의 결과에 영
향을 미치기 위하여 (d) 문제의 표현 이전에 (e) 상당히 적극적인 관여를 하였으
며, (f) 언론매체에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접근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 필요하다고 판
시하였다.
이러한 연방대법원의 정리는 Gertz 대 Robert Welch, Inc. 판결이 설시한 2개의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지만, 이 중 속인적인 요소로는 자발성(위험의
인수)과 언론매체에 대한 접근성 등 2개이다. 그렇지만 대상자의 사회적 지위로부
터 나타나는 특성으로는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도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자들은 전형적인 대상자(공인)의 사회적 지위로부터 도출되는
특성으로 이하와 같은 다섯 가지 판단 기준에 따라 공인과 사인을 구별할 수 있다
고 생각하였다.

762) 이에 대해서는 松井茙記, “名誉毀損と表現の自由(四 · 完)”, 民商法雜誌 88卷 1号, 弘文堂書房,
昭和58年(1983年), 54頁 및 60頁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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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스스로 그 지위 · 입장에 올랐는지 여부(자발성)
② 그 지위 · 입장에 어떤 권한이 수반되는지 여부(권한성)
③ 그 지위 · 입장에 있음으로써 어떤 이익을 얻고 있는지 여부(수익성)
④ 반론할 수 있는 힘이나 (미디어로의) 접근성(access)이 있는지 여부(반론 가
능성)
⑤ 보통의 시민도 쉽게 그 지위 · 입장에 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 여부(입장
의 상호성)

이와 같이 다섯 가지 판단기준도 함께 고려하여 언론 보도의 대상자의 인격권 제
약의 허용도가 큰 경우, 즉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는 언론 보도의 대상자에게 그 인
권 제약을 상당한 점도로 감수해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와 허용도가 작은 경우
즉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하에 언론 보도의 대상자의 인권 제약을 감수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인정할 수 없는 경우를 별도의 유형으로 상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물론 이러한 판단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기만 하면 공적 인물에 해당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미국에서 공적 논쟁에 말려듬으로 인하여 ‘공적 인물’이 언급된 적이 있지
만, 그 후 사실상 부정되었거나 거의 없는 것 같다. 전술한 다섯 가지 판단기준에
따르면 당연히 부정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이 점은 우리나라에서도 예컨대 범죄에
연루된 자를 경솔하게 공인으로 해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술한 다섯 가지 판단 기준에 따르면 전형적인 공인과 전형적인 사인은 용
이하게 구별할 수 있으므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만 전형적인 경우와의 원근이나 성
격의 차이를 고려하여 완화된 유형화를 시도하는 것이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면서
공인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비교적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다섯 가지 판단기준은 피해자의 축(軸)에 서는 경우에는 명예 · 프라이버시
등에 공통적으로 유용한 관점이 될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공인
과 사인의 구별에 있어서 이러한 판단 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2) 공인의 범주화 내지 유형화 작업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판례의 분석
전술한 바와 같이 공인에 대해서 대법원은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는 태도
에 대하여 학계와 실무계의 평가는 상반되어 있다. 다만 미국의 공인 이론을 일정
부분 수용하여 대법원이 사인과 구별되는 공인 또는 공적 인물을 언급하고 그에 대
한 명예훼손 인정에 있어서도 사인과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판시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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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내지 일반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인 또는 공
적 인물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를 내리지 않더라도 적어도 대법원 판례를 종합적
으로 고찰하고 이를 근거로 공인 또는 공적 인물에 해당되는 경우를 범주화 내지
유형화하여 제시하는 작업은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하기도 할 것이다. 이러
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공인을 명확하게 범주화 내지 유형화하는 시도로서 ‘수사
공보준칙’이나 KISO 정책규정,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매년 발간하는 언론관련판결 분
석보고서 등과 같은 공적 기준 내지 자료, 학설의 노력이 있었으며, 이들 모두 일정
부분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의 범주화 내지 유형화를 시도하
는 데 있어서 가장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비교적 공인에 대한 학설 및
판례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매년 발간되는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가 될
것이다.
한편 공인의 이해에 대한 판례의 태도는 2002년을 전후해서 변화가 이루어졌음
을 알 수 있었다. 즉 2002년 이전까지의 판례는 공인에 대한 인식이 일반화되어 가
기는 했지만, 2002년 이후의 공인에 비하여 체계적인 보호를 부여한 것은 아니었
다. 이러한 모습은 대법원이 현실적 악의 원칙의 수용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데에서
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2002년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공인 이론이 자리
를 잡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우리
나라에서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웠던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고 개인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면서 법문화
적인 양상도 변화하게 되었으며763), 이러한 모습은 2002년을 기점으로 판례를 통
하여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즉 2002년 이후의 판례는 공적
인물 · 공적 사안의 법리와 ‘정당한 언론 활동’ 법리, 즉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
성을 잃은 공격’ 또는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의 법리를 인정하기 시작했으며, 이 법리를 공직자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
거의 대부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764)
또한 공인의 범주화 내지 유형화를 시도한 논의들을 토대로 공인을 범주화 내지
유형화한 후 이들에 대하여 공인으로 인정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대체
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판례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와 제3조의
763) 이에 대해서는 이재진, 언론 자유와 인격권, 한나래, 2006, 108면 이하 참조.
764) 예컨대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53805 판결. 판례에 대한 이러한 분석으로 이승선,
“명예훼손 사건에서 공직자의 이중적 지위, 법원은 어떻게 보고 있나”, 언론중재 2016년 여름
호, 언론중재위원회, 2016, 20면 이하 참조. 또한 이재진, 언론과 공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8, 111면은 이와 동시에 1988년에 도입한 진실오신의 상당성 법리도 공직자에 대한 언론의
비판적 보도의 위법성 조각 여부를 다투는 데 기본적으로 활용되었다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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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공인으로 보며,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사회지도자,
유명 연예인, 유명 운동선수, 유명 예술가, 재벌 회장, 당시 세인의 관심을 받는 사
람 등을 공인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최근 판례를 통하여 사망한 전
직 대통령도 공인으로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판례는 이러한 범주에 속
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도가 공적인 활동과 관련된 것이어야 공인으로 인정하는 경
향에 있다.

3) 공인에 대한 판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해석론적 시도
최근에는 판결에 근거해서 살펴볼 때 재판의 경우에 공인인지 사인인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판결의 기본 원칙을 밝히려는 견해가 주장되고 있으며, 이는 상황별 공인
원칙 적용가능성을 도식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궁극적으로 공인에 대한 판
례의 입장을 새로운 관점에서 정리하여 이를 입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공인의 명예
훼손과 관련된 판례에 대한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보인다. 즉 이
견해는 명예훼손죄가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법체계에서는 최대한 언론의 자유
를 위축시키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 증명책임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며,
헌법합치론적으로 법률을 해석하고 재판을 진행해야 하고, 이를 통하여 재판을 실
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765)

상황별 공인 원칙 적용 가능성
① 사인의 사적인 사안에 관한 사실 적시(비방목적 ○) + 언론 · 출판 + 사
실의 허위성(○) + 고의(○) = 형법 제309조 제2항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벌칙) 제2항 인정
② 공인이나 공적인 사안에 관한 사실 적시(원칙적 비방목적 ×) + 언론 · 출
판 + 사실의 허위성(○) + 고의(엄격한 고의)(○) = 형법 제307조 제2항 인
정
③ 사인의 사적인 사실에 관한 사실 적시(비방목적 ○) + 언론 · 출판 + 사
실의 허위성(×) + 고의(×) = 형법 제307조 제1항(사생활 침해 범죄로 볼 수
있음)
④ 공인이나 공적인 사안에 관한 사실 적시(원칙적 비방목적×) + 언론 · 출
판 + 사실의 허위성(×) + 고의(엄격한 고의)(×) = 형법 제307조 제1항 – 형
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 무죄

765) 이하의 서술 및 도표는 류영재, “명예훼손죄에 대한 헌법합치적 해석론과 재판실무의 운용”, 언
론과 법 제15권 제1호, 한국언론법학회, 2016, 104면 이하를 참조하여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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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인이나 공적인 사안에 관한 사실 적시(원칙적 비방목적×) + 언론 · 출
판 + 사실의 허위성(○) + 고의(엄격한 고의) = 형법 제307조 제1항 – 형법
제310조(예외적 범위 확대)에 의한 위법성 조각 = 무죄
그리고 비정치적이고 현직에 종사하는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기본적
으로 면책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만, 사생활 침해나 초상권 침해의 경우에 그 가
능성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특히 초상권 침해의 경우에는 공인 이론이 거의 적용되
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판례 범주의 분류가 언론에 있어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되지 않지만 최대한 예상 정도를 높임으로써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위축 효과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보인다.766) 이 역시 공인의 명
예훼손과 관련된 판례에 대한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
로 보인다.

2. 미국의 공인 이론의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
(1) 공인 이론 도입 논쟁
1) 개 관
전술한 바와 같이 공인 이론(‘현실적 악의’ 법리)은 미국에서 확립된 이론으로서
공직자에 대해서는 진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피고(언론)로부터 전환시켜서 원고(공
직자)가 피고(언론)이 보도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 및 피고(언론)가 그 내용의 허위
를 알았다거나 무분별하게 이를 무시하였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
한 공인 이론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학설상 논의가 있으며, 대법원
은 이를 명시적으로 배척하였다. 이하에서는 공인 이론의 도입 여부에 대한 학설
및 대법원의 입장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고 어느 쪽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고자 한
다.

2) 학 설
미국의 공인이론의 도입 여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이후부터 논
의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하여 찬성하는 견해는 “공직자나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
에 관하여는 헌법상의 요청에 따라서 혹은 미국을 위시한 외국에서의 진보적 발전
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그 경우 “언론기관에 기사조작과 같은
766) 이재진 · 동세호, “방송 관련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나타난 ‘동의’의 적용 법리에 대한 연구”, 언
론과 법 제14권 제1호, 한국언론법학회, 2015, 101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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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가 있거나, 진위에 대한 무모한 경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명예훼손을 불법행
위로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켜야 하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거나767) 대법원이 증명책임 문제만을 제외한 채 미국의
공인 이론과 현실적 악의 이론을 접목시키고 있는 것이 분명한 이상 차라리 이를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편이 명예훼손 소송에서의 혼란을 줄이는 길이라고 주장한
다.768)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현실적 악의 법리로 대표되는 미국의 공인 이
론을 도입하는 데에 반대하는 입장이 일반적 견해이다.769) 그 주요 논거로는 명예
에 대한 관념이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770), 헌법의 문언상
언론자유가 보장되는 정도가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점771), 현실적
악의 이론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있으며772), 다른 외국에서도 소수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이를 도입하지 않는 점773), 이미 대법원
767) 김민중, “원고의 신분과 명예훼손의 법리의 적용-공인 · 사인의 구분과 관련하여-”, 언론중재
2000년 여름호, 언론중재위원회, 2000, 32면.
768) 배병화, “명예훼손상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
다64384 판결-”, 민사법의 새로운 전개, 용봉민사법학회, 2006, 129면 이하 참조. 이러한 관점
에서 공직자 및 공인의 공적 영역에 속하는 정치적 논평, 논쟁, 보도의 경우 그 제재를 위한 헌
법적 심사기준에 차등을 두어 현실적 악의 이론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1999년 헌법재
판소 결정이나 2002년 대법원 판결의 논지는 바로 현실적 악의 이론을 염두에 두고, 현실적 악
의 이론의 ‘무모한 무시’를 우리 헌법 실정에 맞게 변용시킨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한다(배병
화, “명예훼손상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
64384 판결-”, 민사법의 새로운 전개, 용봉민사법학회, 2006, 131면 참조).
769) 박용상, 명예훼손법, 현암사, 2008, 44면; 한위수,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비교법적 일고찰-현
실적 악의 원칙(actual malice rule)’을 중심으로”, 언론과 법 창간호(통권 제1호), 한국언론법학
회, 2002, 179면 이하; 김재협, “언론규범 설정 등에 관한 사법부의 역할과 법적 의의”, 언론중
재 2010년 가을호, 언론중재위원회, 2010, 50면 이하; 김재형, “공인보도와 인격권”, 언론중재
2014년 겨울호, 언론중재위원회, 2014, 81면 이하; 전원열,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2)”, 언론관
계소송(편집대표 한위수),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163면 이하; 김시철, “언론출판의 자유와 인
격권의 대립과 조화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미국의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우월적 지위이론,
현실적 악의 원칙 등에 관하여”, 저스티스, 제147호, 한국법학원, 2015, 56면 이하; 장태영, “언
론의 자유와 자율성 보장을 위한 사법의 노력과 제언-오해와 언론소송의 통계 · 이슈 및 해외
사례로 본 진실-”, 2018년 언론과 사법 심포지엄, 법원행정처, 2018, 61면 이하; 한수웅, 헌법
학, 법문사, 2012, 753면; 김범진, “명예훼손법상 명예, 평판 개념과 그 시사점”, 저스티스, 통권
제161호, 한국법학원, 2017, 153면 이하는 이에 더하여 공인 이론은 명예권을 과소보호 내지
불균형적 보호를 초래할 문제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권을 과다보호하는 기이한 불균형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770) 한위수,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비교법적 일고찰-현실적 악의 원칙(actual malice rule)’을 중
심으로”, 언론과 법 창간호(통권 제1호), 한국언론법학회, 2002, 179면 이하.
771) 한위수,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비교법적 일고찰-현실적 악의 원칙(actual malice rule)’을 중
심으로”, 언론과 법 창간호(통권 제1호), 한국언론법학회, 2002, 180-181면.
772) 이에 대해서 염규호, “공적 인물과 명예훼손-미국언론법의 ‘현실적 악의’를 중심으로-”, 언론중
재 2000년 봄호, 언론중재위원회, 2000, 80면 이하는 미국에서도 ‘현실적 악의’ 원칙은 (1) 공
인으로 하여금 명예훼손적 기사로부터 구제받을 기회를 사실상 봉쇄하고 있으며, (2) ‘현실적
악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원고가 피고의 보도과정 전반을 조사하여야 하므로 시간과 소송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등의 지적을 받고 있다고 한다.
773) 한위수,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비교법적 일고찰-현실적 악의 원칙(actual malice rule)’을 중
심으로”, 언론과 법 창간호(통권 제1호), 한국언론법학회, 2002, 182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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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판결이 공공문제에 대한 발언의 차등적 보호를
선언하여 현실적 악의 이론의 근본정신은 구현하고 있는 점774), 미국에서는 현실적
악의 법리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775), 무
엇보다도 미국과 같은 민사소송법상 증거개시(discovery) 제도가 없는 이상 우리나
라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현실적 악의를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776) 등이
지적된다.

3) 판례의 입장
판례는 피고가 항변으로 제기한 현실적 악의 이론을 명시적으로 배척하였다. 예
컨대 대법원은 “언론의 특성상 공직자의 윤리 및 비위 사실에 관한 보도에 있어서
는 특별히 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이를 무분별하게 무시한 경우에만 상
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거나 상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해자
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라는 등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
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777) ‘악의적 공격’ 법리가 판례에 의하여 제시된
이후에도 대법원은 증명책임에 있어서 기존의 상당성 법리를 유지하면서, “명예훼손
의 피해자가 공직자라고 하여 위 진실성이나 상당한 이유의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778)
또한 판례는 기본적으로 표현된 내용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심사기준의 차이를 두면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여부를 하나의 요
소로 고려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예컨대 대법원은 “언론 · 출판의 자유와 명예보
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바,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
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
774) 전원열,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2)”, 언론관계소송(편집대표 한위수),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164면.
775) 김재형, “공인보도와 인격권”, 언론중재 2014년 겨울호, 언론중재위원회, 2014, 81-82면.
776) 김재형, “공인보도와 인격권”, 언론중재 2014년 겨울호, 언론중재위원회, 2014, 82면; 김서기,
“명예훼손에 관한 미국의 현실적 악의 법리 및 실질적 진실 법리 고찰”, 비교사법, 제16권 제4
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9, 216면; 권태상,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 법학논집 제19권 제1
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74면 이하.
777)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07 판결(김해 공무원 비리 오보 사건). 이 판결에서 “무분별
하게 무시한 경우”라는 용어 사용하였는데, 이는 미국법상 “reckless disregard for the truth /
falsity”에 상응하는 표현이다. 한편 “현실적 악의”라는 표현은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
34563 판결(줄리문과 ‘격동 30년’ 방송 사건)에서 처음 나타난다.
778)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대전 법조비리 보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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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며,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
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
할 수 있으나, 공공적 ·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
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판
시하여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779) 나아가 대법원은 명예훼
손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의 지위를 고려하는 공인 이론을 언급하면서,
“발언자의 지위나 평소 태도도 그 발언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판단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780)

(2) 검 토
어떤 나라에서 형성된 법리는 그 나라의 문화와 법률제도 기타 상황이 복합적으
로 고려되어 나온 것이므로, 그와 같은 여건의 차이를 고려한 후 그 나라에서 형성
된 법리를 우리나라에 도입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인에 대한 명예훼
손의 경우에 면책의 범위를 넓혀서 그 비판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적어도 공인에 대
한 언론 보도의 자유를 확대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미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판결이 공공문제에 대한 발언의 차등적 보호를 선언하여
현실적 악의 이론의 취지 내지 근본정신을 구현하고 있으며, 일반적 견해가 지적한
대로 명예에 대한 관념과 헌법의 문언상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정도가 우리나라
와 미국 사이에 차이가 있는 점, 우리나라에는 미국과 같은 민사소송법상 증거개시
(discovery) 제도가 없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현실적 악의를 증명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781) 등을 고려하면 미국의 현실적 악의 법리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의 판례는 기본적으로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서 구체적 사안을 중심으로782) 개별적 이익 형량 방식을 취하고 있다.783) 이러한
779)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민노총 대 한국논단 사건);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판결.
780)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781) 김재형, “공인보도와 인격권”, 언론중재 2014년 겨울호, 언론중재위원회, 2014, 82면; 김서기,
“명예훼손에 관한 미국의 현실적 악의 법리 및 실질적 진실 법리 고찰”, 비교사법, 제16권 제4
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9, 216면; 권태상,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 법학논집 제19권 제1
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74면 이하.
782) 따라서 공인이 문제된 사안에서도 공인이 피해자가 아닌 경우가 종종 있다.
783) 예컨대 군 정보기관(구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하여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은 “공적 인물에 대하여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되
어 그 사생활의 공개가 면책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공적 인물은 통상인에 비하여 일
반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고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이 된다는 데 근거한 것이므로, 일반
국민의 알 권리와는 무관하게 국가기관이 평소의 동향을 감시할 목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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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방식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우선 사안이 공공의 관심 사항인지가 문제되고,
공공의 관심사항이라 하더라도 행위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3. 명예훼손의 의의 및 유형
(1) 명예 및 명예훼손의 의의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한다.784) 이러한 명예의 개념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과 관련하여 형법
학에서는 인격의 내재적 가치로서의 내부적 명예, 인격적 가치의 사회에 의한 승인
또는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 그리고 사람의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가지고 있
는 가치평가로서의 명예감정으로 나누고 있는데, 일반적 견해는 이 중에서 외부적
명예만을 명예훼손에서의 명예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785) 판례도 주관적 명예감
정의 침해는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786) 즉 명예훼손에서의 명예 개념은
외부적 명예에 해당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 및 판례의 태도이다.787)
한편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
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한다.788) 이는 전
술한 명예 개념과도 관련이 있지만,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명예권은 인격 그 자체가 아니라 인

리에 수집한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공적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784)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1450 판결;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헌법
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결정 등 참조. 우리나라의 명예훼손법상의 명예는 사실적
명예가 아니라 규범적 명예개념에 가깝다는 견해로 김범진, 명예훼손법의 기초이론에 관한 연구
: 명예권의 역사, 이론 및 시사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217면 참조(우리의 재판실
무에서 나타나는 명예 내지 평판의 개념을 “고도로 규범화된, 추상적 명예 내지는 존엄으로서의
명예개념”으로 서술한다). 미국에서는 평판의 실제 훼손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신문 등 다양한
증거방법이 동원되는 것과 대조된다. 한편 우리 재판례 중에도 객관적 평판이나 명성이 손상되
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한다고 판시한 경우가 있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785) 한위수, “명예의 훼손과 민사상의 제문제”, 사법논집, 제24집, 법원도서관, 1993, 399면; 이동진,
위자료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법정책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 13면.
786)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756 판결(대동보 정정); 대법원 1997. 7. 9.자 97마634 결정
(족보등록발간금지가처분 사건); 대법원 1999. 7. 13. 선고 98다43632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8341, 8358 판결(역사드라마 ‘서울 1945’ 사건); 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2헌마425 결정(“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될 수 있으나, ‘명예’는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 · 외부적
가치평가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주관적·내면적인 명예감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787) 한위수, “명예의 훼손과 민사상의 제문제”, 사법논집, 제24집, 법원도서관, 1993, 399면;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788)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 참조. 명예훼손법상 평판(reputation)을 명예
(honor), 재산권(property), 존엄(dignity) 세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분석하는 문헌으로 김범진,
“명예훼손법상 명예, 평판 개념과 그 시사점”, 저스티스, 통권 제161호, 한국법학원, 2017, 123
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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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에 대한 제3자 또는 공동체의 평가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공동체 관련성을 가진
다.789)
민법상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명예훼손과 구별해야 하는 것으로 주관적 명예감정
에 대한 침해가 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지만790), 인격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791) 또한 명예의 개념이
‘외부적 평가’라는 점에서 진실한 사실을 적시 내지 폭로하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
당될 수 있으며792), 실제의 인격과 세상에 알려진 평판이 일치하지 않는 과장된 평
판의 경우, 즉 허명(虛名)도 명예로서 보호된다.793)
나아가 어떤 자의 범죄사실을 폭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 중 공공성
과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다. 그리고 굳이 공개해야 할 공적 이익을 찾기 어려운
사실들을 폭로한 경우(예컨대 과거의 병력, 성적 지향, 이혼사유 등)에는 프라이버
시 침해와 관련이 있다.794)
그런데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더 이상 저하될 평판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에도 ‘명예’가 보호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예컨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
에게도 ‘명예’가 있는지 여부이다.795) 이와 관련하여 성폭행살인범 또는 상해치사범
을 “살인마”로 표현한 사안에서 판례는 이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를 인정한 적이 있
다.796)

(2) 명예훼손의 유형
1) 표현행위자에 따른 구별
전통적으로 명예훼손은 주로 언론기관의 보도가 문제되었다. 민주주의 사회에 있
789) 김범진, “명예훼손법상 명예, 평판 개념과 그 시사점”, 저스티스, 통권 제161호, 한국법학원,
2017, 125면.
790)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756 판결.
791)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3073, 3080 판결. 또한 예술작품의 폐기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
고 저작자로서의 명예감정 및 사회적 신용과 명성 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객관
적 정당성을 결여한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
결 참조.
792) 형사판결 중에서 동성애자라고 하는 글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경우에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
였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793) 임웅, 형법각론, 제6판, 법문사, 2015, 222면 참조.
794)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65620 판결은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에 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
진다고 보지 않는다.
795)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libel-proof plaintiff doctrine’이 인정된다. 이는 명예훼손 이전에 이
미 원고의 사회적 평판이 너무나 나쁜 경우 더 이상 명예 또는 평판 훼손이 가능하지 않다는 법
리로서, 전형적으로 사실적 명예 개념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79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14. 선고 2011나25410판결(상해치사죄와 사체은닉죄를 저지른 자
를 언론사가 살인죄로 잘못 보도한 사안에서 300만 원 손해배상 인정)(확정).

217

어서 언론기관은 권력에 대한 감시 · 비판과 여론 형성에 대한 기여라는 중요한 기
능을 담당해왔다.797) 물론 사인에 의한 명예훼손도 문제되는데, 주로 소규모 사회
내지 공동체에서의 표현행위가 문제된다.798) 한편 최근 인터넷 매체 등의 발전을
통하여 개인블로그나 SNS, 나아가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한 표현행위가 많아졌으며,
이러한 표현 내용은 신속하고 광범하게 전파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언론기관이 아
닌 경우에도 명예훼손의 주체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799)

2) 표현 내용에 따른 구별
명예훼손은 표현 내용에 따라 공적인 사안(또는 관심사)에 관한 것과 비공적인
사안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사안별 분류). 이를 피해자에 따라 나누어
보면 공인 또는 공적 존재를 대상으로 한 표현행위와 사인을 대상으로 한 표현행위
로 나누어 볼 수 있다(인물별 분류).
일반적으로 언론 보도는 공적 사안 또는 관심사를 대상으로 하며, 이는 대체로
공인 또는 공적 존재에 관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점에서 언론 보도에는 대체로 공
공성 또는 공익성이 인정되는데, 판례는 표현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
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을 조각하므로(형법 제310조 유추적용)800), 언론이 진실한
사실을 보도하는 경우에는 면책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
에 대한 논쟁을 내용으로 하는 하는 방송은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표현
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하고, 부분적인 오류나 다소의 과장이 있더라도 섣불리
명예훼손을 인정하여 역사에 관한 논쟁을 막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하
기도 하였다.801)
797) 한편 언론사 간의 분쟁도 빈번해지고 있다. 예컨대 하급심 판결로 서울지방법원 2001. 3. 21.
선고 99가합96928 판결(중앙일보 대 대한매일신보 사건으로서 손해배상액으로 3,000만 원이
인정되었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1. 12. 20. 선고 2001나24145 판결에서는 손해배상
액이 1,000만 원으로 감액되고 확정되었다)이, 대법원 판결로는 대법원 2006. 3.23. 선고 2003
다52142 판결(동아일보 대 문화방송 사건),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8262 판결(한겨레
대 조선일보. 언론인은 타인에 대한 비판자인 만큼 스스로도 수인의무의 범위가 넓다는 기존 판
례의 입장을 확인) 등이 있다. 그 밖에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3214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07129 판결 등도
참조.
798) 예컨대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노동조합 조합장이 전임 조합장의 업무처리
내용 중 근거자료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 대자보를 작성 부착한 사안),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35718 판결(아파트 주민들이 특정인에 대한 아파트위탁관리업체 선정 철회를 요구하
면서 유인물을 제작 · 배포하고 현수막, 방송 등을 통하여 집단행동을 한 사안),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도237 판결(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부회장이 전년도 회장 및 관리소장이 관리
비를 횡령한 것처럼 공연히 발언한 사안. 이 판결에서는 상당성이 부정되었다) 등 참조.
799) 예컨대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도5734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1. 3. 8. 선고 2001고단81
판결,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 5. 25. 선고 99가단42644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0. 10.
26. 선고 2000나40161 판결 등 참조.
800)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801)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판결 참조. 다만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역사적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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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사인에 대한 보도는 예외적으로 공적 관심사가 되는 경우가 아닌 한,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는
다. 물론 공인 또는 공적 존재의 경우에도 사생활에 해당하는 내용은 보호를 받지
만, 사인보다는 보호 범위가 좁다. 사생활 보호는 프라이버시 보호 영역에 해당한
다.802)

3) 사실적시와 의견표명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 형법은 사실적시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과 모욕을 구별하고 있지만, 민법은 이와 같은 구별을 하지
않고 일반 불법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서도 이러한
구별을 인정한다. 따라서 사실적시가 없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고, 판
례도 사실을 적시하지 않는 인신공격적인 의견표명에 대하여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
형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있다.803)
한편 단순하고 주관적인 의견표명의 경우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넓게
보호된다.804) 그런데 의견표명은 일정한 사실 진술과는 분리된 순수한 의견표명인
경우도 있지만, 일정한 사실을 전제 또는 암시하는 경우도 있다(이른바 ‘혼합의견’
).805)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사실 진술과 마찬가지로 보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물론 어떤 진술이 사실인지 의견인지를 구별하는 일은 어렵지만806) 명예훼손

802)
803)

804)

805)

806)

사에 관한 비판이나 문제제기를 널리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악
의적인 모험이나 사실의 왜곡까지 방송에서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명예훼손에서의 위법성 조각사유는 적용되지 않고, 별도의 이익 형량이 요구된다.
예컨대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은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
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
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
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며,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
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도 “민법상 명예훼손 등을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 법률용어의 일관성과 법체계의 통일성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따라서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상으로도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에 대응하여 모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의견 표명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책임을 별도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지나치게 모멸적인 언사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경우 불법행위로서 책임을 지는 경우
가 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판결. 이른바 조선일보 “성폭행적 폭언” 사설
사건으로서 이 사건에서는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하였다). 한편 욕설의 경우에는 “너무나 원시적
이고 거친 감정의 표출에 불과한 것”으로서 의견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로 전
원열, “명예훼손 불법행위에 있어서 위법성 요건의 재구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241면 참조.
참고로 미국의 경우에는 “mixed opinion”과 “pure opinion”으로 나누어서 의견의 표명으로 보이
는 것이라도 실제에 있어 혼재된 의견 표명인 경우에는 순수한 의견 표명과는 달리 사실의 적
시로 본다(이에 대한 내용 및 관련 문헌으로 박동진, 주석민법[채권각칙8](편집대표 김용담),
§750~§766,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280면 주273 참조).
사실적시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이 하급심과 다른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고(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1다84480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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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기준에 해당한다.807)
마지막으로 사실적시와 의견표명을 구별하기 힘든 표현행위도 있다. 정치적 이념
에 대한 표현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이 경우에는 순수한 사실문제와 함께 평가적인
요소도 수반된다.808)

4. 명예훼손의 인정 요소 및 인정 기준
(1) 일반론
1) 개별적 이익형량 방식
전술한 바와 같이 판례는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판단방식으로 유형적 접근방법
이 아닌 개별적 이익형량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일찍이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
주정치에 있어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나 사생
활의 자유와 비밀 등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
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
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809)
다만 200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 대법원은 공적인 관심사안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게 된다. 즉 대법원은 “언론 · 출
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바, 즉 당해 표현으로 인
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
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
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며, 당해 표현이 사

고 2012다4138 판결(삼성 X파일 “떡값 검사” 명단 공개 사건), ‘PD수첩 광우병 보도’ 사건에
관한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문제가 된 일부 표현에 대
하여 다수의견은 의견표명이라고 보았지만 소수의견은 사실의 적시로 보았다.
807) 물론 특정인의 정치적 이념 등에 대한 의문 제기와 같은 표현행위와 같이 사실적시와 의견표명
을 엄밀하게 나누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808)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809)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월간 “주부생활” 기능공 수기 사건);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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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
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피해
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
다”라고 판시하여 단지 원고가 공인인지 여부 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고 있
다.810)
최근에 판시된 대법원도 피해자의 지위를 고려하는 공인 이론을 받아들이면서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 · 유지시켜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 관심사
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개
인의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보장과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
익이 충돌하였을 때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
다”고 판시하여 기본적으로 개별적 이익형량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이 판결은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사용된 표현뿐만 아니라 발언
자와 그 상대방이 누구이고 어떤 지위에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
자의 지위를 고려하는 것은 이른바 공인 이론에 반영되어 있다.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해명
과 재반박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 발언자의 지위나 평소 태도도 그 발언으로 상
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판단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811)

810)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민노총 대 한국논단);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영화감독 가정폭력 사건)도 “언론 · 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
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에는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 여기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
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나아가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일반 사인인지,
공적 인물 중에서도 공직자나 정치인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인물인지, 단지 특정 시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관심을 끌게 된 데 지나지 않는 인물인지, 적시된
사실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된 것이거나 공공성·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
하고 그와 관련한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공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데에 피해자
스스로 어떤 관여가 된 바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결정하여야 한다”라는 일반론을 제시
하여 기본적으로 이익형량방법을 취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만 후자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구체적 이익형량의 기준들을 지나치게 많이 나열하여 어느 지점에서 공공성 요건이 탈락된 것
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백경일,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강원법학 제51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7, 445
면 이하 참조).
811)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이정희 대 변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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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악의적 공격’ 법리의 내용 및 학계의 평가
2000년대 초반에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안에서 대법원은 ‘악의적 공격’ 법리라
는 독자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게 된다. 즉 공직자의 도덕성 내지 청렴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정당대변인의 논평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이 법리가 처음 도입되
어 공직자의 업무처리의 정당성에 관한 의혹제기에까지 확장된다.812) 이는 민주주
의 사회에서 공직자 및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 및 비판기능에서 비롯한다. 그리고
이 법리는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 공적인 인물의 공적 영역에서의 언행이나 관계와
같은 공적 관심 사안에도 적용되는데, 그 이유는 이 경우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
을 고려할 때 보다 광범위하게 공개 · 검증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813) 다만 그
것이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넘어 ‘악의적 공격’이나 구체적인 정황의 뒷받침이
없는 ‘악의적 모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법하게 되어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814)
결국 이러한 악의적 공격 법리를 적용하는 대법원의 입장으로 말미암아 정치인이
나 공직자에 대한 의혹제기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
다.815)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악의적 공격 법리는 기본적으로 정당이나 언론보도의
감시와 비판이라는 기능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의혹제기는 정당한 언론활동 내지 통
상적인 정당활동으로 고려되고 따라서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구조이
다. 따라서 정당한 언론활동 내지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위
법성이 인정된다. 즉 관련 보도나 발표내용에 대한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이 없는
경우에는 악의적 공격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우리나라의 악의적 공격 법리와 대비되는 미국의 ‘현실적 악의’ 법리의 핵심
은 증명책임의 전환을 통한 언론자유의 보장에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법원이 채택
한 악의적 공격 법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악의적 공격 법리에 어떠한 평가를 내
릴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학설상으로는 상당성 법리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악의성
법리는 증명책임의 경감과는 직접적 관련성이 없지만, 공인 또는 공적 관심사안의
경우에 악의성 요건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상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방
안을 제시하는 견해816),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악의적 공격법리를 “형량-추
812)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전북도지사 금품도난 사건은 정당대변인의 논평이
문제된 사안이어서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이에 대한 일정한 특수성도 아울러 인정되었다. 오히
려 악의적 공격 법리의 구체적 적용 사안으로는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대전 법조비리 보도 사건)이 보다 시사적이다.
813)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4다220798 판결(임수경 “종북의 상징” 사건).
814)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815) 이러한 우리 법리가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과 유사한 수준의 기준을 수립하였다는 평가로는 박아
란, “법원과 언론: 언론 자유에 대한 고찰”, 언론과 법, 제16권 제2호, 한국언론법학회, 2017,
80면 이하 참조.
816) 이제우,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과 민사상 명예훼손”, 민사법학 제78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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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법리”라고 부르면서 이는 종전의 상당성 법리나 미국 판례상 현실적 악의 법리
와는 그 판단의 요소와 판단방법 · 구조를 달리하는 별개의 독자적인 새로운 위법
성 조각사유로 보는 견해817) 등이 주장되고 있다.

3) 기존의 ‘상당성 법리’와의 관계에 대한 학설 및 판례의 입장
대법원이 제시한 ‘악의적 공격’ 법리에 대하여 그것이 기존의 상당성 판단의 한
요소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와는 독자적인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
다. 이에 대하여 학설상으로는 악의성 요건을 상당성을 적용하기 위한 하나의 판단
근거로 보는 견해818), 별개의 독자적인 법리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지만, 후자의 견
해가 일반적 견해인 것으로 보인다.819) 그리고 후자의 견해를 전제로 양 법리의 차
이에 대하여 세부적으로는 상당성 법리와 악의적 공격 법리 중 상당성 법리는 진실
성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 경감과 관련된 반면, 악의적 공격 법리는 증명책임 경감
과는 무관하고 국민과 언론의 감시, 비판, 견제 기능을 강화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
많이 보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견해820), 전자의 견해에 기본적으로
찬동하면서 양자를 구별하지만, 판단기준에 있어서 상당성 법리는 주로 사실 여부
에 대한 확인이지만, 악의적 공격 법리는 원고에 대한 태도라는 점에서도 양자는
구별된다는 견해821) 등이 주장된다.
구체적으로 재판례를 살펴보면 재판례 중에는 악의적 공격 법리를 상당성을 판단
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언급한 경우도 있지만822), 주류적인 판례의 입장은 상당성
민사법학회, 2017, 421면.
817) 이상윤, “공적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명예훼손 소송에서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제168호, 한국법학원, 2018, 5면 이하. 이 견해에 의하면 우리 대법원이
공적 영역에서의 명예훼손 사안에서 형량 판단을 함에 있어서 일부 세부 분야들에서는 인격권
보다 표현의 자유에 조건적인 우월성을 추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피고의 언론보
도 등 표현행위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여
러 사정들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는 부담이 사실상 원고에게 주어지게 된다고 한다.
818) 신평, 명예훼손법, 청림출판, 2004, 310면.
819) 한위수, “명예훼손에 특유한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고찰”, 사법, 창간호, 사법발전재단, 2007,
69면; 문병찬, “명예훼손과 판례상의 면책심사기준”, 재판과 판례, 제13집, 대구판례연구회,
2005, 51면; 권태상,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 법학논집, 제19권 제1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
연구소, 2014, 76면 등. 다만 별개의 독자적인 법리의 구체적 의미에 대하여 이수종, “공적 사
안에 관한 대법원 판단 기준의 법적 의미”, 미디어와 인격권 창간호, 언론중재위원회, 2015,
217면 이하는 공적 사안에 관한 구체적 비례 형량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하나의 잠정적 해석
지침으로 이해하는 반면, 문병찬, “명예훼손과 판례상의 면책심사기준”, 재판과 판례, 제13집, 대
구판례연구회, 2005, 50면 이하는 독자적 기준으로 해석한다.
820) 권태상,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 법학논집, 제19권 제1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76면 이하.
821) 이제우,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과 민사상 명예훼손”, 민사법학 제78호, 한국
민사법학회, 2017, 419면.
822) 예컨대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정치보복 기소 기자회견)은 표현행위의
위법성 조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일반론으로 악의적 공격 법리를 언급한 후에 구체적인 판
단에 있어서는 “피고들이 위 기자회견에서 적시한 내용은 그 기초적인 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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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과 악의적 공격 여부에 대하여 병렬적으로 판단하거나823) 상당성 판단과는 별
도로 악의적 공격 법리를 적용하거나824) 악의적 공격 법리만으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825)
무엇보다도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MBC 대전법조비리 보
도 사건)의 경우에 후술하는 바와 같이 상당성 법리와 악의적 공격 법리가 별개의
기준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이 판결에서는 문제가 된 방송 별로 “별지 1.
기재 방송중 검찰고위직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별지 2. 기재
방송에는 ··· 위와 같은 사실이 진실이거나 피고들이 이를 진실로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방송이 위법하지 않다는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별지 3. 기재 방송은 ··· 검사가 사건을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진실이라거나 이를 진실로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방송이 위법하지 않다는 상고이유에서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별지 4. 기재 방송은 ··· 위 방송에 적시된 사실은 그 주요 부분이 진실
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방송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별지 5.
기재 방송은 ··· 공직자의 업무처리의 공정성 여부에 관한 국민과 언론의 감시 비판
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도의 암시나 의혹의 제기는 허용될 수 있는 범
위 내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방송 역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별지
6. 기재 방송은 ··· 위 방송에서 적시한 사실에 과장이 있기는 하지만 허구의 사실
이라 할 수는 없고 여기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언론의 감시 비판기능을 참작하면
치되고, 그 내용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데다가 공직자의 업무처리에 대한 감시비판 기
능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피고들로서는 원고가 피고 1을 기소한 것이 위 재정신청을 제기한
데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
각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즉 이 판결에서는 “공직자의 업무처리에 대한 감시비판
기능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이라는 문구가 나오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상당성 법리만으로
위법성을 조각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수종, “공적 사안에 관한 대법원 판단 기준의 법적
의미”, 미디어와 인격권 창간호, 언론중재위원회, 2015, 215면은 악의적 공격 법리가 초기에는
상당성 완화 척도로 활용되다가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을 기점으로 다소
정리되었다고 평가한다.
823) 예컨대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MBC 이중기소 관련 “한심한 검찰” 뉴스
보도)은 “이 사건 인터뷰의 방영은 피고들이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
는 것이거나 공직자의 업무처리의 공정성 여부에 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기능의 중요성에 비
추어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는 논증구
조를 취하고 있다. 그 외에도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다28619 판결(조폐공사 파업유도
관련 조선일보 “검찰의 감청의혹” 사설) 참조.
824) 예컨대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전북도지사 금품도난 사건)은 상당성을 부
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면서도 악의적 공격 법리를 적용하여 위법성 인정을 배제하였다. 또한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MBC 시사매거진 2580 “마카오로 간 여인들”
편);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8579 판결(창비 “권태로운 창” 기고문) 참조.
825) 예컨대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다40397 판결(BBK 사건 2. 국회의원 정봉주);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故 노회찬 의원의 삼성 X파일 ‘떡값검사’ 실명 홈페이지
공개 사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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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방송 역시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별지 7. 기재 방송은 ··· 이러한 평
가적인 보도에 위법성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다.826)
언론사 간 소송에 대한 판결인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동
아일보 대 MBC)에서도 문제되는 보도 내용별로 기존의 판례준칙과는 별도로 악의
적 공격 법리를 적용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있다. 나아가 언론사가 정치강연회에
서 진보논객인 초청연사가 한 발언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다른 언론사의 명예를 훼
손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별도의 사실확인 절차 없이 내용
의 진위가 불명확하고 출처도 특정하기 어려운 인터넷 게시물에 근거한 위 발언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반 사정상 위 기사
는 언론사에 대한 정당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범위에 속
하므로 그 명예훼손행위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양자가 별개의 기준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827)
생각건대 악의적 공격 법리는 표현의 자유 제한과 관련하여 공공적 · 사회적 관
심 사안 중에서 특히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직자의 자질이나 공직 수행에서의 공정
성 등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 · 비판 · 견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정당이나 언론 등의 표현의 자유를 보다 넓게 인정하
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취지를 유지함에 있어서 상당성 법리의
존재가 방해되는 것은 아니다. 즉 정당이나 언론의 의혹제기에 있어서도 그것이 악
의적 공격에 해당되지 않는 정당한 언론활동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되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
다는 점에서 상당성 법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828) 다만 사안의 특성상 이에 대
한 조사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정황 제시로 그 증명책임을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이는 사회적 · 공공적 사안에 있어서 심사 기준의 차이를 두
는 중요한 예로 볼 수 있다.
대법원이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을 그 사명의
하나로 하는 언론보도의 특성에 비추어, 언론보도의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826)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이 사건 각 방송 중에는 별지 2.와 3. 기재 방송만이 위법성이 인정되어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나머지 각 방송은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827)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3214 판결(오마이뉴스 대 조선일보). 이 판결은 “원심은 피
고들의 명예훼손행위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기사가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진실에 반하며 진실이라
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그 위법성을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
는 명예훼손 및 그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828) 정당한 언론 활동을 벗어나는 경우 대법원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
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공직자 등에 대한 언론보도에 있어서도 상당성 법리
가 유지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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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의 생활이나 공직 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의혹을 가질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론보도를
통하여 위와 같은 의혹사항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등의 감시
와 비판행위는 언론자유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설시한 것은 이러한 취지를 잘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829)

(2) 판례에서 제시된 악의적 공격 법리 적용기준의 구체적 내용
1) 개 관
악의적 공격 법리는 공직자 또는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 · 비판 · 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이나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경우 그것이 공직자 등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그것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
서 공직자 등에 대한 비판이나 공격이 정당한 언론활동이나 통상적인 정당활동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바로 악의적 공격에 해당하고 이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되어 명
예훼손 등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정당한 언론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
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MBC 시사매거
진 2580 “마카오로 간 여인들” 편 사건)이 제시하였다. 이 판결은 “공직자의 생활
이나 공직 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의혹을 가질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언론보도를 통하여 위와 같은 의혹사항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조
사를 촉구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행위는 언론자유의 중대한 내용 중의 하나인 보도
의 자유”에 속하고 이러한 언론보도로 인해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에 있는지의 판단에 있어서 “[1] 언
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2]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3]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4]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5] 기타 주위의 여러 사정 등
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830) 이하에서는 판례에서 제시된 악의적
829)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MBC 시사매거진 2580 “마카오로 간 여인들” 사
건).
830) 이러한 판단기준은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감사원 감사중인 비위 사실
암시적으로 보도한 사안)과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다40397 판결(BBK 사건 1, 시사
IN)에서 재확인된다. 또한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216 판결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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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 법리 적용 기준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다.

2)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가. 보도 내지 발언 내용이나 표현방식
악의적 공격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 우선 표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이 고려된
다. 여기에서 표현의 내용은 공직자의 생활이나 공직수행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혹인 경우가 많다.831) 이러한 의혹은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공직자의 도
덕성 ·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가 공공의 이
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관건이 된다.
그리고 표현방식과 관련해서는 표현의 객관성과 적정성이 중요하다.832) 의혹을
제기한 수준에 머무는 한 해당 사항에 대하여 중립적인 태도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조사나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데 그쳐야 하며, 단정적인 표현은 지양되어
야 한다.833)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재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
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방송보도의 핵심은 검사인
원고가 피의자에 대한 전과조회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중기소를 하였다는 직무상의
잘못을 지적하고자 한 것이고, 이 사건 인터뷰는 이중기소가 분명하다는 점에 대한
취재원으로서의 근거를 밝히기 위하여 삽입한 것인 점, 피고 1이 취재를 위하여 원
고에게 찾아가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싶다”고 하였으나, 원고는 해명과 함
께 “사소한 실수에 불과하다”는 말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기자가 무슨 사실을 확인
하느냐, 당신이 수사관이냐”라고 답변하였고, 또 원고는 “소외 1이 조사 당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는 진술을 전혀 한 바 없다”라고 진술하는 한편으로 “피의자
가 스스로 자신이 처벌받은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라
고 진술하기도 한 점, 소외 1이 재판받은 판결문이 있다고 검사에게 말하였는지 여
831) 예컨대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MBC 뉴스데스크 “한심한 검찰” 보도 사
건)(“이 사건 방송보도는 그 내용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
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832) 악의성 판단에 있어 표현의 적정성을 강조하는 견해로 이제우,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과 민사상 명예훼손”, 민사법학 제78호, 한국민사법학회, 2017, 419면 참조.
833) 악의적 공격 법리의 적용을 긍정한 판례로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마카
오로 간 여인들” 편)은 “위의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방송 중 이 사건 계쟁사실 보도 부분은 보도의 내용과 형식, 제보에 따른 취재개시 과
정, 취재 및 사실확인을 위한 과정, 진실과의 부합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경찰 공
직자인 원고들의 업무처리의 정당성 등에 대한 단순한 의혹 제기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언론의 감시 · 비판 기능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언론의 감시 · 비판 기능을 내
세워 명예훼손의 불성립을 주장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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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위와 같이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부분으로서 기자가 이를 정확하게 조사 · 확
인하기는 어려운 영역에 속한다고 보여지고, 피고들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인터뷰의 내용에 대한 원고의 반론을 인용하여 “담당검사는 사건이 고소인 소
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씨가 처벌을 받은 줄 몰랐다고 말합니
다”라는 취재기자의 설명을 함께 보도함으로써 그 진위 여부에 대하여 유보적인 태
도를 취한 점, 이 사건 방송 보도는 그 내용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서 살
펴본 결과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834)
이와 달리 위법성을 인정한 판례도 있다. 예컨대 대법원은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방송 중 이 사건 계쟁사실 보도 부분은 보도
의 내용과 형식, 제보에 따른 취재개시 과정, 취재 및 사실확인을 위한 과정, 진실
과의 부합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경찰 공직자인 원고들의 업무처리의
정당성 등에 대한 단순한 의혹 제기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언론의 감시 · 비판 기능을 내세워 명
예훼손의 불성립을 주장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
다.835) 또한 신문기사에서 공직자가 감사원에 의한 감사를 받고 있다는 등의 사실
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정한 금원을 수수하였음을 간접적 · 우회적으로 암
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836) 그리고 의혹 제기 등이 구체적 정황
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
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
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하는 것은 별도의 모욕에 기한 불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837)
한편 정당에 의한 정치적 주장이나 논평의 경우 표현방식과 관련해서 특수성이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민주정치제도하에서는 정당활동의 자유도 너무
나 중요하여 그 보장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아니되고,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는 국민
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수사적인 과장표현은 용인될 수 있으므로, 정
당 대변인의 정치적인 논평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수성이 고려되
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838) 또한 대선을 앞두고 이회창 대통령 후보 아들들의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한 정당대변인의 논평이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도 “이
사건 발표처럼 정당 대변인으로서의 공식적인 정치적 논평이나 정치적 주장에는 국
834)
835)
836)
837)
838)

대법원
대법원
대법원
대법원
대법원

2004.
2006.
2007.
2018.
2003.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한심한 검찰” 이중기소 사건).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마카오로 간 여인들” 편).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전북도지사 금품도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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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도 종종 사용되고, 이는 수사
적인 과장표현으로서 용인될 수도 있으며, 국민들도 정당 대변인의 정치적 주장 등
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수반되지 아니하면 비록 단정적인 어법으로 공격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이를 정치공세로 치부할 뿐 그 주장을 그대로 객관적인 진실로 믿
거나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정당 대변인의 정치적인 논평의 명예훼
손과 관련한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 “따라서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사항에서 정당 상호간의 정
책, 정견, 다른 정당 및 그 소속 정치인들의 행태 등에 대한 비판,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정치적 쟁점이나 관여 인물, 단체 등에 대한 문제의 제기 등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 관하여는 그것이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 사용에 의해 수사적으
로 과장 표현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이거나 현저
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그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
이다”라고 판시하였다.839)
아울러 신문 사설의 경우에도 강한 어조의 비판이나 풍자 · 과장 등의 수사적 표
현기법이 흔히 사용된다는 점이 감안되어야 한다.840) 이러한 특수성은 기본적으로
일반 독자들이 정당의 논평이나 신문사설을 접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다.

나.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악의적 공격 법리가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공공적 사안에 대한 완화
된 심사기준의 적용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 내, 즉 공
직자의 도덕성, 청렴성, 공직수행의 공정성 등에 대한 의혹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이와 관련된 재판례를 보면 대법원은 “특히 선거법위반사건 등 정치적인 영향력
을 가진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대한 정당의 감시기능은 정당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라고 판시하였으며841), 언론자유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 보도의 자유가 적

839)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9291 판결(이회창 병풍 관련 국사모 대 민주당 사건). 그 외
에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와 관련하여 부산고등법원 1992. 6. 17. 선고 92노215 제2형사
부판결도 참조(“정치적 영역에 있어서의 표현행위는 보통 의견의 성격을 갖게되며, 특히 선거운
동에 있어서의 표현행위는 정치적인 의견의 투쟁이 최고도로 강화되는 상황속에서 행해지므로
보다 더 강한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며, 후보자 상호간에는 정책논쟁과 상호비판에 의해 상대 후
보자의 정견이나 과거행적의 오류와 약점을 폭로하고 상대방을 비판, 비난하는 과정에서 과장,
단순화, 비유 등 여러 가지 표현기법을 구사하여 상대방을 신랄하고 통럴하게 공격하는 것이 예
사일 뿐 아니라 후보자들의 발언을 대하는 선거인 역시 그러한 사정을 이해하므로, 선거운동을
즈음한 표현행위의 허부를 논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현상과 관행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840)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판결(조선일보 “성폭행적 폭언” 사설)
(“통상적으로 신문의 사설은 사실의 보도를 위주로 하는 일반 기사와는 다르게 강한 어조의 비
판이나 풍자·과장 등의 수사적인 표현기법이 흔히 사용되고 일반 독자들도 그러한 속성을 감안
하여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점···”) 참조.
841)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정치보복 기소 기자회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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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영역과 관련하여 “공직자의 생활이나 공직 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
하여 어떤 의혹을 가질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았다.842) 또한 대법원은 “이
사건 기사가 비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분은 수사대상자의 인권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군 검찰의 수사내용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고,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안이므로, 그에 대한 보도가 개인의 명예보호라는 명분으
로 쉽게 봉쇄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시하였다.843)
이러한 판례들에 따르면 공직자에 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공익성이 약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 경우에는 악의적 공격 법리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
다.844)
한편 재판례를 보면 공인 또는 공적 존재의 정치적 이념은 공익성이 매우 강함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대법원은 2002년에 이미 이미 “좌와 우의 이념문제, 그 연장선
상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앞세운 이념이냐 민족을 앞세운 통일이냐의 문제는 국
가의 운명과 이에 따른 국민 개개인의 존재양식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쟁점이고 이
논쟁에는 필연적으로 평가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 문제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하고 이에 관한 일방의 타방에 대한 공격이 타방의
기본입장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닌 한 부분적인 오류나 다소의 과장이 있다 하더라
도 이를 들어 섣불리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이 문제에 관한 언로를 봉쇄
하여서는 안된다”고 판시하였다.845) 그리고 최근에도 대법원은 “표현이 공적인 존
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공적인 존재가 가진 국
가 · 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까
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
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
게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한다.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고 해서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
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 되고 찬반토론을 통한 경쟁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다”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846)

842)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MBC 시사매거진 2580 “마카오로 간 여인들” 편
사건).
843)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다74837 판결(군검찰 강압수사 의혹 사건).
844)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관련 보도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 대하여 백경일, “독일법상 언론보도
의 자유와 아동인격권의 침해 – 최근 검찰총장 친자의혹 보도와 관련한 비교법적 고찰 –”, 청파
법학, 제10호, 숙명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특성화센터, 2014, 69면 이하 참조.
845)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KBS PD 사건).
846)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이정희 대 변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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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직자 또는 공직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사회에 대한 언론의 비판적인 보도는 공직자 또는 공직자의 사
회적 평가에 대한 저하를 초래한다. 그중에서도 공직자의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관
련하여 비리에 대한 의혹사항들847)은 물론이고 공직자의 도덕성 · 청렴성에 관련된
사항들848), 특히 공직수행 과정에서의 자질과 관련된 사항들849) 역시 해당 공직자
의 객관적 평판의 저하로 이어지게 되며, 이러한 점은 특히 선출직 공직자인 경우
에 결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 공직자나 정치인의 경우에는 항상 정당이나 언론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명예훼손은
수인해야 하지만 그것이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까지 공직자나 정치
인이 수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판례도 “언론보도로 인하여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여 바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 ·
비판 · 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
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 · 비판 · 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언론
보도는 명예훼손이 된다”는 입장이다.850)
한편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판이나 명성이 손상되었을 것이
요구되고 이에 대한 증명은 피해자 측이 부담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종북’
이나 ‘주사파’ 등의 표현으로 지칭하였다고 하여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표현한 맥락을 고려하여 명예훼손이 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851)

라.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공직자에 대한 감시나 비판을 내용으로 하는 보도나 발언은 구체적 사실적시와

847)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정치보복 기소 기자회견); 대법원 2003. 9. 2. 선
고 2002다63558 판결(대전 법조비리 보도 사건);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
결(“한심한 검찰” 이중기소 사건);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다28619 판결(조폐공사 파업
유도 수사 관련 “검찰 감청의혹” 사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MBC 시
사매거진 2580 “마카오로 간 여인들” 편);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감사
원 감사중 사건);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1다40373 판결(BBK 사건 1, 시사IN);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다40397 판결(BBK 사건 2, 국회의원 정봉주); 대법원 2014. 4. 24. 선
고 2013다74837 판결(군검찰 강압수사);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삼성 X
파일 “떡값 검사” 명단 공개) 등.
848)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전북도지사 금품도난 사건) 등.
849)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53805 판결(폭설피해현장 방문 국무총리 “양주파티” 기사);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8579 판결(창비 “권태로운 창” 기고문);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850)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MBC 시사매거진 2580 “마카오로 간 여인들”
편).
851)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이정희 대 변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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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또는 이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다.852) 그리고 이때 적시되는 사실은 제보
등을 통한 의혹 차원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판례는 의혹 제기는 구체적인 정황의
뒷받침을 요구하며, 이러한 사실확인에 대한 노력을 요구한다. 이에 대한 재판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피고에게 상당성은 부정되었지만, 악의적 공격 법리에 따라
피고가 면책되었는데, 그 경우에도 제보자를 직접 만나 진술내용을 직접 듣는 과정
을 거친 후 발표를 하였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확인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았다.853)
그러나 대법원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언급하면서 “어떠한 정보에 접한 언론이
그 주요 내용의 정확성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방법을 다하여 그 의문점을 해소함으로써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
거가 있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단지 손쉬운 몇 가지 미진한 조
사에 의해 이를 진실이라고 속단한 채 보도하였다면 그 후 그 내용이 허위로 드러
난 경우 그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854) 또한 대법원은 “신문
에 비하여 신속성의 요청이 덜한 잡지에 인신공격을 하는 표현으로 비난하는 내용
의 기고문을 게재할 경우에는 기사 내용의 진실 여부에 대하여 미리 충분한 조사활
동을 거쳐야” 하고,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공개 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복사 ·
가공하여 게시 · 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함은 물론 궁극
852) 이러한 물론 순수한 의견표명의 경우도 있지만, 의견표명의 경우에도 일정한 사실을 암시하는
경우, 그 암시되는 사실에 관해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853)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전북도지사 사건).
854)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53805 판결(폭설피해 현장 국무총리 “양주파티” 보도 사건)
: “원심은 그가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그 기사와 함께 실린 사
진 속에 찍힌 복분자주 병이 양주병과 비슷해 보이는 점 이외에는 원고 일행이 당시 ‘양주파티’
를 하였다고 믿을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고, 오히려 ① 위 기사는 보도대상 사건이 발생한 날
부터 6일이나 지나서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기자가 어느 시민의 제보를 받아 작성한 것으
로서 위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원고 측의 총리실 관계자로부터 “‘양주파티’는 아니고 저녁식사에
반주 한두 잔 곁들인 것일 뿐”이라는 해명을 들었음에도 당시 원고 일행이 마셨던 술의 종류가
무엇인지(물론 그 술의 종류가 양주인지 복분자주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은 아니지만, ‘양주파티’
라는 말이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거부감을 생각할 때 위 기사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셨는지 등을 제대로 취재하지도 않은 채
제목을 포함하여 무려 7회에 걸쳐 ‘양주파티’라는 자극적인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 ②
2005. 12. 21. 폭설피해 현장 방문은 각급 기관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총리실 출입기자, 해당지
역 언론인들도 상당수 참석하였으므로 만약 원고 일행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처럼 양주파티를
벌였다면 이미 다른 언론에 보도되었을 것인데,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되기까지 이러한 내용의 보
도가 없었으므로 취재 기자로서는 제보자의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객
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인 점, ③ 취재 기자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취재활동
을 하였더라면 당초 일정에 정읍지역 폭설피해 현장방문은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 원고
가 초원식당에서 폭설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저녁식사를 하면서 보낸 시간이 불과 1시간 30분
정도였다는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기사에는 다분히 악의
적인 요소마저 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위 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나아가 그 보
도에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명예훼손에 관한 수인의 범위 및 그 위법성 조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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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출처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접속
하는 인터넷상 가상공동체(cyber community)의 자료실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 · 저
장된 자료를 보고 그에 터 잡아 달리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을 하지 않고 다른 사
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기고문을 게재하였다면, 설령 행위
자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 믿었다 한들,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
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였다.855)
한편 김경준의 주가조작 및 횡령 관련 이른바 BBK 사건과 관련하여 시사IN이 피
고가 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기에 앞서 검찰의 해
명을 듣거나 소외 1의 변호인에게 확인해 보지 않은 등 피고들의 행위에 다소 적절
하지 못한 사정도 없지 않으나, 이 사건 기사의 보도내용이나 표현방식, 공익성의
정도,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행위가 위
와 같은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856)

마. 기타 주위의 여러 사정
악의적 공격 법리의 적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기타 주위의 여러 사정도 고
려된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의혹제기가 얼마만큼 충분히 합리적인지와 그것이 사회
적 관심의 집중되어 국민적 관심사로 되었는지가 고려된다. 이와 관련된 판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발표 당시까지의 각종 언론보도 등을 통
해 이른바 ‘국사모’는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직권면직된 국가정보원의 간부 21명
이 모여 결성된 단체로서 그들의 직권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
원 등이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하였고, 2000. 4. 13. 총선 당시 ‘국사모’의 구성원 중
한 사람인 원고가 한나라당에 공천신청을 하였다라고 보도되는 등 ‘국사모’와 한나
라당이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으며, 이 사건 발
표에 즈음하여 국가정보원 등과 관련된 정치적 쟁점들에 대하여 ‘국사모’와 한나라
당의 관계 등에 관한 각종 의혹이 여러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계속 제기되었던 사실”
이 고려되었다.857) 또한 BBK 사건과 관련한 두 건의 대법원 판결에서도 명예훼손
855)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8579 판결(창비 “권태로운 창” 기고문 사건) 참조. 한편 정
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09헌마747 결정은 “제3
자의 표현물을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자기
책임의 원리에 따라 게시자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에 제3자
의 표현물을 게시한 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단순히 그 표현물을 인용하거나 소개하는 것에 불
과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책임이 부정되고, 제3자의 표현물을 실질적으로 이용·지배함으로써
제3자의 표현물과 동일한 내용을 직접 적시한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856)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1다40373 판결.
857)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9291 판결. 또한 한빛은행 불법대출 외압의혹 관련 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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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정되었는데, 이명박 대통령 후보자가 당시 BBK 주가조작 사건과의 관련 여부
가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하였고 이것이 대통령 후보자로서 충분한 도덕성과 자질을
갖추었는지가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 된 상황에서 검찰의 최종수사결과 발표에도 불
구하고 이러한 의혹이 해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시 신문보도 내지 국회의원의 발
언이 이루어진 것임이 고려되었다.858) 아울러 삼성 X파일의 이른바 “떡값검사” 명
단 공개 사건과 관련하여 선고가 내려진 대법원 판결 역시 “이 사건과 같이 대기업
과 공직자의 유착관계, 대기업에 대한 검찰의 수사내용이 국민적 관심 대상인 경우
공직자의 청렴성과 수사과정의 공정성은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되어야 하므로 그
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쉽게 봉쇄되어서는 아니
되고, 그밖에 피고가 게재한 게시물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공익성의 정도, 사실확인
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의 한계
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여 명예훼손 책임을 부정하였다.859)

(3) 정리 및 검토
1) 명예훼손의 인정 요소 및 인정 기준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대법원은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판단방식으로 개별적 이익형량 방식을
취하고 있었지만, 200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 공적인 관심사안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최근에
이르러서는 대법원이 기본적으로 개별적 이익형량 방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피해
자의 지위를 고려하는 공인 이론을 언급한 점은 주의를 요한다.
둘째, 2000년대 초반에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안에서 대법원은 ‘악의적 공격’
법리라는 독자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게 된다. 즉 공직자의 도덕성 내지 청렴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정당대변인의 논평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이 법리가 처음
도입되어 공직자의 업무처리의 정당성에 관한 의혹제기에까지 확장되었는데,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직자 및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 및 비판기능에서 비롯한다.
관련된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40907 판결의 경우에는 “위 피고들의 이 사건 발언
이나 논평은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에 소외 1이 개입되었는지 여부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던 상황에서 소외 1의 대출보증압력을 거절하여 보복수사를 당하고 있다는 소외 2의 기자회
견 내용과 한나라당 소외 3 의원이 소외 2의 정치권 배후세력이고 국정원 전직 간부가소외 2를
돌보고 있다는 내용의 인터뷰 기사가 보도된 직후 이루어진 것인데, 그 발언이나 논평의 취지는
위 보도 내용에 비추어 소외 2가 자신의 혐의를 모면하기 위하여 국정원 전직 간부 등의 개입
하에 한나라당과 연계하여 거짓으로 외압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사회적 · 정치적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858)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1다40373 판결(시사IN);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다
40397 판결(피고 국회의원 정봉주).
859)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234

셋째, 악의적 공격 법리는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 공적인 인물의 공적 영역에서의
언행이나 관계와 같은 공적관심 사안에도 적용되는데, 그 이유는 이 경우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보다 광범위하게 공개 · 검증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
다. 다만 그것이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넘어 ‘악의적 공격’이나 구체적인 정황
의 뒷받침이 없는 ‘악의적 모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법하게 되어 불법행위 책임
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역사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인인 사망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방송 내지 언론 보도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적용됨을 최근 판례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넷째, 대법원이 채택한 악의적 공격 법리가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적용됨에 따
라 정치인이나 공직자에 대한 의혹제기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악의적
공격 법리는 기본적으로 정당이나 언론보도의 감시와 비판이라는 기능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의혹제기는 정당한 언론활동 내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고려되고 따라서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구조이다. 이에 따라 정당한 언론활동 내지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예컨대 관련 보도나 발표내용에 대한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이 없는 경우에는 악의적 공격 법리가 적용되어 위법성이 인
정될 수 있다.
다섯째, 미국의 현실적 악의 법리와 우리나라의 대법원이 채택한 악의적 공격 법
리의 관계, 악의적 공격 법리에 대한 평가, 기존의 상당성 법리와 악의적 공격 법리
의 관계 등에 대하여 학설상 다양한 견해들이 주장되고 있다. 특히 악의적 공격 법
리에 대하여 그것이 기존의 상당성이라는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의
한 요소로 보아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와는 독자적인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
에 대해서도 판례의 입장은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학설상으로도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함을 알 수 있었다. 결국 현재까지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판례는 물론 학
설에서도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만큼, 향후에도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축적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섯째, 악의적 공격 법리가 어느 경우에 적용되는지, 즉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
가 정당한 언론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
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에 대해서 대법원은 여러 가지 구체적 판단 기준의 제시를
통하여 이를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구체적 판
단 기준으로는 ①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②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
의 정도, ③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④ 취재과정
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⑤ 기타 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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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러 사정 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개별적 이
익 형량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기준에 대한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향후에도 축적되는 관련 재판례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전술한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련된 재판례에 따르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특히 공적 인물이나 정치적 이념에 대한
비판과 검증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 하에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들에 의하면 공인의 명예 내지 인격권이 제대로 보
호받지 못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특히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영역에서는 실질적
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공인의 인격권이라는 기본권보다 우선시되는데, 이
는 경우에 따라서는 공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에는 한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고, 결
국 표현의 자유가 남용됨으로써 공인의 명예 내지 인격권이 무시되고 나아가서는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을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우려
는 최근 대법원 판결의 반대의견에서도 제시된 바 있다.860)
또한 공인 특히 고위공직자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논쟁에서 표현의 자유를 폭넓
게 보장하려는 대법원의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종북’이나 ‘주사파’와 같은 특정한 용
어의 표현이 사용될 당시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
미를 함께 고려하여 명예훼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861), 그 인정 여부의
판단시점 역시 판결 선고 시점이 아니라 당해 표현이 사용된 시점에서의 사회적 흐
름 내지 배경이 어떠했는지를 철저하게 파악한 후 이를 기초로 당해 표현이 사용된
시점에서의 표현에 명예훼손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는 노력을 더욱더 기울
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당시의 시대적 흐름이나 상황에서 비추어 볼 때 피해자
가 사회적 약자나 공인이라도 소수자의 위치에 있는 때에는 ‘종북’이나 ‘주사파’로
낙인찍히게 될 경우에 느낄 수 있는 두려움과 공포를 법원이 일정 정도 배려해야
860) 예컨대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은 표현의 자유에
도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즉 “표현의 자유와 그에 터
잡은 민주주의의 전제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인정하고 관용하는 것이다. 생각과 이념이 다
른 사람을 인정하고 관용하는 전제 위에서 표현의 자유는 비로소 숨쉴 수 있는 것이다. 상대방
을 아예 토론의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는 ‘배제’와 ‘매도’는 민주적 토론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질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영역이 존재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종북’, ‘주사파’,
‘▽▽▽▽연합’이라는 용어는 그러한 입장으로 규정된 사람들을 민주적 토론의 대상에서 배제하
기 위한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측면이 있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토론을 통한 민주주의
의 성숙을 위하여 위와 같은 극단적 표현들은 자제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부정확하거나 바
람직하지 못한 표현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공개토론이 가능한 표현이라면 얼마든지 최대한 보장되어야 마땅하지만 상대방의 존재를 부정
하고 토론 자체를 봉쇄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오히려
민주주의가 질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861)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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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862)
또한 ‘종북’이나 ‘주사파’와 같은 특정한 용어의 표현은 시간의 흐름이나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 경우로 볼 여지도 있지만, 어떤 표현이 문자적
의미 그대로 사용된 것인지 수사적인 과장으로 사용된 것인지의 구별이 명확한 것
은 아니며, 상대방의 정치적 위상, 표현의 전체 취지나 맥락에 따라 ‘종북’이나 ‘주
사파’라는 표현이 원래의 의미 그대로의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수사적 과장이라 하여 함부로 ‘종북’이나 ‘주사파’와 같은 표현
을 사용하는 데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863) 왜냐하면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같은
표현이라도 판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864) 이러한 관점은 공인의 정
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 내지 논평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표현행위에 있어서 더욱더
그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법원은 적시된 사실이 역사적 사실인 경우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
차 사자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한
다고 판시하였는데865), 그 결과 민주적인 토론의 장에 사자는 나설 수가 없다는 의
미에서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이상 사자의
명예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특별히 규정한 구 심의규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의
취지를 무시하는 해석을 할 우려가 있다.866)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사자가 된 공인
의 명예는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장기간 내지 경우에 따라서는 영구적으로 보
호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가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
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내리는 것 역시 향후 대법원에게 부여된 과
제라고 할 것이다.

862) 이와 유사한 취지로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 참
조.
863) 한위수, “수사적 과장(修辭的 誇張)과 명예훼손 책임: ‘종북(從北)’이란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
하는가?-대법원 2019. 4. 3. 선고 2016다278166 판결”, 언론중재 2019년 여름호, 언론중재위
원회, 2019, 79면.
864) 성남시장 시절의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를 ‘종북’으로 비난한 사건에서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6다278166 판결은 ‘종북’이란 표현은 의견이거나 ‘수사적 과장(修辭的 誇張)’에 해당할 여지
가 있다고 하여 명예훼손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지만, 배우 문성근을 ‘종북’이라고 지칭
하며 비판한 글에 대하여 “종북(從北)’이란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자]”라는 의미로서
주사파란 표현과 마찬가지로 그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인정한 하급심 판결(1심
판결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3가합12076 판결 및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6. 4. 22. 선고 2015나19300 판결) 및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
23489 판결)도 있다. 다만 후자의 사안의 경우에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면서 “피고의 이 사건 표현행위에 ‘종북’이라는 말이 포
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공인인 원고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표명이나 의혹제기에 불과하여
불법행위가 되지 않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9. 4. 3. 선
고 2016다278166 판결 참조).
865)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판결.
866)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판결의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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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특수문제 :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
1. 의 의
전통적인 언론매체인 신문이나 방송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지만, 인터넷은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다는 의미에서 쌍방향적(interactive)인 통신이 가능하다. 그
리고 익명성을 갖는 인터넷의 특성상 가명으로 인터넷에 글이나 영상을 쉽게 올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촉진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867)
그러나 인터넷의 등장으로 근거없는 소문이나 가짜 뉴스 등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소문의 진원지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졌다. 또한 사이버 공간의 커뮤니케이션에는 전자신문, 전자게시판, 전자우편 등 다
양한 형태가 이용되고 있고, 정보의 유통과정에 관여하는 시스템 운영자, 정보제공
자와 이용자는 동일한 공간에서 동시에 2개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868) 또
한 인터넷은 그 전파속도가 빠르고 그 전파범위도 광범위하므로, 잘못된 정보로 말
미암아 개인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특히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데에는
별다른 여과장치가 없으므로, 기존의 언론매체에 보도되는 것은 전혀 예측할 수 없
는 내용이 인터넷을 통하여 유포되기도 한다. 그리고 PC 통신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이 여과 없이 기존 언론매체에 보도되는 경우에는 그 타격의 정도가 더욱 커진
다고 할 수 있다.869)
이러한 인터넷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최근 인터넷을 통하여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
자와 같은 공인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무분별한 표현으로 명예훼손 내지 모욕에 해
당되는지 여부가 소송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투어지고 있으며870), 배우나 가수와 같

867) 김재형, 언론과 인격권, 박영사, 2012, 139면.
868) 김재형, 언론과 인격권, 박영사, 2012, 139면. 이러한 인터넷의 특성으로 윤경, “언론피해 구제
수단으로서의 언론소송”, 언론중재 2003년 겨울호, 언론중재위원회, 2003, 80면 이하는 정보촉
진적 기능, 광범성, 신속성, 비대면성, 반면에 피해의 신속성, 광범성, 치명성을 든다.
869) 이와 관련하여 신문기자가 PC 통신과 인터넷에서 비롯된 원고의 이혼사유와 그 배경 등에 관한
‘소문’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해명의 기회를 준다는 명목으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사실을 전국에 판매되는 일간지에 그대로 보도한 사건에서 서울지방법원 2000. 2. 2.
선고 99가합64112 판결은 “전국에 판매되는 일간지를 통하여 확산되는 정보는 아직까지는 PC
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유통에 비하여 그 속도와 범위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이유로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을 인정하였다. 이 판결에 의하면 개인이 홈페이지나 PC 통신을
통하여 퍼뜨린 정보는 다시 설득력 있는 정보의 뒷받침이 없으면 공인되지 않은 소문에 불과하
지만, 그 소문이 공신력 있는 언론기관에 의하여, 특히 전국 일간지에 게재되면 그 소문의 피해
가 PC 통신의 게시판이나 개인 홈페이지에 머물러 있을 때에 비하여 더욱 확산된다는 것이다
(김재형, 언론과 인격권, 박영사, 2012, 140면 주1 참조).
870) 최근 3개년간 언론소송에서 피고 매체유형별 소송 건수에서 인터넷매체가 피고인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태영, “언론의 자유와 자율성 보장을 위한 사법의
노력과 제언-오해와 언론소송의 통계 · 이슈 및 해외사례로 본 진실-”, 2018년 언론과 사법
심포지엄, 법원행정처, 2018, 32면 이하 및 2018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
회, 2019, 14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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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공적 인물의 내밀한 사생활을 담은 동영상 비디오가 인터넷을 통하여 급속하게
유포되는 등으로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 내지 인격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으로 커
다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인터넷은 명예훼손 내지 인격권 침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문제를 낳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을 보장해야 하
지만, 인터넷을 통하여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이를
통하여 인터넷에 의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충돌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인격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인터
넷의 특성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즉 인터넷서비스이용자(인터넷상
의 정보투고자나 정보제공자)의 책임871)과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그 중에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
한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2.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1) 개 관
인터넷을 익명이나 가명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
하는 글을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그를 찾아내더라도 자력이 없거나 권
리행사를 하기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다.872)
다만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모든 게시물을 확인할 수 없는데, 이러한 상황을 고
려하지 않고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으면 그는 책임을 면하기 위
하여 사적인 검열을 강화할 것이고, 그 결과 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다. 나아가 이 경우에 책임을 진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부담한 손해배
상액을 인터넷이용자에게 전가할 것이므로, 결국 인터넷서비스이용자가 이를 부담
하게 된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관점과 조화를 이루는
871) 인터넷을 이용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글이나 영상을 게재한 경우에는 투고자나 정보제
공자(여기에서는 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자 또는 1차적인 정보제공자를 의미한다)의 책임에 대
해서 판례는 인격권에 관한 일반이론을 적용한다. 즉 민사상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
정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요구된다(서울지방법원 2001. 9. 19. 선고 2000가합86668
판결). 다만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민법상
으로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872) 그 근거로 김재형, 언론과 인격권, 박영사, 2012, 149면은 인터넷 자료실이나 게시판의 접속횟
수가 증가할수록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광고 등을 통하여 이익을 얻게 되므로, 그로 인한 손해
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점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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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에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하
에서는 전술한 관점에서 인터넷서비스이용자가 사이버 공간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를 올린 경우에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어떠한
요건 하에서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학설 및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학 설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어떠한 요건 하에서 책
임을 지는지에 대하여 학설상 견해의 대립이 있다. 예컨대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게시내용이 명예훼손적인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때에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견해873)
와 피해자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명예훼손사실을 통지하였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한 경우에 한하여 인터넷서
비스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견해874) 등이 주장된다.

(3) 판 례
1) 이에 대하여 초기의 판례는 그 입장 표명에 있어서 혼선을 빚고 있었다. 예컨
대 피고회사는 전자게시판을 설치 · 운영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인데, A가 피고회사의
하이텔 공개게시판을 플라자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자,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원심은 전자게시판을 설치, 운
영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이용자에 의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전자게
시판에 올려진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
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설시하면서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
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하였다는 점을 들어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
고, 대법원 역시 이에 따라 피고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875)
그 후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72194 판결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873) 황찬현,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과 인권보장”, 저스티스 제34권 제1호, 한국법학원,
2001, 37면.
874) 이해완, “사이버스페이스와 표현의 자유”, 헌법학연구 제6권 제3호, 한국헌법학회, 2000, 114면
이하.
875)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다36801 판결. 다만 이에 대해서는 피고 회사가 게시물이 명예훼
손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있고,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구체적 판단은 정당하지만,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이용자들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전자게시판에 올린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에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
넷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에 직접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올리지도 않았는데도,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과 동일한 법리로 책임을 진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알고 이를 삭제할 것이 기대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불
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김재형, 언론과 인격권, 박영사, 2012,
38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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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적인 글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자의 책임이 발생하는 요건에 대하
여 분명하게 설시하였다. 즉 여기에서 대법원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인 인터넷상
의 홈페이지 운영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이 게재된 것을 방치하였을 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하기 위하여
는 그 운영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
행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하고, 그의 삭제의무가 있는지는 게시의 목적, 내용, 게시
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
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당해 사이트의 성격 및 규모·영리 목
적의 유무, 개방정도, 운영자가 게시물의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삭제
의 기술적 · 경제적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지 홈페이지 운영자가 제공하는 게시판에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제3자의 명
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되고 그 운영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
로 항상 운영자가 그 글을 즉시 삭제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물론 이 판결의 사건에서 문제된 게시판은 ‘비영리 군정(郡政) 홍보사
이트의 게시판’으로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운영되는 인터넷서비스와는 다르지만, 이
판결은 홈페이지 운영자가 홈페이지 게시판에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
된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그 글을 즉시 삭제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일반적인 명예훼손의 경우와 달리 홈페이지 운영자가
게시판에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된 것을 안 경우에 한하여 명예훼손으
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876)
2) 한편 200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877)을 통하여 인터넷 종합정보제공사업
자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제시되었다. 특히 이 판결에서 언론매체
의 뉴스기사를 선별하여 게시한 부분과 이용자가 댓글 등을 게시한 부분을 구분하
여 세밀한 기준을 밝히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가. 우선 이 사건에서는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의 기사를 보관
하면서 스스로 그 기사의 일부를 선별하여 게시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
된 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전원합
의체 판결은 이러한 경우를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의 특정한 명
예훼손적 기사 내용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전파한 행위”로 파악하
고 위 사업자는 “명예훼손적 기사를 보도한 보도매체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불
876) 이 판결에 대하여 김재형, 주석민법[채권각칙(6)](편집대표 김용담), §750,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438면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측에게 그 게시물의 삭제를 공식 요청하자 즉시 피고
측 담당자가 이를 삭제하였기 때문에,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한 결로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
877)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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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하면서도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
가 “보도매체가 작성 · 보관하는 기사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의 검색 · 접근에 대한
창구 역할”을 한 경우에는 이와 달리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878)
나. 다음으로 이 사건에서는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언론매체에 해당되
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 문제는 이른바 포털은 언론인지 여부 문제로 논의된다.
물론 언론피해구제법 제2조 제1호879) 및 제18호880)를 보면, 인터넷규스서비스를
언론으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포털이 언론인
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는 않고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언
론기관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다. 학설상으로는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명예훼손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포털의 언론성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으
므로, 포털을 언론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포털의 명예훼손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인터넷 종합 정보 제공 사업자가 기사를 선별하여 게시하였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석하여 이러한 판례의 입장을 지지하는 견해
가 주장되고 있다.881)
다. 한편 이 사건에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기사를 선별한 부분이 아니라 타
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 등이 올라와 있는 경우에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
가 어떠한 요건 하에서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되었다.882) 이 문제에 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과 별개의견은 댓글 등에 대하여 사업자가 언론매체와
동일한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는 결론에는 견해가 일치하지만, 어늘 정도로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견이 나뉘어지고 있다.
즉 다수의견은 ①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② 위 사업자가 그 게시물이 게시
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878)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정보를 제공하는 태양은 매우 다양한데, 이러한 태양에 따라 책
임의 발생요건이나 기준이 달라질 것이다(김재형, 주석민법[채권각칙(6)](편집대표 김용담),
§750,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439면 주171 참조).
879) 언론피해구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언론”이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880) 언론피해구제법 제2조(정의)
18.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
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것은 제외한다.
881) 김재형, 주석민법[채권각칙(6)](편집대표 김용담), §750,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439면은 인
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선별한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면 언론매체의 행
위와 유사한 표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언론매체와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
다.
882) 김재형, 주석민법[채권각칙(6)](편집대표 김용담), §750,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439면은 이
와 같은 댓글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기사를 선별한 경우와는 달리 언론매체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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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③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 · 통제가
가능한 경우에 위 사업자가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
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이하에서는 이를 ‘삭제 ·
차단의무’라고 한다)가 발생한다고 하였다.883)
여기에서 ②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삭제 및 차단 요구가 있어야 하는지가 문제된
다. 즉 사업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
· 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삭제 · 차단의무가
발생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다수의견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삭제 및 차단
요구를 한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
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난 경우에는 삭제 · 차단의무가 성립한다고
하였다.884) 그러나 별개의견은 피해자로부터 명예훼손의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구
체적 ·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삭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지 않았으면 예외적인 경
우를 제외하고는 삭제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885)
라. 전술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안은 명예훼손의 불법성이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 사업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을 구체적으로 인식하
지 못한 경우에도 사업자의 명예훼손책임을 긍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설
상으로는 이에 대하여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에도 사업자가 이를 알고 있다면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명예훼손
의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구체적인 인식의 수준이 낮아도 명예훼손책
임이 인정될 수 있고, 불법성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구체적인 인식의
수준이 높아야만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이 판결의 입장과 다
소 다른 견해가 주장되고 있다.886)
883) 이에 따라 다수의견은 이 사건에서 위 사업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이와 유사한 내용의 게
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그 게시물 삭제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
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
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된다고 한다.
884) 이와 같이 다수의견은 삭제 및 차단의무를 도출하면서 “위 사업자가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다수의견은 사업자가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불법행위책임을 다소 넓게 인정하
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재형, 주석민법[채권각칙(6)](편집대표 김용담),
§750,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441면 참조).
885) 이러한 다수의견과 별개의견의 대립에 대하여 김재형, 주석민법[채권각칙(6)](편집대표 김용
담), §750,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440면 이하는 결국 이 사업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기준, 특히 피해자의 삭제 및 차단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에 대한 다툼이라고 이해한 후, 인터넷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도 인터넷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 요구를 하는 것이 쉽지 않고, 사업자가 명
예훼손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삭제 ·
차단의무를 인정하더라도 불합리하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다수의견이 타당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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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에 의한 공인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판례
인터넷포털사이트 운영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기능이 단순 검색기능 제공만
이 아닌 경우에도 전술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입장은 후속 판결에 의해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887) 또한 인터넷상 게시물의 게재로 인한 명예훼손의 성립여
부를 판단 기준 및 판단 방법에 대하여 대법원은 “인터넷상 게시물의 게재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
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상 게시물의 게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
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일반 국민들이 게시물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게
시물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게시물의 객관적인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
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게시물이 일반 국민
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게시물
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
다”고 판시하였다.888)
그리고 인터넷상 가상공동체의 자료실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 · 저장된 자료에 터
잡아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 없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고문을 게재한
경우,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
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증명이 없더
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
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상당성 법리가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판시하면서도, “다만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공개 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복사.가
공하여 게시 · 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함은 물론 궁극적
출처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접속하
는 인터넷상 가상공동체(cybercommunity)의 자료실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 · 저장
된 자료를 보고 그에 터 잡아 달리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
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사실을 적시한 기고문을 게재하였다면, 설령 행위자
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 믿었다 한들,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이 경우에 상당성이라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부정되어서 민사상 명
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889)
886) 김재형, 언론과 인격권, 박영사, 2012, 362면 이하 참조.
887)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888) 예컨대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다28619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
29379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노회찬 의원 삼성 X파일 ‘떡값검사’
명단 실명 홈페이지 실명공개 사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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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소 결
1.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른바 공적 인물 또는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표현의 경우 표현의 자유가 넓게 인정받게 된 후 2000년대 들어서 학계에서는 표
현의 자유 확대를 위해 미국 판례법상의 ‘현실적 악의’ 원칙의 도입 여부에 대한 논
의가 있었고 실제 사건에서 증명책임과 관련하여 피고 측의 항변으로 원용되기도
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2003년 대법원 판결을 통하
여 공공적 ·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 대한 심사기준의 차
이가 인정되면서, 추가적으로 악의적 공격 법리가 확립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2. 또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국민의 알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
므로, 정당 또는 언론에 의한 공적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비판적 표현도 넓게
보장될 필요가 있으므로, 대법원은 엄격한 증명이 아닌 구체적 정황 제시로 충분하
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증명책임을 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구체적
정황의 제시조차 없거나 그것이 정당한 언론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 공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본 연구자들은 전술한 판례의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언론 내지 일반 국민의 예
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우선 대법원 판례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근거로 공인 또는 공적 인물에 해당되는 경우를 범주화 내지 유형화하여 제시
하는 작업을 시도해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
는 자료 중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가 최선책은 아니더라도 차선책이 될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공인의 범주화 내지 유형화에 따라 판례를 살
펴본 결과 몇 가지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공인과 사인의 유형화 작업의 구체
성과 정교성을 높이기 위한 시론을 제시해 보았다. 그리고 이와 함께 종래부터 공
인과 사인의 구별 및 공인의 범주화 내지 유형화를 시도한 여러 논의들도 함께 고
찰해 보았다. 이를 통하여 공인의 범주화 내지 유형화에 따른 시도와 그에 따른 판
례의 유형화 작업들은 결국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일정 정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는 점에서 공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연구방법으로서 장점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889)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8579 판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53805 판결은 “··· 사회의 목탁으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 · 신장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등의 공적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 언론의
사회적 책임임을 생각할 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참조), 오늘날 인터넷
등 새로운 정보통신매체의 비약적 발달에 따른 폐단으로 근거가 없거나 왜곡된 출처 불명의 정
보가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전파됨으로써 여론을 오도하고 개인의 인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
는 일이 나날이 늘어나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거칠고 여과되지 않은 수많
은 정보의 옥석을 가려 독자로 하여금 근거 없는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않게 하고 왜곡된 여론
의 형성을 방지하여야 할 임무는 다른 어느 것 못지않게 중요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라 할 것
이니, ···”라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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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의 공인 이론(현실적 악의 이론)을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학설상 견해가 대립하고 판례는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한다. 이는 판례가 미
국과 다른 헌법 체계 하에서 개별적 이익형량 방식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본 연구자들도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라 미국의 현실적 악의 이론의 전면적
인 도입에는 찬성하지 않지만, 미국의 공인 이론의 영향을 일정 정도 받은 점을 고
려하여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에 면책의 범위를 넓혀서 그 비판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적어도 공인에 대한 언론 보도의 자유를 확대할 필요성은 인정하였다. 이
러한 관점에서 판례를 보면 판례는 이미 미국의 현실적 악의 이론의 취지 내지 근
본정신을 구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판례는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여
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구체적 사안을 중심으로 개별적 이익 형량 방식
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우선 사안이 공공의 관
심 사항인지가 문제되고, 공공의 관심사항이라 하더라도 행위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공개 여부가 결정됨을 알 수 있었다.
5.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인정 요소 및 인정 기준과 관련하여 판례의 입장을
정리하였는데, 이를 통해서 판례는 개별적 이익 형량 방식에서 공적인 관심 사안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하는 방식과 함께 미국의 공인 이론을 의식한 판시
를 하다가 악의적 공격 법리라는 독자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기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서 악의적 공격 법리는 기본적으로 정당이나 언론보도의 감시와
비판이라는 기능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의혹제기는 정당한 언론활동 내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고려되고 따라서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구조임을 알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미국의 현실적 악의 법리와 우리나라의 대법원이 채택한 악
의적 공격 법리의 관계, 악의적 공격 법리에 대한 평가, 기존의 상당성 법리와 악의
적 공격 법리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판례는 물론 학설에서도 명확한 결
론이 내려지지 않은 만큼, 향후에도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축적될 필
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6. 악의적 공격 법리가 어느 경우에 적용되는지, 즉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정
당한 언론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
당성을 잃은 것인지에 대해서 대법원은 여러 가지 구체적 판단 기준의 제시를 통하
여 이를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개별적 이
익 형량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기준에 대한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향후에도 축적되는 관련 재판례에 대하여 지속적
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련된
재판례를 보면 표현의 자유가 넓게 보장된 나머지 공인의 명예 내지 인격권이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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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가 남용됨으로써 공인의 명
예 내지 인격권이 무시되고 나아가서는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을 위험
성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법원의 노력이 요구됨
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향후에 소수자의 위치에 있는 공인이나 사망한 공인에 대한
명예 보호 문제도 고려하여 판단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7. 한편 정보촉진적 기능, 광범성, 신속성, 비대면성, 반면에 피해의 신속성, 광범
성, 치명성이라는 인터넷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최근 인터넷을 통하여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와 같은 공인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무분별한 표현으로 명예훼손 내지
모욕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소송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투어지고 있으며, 배우나 가
수와 같은 공적 인물의 내밀한 사생활을 담은 동영상 비디오가 인터넷을 통하여 급
속하게 유포되는 등으로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 내지 인격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으로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은 명예훼손 내지 인격권
침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문제를 낳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을 보장해야 하지만, 인터넷을 통하여 개인의 명예나 사생
활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이를 통하여 인터넷에 의한 표현의 자유와 인
격권 보호의 충돌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인격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인터넷의 특성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즉 인터넷서비스이용자(인터넷상의 정보투고자나 정보제공자)의 책임과 인터
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등이 문제될 수 있는데, 이 연구에
서는 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관점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인터
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기준을 마련하려는 목적에서 인터넷서비스제공
자의 책임 문제에 대한 학설 및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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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인에 대한 모욕에 기한 불법행위의 인정기준
I. 모욕과 의견표명
1. 모욕과 명예훼손의 비교
형법은 사실적시 여부를 기준으로 명예훼손과 모욕을 구분하고 있지만890), 민법
상으로는 양자 모두 일반 불법행위로 규율된다. 또한 모욕과 명예훼손 구별 여부와
관련하여 종래 모욕적 언사나 추상적 사실의 언사의 경우에도 “넓은 의미의 명예훼
손”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었지만891), 판례는 양자를 구별하는 입장이다.892) 예컨
대 대법원은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 “모멸적인 표
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며893),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성 의견표명”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을 긍정하였다.894)
나아가 대법원은 법률용어의 일관성과 법체계의 통일성 관점에서 민법상으로도
명예훼손과 모욕을 구별하고,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에 대응하여 모욕
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의견표명에 대하여는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책임
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895) 그러나 이에 대하여 학설은 모욕에
기한 불법행위는 우리민법상 명예훼손의 근거 규정인 제751조에서 사실적시를 요

890) 예컨대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대법
원 2017. 5. 11. 선고 2016도19255 판결 등 참조.
891) 한위수, “명예의 훼손과 민사상의 제문제”, 사법논집, 제24집, 법원도서관, 1993, 410면 이하;
이광범, “불법행위로서의 명예훼손과 그 구제방법 － 대법원판례의 성과와 과제를 중심으로”, 재
판자료 제77집, 헌법문제와 재판(하), 법원행정처, 1997, 130면 이하 참조. 따라서 민법 제764
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는 모욕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고, 다만 ‘사실의 적
시’를 전제로 한 명예훼손에 특유한 위법성조각사유(진실성과 공익성 등)는 모욕의 경우에는 적
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다. 한편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명예훼손과 모욕은 행위태양, 면책기준,
증명책임에서 상이하다는 점을 근거로 비판하는 견해로 민성철, “의견면책의 한계(하)”, 언론중
재 2004년 겨울호, 언론중재위원회, 2004, 50면 이하; 김시철, “명예훼손 · 모욕 · 사실왜곡에
의한 인격권 침해의 성립요건 및 공통점과 차이점(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 공
2009상 608)”, 대법원판례해설, 제79호(2009 상반기), 법원도서관, 2009, 253면 등 참조.
892)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1다84480
판결;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판결은 “명예훼손과 모욕적 표현은 구분해서 다루어야 한다. 사실의 적시가 없는
모욕적 표현이나 저속한 표현은 “방송은 저속한 표현 등으로 시청자에게 혐오감을 주어서는 아
니 된다”라고 규정한 구 심의규정 제27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할 여지는 있을지언정, 명예훼손 금
지를 규정한 구 심의규정 제20조 위반으로 포섭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례의 입
장에서 찬성하는 견해로 박철, “표현의 자유에 의한 명예훼손의 제한과 관용”, 언론과 법, 제2호,
한국언론법학회, 2003, 369면 이하; 김경환, “의견에 의한 명예훼손(I)”, 언론관계소송, 한국사법
행정학회, 2007, 243면; 신평, “한국에서의 의견과 사실의 이분론”, 법조, 제55권 제8호, 법조협
회, 2006, 57면 이하 등 참조.
893)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민노총 대 한국논단 사건).
894)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1다84480 판결(MBC 뉴스 “못 믿을 변호사”).
895)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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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으로 하지 않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사실의 적시에 의하든 의견표명에 의하든 일
응 명예훼손이 성립하고, 그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로서 의견표명의 상당성 내지
는 공정한 논평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판례에 반대하는 견해896), 명예훼손은 사
실의 적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순수의견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없지만, 그 의견표명이 모욕적인 경우에는 인격권의 침해로
서 별개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견해897) 등으로 견해가 나누어진다. 이러한 견해
의 차이는 인신공격적인 의견표명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이론구성 및 증명책임
과 관련하여 의미를 갖고, 따라서 이는 명예훼손과 다른 별도의 모욕에 기한 불법
행위를 인정할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898)
표현의 자유 보장과 관련하여 의견표명은 그것이 비판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더
라도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899) 이러한 입장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을 구별하는 대법
원의 태도는 의견표명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위법성 판단과 관련하
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일응 타당해 보인다.

896) 예컨대 표성수, 언론과 명예훼손, 육법사, 1997, 393면 이하 참조.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의견과
사실이 동시에 적시된 경우에 청구원인 단계에서 의견과 사실을 구별하지 않고 일응 사회적 평
가의 저하로 명예훼손의 성립을 인정한 다음 위법성조각사유에서 사실 적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진실성, 상당성에 의하여 위법성을 검토하고, 의견표명 부분에 대하여는 공정한 논평의 법리에
따라 그 요건을 충족하면 면책되고 그렇지 않은 과도한 의견 표명에 대하여는 위법성이 조각되
지 아니하여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897) 예컨대 민성철, “의견면책의 한계(하)”, 언론중재 2004년 겨울호, 언론중재위원회, 2004, 55면
이하 참조.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청구원인 단계에서부터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여 사실의 적시
에 의하여 사회적 평가의 저하가 인정되면 명예훼손이 성립하게 되고, 의견 표명 부분 중에서
그 표현이 과도하여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과는 별도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고 보게 된다.
898) 명예훼손과 다른 별도의 모욕에 기한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
시에 의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이상 인신공격적인 의견 표명은
이와 행위태양을 달리하므로,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당연하며,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적시
된 사실의 진실성에 의하여 그 위법성을 조각하게 되지만 의견표명으로 인한 불법행위에서는 진
실성(truth)을 따질 수 없고 오직 표현의 적정성(propriety)만이 문제되는 점에서 양자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면책시키는 기준이 상이하고, 명예훼손에서는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 또는 상당
성을 피고가 증명해야 하지만, 의견표명에 의한 불법행위에서는 명예훼손에서 진실성에 상응한
다고 볼 수 있는 표현의 적적성 또는 과도성을 포함한 성립요건을 모두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그 증명책임의 분배에 있어서도 달라지게 된다(민성철, “의견면책의 한계(하)”,
언론중재 2004년 겨울호, 언론중재위원회, 2004, 56면 이하 참조).
899) 의견표명의 자유 관련하여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9780 판결(최장집 교수 사상검증
논증 관련 월간 ‘말’지가 그 기사를 통하여 월간조선의 기사를 “사디즘적 병리현상” 등으로 비판
한 사건)은 표현의 전제가 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고, 이를 전제로 한 위 표현은 수사적 과장에
불과하며 “경멸적이거나 지나치게 감정적이고도 모멸적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여
순수의견으로 면책된다고 하였다. 또한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현대차 노
조 대 조선일보),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8262 판결(언론사간 소송 “처첩신문”), 대법
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미디어 오늘 “KBS 해설위원들의 엉뚱하고 경박한
논평·진행” 논평 기사) 등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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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표명과 명예훼손의 구별
물론 의견표명의 경우에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예컨
대 판례는 의견의 표명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 바, 어떤
의견의 표현이 그 전제로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물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
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
손으로 본다.900)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
하여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표현이 ①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여부, ②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 ③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한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
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여부를 구별할 필요가 있
다.901) 만약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
하고 있지 않다면 명예훼손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모욕에 기한 불법행위가 성립
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될 것이다.902)

3. 소송물의 동일성 여부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903)에 의하면 모욕적 · 인신공격적 표현에
의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별개의 소송물인지, 아니면 동일한 소송물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문제에 대하여 이 판결의 다수의견은 “종북이나 주사파와 같은 표현에 사실의 적시
가 없다고 하여 명예훼손책임을 부정하더라도 모욕이나 인신공격적 표현도 불법행
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욕 등을 이유로 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에 관해서는 다시 면밀하게 심리”해야 하지만, 이 부분은 상고이유 주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반대의견의 논거가 상당히 흥미롭다. 즉 반대의견은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및 모욕
죄와 달리 민법상으로는 사실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 표명에 불과한지에 대한 법적
평가의 차이에 불과하고,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인 이 사건 표현행위도 동
일하며, 그 근거규범도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같으므
로 양자는 동일한 소송물이고 청구권원이 동일하다고 본다. 따라서 명예훼손과 모
욕은 형법상으로는 엄밀하게 구분되지만, 민법상으로는 모두 인격권 침해로서 불법
900) 예컨대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
다10208 판결 등 참조.
901) 박동진, 주석민법[채권각칙8](편집대표 김용담), §750~§766,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278면.
902) 박동진, 주석민법[채권각칙8](편집대표 김용담), §750~§766,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278면.
903)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250

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양자 모두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의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으로 하나의 청구권원을 이룬
다고 본다. 이러한 반대의견에 의하면 결국 법원은 표현들이 ‘명예훼손이거나 모욕
이어서 사회적인 명예감, 개인의 인격권이 모두 침해되었다’라고 포괄적으로 인정하
고 그 전체에 대하여 위자료 금액을 정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반대의견
은 대법원 판례의 입장도 이와 다르지 않다면서 그 예로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1다84480 판결과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을 들었다.
향후 이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입장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만약 이 문제에 대하여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동일하다면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굳이 명예훼손에 기한 손해배상액과 모욕에 기한 손해배상액을 포괄해서 그 전체에
대하여 위자료 금액을 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II. 의견표명의 한계로서 모욕에 기한 불법행위
1. 의 의
판례에 의하면 의견표명은 널리 보장된다. 왜냐하면 논평과 비평의 경우에도 명
예훼손을 인정하면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비판의 자유가 현저히 제한
되며904), 사실적시를 포함하는 명예훼손과 달리 의견표명은 진위여부에 대한 증명
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905) 이와 같이 의견표명은 넓게 허용되지만 허용범위가 문
제되고, 그 표현의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는 인격권 보호와 관련하여 제한이 필요하
다. 판례도 “아무리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

904) 권기훈, “의견표명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에 관한 판결례 검토”, 언론중재, 2002년 봄호, 언
론중재위원회, 2002, 53면.
905)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연극 0.917 비평)은 “의견 또는 논평
을 표명하는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그 의견 또는 논평 자체가 진실인가 혹은
객관적으로 정당한 것인가 하는 것은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고, 그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는가, 혹은 그러한 증명이 없다
면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이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
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의견 또는 논평
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 신문기사
가운데 그로 인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로 된 부분에 대하여 거기서 사용
된 어휘만을 통상의 의미에 좇아 이해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증거에 의하여 그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 타인에 관한 특정의 사항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바로 해석되지 아니하는 경우
라도 당해 부분 전후의 문맥과 기사가 게재될 당시에 일반의 독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지 경
험 등을 고려하여 볼 때에 그 부분이 간접적으로 증거에 의하여 그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
한 타인에 관한 특정의 사항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그 부분은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
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묵시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과
함께 그 전제되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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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
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
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며(이른바 ‘악의적 모함’ 법리)906), 표현
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
고 볼 수는 없지만, 만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
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이하에서는 명예훼손과 구별하는 의미에서 ‘모욕에 기한 불법행위’
라고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907)

2. 판례에서 나타난 모욕에 기한 불법행위의 유형 및 요건
(1)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
판례에 의하면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은 명예훼손과는 별도로 인정되는
인격권 침해, 즉 모욕에 기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908) 어떠한 표현이 구체적으로
모멸적 표현에 해당되는지와 관련된 재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컨대 대법원은 지역신문에서 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막가파 구의원”, “동네 반
장보다 못한 놈”이라는 기사가 인신공격적 표현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적이 있으며909), 또 다른 대법원 판결은 “아무리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
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
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
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구체
적인 판단에 있어서 “이 사건 기사 중 원고 민노총의 투쟁방법을 ‘공산게릴라식 빨
치산전투’라고 표현한 부분은 비록 그 표현 자체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원고 민노총의 투쟁방법을 그에 비유한 평가의 표현이라 하더라도, ‘공산게릴라식
906) 예컨대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민노총 대 한국논단);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1다40373 판결(BBK 사건 1) 등 참조.
907)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현대자동차 노조 대 조선일보).
908) 다만 상당성 기준의 도입으로 유명한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월간 주부생활
기능공 수기 사건)에서 문제된 수기의 경우에는 피해자인 변호사를 악덕 변호사인 것처럼 비방
하는 내용의 인신공격적 표현이 문제되었지만, 명예훼손 성립여부만이 판단되었다.
909)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86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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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치산전투’라 함은 공산주의 혁명을 달성하기 위해 적의 배후에서 파괴와 살상 등
으로 기습, 교란하는 비정규부대의 유격전투를 뜻하는 표현으로서, 원고 민노총의
투쟁방법, 투쟁과정에서 나온 과격한 구호 등을 참작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그 비유
가 지나치고 감정적이고도 모멸적인 언사에 해당하여 이러한 모욕적인 표현까지 언
론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보호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910)
또한 한국논단 주최 대통령 후보 사상검증 토론회에서 사회자(이도형)의 시민단
체와 관련한 발언이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언론 · 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
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 ·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
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와는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당해 명예
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설시한
후에, 문제되는 발언의 내용이 어느 정도 공적관계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심히 침해하는 내용인데다가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감정
또는 비방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언론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다.911) 이 판결에서는 문제되는 발언으로 인한
피해자인 시민단체가 입는 사회적 가치평가의 훼손 정도와 함께 발언자가 명예훼손
으로 고소되리라는 사정을 예상하면서도 위 발언을 감행한 것은 피고들이 이미 원
고들로부터 다른 사안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것에 대한 보복의 감정 또는 비
방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 불법행위를 인정하였다. 그리고 대법원은 TV뉴
스 프로그램에서 특정변호사가 소송수행을 잘못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선
910) 한편 “이 사건 기사는 단순한 의혹의 제기 차원을 넘어 단정적인 표현을 하였는바, 피고들이 제
시한 을 제106, 107호증 등의 자료만으로 곧 그와 같이 단정까지 하는 것은 과장된 표현이라
할 것이고, “북한조선노동당의 이익을 위한 노동당운동”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원고 민노총의 그
와 같은 노동운동이 결과적으로 북한을 이익되게 하는 운동이라는 주관적인 평가를 ‘노동당운
동’에 비유한 과장표현이라 할 것인바, 앞에서 전제한 바와 같이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공개와 토론이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는 필요성과 제시된 정황 및 현실투쟁의 강도와 양태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정도의 과장표현으로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민노총 대 한국논단 사건) 참조).
911)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경실련 대 한국논단 사건) : “원심이 적법하게 확
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발언의 내용이 어느 정도 공적 관계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원고들과 같은 시민 운동 단체는 업무 수행의 도덕성과 공정성, 자원 조달의 투명
성을 그 존립의 중요 기초로 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 세력에 대하여 반대를 하고 심지어는 폭
력적인 위협을 하고 있다.”라던가 “기업체에서 약점을 미끼로 돈을 긁어쓴다.”는 내용의 발언으
로 원고들의 도덕성이나 순수성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어 향후 활동에 제약이 예상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심히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피해자들은 이러한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바 없고, 오히려 “고소 사태
도 그 중의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만, … 이 말 자체가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될지 모르겠습니
다.”라는 발언에서 보듯이, 피고들이 이 사건 발언으로 인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리라는 사정을
예상하면서도 위 발언을 감행한 것은, 피고들이 이미 원고들로부터 다른 사안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것에 대한 보복의 감정 또는 비방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발언의 내
용은 언론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할 것이다.”

253

고되도록 하였다는 기본적 사실에 기초하여 소위 ‘순백의 법조인’과 대비하여 ‘사람
답게 살지 못한 사람’이라거나 ‘한심하다 못해 분통이 터진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
하여 의견을 표명한 것은, 위 변호사의 잘못의 정도와 판결에 대한 영향을 지나치
게 확대, 과장하여 평가한 결과에 따른 표현으로서 그러한 의견표명은 모멸적인 표
현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912)
한편 故 장자연 사건 관련하여 원고 국회의원이 국회 여성위원회에서 “언론사는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성매매 예방교육을 강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
데, 을 신문사가 사설 제목에서 갑이 언론을 상대로 ‘성폭행적 폭언’을 하였다고 표
현하고, 본문에서 “언론인들 얼굴에 오물을 던진 것”, “모략성 흑색 유언비어를 악
용해 특정인과 특정 직업집단 전체에 침을 뱉는 파렴치한 탈선”, “정상적 의원으로
서, 정상적 인간으로서의 선을 넘었다”라고 표현한 사안에서 원심은 이러한 신문사
의 표현은 지나치게 경멸적인 표현으로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
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
단하였지만, 대법원은 위 사설의 전체적인 취지는 국회의원의 국회 발언에 면책특
권이 있다고 하여 언론인과 같은 특정 집단 전체를 성상납을 받거나 성매매를 하는
집단으로 모욕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인 점, 사설의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로
볼 때 갑에게 악의적으로 모욕을 가할 목적으로 작성된 사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갑의 발언은 종국적으로 언론인에 대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강제하는 법안 발
의에 관련된 것으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다양한 비판과 문제제기가 허
용되어야 할 사안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표현들이 지나치게 모멸적인
언사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
렵다고 판단하였다.913)
이 밖에 언론사 간 소송사건으로서 보수진영 신문사에서 진보논객(진중권) 정치
강연에서의 발언을 인용보도한 것이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기사 중
“오마이뉴스는 열린우리당이 만든 ‘파시스트’ 언론집단”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그 자
체만 놓고 보면 ‘오마이뉴스는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의 의견을 주로 반영하고 이를
대변하면서 당파적이고 선동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취지의 수사적인 과장표현으
로서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
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914)
912)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1다84480 판결(MBC 뉴스데스크 “못 믿을 변호사” 보도 사건).
913)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판결(조선일보의 국회의원에 대한 사설).
914)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3214 판결(오마이뉴스 대 조선일보). 그리고 최근 판결로 대
법원 2019. 4. 3. 선고 2016다278166 판결(이재명 대 변희재)은 ‘매국노’라는 표현(“안현수를
러시아로 쫓아낸 이재명 성남시장 등 매국노들을 처단해야 합니다.”와 “서울시 박원순, 성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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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
판례에 의하면 단순한 과장을 넘어서 타인의 신상이나 기본입장에 대하여 왜곡하
는 공표행위도 인격권 침해로서 모욕에 기한 불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915) 기본
적으로는 의견표명에 해당하나 의견표명의 전제로서 적시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경우에 이 유형의 행위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된 재판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예컨대 대법원은 공적 존재의 정치적 이념과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는 넓게 인정
되어야 하지만 “이에 관한 일방의 타방에 대한 공격이 타방의 기본입장을 왜곡시키
는”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시하였다.916)
또한 대법원은 신문사가 대기업 노동조합의 노동쟁의 및 단체협약 등과 관련하여
보도한 여러 개의 기사 중 일부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
았다.917) 그리고 대법원은 진보정당 국회의원(권영길)이 국정감사 질의 중에 “대
구·경북이 민주화의 요람인데, 심지어 폄하하는 용어로 수구 꼴통 본산이라는 이야
기를 듣는 것은 억울하지 않느냐”고 발언한 것을 신문사가 “권 전 의원이 대구·경북
을 보수꼴통의 도시로 매도했다”며 수차례에 걸쳐 비난성 기사를 낸 사건에서 피고
신문사는 원고의 발언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였고, 상당성도 인정되지 않으
이재명, 영원한 매국노들로 역사에 기록해야 합니다.”등의 트위터 글)을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면서, ‘거머리떼들’ 등의 표현이 모욕이나 인신공격
적 표현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다시 심리해야 함을 판결문에 적시하였다.
915) 이와 관련된 주요 국가의 법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즉 미국법상 false light invasion of
Privacy 법리는 사실의 적시를 요구하지만 공표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
용일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심지어는 미화하거나 영웅담의 경우와 같이 사회적 평가를 향상시
키는 경우에도 이 법리가 적용(양심있는 사람이면 근거 없는 칭찬을 받는 것도 심적 부담을 느
끼게 되므로)되는 점에서 명예훼손과 차이가 있으며, 독일법상 인격상의 왜곡 법리도 명예훼손
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자신에 관한 허위의 전파를 금지할 권리를 가지는 점을 인정한
다고 한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시철, “명예훼손 · 모욕 · 사실왜곡에 의한 인격권 침해의
성립요건 및 공통점과 차이점(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 공2009상 608)”, 대법원
판례해설, 제79호(2009 상반기), 법원도서관, 2009, 286면 이하 참조).
916)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KBS PD 사건). 이에 대한 평석으로 박철, “표
현의 자유에 의한 명예훼손의 제한과 관용”, 언론과 법, 제2호, 한국언론법학회, 2003, 333면
이하; 유의선, 744면에서는 “결국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법 해석상 피고의 표현이 의
견인가 사실적 의견인가에 대한 표면적 논쟁보다는, 그 표현이 현실적 악의에 기초한 것인지,
아니면 허용 수준에 있는 사소한 과장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라고 하겠다.”고 평석한다.
917)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현대자동차 노조 대 조선일보): “제6, 7기사 역시
일반 독자의 기준에서 볼 때 전체적인 인상과 맥락으로 보아 구체적인 사실전달보다는 의견표
명 내지 논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도로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 의견표명의 전제로 적시한 사실관계 중 “원고의 쟁
의행위로 인하여 체결된 2003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 조합원들이 연간 165일 내지 177일
(또는 170일 내지 180일)의 휴일을 누리면서도 연봉 5,000만 원을 받게 되었다”는 보도내용은,
피고가 휴일수와 연봉액을 병렬적으로 거시하는 표현을 사용한 점, 제6, 7기사의 다른 부분에서
도 원고의 조합원들이 실제로 위와 같은 휴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장된 휴일
수의 최대한도라는 것을 시사하는 단서나 표현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원고 내지 그 조합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
이므로,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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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였다.918)

(3) 악의적으로 모욕을 가할 목적으로 한 표현행위
판례에 의하면 이 유형의 표현행위에 해당되려면 당해 표현행위에 모욕 또는 비
방의 목적이 있을 것이 요구된다. 예컨대 대법원은 발언의 내용이 공적관계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심히 침해하는 내용인데다가 “더
욱이 피해자들은 이러한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바 없고, ··· 피고들이
이 사건 발언으로 인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리라는 사정을 예상하면서도 위 발언을
감행한 것은, 피고들이 이미 원고들로부터 다른 사안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것에 대한 보복의 감정 또는 비방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발언의
내용은 언론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
하였다.919)
이와 달리 故 장자연 사건 관련 “성폭행적 폭언” 사설과 관련하여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불법행위 책임을 부정하였는데, 그 이유로 “이 사건 사설에서 위와 같이 원
고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원
고에 대하여 일부 경멸적인 표현이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로
볼 때 원고에게 악의적으로 모욕을 가할 목적으로 작성된 사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되었다.920)

3. 정 리
미국법에서는 모욕적 언사 내지 의견표명만으로는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의 침해
자체가 성립되지 않지만921), 우리나라에서는 ‘순수의견’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고922), 모욕적 표현행위도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수 있다. 다만 순

918)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79262 판결(권영길 대 매일신문사).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정정보도문 게재와 위자료 500만 원을 인정하였다.
919)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경실련 대 한국논단).
920)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판결.
921) 이에 대해서는 김경환, “의견에 의한 명예훼손(II)”, 언론관계소송,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230
면 이하를 참조.
922) 전원열, 명예훼손 불법행위에 있어서 위법성 요건의 재구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237면. 한편 대법원 2007. 7. 28. 선고 99다6203 판결(신문 풍자만화)에서의 “다만 단순한 의
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분은 미국법에 대한 설
명으로는 타당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맞지 않는 설시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시철, “명예훼
손 · 모욕 · 사실왜곡에 의한 인격권 침해의 성립요건 및 공통점과 차이점(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 공2009상 608)”, 대법원판례해설, 제79호(2009 상반기), 법원도서관,
2009, 259면 주68; 김재형, “인신공격적 표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민법판례분석, 박영사, 2015, 369면은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한 결론에는 찬
성하나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였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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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견은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의견 진술은 참 · 거짓이 없는 것
이므로, (거짓인) 사실진술에 비하여 강한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예훼손
과 모욕의 차이는 피해자의 객관적 ·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는 표현행위의 태양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923) 이러한 시각에 따라 판례는 순수의견은 면책
된다는 입장을 취하며924), 학설상으로도 이러한 판례의 입장을 지지하는 견해가 많
다.925)
또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여부, 명예훼손과의 구별 문제와 관련하여 사실 적
시와 의견표명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서
는 사용된 표현이 외견상으로는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이를
가지고 섣불리 주관적 의견이 아닌 사실적시로 단정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관
점은 대법원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대법원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겉으로 보기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글의 집필의도, 논리적 흐름, 서술체
계 및 전개방식, 해당 글과 비평의 대상이 된 말 또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
합하여 볼 때,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 된 부분이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
적 의견에 해당하고, 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926)
한편 명예훼손과 모욕의 구별과 관련하여 비교법적으로 참고해야 하는 부분도 보
인다. 우선 의견면책의 근거로서 공정한 논평 법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927) 그리
923) 김시철, “명예훼손 · 모욕 · 사실왜곡에 의한 인격권 침해의 성립요건 및 공통점과 차이점(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 공2009상 608)”, 대법원판례해설, 제79호(2009 상반기), 법원
도서관, 2009, 239면.
924)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연극 0.917 비평);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
다10208 (한겨레신문 제주 4·3관련 “계엄의 불법성” 기사):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
37524 판결(민노총 대 한국논단)도 마찬가지.
925) 예컨대 김경환, “의견에 의한 명예훼손(I)”, 언론관계소송,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212면; 한기
택, “광의의 의견 또는 논평에 의한 명예훼손(1999. 2. 9. 선고 98다1356 판결 : 공1999상,
458)”, 대법원판례해설, 1999년 상반기(통권 제32조), 법원도서관, 1999, 299면 등 참조.
926)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도19255 판결(역사 저서 비판). 또한 동일한 취지에서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판결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겉으로 보기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
도, 글의 집필의도, 논리적 흐름, 서술체계 및 전개방식, 해당 글과 비평의 대상이 된 말 또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 된 부분이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어떠한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견해나 그 근거를 비
판하면서 사용한 표현의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927) 영국법상 공정한 논평(fair comment)의 법리란 공공의 관심사에 관한 의견을 보호하려는 면책
사유로서, 타인의 명예를 해하는 논평이라 하더라도 사실에 입각한 공정한 논평의 경우 위법성
이 조각된다는 법리이다(한수웅,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한국, 독일, 미국에서의 명예훼손
법리에 관한 헌법적 고찰과 비판을 겸하여-”, 저스티스 통권 제84호, 한국법학원, 2005, 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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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인격권 존중과 관련하여 모욕이나 인신공격적 표현이 ‘의견’인지가 문제된다. 이
에 대하여 판례는 일단 의견의 범주에 포함시키면서 그 의견표명의 한계를 일탈한
경우에 불법행위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지만928), 이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견해도 주장되고 있다.929) 독일에서도 발언내용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전
적으로 비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격권의 보호가 우위에 선다고
한다.930)

III. 공인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표현과 모욕에 기한 불법행위
1. 일반론
정당의 논평이나 언론보도의 경우에는 특정한 공인이 가진 정치적 이념에 대한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단순한 의견표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적시로 볼 수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 특정인의 행적
이나 발언과 관련한 사실 적시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 공인이 어떠한
정치적 이념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는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민주주의 사회
에서 정치인과 등 공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념에 대한 공개와 검증은 국민의
알권리의 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정치적 이
주74 참조). 미국에서도 일정한 경우에 공정한 논평의 항변이 인정된다. 즉 (i) 의견의 표현이
진실되고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고, (ii) 개인의 사생활이 아니라 공적인 행위에 대한 비평인 경
우에 이러한 항변이 인정된다. 또한 기초사실에 오류가 생기게 되는 경우 또는 일부 허위인 경
우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뉴욕타임스 판결을 통하여 현
실적 악의 법리가 전개된 이유였던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928)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1다84480 판결. 이러한 판례에 찬성하는 견해로 김경환, “의견에
의한 명예훼손(II)”, 언론관계소송,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239면; 민성철, “의견면책의 한계
(하)”, 언론중재 2004년 겨울호, 언론중재위원회, 2004, 48면 이하 등을 참조.
929) 욕설은 원시적이고 거친 감정의 표출이므로 의견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지
적으로 전원열, 명예훼손 불법행위에 있어서 위법성 요건의 재구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240면 이하 참조. 욕설의 위법성에 대하여 “그런 욕설을 들으면 누구나 명예감정을 손상
당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얼마간 지속되리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욕설인 경우 민법 제
750조의 위법성 인정된다. 다만 위자료만이 문제될 것이고, 그나마도 다만 명목적 손해배상에
그칠 것이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사실진술 내지 비유적 표현과 섞여서 사실진술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930) 그 예로 Strauß-Karikatur 판결 및 Henscheid 대 Böll 참조. 다만 비방을 목적으로 하는 발언
의 개념은 전적으로 개인에 대한 비하에 그치는 경우로 매우 좁게 해석된다. 이를 부정한 예로
BVerfGE 82 272(“Zwangsdemokraten”) 참조. 법익형량시 고려사항으로 반격의 원칙(BVerfGE
12, 113, 130. Schmid/Spiegel 사건 “정치적 영역에서 발간되는 포르노 잡지”). 이후 반격의 원
칙의 인정범위가 확대되었다. 즉 사인이 공적 강연 등을 통하여 공적 의견의 형성과정에 참여하
는 경우에도 언론기관을 포함한 상대방의 반격권을 인정한다. 그 이유는 그는 공적토론에 참여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보호받는 사적 영역의 일부분을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 이
에 대해서는 BverfGE 54, 129, 138(Kunstkritik) 참조. 여기에서는 토론 참여의 자발성 관점도
중요하며, 이와 함께 ‘자유로운 발언의 즉흥성’도 고려된다고 한다(한수웅, “표현의 자유와 명예
의 보호-한국, 독일, 미국에서의 명예훼손 법리에 관한 헌법적 고찰과 비판을 겸하여-”, 저스티
스 통권 제84호, 한국법학원, 2005, 34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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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밝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위장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당과 언론의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 또는 의문제기이다. 그 과정
에서 검증대상인 공인의 행적과 관련한 사실을 적시함과 동시에 그에 대판 평가가
뒤따르게 된다.
최근 들어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종편 방송 등의 표현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정
치적 이념에 대한 비판적 표현에 관한 사안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잇달아 나오고 있다. 재판례 중에는 “친일” 등과 같은 표현931)이나 “보수꼴
통”과 같은 표현이 문제된 경우도 있지만932), 최근에는 “종북” 등과 같은 표현이 문
제되고 있다.933) 이하에서는 공인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표현과 모욕에 기한 불법
행위와 관련된 판례의 입장을 살펴본다.

2. 판례의 입장
(1) 종래의 입장
1) 공적 존재에 대한 정치적 표현, 특히 공적 존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념에
대한 비판적 표현행위에 있어서 대체로 구체적 사실적시 내지 일정한 사실을 전제
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한도에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인의
정치적 이념은 본인이 스스로 밝히지 않는 한 정확한 증명이 어려우므로, 일정한
행적과 과거의 발언을 통해 추정할 수 밖에 없고, 설령 본인이 밝히는 경우에도 이
931)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이른바 향토사학자 해직 사건으로서 신문의 표지에
일장기를 배경으로 하고, 피해자가 목포시장으로 출마하였을 때 유세 유인물에 인쇄된, 두 손을
앞으로 모아 힘껏 쥐고 있는 모습이 합성된 사진과 사진 하단에 적색 대형문자로 ‘친일매국’이
라고 기입하고 사진 중앙 부분에 “권○○(피해자) 역사관 확인수순”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
재한 데 대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한 사건이다): “피해자의 정책을 반대하는 향
토사가들의 입장에 전적으로 찬동한다는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하면서, 앞서 본 합성 사진의 영
상과 “친일매국”이라는 일종의 구호를 동원함으로써 시각적이고 압축적이며 상징적인 표현 수법
으로 이러한 의견 내지 논평을 강조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문맥 및 구
조에 비추어 이 사건 합성 사진의 영상이나 “친일매국”이라는 문구가 위와 같이 적시된 사실을
기초로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하는 것 외에 별도의 사실, 즉 피해자가 일장기 앞에서 실제로 충
성을 맹세한 일이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과거에 친일 매국 행위를 한 바 있다는 등의 사실 자체
를 적시하거나 암시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932) 예컨대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79262 판결(권영길 대 매일신문사. 국감중 “TK 보수
꼴통” 발언 기사)은 사실을 왜곡한 허위보도로 보아 상당성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
다.
933) 그밖에 “친북”, “종북좌파”, “주사파” 등이 문제된다. 이에 대한 하급심 판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5가단160303 판결(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
나, 법원은 배상액 3,000만 원을 인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6. 선고 2016나
63080 판결(극우성향 언론인(고영주)이 당선 전 문재인을 “종북”, “공산주의자”로 표현한 사안
에 대한 판결로 항소심에서 1,000만원으로 감액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4가단5336511 판결(극우 성향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대정부질의과정에서 민변에 대해 “간첩
을 옹호하는 단체”라고 발언한 사안에 대한 판결로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300만 원의 위자
료가 인정되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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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장하는 경우가 많다. 공적인 존재가 어떠한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는
공동체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의혹제기나 주관적인 평가
에 있어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할 수 없고, 따라서 그러한 의혹제기나 주관적인 평
가를 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의 제시로 증명책임은 완화된다는 것이 종래부터
인정되어 온 판례의 입장이다.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 정황을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그들이 해 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 등을 증명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정치적 이념을
미루어 판단하도록 할 수 있고, 그들이 해 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을 인정함에 있
어서는 공인된 언론의 보도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여기에 공지의 사
실이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도 활용할 수 있다고 이미 제시한 바 있다. 다만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이 없는 악의적 모함은 경계해야 하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는 한계를 제시하였다.934)
2) 전술한 종래의 판례에 의하면 표현 내용 중에서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부분은 명예훼손에 관한 판단기준이 적용된다.935) 이때
종래의 판례에 의하면 상당성 법리를 적용하여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판단하였
다.936) 예컨대 언론인 문명자와 관련한 2건의 대법원 판결937)과 강원도의회의원의
김일성 애도편지 사건과 관련된 민사 판결이 그러하다.938)
한편 공적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논평에 대한 사건으로는 이른바 ‘최장집
교수 사상검증 논쟁’이 있다.939)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적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에 대한 공개와 검증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한 뒤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제

934)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한편 같은 해 선고된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KBS PD 사건)에서는 정치적 이념에 대한 문제는 단순한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평가적 요소가 수반되므로 이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넓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
시하였다. 이 경우에도 일방의 타방에 대한 공격에 있어서 부분적인 오류나 다소의 과장은 허용
될 수 있으나 그 한계로서 그것이 타방의 기본입장을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는 제한을 두었다.
935)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의견”은 혼합의견에 해당하고, 그 전제하는 사실
에 대한 명예훼손 성립여부가 문제된다(예컨대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연극
0.917 비평) 참조).
936) 한편 하급심 판결로는 이른바 최장집 교수 사상검증 논쟁과 관련하여 두 건의 서울고등법원 판
결이 있다(서울고등법원 2001. 5. 17. 선고 99나67484 판결(확정), 서울고등법원 2001. 5. 17.
선고 2000나18822 판결(확정) 참조).
937) 예컨대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MBC 논픽션 라디오 드라마. 상당성 부정하여
명예훼손 인정); 대법원 1998. 6. 23. 선고 97다58590 판결(김일성 장례 위로연 보도 사건. 상
당성 인정하여 명예훼손 부정) 참조.
938)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24624 판결(상당성 부정하여 명예훼손 인정).
939) 서울고등법원 2001. 5. 17. 선고 99나67484 판결(확정); 서울고등법원 2001. 5. 17. 선고
2000나18822 판결(확정). 한편 대법원 2003. 8. 22. 2003다9780 판결 (최장집 교수 사상검증
논증 관련 월간 ‘말’지가 그 기사를 통하여 월간조선의 기사를 “사디즘적 병리현상”이라고 비판
한 사건)에서는 순수의견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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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허용되어야 하고 이는 공개토론의 대상이 된
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여기에서 대법원은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흔
히 위장하는 일이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
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이에 대한 의혹
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
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940)
또한 다른 대법원 판결에서는 기사 중 어떤 표현이 공적인 존재인 특정인의 정치
적 이념에 대한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경우 의혹제기를 할 수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충분하다라는 앞의 판례의 태도에 더하여 정치적 이념에 대한 표현은 단순
히 사실적시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평가적 요소를 수반한다는 점이 언급된다. 즉 여
기에서 대법원은 “좌와 우의 이념문제, 그 연장선상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앞세
운 이념이냐 민족을 앞세운 통일이냐의 문제는 국가의 운명과 이에 따른 국민 개개
인의 존재양식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쟁점이고 이 논쟁에는 필연적으로 평가적인 요
소가 수반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 문제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하고 이에 관한 일방의 타방에 대한 공격이 타방의 기본입장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
닌 한 부분적인 오류나 다소의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섣불리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이 문제에 관한 언로를 봉쇄하여서는 안된다”고 판시하면서,
당해 사건에서 “언론의 기사 중 방송 프로그램에 나타난 그 프로듀서의 역사해석을
곧 주사파의 역사해석으로 단정하여 그 프로듀서를 주사파로 지목한 부분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으로 그 부분 사실적시는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주사파’가 그 당시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 가지는 부정적
이고 치명적인 의미에 비추어 이를 단순히 수사적인 과장으로서 허용되는 범위 내
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
았다.941)

(2) 최근의 입장
1) 정치적 표현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의 인정 기준과 관련하여 최근에는 보수 언
론인이 트위터 글이나 기사들에 특정 정치인에 대한 비판하는 글을 작성 · 게시하

940)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민노총 대 한국논단). 여기에서 대법원은
구체적인 판단에 있어 원고 민노총을 “좌익노동단체”라고 칭한 표현은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이 부분은 불법행위로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941)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KBS PD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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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종북” 또는 “주사파” 등의 표현한 사안이 문제되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 전
원합의체 판결은 종래의 재판례에서 설시해 온 여러 판단 기준들을 체계적으로 종
합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즉 전술한 종래의 판례에 기초하여 공
적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하면서 그 경계로서 불법행
위 책임을 지게 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942)
우선 이 판결은 언론 등의 정치적 표현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사실적시를 포함
하는지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나누고 있다.943) 이는 순수한 의견표명으
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전제한 것이다. 또한 이 판결은 구체적
사실적시를 내용으로 하거나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의 경우에 판례상 인정되어
온 ‘악의적 공격’ 법리의 취지를 감안하여 불법행위 책임 인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객관적인 사회적 평판의 손상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때 발언자와 상대방이
누구이고 어떤 지위에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특히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표현의 경우 그에 대한 의혹제기나 주관
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를 판단할 때에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의혹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증명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944) 그러면서 이념의 문제는 평가적인 요소가 수반되므로 표현의 자유
가 넓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타방의 기본입장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닌 한
부분적인 오류나 다소의 과장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945) 즉 부적절하거
나 부당한 표현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숨 쉴 공간’의 확보를 위해
법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을 남겨두되,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 즉 표현행
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
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에 대해서는 의견표명의 한
계를 벗어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946) 특히 피해자가 공인이라
면 일정한 비판은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 공론의 장에서 해명과 재
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942)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실적시의 경우에 그러한 의혹제기나 주장에 대한 구체적 정황제
시로 입증책임을 완화하면서 그것이 악의적 공격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명예훼손 책임이 성립하
게 되며, 타인에 대한 비판적 의견표명의 경우 표현의 자유가 더 넓게 인정되지만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모멸적인 인신공격이나 사실왜곡 등의 인격권 침해에 이르러서는 안된다
는 입장을 취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943) 이와 동일한 취지의 대법원 판결로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대법
원 2003. 3. 25. 선고 2001다84480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현대차
노조 대 조선일보) 등을 참조.
944)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민노총 대 한국논단).
945)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KBS PD 사건).
946)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현대차 노조 대 조선일보 사건).

262

그리고 구체적인 판단에 있어서 특정인에 대한 “종북”이나 “주사파” 등의 표현과
관련하여 원심은 의혹제기나 주관적인 평가에 있어 구체적 정황제시가 불충분하거
나 사실왜곡의 인격침해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러한 표현은 의견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제시가 있는
의혹제기에 불과하여 불법행위가 되지 않거나 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947)
2) 한편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들이 선고되고
있다.948) 특히 사망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다큐멘터리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 중 이
○○ 전직 대통령에 대하여 ‘악질 친일파, A급 민족반역자, 돌대가리, 썩은 대가리’
등과 같은 표현이 사용된 부분과 박○○ 전직 대통령을 Snake Park(스네이크 박)
으로 표현하면서 박○○ 전직 대통령의 사진을 뱀 사진과 나란히 편집한 부분에 대
하여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모욕적 표현은 구분해서 다루어야 하므로, 사실의 적시
가 없는 모욕적 표현이나 저속한 표현은 구 심의규정 제27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할
여지는 있지만, 구 심의규정 제20조 위반으로 포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대
법원은 이 사건의 표현이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할 여지는 있지만, 사실 적시를 요
하는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949)

3. 판례의 분석 및 정리
전술한 내용을 토대로 판례의 입장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 및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재판례를 보면 해당 표현이 사실적시인지 의견표명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종북’, ‘주사파’ 등과 같은 표현이 자주 문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950) 과거에는 ‘종
947)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948) 예컨대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6다278166 판결(이재명 대 변희재 사건);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4다220798 판결(임수경 “종북의 상징”) 등. 한편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이 배우 문
성근을 상대로 “종북”이라고 표현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명예훼손 성립을 인정하였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23489 판결).
949)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판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1 방송(사망한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방송)은 CIA 문서(1948. 10. 28. 자), 호놀룰루 스타블러틴 신문,
워싱턴포스트 기사, 신한민보 기사 등을, 이 사건 2 방송(사망한 박○○ 전직 대통령에 대한 방
송)은 프레이저 보고서, 케네디 종합보고서(1961. 6. 6. “Presidential task force on Korea”),
휴필리 보고서, 미국 제483차 국가안보회의 자료, CIA 스페셜 리포트 등을 인용하였는데, 피고
가 제재사유로 삼은 위와 같은 내용은 모두 이러한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서, 표현 방식이 다소
거칠고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방송 전체의 내용과
취지를 살펴볼 때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
시하였다.
950) ‘종북’ 표현이 문제된 사건에서의 법원의 재판례를 분석한 이정기, “‘종북(從北)’ 관련 판례의 특
성과 판례에 나타난 법원의 표현의 자유 인식”, 미디어와 인격권, 제2권, 언론중재위원회, 2016,
237면 이하는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단순 의견표명한 것이라고 판단하거나, 표현된 매체의 공
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예컨대 내부전산망), 종북을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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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라는 표현은 좁은 의미로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태도”라는 의미를 가
졌지만, 최근에는 “북한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 “정부의 대북강경정책
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는 사람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후자의 경
우에는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에 해당한다.
우선 ‘종북’ 등과 같은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그것이 사실적시라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지만951), 의견표명이라면 명예훼손은
문제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의 판례를 보면 ‘주사파’라는 표현이 문제된
사건에서 기본적으로 해당 표현을 사실로 보고 다만 상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명예
훼손이 인정되었지만952), 최근 판례를 보면 ‘종북’ 등과 같은 표현행위는 사실적시
가 아니라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기 위한 수사학적 과장으로
서 의견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여 명예훼손이 부정되었다.953)
그런데 ‘종북’, ‘주사파’ 등과 같은 표현을 의견표명으로 보더라도 표현의 적정성
과 관련하여 2002년 대법원 판결은 ‘주사파’라는 표현이 표현행위 당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가지는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의미에 비추어 이를 단순히 수사학적 과정으
로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954) 그리고 그리고
이후 ‘종북’ 등이 문제된 사건에서 판례가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판단은 이와 같
은 평가에 기초하고 있다. 이와 달리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사건 표현
의 적정성 문제가 상고이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판단하지 않고 “이 사건 표현
행위가 정치적·이념적 논쟁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951)
952)
953)

954)

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반대로 확인 · 검증이 부족한 경우, “종북”이라고 불릴 만한 악의적 이유
를 대거나 해석을 붙인 경우, 그리고 해당 표현이 가져올 부정적 효과를 고려한 경우에는 책임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그 외에도 ‘친북’, ‘종북좌파’ 등의 표현이 문제된다.
물론 사실적시로 보더라도 그것이 객관적 사회적 평판의 손상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요구된
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KBS PD 사건).
예컨대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이정희 대 변희재)은 “‘종북’
등의 표현행위의 의미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변적이어서 객관적으로 확정하기가 어렵
고 따라서 특정 정치인이 종북주의 이념을 가졌다라는 의미에서의 사실 적시가 아니라 특정 정
치인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기 위한 수사학적 과장으로서 의견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
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주사파’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이 판결은 “단순히 용어의 통상적인 의미
만을 근거로 사실 적시로 본 것이 아니라 해당 표현의 문언과 함께 기사 전체의 취지, 보도 당
시인 1994년을 기준으로 해당 표현이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갖는 부정적 의미를 살펴보고, 표현
의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도 살펴본 다음 사실 적시로 판단한 것이다. 즉 단순히
‘주사파’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사실 적시로 판단한 것이 아니다. 위 대법원판결이 선
고된 이후 십여 년 이상 지나는 동안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발전하고, 그동안 표현의 자유가 계
속 확대되어 온 시대적,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주사파’라는 용어에 대한 평가도 달라져야 한
다. 이 사건에서 ‘주사파’라는 용어는 ‘종북’이라는 용어와 병렬적으로 사용되어 △△△△당의 운
영이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경선 과정을 둘러싸고 원고들이 취한 정치적 행보나 태
도를 비판하기 위한 수사학적 과장이라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또한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
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6다278166 판
결(이재명 대 변희재)도 참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KBS PD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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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또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서 법적 책임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표현
의 자유를 어느 정도로 보장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신중을 기해 판단해야 한다”라고
만 덧붙였다.955)
(2) 판례에 의하면 공인 내지 공적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혹제기에 구체
적인 정황제시가 없으면 악의적 모함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자신의 정
치적 이념에 대한 비판을 감수하고 이에 대한 해명과 재반박을 할 수 있는 공인의
지위도 고려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더욱이 국민의 대표자인 국
회의원은 입법과 국정통제 등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고 나아가 직무를 적
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면책특권을 보장받는 등으로 통상의 공직자 등과 현격히 다
른 발언의 자유를 누리는 만큼 직무활동에 대한 비판도 보다 신축성 있게 수인되어
야 하고, 그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이 함부로 위축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956)
또한 판례에 의하면 표현행위가 이루어진 정황도 고려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관
련하여 판례는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문제되는 표현행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
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
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
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957) 이와 관련해서는
독일의 반격의 원칙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대법원에서는 명시적으로
이러한 법칙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958),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 관련하여 하급
심 판결을 보면 다음과 같이 판시된 부분이 있어서 주목된다. 예컨대 부산고등법원
판결은 “표현범죄에 있어서는 표현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타인의 법익

955)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이정희 대 변희재). 그 후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4다220798 판결(임수경 대 박상은 “종북의 상징”)에서는 해당 표현행위
가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대표적 인물’이라는 취지로 사용되었다고 보이고 이는 모욕
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표현행위가 지나치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
공격에 해당하여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956)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판결(조선일보 “성폭행적 폭언” 사설).
957)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한국논단 대통령후보 사상검증 대토론회에서의
사회자의 시민단체 관련 발언 내용)
958) 예컨대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판결(조선일보 “성폭행적 폭언” 사설) 참조. 이
사건 사설은 원고가 당시 이른바 ‘장자연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 언론사 사주의 관련성을 문제
삼는 부당한 공격을 한 것에 대한 반박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피고의 항변이 있었는데,
원심은 이것을 “이 사건 사설은 원고가 이 사건 발언에서 피고의 사주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대응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언론이 순수하게 공익적 차원에
서 공직자를 비판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고가 감수하여야 할 수인의 정도를 낮게 보아야 하는
점”에서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면서 별도로
이러한 반격의 법칙 항변 부분에 대하여 판단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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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침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가 민주사회에서 갖는 의미와 가치에 비
추어 피침해이익과의 법익형량에 의해 후자의 법익이 보다 중한 경우에 한하여 위
법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른바 반격권의 법리에 의하여 하나의 표현행위가
이전에 행해진 타인의 표현행위에 대한 대응으로서 이루어졌으며, 위와 같은 동기
부여에 대한 상당한 대응으로서 양자 상호간에 균형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은 인정되
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959)
(3) 의견표명의 한계로서 인격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판례는 비
판을 위한 수사학적 과장은 허용되지만 모멸적 인신공격과 기본적 사실왜곡은 허용
하지 않는 입장이다. 예컨대 대법원은 기사 내용 중 “북한조선노동당의 이익을 위한
노동당운동” 표현 부분은 원고 민노총의 그와 같은 노동운동이 결과적으로 북한을
이익되게 하는 운동이라는 주관적인 평가를 ‘노동당운동’에 비유한 과장표현으로 모
욕에 해당하지 않는 의견표명으로 보았다.960)
또한 정치적 이념에 대한 증명은 실제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판례는 이에 대한
증명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예컨대 대법원은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흔히 위장하는 일이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
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
이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
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
고 판시하였다.961) 그리고 구체적 정황을 증명하는 방법에 대하여 대법원은 “그들
이 해 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 등을 입증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정치적 이념을 미
루어 판단하도록 할 수 있고, 그들이 해 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을 인정함에 있어
서는 공인된 언론의 보도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여기에 공지의 사실
이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도 활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962)

IV. 소 결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달리 ‘순수의견’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고 모욕적 표현행위도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수 있지만 순수의견은 명예훼손이

959) 부산고등법원 1992. 6. 17. 선고 92노215 제2형사부 판결.
960)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판결(민노총 총파업투쟁 등에 대한 한국논단의 비판기
사).
961)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민노총 대 한국논단).
962) 이러한 입장은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KBS PD 사건)에서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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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도 순수의견은 면책된다는 입장을 취하며, 학설도 이러한 판
례의 입장을 지지하는 견해가 많다. 또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여부, 명예훼손과
의 구별 문제와 관련하여 사실 적시와 의견표명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
만 이러한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사용된 표현이 외견상으로는 사실관계를 서술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이를 가지고 섣불리 주관적 의견이 아닌 사실적시로
단정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대법원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판례는 명예훼손에 기한 불법행위와 모욕에 기한 불법행위를 별개의 불법
행위로 보는데,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963)에 의하면 모욕적 · 인신
공격적 표현에 의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
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별개의 소송물인지, 아니면 동일한 소송물인지 여
부가 문제된다. 이 문제에 대하여 이 판결의 다수의견의 정확한 입장은 알 수 없으
며, 반대의견만 자세하게 설시되어 있는 상황이다. 향후 이에 대하여 대법원이 명확
한 입장을 제시하는 것 역시 대법원에 주어진 과제가 될 것이다.
한편 공인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표현과 모욕에 기한 불법행위와 관련된 재판례
의 주요 특징으로는 우선 해당 표현이 사실적시인지 의견표명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서 ‘종북’, ‘주사파’ 등과 같은 표현이 자주 문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종북’
등과 같은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그것이 사실적시
라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지만, 의견표명이라면 명예훼손은 문제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의 판례를 보면 ‘주사파’라는 표현이 문제된 사건에서 기본적으
로 해당 표현을 사실로 보고 다만 상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이 인정되었지
만, 최근 판례를 보면 ‘종북’ 등과 같은 표현행위는 사실적시가 아니라 특정 정치인
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기 위한 수사학적 과장으로서 의견표명으로 볼 여
지가 있다고 하여 명예훼손이 부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판례에 의하면 공인
내지 공적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혹제기에 구체적인 정황제시가 없으면 악
의적 모함에 해당될 수 있으며, 자신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비판을 감수하고 이에
대한 해명과 재반박을 할 수 있는 공인의 지위도 고려될 뿐만 아니라 표현행위가
이루어진 정황도 고려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비교법적으로 독
일의 반격의 원칙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견표명의 한계로서 인격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판
례는 비판을 위한 수사학적 과장은 허용되지만 모멸적 인신공격과 기본적 사실왜곡
은 허용하지 않으며, 정치적 이념에 대한 증명은 실제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명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963)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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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위자료의 산정
요소 및 산정 기준에 대한 고찰
I. 의 의
헌법 제21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규정으로서 이 규정에 의하여 언론
· 출판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다.964) 이와 함께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965)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치 · 사회적
인 민주화 과정 등을 통하여 언론 · 출판의 자유는 충분히 신장되었지만, 이러한 배
경 하에 점차 그 힘이 강대해진 언론에 의한 국민의 인권(인격권) 침해 등이 문제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공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한다. 이에 따라 오늘날에
는 공인을 포함한 국민의 인격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권리구제 수단의 실
효성을 모색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러한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로 인한 반론보도청구권
또는 민법 제764조에 의해 정정보도 등을 구하는 권리 및 추후보도청구권에 대하
여 분쟁을 중재 또는 중재결정을 해 왔는데, 2005년 언론피해구제법이 제정 및 시
행됨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는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한 분쟁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도 조정 또는 중재를 할 수 있게 되었
다.966) 또한 언론피해구제법 제5조 제1항은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
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 등’이라 한다)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
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언론 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을 기초로 인격권 중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수단을 살펴보면 매우 다
양한 구제수단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967) 및 제751조 제1항968), 언론피해구제법 제4조 제2
964)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 출판의 자유와 집회 ·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
한다.
965)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 ·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
여서는 아니된다. 언론 · 출판이 타인의 명예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
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966) 언론피해구제법 제18조 제2항은 “피해자는 언론보도 등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제14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액을 명
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967)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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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969), 제5조 제1항, 제30조 제1항970) 및 동조 제2항971)), ② 민법 제764조972)에
의한 정정보도청구나 언론피해구제법 제14조 제1항973)에 의한 정정보도청구, ③
언론피해구제법 제16조 제1항974)에 의한 반론보도청구, 언론피해구제법 제17조 제
1항975)에 의한 추후보도청구, ④ 사전금지청구976)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면서도 언론 등에게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구제수단은 바로 손해배상청구권인데977), 언론피해구제법 제30조 제1항에 따
라 언론 보도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는 언론사 등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978)

968)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
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969) 언론피해구제법 제4조 제2항은 “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권리나 공중도덕 또는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970) 언론피해구제법 제30조 제1항은 “언론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
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971) 언론피해구제법 제30조 제2항은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
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算定)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
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972)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
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헌마160 결정에 의하여 민법 제764조의 ‘명
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되었고, 이에 따라
사죄광고는 어렵게되었다.
973) 언론피해구제법 제14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
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
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974) 언론피해구제법 제16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975) 언론피해구제법 제17조 제1항은 “언론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
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
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976) 언론피해구제법 제30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론사등에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명백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언론사등에 침해의 예방을 청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977) 참고로 2019년 7월 1일 언론중재위원회가 발간한 ‘2018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에 따르
면 2018년 한해 원고가 손해배상을 단독으로 청구한 경우가 142건(39.1%)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병합하여 청구한 경우가 133건(36.6%)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하나의
사건에 여러 청구가 함께 제기된 사건을 청구권별로 나누어 재합산하여 살펴본 결과 손해배상
청구가 335건(55.3%)으로 과반을 차지하였다(2018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
원회, 2019, 10-11면 참조). 또한 2018년 한해 소송건수를 기준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침해 법
익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명예훼손이 183건(81.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2018
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2019, 12면 참조).
978) 나아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 등을 침해당한 경우에도 ① 손해배상청구 또는 ② 사전
금지청구가 가능하고, 이 중에서도 손해배상청구가 실무상 가장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에 해당된
다고 한다(노만경, “언론보도관련 판결의 위자료 산정 현황 및 특징”, 언론중재 2011년 겨울호,
2011, 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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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인격권에 대한 언론침해의 가장 실효적인 구제수단인 명예훼손에 기
한 손해배상청구권(위자료청구권)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이를 살펴봄에 있어
서는 위자료의 의의, 법적 성질 및 기능을 검토한 후 실무상 언론보도관련 판결에
서 나타나는 위자료 산정 현황 및 특징에 대하여 공인의 명예훼손이 문제된 경우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적
정한 위자료를 산정하여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위자료 산정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명예훼손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위자료청구권)
1. 위자료의 의의, 법적 성질 및 기능
인격권 침해의 경우에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며,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
사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979) 물론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의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언론피해구제법 제30조 제1항이 실정
법적 근거로 작용한다.
위자료란 정신상의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慰藉)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을 말
한다. 위자료의 본질과 기능과 관련해서는 독일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으
며980), 국내에서도 위자료의 기능으로 전보기능, 만족기능, 예방기능, 보완적 기능
이 인정되고 있다.981) 이 중 전보기능은 위자료를 손해배상이라고 보는 입장에서
979) 물론 평판 저하로 인한 재산적 손해(피해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영업손실, 광고모델계약 취소로
인한 모델료 상당의 수입상실 등)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에서는 비방광고로 비방광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광고가 실린
일간지마다 동일한 크기의 대응광고를 게재하는 데 든 비용을 재산상 손해로 인정하였다. 한편
확대손해를 인정함에 있어서 종래의 판례는 소극적이었지만(예컨대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40077 판결(이른바 부스터 사건)은 연비향상장치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의 성
립을 긍정하면서도 방송보도 전후로 원고의 매출이 감소하여 1995년에 이르러서는 거의 도산지
경에 이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매출액의 감소가 방송보도로 인하여 초래된 것
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최근 적극적으로 확대손
해를 인정하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예컨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3가합
16690 판결 참조). 이는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명철, “언론보도와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대법원 2005. 5. 10. 선고 2000
다50213 판결)”, 민사법연구, 제14권 제2호, 대한민사법학회, 2006, 98면 주44는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증명을 전환하는 등 손해액수에 대한 증명을 쉽게 만든 것처럼 입법론적
으로는 언론보도 소송에서도 같은 이론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980) 이에 대하여는 Julius von Staudinger und Julius von Stauding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Staudinger BGB - Buch 2: Recht der Schuldverhältnisse: §§
249-254(Schadensersatzrecht), de Gruyter, 2017, §253 Rn. 28ff.(부록 참조). 미국에서의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는 이동진, “미국 불법행위법상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과 그 한
계”, 민사법학, 제66호, 한국민사법학회, 2014, 277면 이하 참조.
981) 위자료의 법적 기능과 성질에 관하여는 이창현, 위자료에 관한 연구, 경인문화사, 2011, 2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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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여 불법행위가 없었던 상태로 회복하고자 하는 기
능을 말한다. 그리고 만족기능은 위자료의 본질을 사적 제재로 보고 일종의 사형벌
(私刑罰的)인 요소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다수설은 이러한 위자료의
만족기능은 전보기능의 부수적인 것으로 이해한다.982)
한편 위자료의 예방기능과 관련하여 특히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 등의 사건에
서 이를 정면에서 인정하는 입장도 있지만983), 다수설은 이 역시 전보적 기능에 부
수하는 것으로 이해한다.984) 마지막으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이 있다. 이는 판례
에서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손해의 전보를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
지 않는 경우에 이를 참작하여 위자료액을 증액함으로써 손해 전보의 불균형을 보
완하는 기능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이 무제한적으로 인정
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대법원은 “그 재산적 손해액의 주장·입증 및 분류·확정이
가능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심리·확정함에 있어서까지 함부로 그
보완적 기능을 확장하여 편의한 방법으로 위자료의 명목 아래 다수의 계약 당사자
들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일정 금액의 지급을 명함으로써 사실상 재산적 손해의 전
보를 꾀하는 것과 같은 일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985),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가 문제된 최근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에서도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법관의 자의가 개입되어서는 안된다고 판시한 바 있
다.986)

2. 위자료의 산정요소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해서는 사실심 법원이 제
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즉 판례는 위자료의 산정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는 입장

이하 참조.
982) 예컨대 서광민, “위자료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서강법학연구 제2권,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137면 이하; 박동진, 주석민법[채권각칙8](편집대표 김용담), §750~§766, 한국사법행정
학회, 2016, 239면 등 참조.
983) 이러한 입장은 영국법과 미국법에서 보인다. 즉 이들 국가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하여
위자료의 손해예방 내지 제재적 기능을 정면에서 승인하고 있다(박동진, 주석민법[채권각칙8]
(편집대표 김용담), §750~§766,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231면 참조).
984) 예컨대 박동진, 주석민법[채권각칙8](편집대표 김용담), §750~§766,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239면 참조.
985)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986)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위자료의 산
정에도 그 시대와 일반적인 법감정에 부합될 수 있는 액수가 산정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당연히
존재하고, 따라서 그 한계를 넘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
는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은 사실심법원이 갖는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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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취한다.987)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위자료에 의하여 배상될 수 있는 정신적 손
해란 무엇이고, 위자료 산정시 어떠한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른
바 위자료 산정의 요소에 관한 문제이다.988)
이에 대하여 판례는 법원이 위자료를 산정할 때에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당사자
쌍방의 사회적 지위, 직업, 자산상태, 가해의 동기, 가해자의 고의 · 과실 등을 들
수 있으며,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의 사정을 고려하여 산정하
고 있다.989) 또한 대법원은 비방광고에 대한 사건에서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의
종류 및 성격, 원고 회사의 지명도 및 영업상의 신용도, 회사의 규모 및 영업실적의
규모, 이 사건 광고의 허위성 및 비방성의 강도, 피고의 광고형태 전반에서 드러나
는 악의성의 정도, 조제분유 제품을 선택하는데 있어서의 소비자들의 보수성, 부정
적 광고가 미치는 영향의 즉각성 및 지속성, 부정적 영향으로부터의 회복의 곤란성”
을 고려하고 있다.990)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대하여 학설상으로는 국민의
예측가능성이 현저하게 낮다는 관점에 입각한 비판과 함께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보
완책들이 주장되고 있다. 예컨대 위자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모호하여 당사자로서는
어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될지 짐작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며991), 위자료 산
정이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자료의 참작사유는 충분히
심리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실무에서는 가해자 측 사정에 대한 심리가 충분히 이루
어지지 못하는 면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992) 또한 우리 재판실무에서는
987) 예컨대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다
10245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인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
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판시하였다.
988) 이 문제에 대하여 노만경, “언론보도관련 판결의 위자료 산정 현황 및 특징”, 언론중재 2011년
겨울호, 2011, 12면은 기본적으로는 재산적 손해배상의 경우와 같이 가해행위가 없었던 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는 배상액이 산정되어야 할 것임은 손해배상의 정신에 비추어 명백하지만 위자
료의 성질에 비추어 언론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는 ① 불법행위인 언론보
도의 내용, ② 피해자 측 사정, ③ 가해자 측 사정, ④언론보도 이후의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989) 예컨대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07 판결(김해공무원 비리 오보 사건)은 “이 사건 기
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나이와 지위, 생활관계와 그간 원고가 입은 불이익의 성질
및 규모, 이 사건 기사의 내용과 체제, 허위의 정도 등과의 대비, 그 게재 경위와 사후 정정보도
가 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액을 그 판시와 같은
금액으로 결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라고 판시하였다.
990)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991) 김재형, 주석민법[채권각칙6](편집대표 김용담), §750,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415면.
992) 노만경, “언론보도관련 판결의 위자료 산정 현황 및 특징”, 언론중재 2011년 겨울호, 2011, 12
면에 따르면 실제로 우리 실무에서는 가해자 측 사정인 발행부수 및 회사의 규모 · 재산 · 재정
상태 등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면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12775 판결을 인용하고 있다. 참고로 이 판결은 “피고종중이 발간한
대동보 및 경주김씨 백촌공 종통고증록에 소외 망 김문기, 김현석이 피고종중의 선조라는 주장
사실을 게재함에 그치지 않고 원고종중을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한 경우에는 원고종중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지만 그 책자에 적시된 내용이 진실인지의 여부는 그
행위에 대한 위법성이나 피해감정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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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또는 평판에 대한 고도로 추상화, 규범화된 취급을 하고 있으며, 구제수단에서
도 손배액수나 범위도 획일적으로 처리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도 피해자가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명예권 침해에 대하여 청구기각의 범위를 넓히고(특히 정치
적, 공익적 사안), 명예권 침해를 규범적 관점이 아닌 사실적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하여 심각한 명예권 침해 사안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위자료의 구체적 산정에 있어서는 상한액 설
정을 통하여 피해자가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위자료의 하한액
설정이 필요하다는 견해993) 등도 주장된다.

III.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안에서의 손해배상액 산정
1. 재판례에서 나타난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산정의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소송이 제기된 사건수가 많으며994), 이에 대한 법
원의 인용율도 높지만 인용금액은 적은 편이다. 예컨대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민사사건 승소율의 경우에 언론기관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인
용율은 2015년에는 47.3%, 2016년에는 38.8%, 2017년에는 49%였다. 이와 달리
인용액은 원고가 개인인 경우에는 50~300만 원, 원고가 언론기관인 경우에는
200~3,000만 원 정도가 대부분이었다.995) 그리고 2018년 민사사건 승소율의 경우
에도 언론기관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인용율은 대체로 높았는
데,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49.0%, 뉴스통신을 상대로 55.6%였다. 그러나 청구액과
인용액의 격차는 매우 컸다. 즉 원고의 평균 손해배상 청구액은 1억 9,468만 원이
었지만, 평균 손해배상 인용액은 1,420만 원이었다.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
된 경우에 손해배상 인용 최고액은 약 4억 2,730만 원이었지만, 법원이 가장 빈번

에 대한 판단의 결과는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마땅히 참작되어야 하는 것인데도, 원심이 위
책자에 적시된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만연히 피고종중의 행위가 불법행위가
된다고 판단하여 그 판시의 위자료를 산정하였음은 심리미진이나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993) 김범진, “명예훼손법상 명예, 평판 개념과 그 시사점”, 저스티스, 통권 제161호, 한국법학원,
2017, 301면.
994) 참고로 2013년 기준으로 명예훼손죄(형법상 또는 정보통신망법상)로 기소된 사건은 3,446건이
었다(정진수 · 강태경 · 김형길,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대한 판례의 판단 기준 연구: 최근 10년
간(2005~2015)의 판례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8면 참조).
995) 본문의 수치는 2015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2016, 2016년도 언론관련
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2017, 2017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2018의 관련 내용을 참조하여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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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선고한 액수는 250만 원이었다.996) 이러한 위자료 현황을 보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액과 실제 법원의 인용액의 차이가 매우 컸는데997),
이는 소송 결과에 대한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적정
한 손해배상액 산정에도 역행한다는 문제점을 우리 법원이 여전히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판례를 보면 사죄광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위자료가 고액
화되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언론기관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 등
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의 액수는 1990년대 초반까지는 1,0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위자료의 액수가 지나치게 적어서 무책
임한 언론의 횡포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수단으로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
고998), 이러한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그 후 위자료의 액수가 점점 커져서 2,000만
원~3,000만 원의 위자료가 일반화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언론피해의 경우 위자료
의 액수는 급격하게 상향되었다.999)
한편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발간된 ‘언론판결분석’에 따라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인용된 위자료 내역 및 이후의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
서’에 따르면1000)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선고된 법원의 판결 중 손해배상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그 대부분은 명예훼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초상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3억 원대나 4억 원 이상의 위자료를 명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판례를 보면 2010년 손해배상청구의 인용액 평균은 2,424만 원이었으며, 중앙
액1001)은 1,000만 원이었고, 법원이 가장 자주 선고한 액수도 1,000만 원이었다.
그리고 인용 최저액은 100만 원, 최고액은 1억 원이었다.1002) 다만 2005년부터
2017년까지의 손해배상 인용액을 보면,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는 위자료 액수가 다
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1003)

996) 2018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2019, 28-29면 참조.
997) 2005년부터 2017년까지의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액과 법원의 손해배상인용액의 차이에 대해서
는 장태영, “언론의 자유와 자율성 보장을 위한 사법의 노력과 제언-오해와 언론소송의 통계 ·
이슈 및 해외사례로 본 진실-”, 2018년 언론과 사법 심포지엄, 법원행정처, 2018, 37면 및
998) 한위수, “명예의 훼손과 민사상의 제문제”, 사법논집, 제24집, 법원도서관, 1993, 439면.
999) 이에 대한 분석으로 허만, “언론보도에 대한 실체적 구제수단”, 민사판례연구, 제21집, 민사판
례연구회, 1999, 679면 이하 참조.
1000)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발간한 2005~2007년도 언론소송 판결 분석 및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를 의미한다. 이하에서의 위자료 현
황과 관련하여 인용되는 수치는 이들 보고서를 근거로 한다.
1001) 손해배상사건에서 인용된 금액을 순서대로 배열하여 중앙에 있는 금액.
1002) 2010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2011, 42면.
1003) 장태영, “언론의 자유와 자율성 보장을 위한 사법의 노력과 제언-오해와 언론소송의 통계 · 이
슈 및 해외사례로 본 진실-”, 2018년 언론과 사법 심포지엄, 법원행정처, 2018,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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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비교법적으로 볼 때 손해배상 인용 액수는 여전히 낮은 편이기는 하지
만1004), 대체로 위자료 액수가 고액화되는 것이 판례의 경향임을 알 수 있다. 학설
상으로는 이러한 판례의 추세는 바람직하다며 더욱더 위자료를 증액할 것을 요구하
는 견해1005), 우리 법제에서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정신을 도입할 수 없고 언
론사에 과도한 금액의 배상을 명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위헌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견해1006)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자료 고액화에 대하여
언론의 폐해를 우려하는 국민의 여론을 반영한 것이고, 인격권 존중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고 하는 최근 법원 판결 흐름의 하
나이며, 사죄광고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점을 참작한 것으로 평가하는 견해
도 있다.1007)

2. 공인 또는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산정의 현황
(1) 전반적 현황
공인에 해당되는 공직자 및 공적 인물에 대한 평균 손해배상 인용액은 일반인에
대한 평균 손해배상 인용액과 비교하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시기별로 차이가
있더라도 대체로 공직자 및 공적 인물에 대한 위자료의 인용액이 일반인에 대한 인
용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공직자 및 공적 인물
에 대한 위자료의 인용액이 일반인에 대한 위자료의 인용액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
났다. 예컨대 2018년 고위공직자 및 공적 인물이 원고가 되어서 제기한 명예훼손에
기한 손해배상소송의 경우에 이들의 승소율은 각각 40.5%, 43.4%로 일반인의 승
소율(46.4%)보다 낮았다. 또한 고위공직자의 손해배상 인용액 평균값은 4,200,000
원, 인용액 중앙값은 3,500,000원이었고, 공적 인물의 손해배상 인용액 평균값은
7,217,391원, 인용액 중앙값은 4,000,000원이었다. 이 역시 일반인이 원고가 되어
서 제기한 명예훼손소송에서의 손해배상 인용액 평균값(13,875,800원) 및 중앙값
(4,500,000원)보다 낮았다.1008)
1004) 이동진, 위자료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법정책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 3면.
1005) 표성수, 언론과 명예훼손, 육법사, 1997, 402면; 허만, “언론보도에 대한 실체적 구제수단”, 민
사판례연구, 제21집, 민사판례연구회, 1999, 690면 이하.
1006) 박용상, “언론과 개인적 법익”, 1996년 법조출입기자 심포지엄 결과보고서, 법원행정처, 1997,
197면.
1007) 허만, “언론보도에 대한 실체적 구제수단”, 민사판례연구, 제21집, 민사판례연구회, 1999, 689
면 이하. 또한 이 견해는 언론의 명예훼손소송과 관련하여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정신
을 도입하자는 법조계 일각의 주장도 영향을 미쳤고, 법원 외에는 언론의 횡포를 견제할 국가
기관이 없다는 법조계 내의 공감대도 한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1008) 2018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2019, 32면 <표4-6> 원고유형별 승소
율 및 인용액 참조. 이러한 경향은 2014년부터 2017년에도 대체로 동일하였다(2014년도 언론
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2015, 28면, 2015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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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8년 공인 또는 공적 인물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승소율 및 인용액을 살
펴보면 연예인의 승소율이 높고 손해배상 인용액의 평균값 및 중앙값도 가장 높은
점이 주목할 만하다. 물론 소송 건수가 1건이어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연예인의 경
우에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 언론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격권이 더 보호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1009), 연예인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다른 공인과 비교해서
승소율 및 손해배상 인용액에 어떠한 추이를 보이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18년 공적 인물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승소율 및 인용액1010)
공적
인물의 유형
정치인
전문인
언론인
연예인
기 타
합 계

건수
1
21
16
1
14
53

원고

원고승

승소율(%)
0
13
6
1
3
23

0.0
61.9
37.5
100.0
21.4
43.4

인용액
평균값(원)
7,769,231
3,333,333
30,000,000
5,000,000
7,217,391

인용액
중앙값(원)
5,000,000
1,500,000
30,000,000
2,500,000
4,000,000

(2) 위자료 산정 사례
이하에서는 원고인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에 실제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가 인용되어 법원에 의해서 위자료가 산정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1억 원 이상의 위자료를 인정한 판례를 소개한다.
가. 피고들이 대선 직전인 1997년 8월부터 10월까지 사이에 시사주간지 인사이
더월드와 단행본 2권을 통하여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공산주의자 또는 용공 · 친
북인사이고, 국민들을 상대로 수 없이 거짓말을 해 온 믿을 수 없는 정치인이며, 북
한의 김일성과 김정일이 오래 전부터 김대중을 지지해 왔고,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취지로 게재하고 김일성 또는 김정일과
중재위원회, 2016, 29면, 2017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2018, 32면 참
조). 다만 2016년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손해배상 인용액 평균값은 9,428,571원, 인용액
중앙값은 6,500,000원이었고, 공적 인물의 손해배상 인용액 평균값은 7,120,000원, 인용액 중
앙값은 5,000,000원으로 일반인이 원고가 되어서 제기한 명예훼손소송에서의 손해배상 인용액
평균값(6,584,000원) 및 중앙값(3,000,000원)보다 높았다.
1009) 이는 2014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2015, 28면을 보아도 이러한 추측
이 가능하다. 2014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를 보면 정치인의 승소율에 비해서 연예인(3건)
및 기타 유명인(6건)의 승소율은 100%였으며(2014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
위원회, 2015, 28면), 이러한 경향은 2016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2016년도 언론관련판
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2017, 32면 참조).
1010) 2018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2019, 32면 <표4-7> 공적 인물의 손해
배상청구 사건 승소율 및 인용액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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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도 함께 수록한 사안에서 서울지방법원은 피
고에 대하여 배포 금지와 장래 유사한 행위 금지를 명함과 함께 위자료로 1억
2,000만 원을 원고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1011)
나. 세계일보사 발행의 월간지 ‘클라세’에 ‘본지 대특종 윤정희 20세 연하 소문의
동생 손 마리조제 수녀 충격 인터뷰’, ‘소문의 동생(?) 손 마리조제 수녀 충격 극비
인터뷰!’라는 제목 하에 배우 윤정희의 동생이 사실은 윤정희의 딸이라는 소문이
있고 그 소문에 근거가 있는 듯한 인상을 일반독자에게 주도록 허위기사를 게재한
사안에서 1심 법원은 윤정희와 그 부모에게 위자료 합계 1억 원을 인정하였지
만1012), 2심 법원은 위자료 합계 6,000만 원으로 감액하였다.1013)
다. 한약업사자들이 정치자금으로 김영삼 전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에게 1억원을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하여 김현철이 제기한 2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에서 1심 법원은 4억 원의 위자료와 함께 1면 중앙 상단부에 정정보도를 명하였
다.1014)
라. 한국방송공사가 1999년 2월 3일 오후 9시 뉴스시간에 “납득하지 못할 영장
기각”이라는 제목으로 ‘경찰 공무원이 근무 중에 폭행을 당하는 경우 가해자가 공무
집행방해죄로 구속되는 것이 상례임에도,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
자에 대한 경찰 공무원의 구속영장 청구 신청을 받은 검사가 구속영장신청을 부당
하게 기각하였는데, 그 피의자는 부산에 있는 동료 검사의 처남’이라는 취지의 방송
을 하여 원고가 마치 동료검사의 청탁을 받아들여 부당하게 기각결정을 한 것처럼
보도한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에게 1억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다.1015)
마. 유명방송인 ○○○ 씨가 PC 통신에 게재된 자신에 관한 소문, 즉 ‘원고가 낳
은 아이가 전 남편의 아이가 아닌 모 방송사 고위간부다’를 기사화한 스포츠투데이
의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에게 1억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다.1016)
바.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2014년 10월 19일자 <시사매거진 2580>에서 경
찰관 B와의 전화 통화를 바탕으로 ‘원고 A가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1011)
1012)
1013)
1014)

서울지방법원 1998. 7. 1. 선고 97가합88220 판결.
서울지방법원 1997. 2. 26. 선고 96가합31227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7. 9. 30. 선고 97나14240 판결.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6. 1. 26. 선고 94가합5021 판결. 다만 2심에서는 원고의 소취하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1015) 서울지방법원 1999. 6. 23. 선고 99가합14391 판결. 그 밖에 엄밀하게 공인은 아니지만 사회
적 영향력이 있는 단체로서 공적 존재인 피고 파스퇴르분유 주식회사가 4개의 유력 일간신문
에 9차례에 걸쳐 원고 남양분유의 제품제조과정 및 제조원료에 관하여 허위로 비방광고를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인격 · 명예 · 신용훼손을 이유로 원고 남양분유에게 위자료 3억원을 인정
하였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참조).
1016) 서울지방법원 2000. 2. 2. 선고 99가합641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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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을 차례로 여러 병원에 퇴원과 입원을 반복하게 하여 수익을 얻었고,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으며 노숙인을 환자로 유치하거나 환자들의 인권을 침해
하였다는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방송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문
화방송과 B의 사용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 배상을 구하는 소
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가 진실하고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라고 보아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의 항소에도 불구, 2심 재판부
는 보도의 공익성을 이유로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B가 공소제기 전에 원고의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에 대해 사용자인 대한민국이 1억
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원고 및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 역시 심
리불속행으로 기각되며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017)
2)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위자료를 인정한 판례를 소개한다.
가. 제15대 총선일 5일 전에 지역주간지 종로신문에 ‘국민회의 운동원인 박○○
는 조직 폭력배 월드컵파의 일원으로 선거운동 중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허
위 기사를 게재하고 평소의 5배가 넘는 15,200부를 인쇄하여 정기 구독자뿐만 아
니라 다른 종로지역 주민들에게 배포된 사안에서 법원은 피해자인 국민회의 후보자
이종찬을 위하여 정정 · 판결요지의 광고와 위자료 5,000만 원을 인정하였다.1018)
나. 월간 한국의회 창간호가 ‘제14대 총선의 당선자 분석’ 제하의 기획기사에서
임채정 국회의원이 중앙정보부 출신이라는 허위 내용을 보도한 사안에서 법원은 원
고에게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다.1019)
다. MBC에서 변호사인 원고가 브로커를 고용하여 사건을 수임하고 판 · 검사 및
변호사에게 소개비를 지급하고 판검사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특혜를 받았다고 보도
한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에게 7,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다.1020)
라. 전직 국무총리인 ○○○ 씨가 친일행각을 하였다고 보도하여 건국대 이사장
에서 사퇴하게 한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에게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
다.1021)
마. SBS가 국회의원인 원고가 월드컵휘장 사업로비 관련 거액을 수수하였다고 보
도한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에게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다.1022)
10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4. 선고 2017가단518377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나36945 판결.
1018) 서울지방법원 1997. 12. 10. 선고 96가합22315 판결.
1019)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4. 9. 14. 선고 93가합14585 판결.
1020) 서울고등법원 2004. 12. 21. 선고 2004나24047 판결.
1021) 서울고등법원 2000. 12. 14. 선고 2000나8566 판결.
10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3. 25. 선고 2003가합6812 판결. 또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우유품질
비교시험에 대하여 허위의 비방광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한 파스퇴르유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1
심 법원은 합계 9,000만 원(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12. 15. 선고 91가합38193 판결), 2심
법원은 합계 6,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다(서울고등법원 1994. 1. 11. 선고 93나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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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피고 C는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의 발행인으로, 2015년 5월 21일부터
2015년 12월 30일까지 <뉴스타운> 사이트에 일본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단체인 원고 A에 대한 종북 의혹을 다룬 기사를 다수 게재하였다. 한편 피고 E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이와 관련한 글을 2016년 10월경 게시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
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1심 재판부는 종북, 종북좌익활동 등이 사회적인 평가를 떨
어뜨리는 명예훼손적 표현이라고 보았다. 또 이 사건 기사가 진실성과 상당성을 결
여하였으며, 피고들의 의견표명이 모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들은 원고들에게 각각 5,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
하였으나 2심 재판부 또한 1심의 판결을 인용하였으며, 피고의 상고 역시 심리불속
행으로 기각되며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023)
사. 피고 주식회사 한국일보사는 2016년 10월 21일 인터넷 <한국일보> 사이트
와 자신이 운영하는 SNS(트위터, 페이스북) 에 시인인 원고의 성폭력 의혹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였다. 원고는 기사 보도 이후 사과문을 게시함과 동시에 기사를 게재
한 피고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소속 기자 피고 B에게 보도내용에 대해 반론하였으
나, 피고 B는 원고의 성폭력 의혹에 관한 내용을 담은 후속기사를 보도하였다. 이
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해 명예훼손에 따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
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 적시사실의 허위성을 인정하고
피고들의 이 사건 기사가 상당성을 결여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5,000
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다.1024)
판결). 그 밖에 서울고등법원 2000. 8. 31. 선고 98나25445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0. 2. 3.
선고 99가합6757 판결 등 참조.
102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가단247349(본소), 2016가단30848(반소) 판결. ‘종
북’, ‘종북성향’이 명예훼손적 사실 적시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이 사건 기
고문, 진정서로 인하여 원고 B를 비롯한 지휘부와 원고 A가 마치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이적단
체 또는 불법단체라는 의심을 자아내게 하여 이후 일반 여론의 지지 및 원고들의 활동에 일정
한 제약을 가하는 점,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단체나 개인이 북한 및 간첩과 연루되어 있다거
나, ‘종북’, ‘종북성향’ 세력으로 인식되는 경우 국가적 ‧ 사회적으로 위험한 존재로 인식되어 사
회의 평가가 저하될 뿐 아니라, 위와 같이 북한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에 따른 형사적 처벌의 위험성까지 부과되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
및 간첩과 연루되어 있다거나, 종북, 종북성향 세력으로 지칭되는 경우 그 단체나 개인에게 주
어질 사회적인 평가가 객관적으로 침해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10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7가합504355 판결. 이에 원고와 피고가 항소하였으
나 조정이 성립되었다. SNS 게시물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하면서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상당성을 결여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으로 법원은 “SNS의 특성상 게시글 작성자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그 서버가 해외에 존재하여 작성자에 대한 추적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 때
문에 그곳에 등재된 진술에 대한 신빙성은 일반적으로 매우 낮다고 평가되고 있는 점, 그럼에
도 불구하고이 사건 최초기사를 인터넷상으로 처음 출고하기 이전까지 피해자로 기재된 여성
들은 물론이고, 가해 당사자로 지목된 원고와도 아무런 전화 또는 대면 인터뷰를 실시하지 아
니한 점, 심지어 원고가 강하게 이의를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1, 2 후속기사 및 이
사건 사설, 이 사건 트윗과 포스팅을 추가하여 내보내는 등 오히려 관련 보도를 스스로 확대
재생산한 점, 이 사건 익명 여성들에 대한 직접 연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굳이 보도를 강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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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위자료를 인정한 판례를 소개한다.
가. 도의원인 원고가 당국의 북한주민 접촉 승인을 받고 남북교류를 촉구하는 편
지를 북한 측 관계자에게 전달하였는데, 지방선거를 2달 앞둔 시점에서 강원일보가
‘김일성 애도 서신’으로 왜곡보도한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
를 인정하였다.1025)
나. 국제신문이 공무원의 개인적인 비위사실을 제보받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
은 채 ‘창고 공장 불법임대 김해군 공무원 물의’ 제하로 부면장인 원고가 창고를 공
장으로 불법 임대하고 신고 없이 축사를 신축하여 사용하였다고 잘못 보도한 사안
에서 법원은 이 보도로 인하여 원고가 장기간 감사를 받았으며 직위해제되었고 징
계에 회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점을 참작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
하였다.1026)
다. 일요신문이 ‘이덕화 폭탄발언’ 제하의 기사에서 연기자협회장 이덕화 명의로
대통령비서실에 제출된 진정서의 내용이 한국방송프로듀서 연합회가 임의로 변조하
여 ‘프로듀서’지에 실은 것처럼 보도하였고, 위 연합회도 같은 달 17일 프로듀서연
합회보특보에 “연기자협회장 이모 씨 한명회로 착각증?”이라는 제목으로 “과대망상
에 사로잡혀 있다. 스스로를 한명회로 착각하고 있다. 남자도 아니다”라는 표현을
써서 이덕화는 야비하고 졸렬하게 위 연합회에 대하여 무고성 투서를 한 사람이며
나중에 문제가 되자 이런 투서를 한 적이 없다며 시치미를 떼는 사람으로 묘사하는
기사를 싣자 쌍방이 본소 ·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일요신문사는 한국방송
프로듀서연합회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는 이덕화에게
500만 원의 위자료를 각 지급하라고 명하였다.1027)
라. 주간조선의 ‘통합 야당대변인 노무현 의원은 과연 상당한 재산가인가?’ 제하
의 기사에서 일부 허위사실을 게재하고 어떤 사실은 일면만 적시하고 다른 면은 누
락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재산가이며 부동산 투기를 하는 부도덕한 정치인이고 인
권변호사로서의 활동도 과장되었다는 인상을 준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판결요
지의 광고와 함께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1028)
마. 육영수 여사의 살해범은 문세광이 아니라 전 청와대 경호과장(원고)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한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와 가족들에게 위자료 합계 2,500만 원

1025)
1026)

1027)
1028)

여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위 각 보도를 함에 있어
그 적시사실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997. 11. 6. 선고 96가합2272 판결.
부산지방법원 1996. 5. 22. 선고 96나11761 판결. 이후 부산고등법원 1997. 5. 22. 선고 96나
11761 판결에서는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07 판결에
서는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었다.
서울지방법원 1996. 2. 15. 선고 95가합26099, 97978 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12. 4. 선고 91가합829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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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정하였다.1029)
바.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주간지 <인사이드월드>는 1997년 8월 20일자, 9월 3
일자, 10월 22일자를 통하여 원고가 아직도 전향하지 않은 공산주의자 또는 용공 ·
친북인사이며, 북한 김일성과 김정일이 원고를 지지해 왔고 원고를 대통령으로 만
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고, 피고 엄○○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손○○가 지은 ‘김대중 X-파일 제1탄, 김일성의 김대중 대통령
만들기’라는 책자와 ‘김대중, 이제는 당신이 대답할 차례①, ②’라는 책을 발행하여
판매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각 위자료 4,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1030)
사. 한겨레신문이 안기부의 대북공작원인 흑금성을 이중간첩으로 보도한 사안에
서 법원은 원고에게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다.1031)
아. 주간 내일신문이 국회의원인 원고가 자질과는 상관없이 정권 실세인 권○○
과의 친분 때문에 국회의원으로 공천되었다고 보도한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다.1032)
자. 남북교류를 촉구한 전 강원도 의회 의원인 정○○의 편지를 ‘김일성 애도서
신’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왜곡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 측이
이 사건 보도 이후 1995. 9. 25.자 신문에 이 사건 편지가 김일성의 사망을 애도하
여 북한을 이롭게 하거나 이에 동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북교류추진을 위한 대
북접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의례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를 상세히 보도한
점을 참작하여 위자료 2,0000만 원을 인정하였다.1033)
차.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2018년 3월 13일자 <PD수첩>에서 ‘△△대학교
대학원생 D가 지도교수인 원고로부터 성추 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방송을 보도하였
다. 이에 원고는 주식회사 문화방송과 해당 프로그램 제작 및 기획 PD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정정 및 반론보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재
판부는 보도내용의 일부가 허위이고,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
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하였다.1034)
1029)
1030)
1031)
1032)
1033)
1034)

서울고등법원 1991. 9. 25. 선고 91나27329 판결.
서울지방법원 1998. 7. 1. 선고 97가합88220 판결.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1. 3. 15. 선고 98가합12461 판결.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0. 9. 8. 선고 99가합7237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8. 4. 23. 선고 97나57360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8가합32463 판결. 이후 피고들이 항소하여 현재 2심
계류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9나2002139). 한편, 원고는 위 소를 제기한 후 언론중재위원회
에 정정 및 반론보도,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가 취하한 바 있다(2018서울조정
1076 · 1077 · 1078). 여기에서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 사건 보도 전 원고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불기소결정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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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피고는 2016년 5월 9일자 <뉴스1> 웹사이트에 ‘해군법무관인 원고가 △△
구 클럽에서 외국인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에 원고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과 기사삭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가 단순히 원고의 혐의를 보도하는 데서 더 나아가 실제로 범죄를 저
질렀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아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으며,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으로 기사삭제청구 또
한 인용하였다.1035) 피고의 항소에도 불구 2심 재판부 역시 손해배상 금액을 감액
하는 것 외에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후 원고 및 피고의 상고가 없어서 판
결이 확정되었다.1036)
4) 2000만 원 미만의 위자료를 인정한 판례를 소개한다.
가. 호화웨딩드레스 대여업자들의 횡포를 고발하는 TV 뉴스에 임수경 씨의 결혼
식 장면을 자료화면으로 보도한 사안에서 법원은 위자료 500만 원을 인정하였
다.1037)
나. 이○○ 후보 자녀의 병역 면제에 관하여 김○○의 제보로 국회의원인 신○○
이 전 국군의무사령관인 원고의 공모의혹을 제기하자 오마이뉴스가 이를 보도한 사
안에서 법원은 원고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다.1038)
다. MBC에서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국도변 휴게소 분쟁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고
보도한 사안에서 법원은 국회의원과 보좌관 각각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
하였다.1039)

1035)
1036)

1037)
1038)
1039)

고, 불기소결정에 D가 항고하였으나 기각된 점, 피고 들은 이 사건 보도를 위한 취재과정에서
같은 내용을 다룬 타 언론사가 반론보도를 이행했던 사실 및 불기소결정 사실을 모두 알고 있
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성추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라도 암시하지 않도
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들은 당시 동석하였던 제3자인 E가 ‘원고
가 D의 손목을 잡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 사건 보도 전 E를 취재하거
나 그의 입장을 확인하지 않았고, 원고의 성추행 혐의와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이미 제출·조사
된 증거들 외에는 성추행 사실 확인을 위한 별도의 증거확보, 취재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피고들이 위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가합54651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20. 선고 2018나2007953 판결(확정). 여기에서는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 사건 기사가 현직
법무관의 범죄 혐의에 관한 것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범죄의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
한 것이기는 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단순히 ‘원고가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
포되었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원고가 실제로 강제추행죄를 저질렀다’는 허위의 사실을 강하게
암시한 점, 피고가 이 사건을 보도하기에 앞서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만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
들만으로는 위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
시하였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5. 11. 24. 선고 95가합13495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6. 6. 18. 선
고 96나28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12. 선고 2002가합5296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3. 25. 선고 2002나734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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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겨레신문이 안○○ 전 법무부장관이 편법으로 농지를 취득하였다고 보도한
사안에서 법원은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다.1040)
마. 탤런트 한혜숙 씨가 상품안내책자에 쓰일 목적으로 찍은 사진을 월간지 광고
에 사용한 사안에서 법원은 위자료 800만 원을 인정하였다.1041)
사. 원고는 국내 대기업 반도체부문 근로자의 백혈병 발병과 관련해 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다. 피고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경제>
를 발행하는 회사로, 2015년 8월 10일부터 2016년 7월 12일까지 ‘원고가 허위의
자료를 토대로 근로자들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게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에 따른 손해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1심 재판부는 보도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표현이 모욕적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1,000만 원의 위자
료를 인정하였다.1042)
아.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와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는 각기 2017년 8
월 25일자 <조선일보>와 인터넷 <조선일 보>에 ‘초등학교 교사인 원고가 수업시
간에 학생에게 퀴어 축제 영상을 보여주었으며, ‘메갈리아’ 회원으로 트위터로 ‘한
남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남학생들을 질책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는 취지
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1심 재판부는 보도 내용의 일부
가 허위사실이며, 원고의 입장은 반영되지 않는 등 피고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1043)
1040) 서울지방법원 2002. 12. 13. 선고 2001가합48878 판결.
1041) 서울민사지방법원 1988. 9. 9. 선고 87가합6032 판결.
10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6가단521973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6. 선고 2017나84664 판결. 피고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2심 재판부가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
였고, 피고의 상고 역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며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판결에서는 이 사
건 기사에 적시된 모욕적 표현의 위법성 조각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법원은 ““집회가 벼슬”,
“억지주장”, “꼼수를 부리고 있다”, “전문 시위꾼”, “억지 선동”, “막장”, “막말”, “얄팍한 술수”
등의 표현은, 원고의 활동이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해당하여 그에 관한 문제의 제기
및 비판이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선택된
어휘라고 볼 수 없고, 모멸적인 표현에 이른다고 볼 수 있어, 언론자유의 보호 범위 내에 있다
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1043)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2심 계류 중에 있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63946). 여기에서는
이 사건 기사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와 트위터 리트윗이 동일한
내용을 직접 적시한 것과 다름없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전자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들은
주로 학부모 대의원회가 작성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는데 위 자료의
신빙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 피고 B가 기사 작성 당시 참고하였다는 이 사건 간담회 녹취 자
료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교육방 식을 옹호하는 학부모의 의견이나 원고 대신 참석한 교사가
밝힌 원고의 입장 등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들은 이를 이 사건 기사 내용에 전혀 반영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가 트위터에 스스로 ‘메갈리아’ 회원이라고 밝힌 바가 없고 피고들
이 실제로 원고의 회원 가입 여부를 직접 조사‧확인한 바 없음에도, 원고가 리트윗한 글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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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피고 B는 2018년 2월 19일자 <뉴스타운> 인터넷 사이트와 자신이 운영하는
<시스템클럽> 사이트에 ‘유명 작가인 원고가 과거 문학소녀들과 혼숙을 하였고,
혼외자도 두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또한 원고가 이에 대해 소
송을 제기하자 이를 동영상 뉴스로 만들어 2018년 9월 13일 보도하기도 했다. 이
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에 따른 정정보도, 손해배상 및
기사삭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의 내
용의 허위성을 인정하였으며, 원고가 공인이라 하더라도 지극히 사적인 내용을 다
룬 경우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은 공동
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하였다.1044)

3. 판례의 경향에 대한 분석 및 정리
(1) 개 관
공인의 명예가 훼손되어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이 위자료를 구체적으로
어떠한 근거로 산정하였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각각의 판결의 내용을 예의주시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술한 재판례의 내용을 살펴보았는 바, 공인
의 명예훼손에 대한 판례는 피해자 유형별, 매체 유형별 및 가해행위의 태양에 따

에 ‘나는 메갈이다’라는 해시태그가 붙어있는 글이나 ‘한남충’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글이 다
수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들은 원고가 ‘메갈리아’ 회원인 것으로 속단하여 단정적으
로 보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이 적시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으며, 후자에 대해서 법원은 “비록 리트윗이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
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한남충’이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사용된 글의 내용에 동조‧공
감하며 이를 공유하기 위하여 리트윗한 이상, 이는 단순히 그 표현물을 인용하거나 소개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그와 동일한 내용을 직접 적시한 것과 다름없다고 할 것
이므로, 원고는 트위터 에서 ‘한남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
다”라고 판시하였다.
104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가합22446 판결. 이후 피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
소하였으나 강제조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9나2005619). 여기에서는 이 사건 기사 및 동영
상 적시사실의 허위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여부와 원고 관련 내용이 보도의 일부분에만 해당함
에도 기사 전체 삭제를 요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전자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들은 이 사
건 혼숙부분에 대한 기사 등을 작성할 당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단지 1988년에 발간된 기사의 제목만을 근거로 오히려 그 제목을 과장하여 원고가 어린 소녀
들과 혼숙한 것처럼 기재하 였으므로 이 사건 기사 및 이 사건 동영상의 적시사실이 진실이라
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작가로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 및 이 사건 동영상의 내용은 원고가 문학소녀들과 혼숙을 하였다거나 혼외자가 있다는
내용으로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사항인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고 판시하였으며, 후자에 대해서는 “이 사건 기사 및 이 사건 동영상 중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과 모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일부분이나, 해당 부분만을 분리하여 삭제하기가 용이하지 아
니하고, 설령 분리하여 삭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일부만을 삭제할 경우
원고에 대한 침해상태의 해소가 완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기사 및 이 사건
동영상 전체의 삭제가 합당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인격권 침해 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적당
한 처분 또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는 차원에서, 피고는 이 사건 기사 및
이 사건 동영상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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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자료를 달리 산정함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이는 본 연구자들의 추측일 뿐이며,
이를 일반화할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판례의 대체적인 경향
이라도 파악하는 데에는 유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하에서는 그러한 관점에서 공
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련된 판례의 경향을 분석 및 정리하고자 한다.

(2) 유형별 특성
1) 피해자의 유형별 특성
가. 공인
여기에서의 ‘공인’이란 고위 공직자와 공적 인물을 말하며, 고위 공직자는 판결에
언급된 경우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상의 공직자1045)를 말하며, 공적 인물이란 정치
인 · 전문인 · 언론인 · 기업인 · 연예인 등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물 또는 단체의
대표자 등으로서 그 활동 사항이 공적 관심사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1046) 이러한
공인의 위자료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 금액이 높지만, 다른 피해자와 비교할 때 가
장 많은 액수의 위자료를 받는다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물론 이를 어떻게 분
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공인에 대해서는 사회적 활동 및 정치활동 등이 사회에서 정당한 비판은 감
수해야 할 입장에 있는 점, 둘째 이러한 인물들은 사회적으로 유력한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있고, 이들에게는 반론의 기회가 충분하게 부여되고 있는 점 등을 감
안하여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산정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판례는 미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나. 공적 인물(유명인)
일반적으로 연예인 등 유명인에 대한 위자료액이 비교적 높은 점은 재판례를 통
해서도 알 수 있다. 이 점은 명예훼손에 기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에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위자료를 사람의 정신에 미치는 타격에 대한 대가라는 관점에서 보는 때에는 사
람인 이상은 개별적 차이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
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 인물이 정신적 타격이 더 크다고 단정할 수도 없을 것이

1045) 국무위원 · 국회의원 등 정무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4급 이상의 공무원, 법관 및 검사, 대령
이상의 장교 등.
1046) 2018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20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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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점 때문에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외부에서 보는 사회
적 평가임을 나타내고 있음을 간취할 수 있다. 즉 유명인에 대해서는 사회적 활동,
정치활동, 연예활동 등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 기타(경계영역적 인물)
(가) 대학교수 · 의사 · 변호사
이러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직업의 전문성 정도의 크기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해서는 인용액 중앙값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인용액 평균값도 연예
인 다음으로 많은 액수이다.1047)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관련 재판례를 보면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영업활동이나 사회적 신용에 대한 침해 여부를 법원이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기업 등의 대표자 등
기업의 대표자 등에 대한 위자료액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용액 중앙값은 별론
으로 하더라도 인용액 최고액도 특별히 고액이라고는 할 수 없다. 대부분의 경우에
기업 · 단체자치에 대한 명예훼손 · 신용훼손이 인정되며, 법인의 무형 손해에 대한
손해액이 결정되어 있다.1048) 따라서 대표자 개인에 대한 위자료액은 이러한 점들
을 고려하여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 피의자 · 피고인 및 수감자
피의자 · 피고인 및 수감자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인용액 중앙값이
높고 인용액 평균값도 비교적 높은 금액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판례를 분석함에
있어서 채택할 수 있는 표본 수가 상당히 적고 보도매체의 유형이나 가해행위의 악
의성의 정도와 같은 다른 산정 요소가 증액 요인이 된 판례들이 거듭해서 나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사람들의 배상액은 낮다고 생각
한다. 이 점은 이미 이러한 사실들 그 자체에 의해서 사회적 평가인 명예 자체가
저하되었다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히 피의자 단계에서 명예훼손이
이루어지고 그 후에 범죄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기소처분이 된 경우에는
고액의 위자료액이 인정되는 경우도 존재한다.1049) 이는 그 적시사실이 범죄행위이
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이 고려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1047) 2018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2019, 32면 참조.
1048) 예컨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8. 선고 2017가합589370 판결 참조.
1049) 예컨대 서울고등법원 1997. 1. 17. 선고 96나4659, 466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20.
선고 2018나200795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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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2) 매체(침해자) 유형별 특성
가. 신문
신문에 대해서는 언론매체 중에서 신뢰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점 및 내부적인 검
열 기능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재판례를 보면 한번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전파성이 강하
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도 높게 산정되는 점을 지적할 수 있
다.1050) 이는 신뢰성이 높은 매체이기 때문에 반대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경우에
는 사회적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위자료 액수를 높게 산정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게다가 신문의 명예훼손 사례를 보면 범죄 보도에 대한 경우가 많은 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범죄에 대한 보도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즉 체포 수사 단계의 보도에 중점이 두어지고, 재판 단계의 보도가 허술하게
되어 있는 점, 이 점과 관련하여 수사하는 측의 정보제공에 치우치기 쉬운 점이 문
제되는 것이다.1051)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신문사가 범죄 관련 보도를 할
때에 철저하게 재판 결과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보도를 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나. TV 방송
TV 방송이 상위를 차지하는 이유는 TV를 시청하는 비율이 높고 그 전파성에 대
한 평가와 TV의 특성으로서 생방송 등을 비롯한 즉시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방송
중 예상치 못한 발언이 명예훼손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1052) 또한 TV 방송이라는 매체 자체가 시청자의 시각에 호소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다른 매체와 비교할 때 강한 인상을 준다는 점에서도 법원이 위자료를 높게
산정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다. 잡지(특히 주간지)
잡지(특히 주간지)는 과거에는 손해배상 인용액이 매우 높았다.1053) 그 이유는
1050) 예컨대 서울지방법원 1997.2.26. 선고 96가합31227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7. 9. 30. 선고
97나14240 판결 등 참조.
1051) 예컨대 서울고등법원 2018. 12. 20. 선고 2018나2007953 판결 참조.
1052) 같은 TV 방송이라도 지상파 방송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인용액 평균값이 81,500,000원, 인용
액 중앙값이 11,500,000원인데 비하여 케이블 방송인 경우에는 손해배상 인용액 평균값이
21,062.500원, 인용액 중앙값이 22,500,000원이다(2018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
중재위원회, 2019, 3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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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의 존재의의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특히 주간지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과격한 경우가 많으며, 그 취재의 증거의 신빙성 등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으
므로 일반적으로 위자료의 액수가 높아지는 경향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반면에 주간지는 신문 · 텔레비전 등이 보도하지 않는 부분을 다룬다는 주간지의
존재의의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 있다. 물론 전국 판매에 의한 보도의 전파
성이 강하다는 관점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시각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인터넷에서 수많은 정보를 어렵지 않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으
며 스마트폰을 통해서 누구든지 각종 정보를 쉽게 수집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가
널리 보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잡지를 구매하여 읽는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도의 전파성이라든지 신문이나 텔레비전 등이
보도하지 않는 부분을 다룬다는 잡지, 특히 주간지 특유의 존재의의도 상당히 퇴색
된 것으로 보인다.1054)

라. 인터넷
인터넷에 대해서는 보급성의 관점에서 과거에는 위자료의 액수가 낮았다.1055) 그
러나 오늘날에는 보급성이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며, 익명성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나오는 표현의 과격성으로 인하여 위자료의 액수는 고액화되는 경향을 엿
볼 수 있다.1056) 나아가 인터넷은 일응 모든 사람들이 반복해서 접속하는 것이 가
능하므로, 삭제할 때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접속할 수 있다. 전파성이 매우 강하
다는 관점 외에 반복성 · 계속성이라는 관점에서도 향후 한층 활발한 보급에 의해
서 더욱더 고액화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1057) 물론 오늘날에
는 이 경우에 트위터나 유튜브 1인 방송, SNS 등과 같이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
의 가해자가 개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기한 위자료의 배상능력이라는
관점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1053) 예컨대 서울지방법원 1998. 4. 22. 선고 96가합72242 판결.
1054) 이는 중앙종합이나 지역종합, 경제일간과 같은 일간지의 손해배상 인용액 평균값, 인용액 중앙
값이 방송이나 인터넷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을 보이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2018년
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2019, 33면 참조).
1055) 예컨대 서울고등법원 2007. 8. 22. 선고 2006나69013 판결 참조.
1056) 예컨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가단247349(본소), 2016가단30848(반소)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7가합504355 판결 등 참조.
1057) 인터넷 매체가 언론소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몇 년간 50% 이상을 유지하여 전파성이
높은 온라인상 보도에 관한 분쟁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신문이나 언론사닷컴 등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 인용액 평균값 및 인용액 중앙값이 신문이나 잡지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액수로 산정되고 있는 점 역시 이러한 경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2018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2019, 14면 및 3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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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 매체
재판례를 보면 기타 매체에 대해서는 중앙값이 다른 매체에 비해서 위자료의 액
수가 상당히 적다는 점을 알 수 있다.1058) 이른바 대중 매체와 비교해 볼 때 중앙
값이 낮다는 사실은 전파성이 약한 점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각각의 명
예 침해의 악의성의 정도, 특히 표현의 내용이라는 관점에서는 일반 언론 매체와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중앙값이 낮은 점은 그 전파성에 의한
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데모(demonstration)나 가두선전활동 등
시위행위의 경우에는 상당히 고액의 위자료가 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
하면 이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일반 시민들이 받는 인상력이 상대적으로 크
기 때문이다.

(3) 정 리
1) 판례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사회적 평가(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가 높다
고 판단되는 직업에 대해서는 위자료 액수가 고액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 사
인의 위자료 액수가 공인 또는 유명인보다 저액인 점은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
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위자료의 취지를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공격에 대한 평가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직업 등, 즉 사회적 특성에 따라서 위자료의 액수가 달라지는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명예훼손이 각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데에
그 본질이 있는 측면에서 보면 피해자의 특성을 기준으로 위자료 산정의 판단기준
을 정립하는 것이 반드시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위자료에 대해서는 그
성질상 순수하게 당해 개인이 받은 공격을 정량화하는 것이 곤란한 부분이 존재하
므로, 일정한 평가적 요소를 없앨 수 없는 이상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서 위자료의
액수를 결정하는 것은 일정한 합리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판례는 피해자 특성별로 위자료액의 조정을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은 다음에 해설하는 매체별 경향과 대비를 이룬다. 매체별에 대해서는
전파성의 강약이 비례관계로 표현할 수 있는 것과 달리 피해자의 특성에 대해서는
비례관계로 이를 제시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피해자의
특성별로 기준을 정립하고 거기에 매체별 특성을 위자료의 증액 및 감액 요소로 가
미하는 것이 판례의 일반적 경향에 합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2) 명예를 훼손한 언론매체에 대한 판례의 경향을 보면 언론매체의 전파성의 강
약이 위자료 액수가 높게 산정되는지 낮게 산정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기본적으
1058)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 인용액 평균값 및 인용액 중앙값이 3,000,000원이며, 소송 건수도 1건
으로 매우 적다(2018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2019, 3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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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고려해야 할 요소로 되어 있다. 예컨대 잡지, 텔레비전, 신문, 서적은 이른바 대
중매체로서 전파성이 강하며, 언론매체 상호간에도 전파성의 강약은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이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2018년 선고된
판례를 보면 대중매체 중 TV 방송의 경우에 인용액의 중앙값은 17,500,000원인
반면, 주간신문의 경우에 인용액의 중앙값은 3,500,000원이다. 따라서 실무에서 위
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대중매체의 전파성의 강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수단이 대중매체인 경우에 인용
액 중앙값은 3,500,000원이지만, 전파성이 강한 매체와 낮은 매체 사이의 편차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이 역시 언론매체별로 전파성의 강도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받아서 위자료가 산정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IV.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 법원의 판결 비교
1. 조정경유 비율
2018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언론분쟁 사건 중 법원에서 처
리되는 비율은 8.4%에 불과했다. 즉 2018년 분석대상 판결의 매체별 건수 363건
을 청구권별로 재분류한 606건 중에서 기사삭제 등을 제외한 나머지 정정 · 반론 ·
추후 · 손해배상 등 네 가지 청구권 관련 사건(총 555건)을 대상으로 언론중재위원
회 조정을 거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체 언론분쟁 중에서
8.4%의 사건만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법원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1059)

2.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조정액과 인용액 비교
2018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언론중재위원회의 평균 조정액은 약
196만 원인 반면, 법원의 평균 인용액은 약 1,420만 원이었다.1060) 즉 2018년 위
원회가 처리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중 조정성립 등을 통해 금전배상이 이루어진 사
건의 조정액과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인용액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위원회 평균 조정액은 약 196만 원, 중앙값은 1백만 원이고, 법원 평
균 인용액은 약 1,420 만 원, 중앙값은 350만 원이었다.1061) 언론중재위원회의 평
1059) 2018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2019, 43면 <표6-1> 조정경유 비율 참
조.
1060) 2018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2019, 44면.
1061)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두 기관의 결과 비교가 보다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
한 차이를 비교,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 분석은 두 기관이 각기 다른 사건을 심리하여 판단한
결과이므로 분석 결과를 단순 비교하여 언론중재위원회와 법원의 손해배상액 차이를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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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조정액은 전년도(약 136만 원)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법원 평균 인용액
또한 전년도(약 853만 원)에 비해 증가했다. 법원 평균 인용액은 3억 원이상의 손
해배상금 지급을 선고한 고액 인용 사건들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보
인다.1062) 이와 같이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조정액과 법원의 인용액은 상당한 차이
를 보이고 있다. 이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손해배상액의 현실화
내지 적정화에 기여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 물론 이러한 위험성은 손해배상액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1063)
구분
조정액
인용액

건수
59
141

평균액(원)
1,960,417
12,207,844

중앙값(원)
1,000,000
3,500,000

최저액(원)
250,000
750,000

최고액(원)
9,000,000
427,306,000

3. 조정을 거친 사건의 위원회 조정 결과와 법원 소송 결과 비교
(1) 2018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피신청
인이 이의제기한 경우에 원고 승소율은 100%인 반면, 신청인이 이의제기한 경우에
원고 승소율은 34.5%로 나타났다.1064) 즉 2018년 언론 관련 판결 중 언론중재위
원회 조정을 거친 227건1065)을 대상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결과와 법원 소송
결과를 원고 승소율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37건으로 이 사건들에서 원고 승소율은
48.6%(18건)로 나타났다. 피신청인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한 경우의 원고 승소율은 100.0%(8건)로, 신청인이 이의신청한 경우의 원고 승소
율 34.5%(10건)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066)
(2) 조정을 취하한 후 소송을 제기한 경우의 원고 승소율은 80.6%(29건)로, 조
정불성립결정(151건)에

1062)
1063)
1064)
1065)

1066)

대한

후속

대응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의

승소율

지표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고, 두 기관의 손해배상액의 전체적인 추이를 살펴보는 데에 의미가
있다(2018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2019, 44면 주10).
2018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2019, 44면.
2018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2019, 44면 <표6-2> 손해배상청구 사
건의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의 비교를 참조하여 정리한 것이다.
2018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2019, 44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이루어진 경우를
비롯하여 조정불성립결정이나 조정성립, 취하 등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이후 별도 소송을 제기
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2018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2019, 44면 주11).
2018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2019, 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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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70건)보다 높게 조사되었다.1067) 또한 2018년에는 위원회가 조정을 갈음하
는 결정을 통해 손해배상을 명했지만 분쟁 당사자의 이의신청으로 법원에 자동 소
제기된 사건이 1건 있었다. 해당 사건은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
정에 대해 신청인이 이의제기한 것인데, 법원에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되었
다.1068)

V.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기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 제시
1. 의 의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조금이나마 높이기 위하여 구제수단으로 인정되는 위자료의 산정 기준과 이에 따른
산정 방식의 구체화를 시도한다. 판례는 명예훼손 불법행위에 있어서 위자료 산정
시 다양한 요소들을 참작하고 있는데, 사례에 따라 법원의 재량으로 다양하게 판단
하다 보니, 언론이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으며, 경우에 따
라서는 적정한 위자료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해자 구제에 미흡한 문제점이
있다.1069)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학계는 물론 실무계에서도 명예훼손에
기한 위자료 산정식1070), 산정방안1071), 채점표1072), 가감표1073) 등이 제시되기도
한다. 그리고 일본이나 독일에서도 위자료 산정기준표를 제시하려는 시도가 있었음
은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너무 번거롭기도 하고, 과연
위와 같은 시도가 합리적인 위자료 산정방법이 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점에 대
1067) 2018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2019, 45면.
1068) 2018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2019, 45면.
1069) 물론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우
리나라에서는 이중처벌의 우려, 남소 가능성, 언론의 자유 위축 등을 우려하여 현실화되지 못
했다고 한다(장태영, “언론의 자유와 자율성 보장을 위한 사법의 노력과 제언-오해와 언론소
송의 통계 · 이슈 및 해외사례로 본 진실-”, 2018년 언론과 사법 심포지엄, 법원행정처, 2018,
77면).
1070) 예컨대 이동진, 위자료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법정책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 41
면 참조.
1071) 위자료 연구반,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법원행정처, 2017, 4면 이하에 의하
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일반 피해의 경우 그 기준금액은 5,000만 원이며, 중대 피해의 경우 1
억 원이고, 가중금액을 기준금액의 2배로 하되, 그 훼손된 가치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배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준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가중금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이
와 같은 경우 그 가중의 한도를 설정하여 배상액 범위를 미리 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
로,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존재하는 개별 · 특수성을 참작하여 정하는 것을 전제로 산정방안
에 가중금액의 초과가중이 가능함을 명시하되, 그 가중의 한도는 설정하지 않는다.
1072) 이에 대해서는 노만경, “언론보도관련 판결의 위자료 산정 현황 및 특징”, 언론중재 2011년 겨
울호, 2011, 31면 이하, 장현우, “손해배상액 산정기준표(안) 및 구성요소 검토”, 언론중재
2011년 겨울호, 2011, 56면 등을 참조.
1073) 이에 대해서는 장현우, “손해배상액 산정기준표(안) 및 구성요소 검토”, 언론중재 2011년 겨울
호, 2011, 57면 이하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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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의가 들어서 채점표 사용을 재고하는 움직임도 보인다. 이러한 부정적 시각에
도 불구하고 본 연구자들은 예측 가능한 위자료의 산정을 위해서는 인신사고로 인
한 손해배상 사건과 같은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인식에 따라서 국내에서 주장된 명예훼손에 기한 위자료 산
정식, 산정방안, 채점표, 가감표 등의 내용을 소개하고 각각의 장점 및 단점을 고찰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고찰을 토대로 각각의 시도에서 발견된 장점을 극대화함과 동
시에 단점을 최소화하는 위자료 산정 기준을 제시하는 시도를 하고자 한다.

2. 명예훼손에 기한 위자료 산정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
(1) 언론관련판결 분석 보고서를 기초로 도출한 위자료 산정식1074)
1) 개 관
언론관련판결 분석 보고서를 기초로 위자료 산정식을 도출함으로써 명예훼손에
기한 위자료 산정 기준을 확립하려는 시도가 학계를 통하여 주장되고 있어서 주목
된다. 이것이 바로 2013년 2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비 보조를 받아서 이
동진 교수가 책임연구원이 되어 발간된 ‘위자료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법정책연
구’라는 연구보고서이다. 이하에서는 이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위자료 산정식을 소
개하고자 한다.

2) 상관분석결과와 회귀분석 결과에 따른 재판례 분석
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인신(人身) 손해의 경우에 이미-보통은 위자료보다 상
당히 많은 금액의-재산적 손해가 인정되고, 여기에 위자료가 부가되는 반면, 명예
훼손 등 인격권 침해의 경우에 재산적 손해가 없거나 재산적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
도 부수적이고 비교적 소액에 그치는 점에서 위자료 산정의 기준을 정하거나 정해
진 기준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한다.1075) 그 예로 이 연구보고서는 우
선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초상(肖像)권 및 음성(音聲)권 침해를 들고 이에 대하여
분석을 시도한다. 또한 분석의 기초자료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매년 간행하고 있는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를 채택하며1076), 분석의 대상이 되는 판결로는 2007년부
1074) 이동진, 위자료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법정책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 39면 이하
참조.
1075) 이동진, 위자료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법정책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 39면.
1076) 물론 이 보고서는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애 대하여 중간값, 평균값, 최고값과 원고 특성, 피
고 특성 등에 따른 분석만을 하고 있고, 질적 요소, 예컨대 내용의 침해성, 피고의 유책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어떤 요소가 중요하게 고려되는지에 대한 분석내용의 당부를 가리기
어렵다는 한계는 있지만, 매년 언론사건 판결 중 약 50% 내외의 전문(全文)이 수록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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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2011년까지의 언론 관련 판결 중에서 위자료 청구를 일부라도 인용한 것에 한
정한다.1077) 그리고 이 연구보고서는 전술한 기초자료와 분석의 대상이 되는 판결
의 범위를 확정한 후 이 자료들로부터 가단(家團)을 단위로 위자료의 총액을 합산
한 값과 위자료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제반 요소에 판결문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와 판결문 자체의 평가에 기초하여 부여한 지수(指數) 사이의 상관
분석과 회귀분석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도출한다.1078)

상관분석 결과
원고별 위자료 총액
원고 신용침해 여부
원고 공인 여부
원고 특정
원고 지명도
배포량(피고 지명도)
내용의 침해성
피해 복구 여부
피고 귀책 정도
피고 처벌 여부
피고 이득 내지 상업성
공익 관련성
판결연도

0.496573826
-0.031698682
0.150483433
0.322475287
0.165234487
0.386898692
0.163507339
0.092072735
0.019126419
0.281247528
0.019532174
-0.033236457

상관분석 결과

요약 결과
회귀분석 통계량
다중 상관계수
결정계수
조정된 결정계수
표준 오차
관측수

0.734794
0.539922
0.492561
21464269
76

계수(원미만
반올림)

표준 오차

t 통계량

P-값

므로, 위 자료 자체의 대표성은 부정할 수 없다고 한다(이동진, 위자료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법정책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 40면).
1077) 이동진, 위자료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법정책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 40면.
1078) 이하의 표는 이동진, 위자료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법정책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 40면 이하를 참조하여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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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절편
원고
신용침해 여부
피고 이득
내지 상업성
원고 특정
원고 지명도
배포량(피고
지명도)
내용의
침해성
피해 복구
여부

-37,886,684

10,447,614

-3.62635

0.000551

27,866,892

4,893,627

5.694527

2.88E-07

9,807,096

2,754,535

3.560346

0.000681

-1,608,974
10,143,258

3,456,820
3,666,142

-0.46545
2.766739

0.643097
0.007286

5,901,680

2,616,961

2.255165

0.027346

7,709,785

2,507,617

3.074546

0.003034

-2,087,420

4,784,579

-0.43628

0.664015

3) 분석 결과에 따른 산정식 도출
전술한 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우선 위자료 총액을 증액시키는 요소로는 원고의 (영업상) 신용이 침해되었다는
사정, 원고의 지명도, 내용의 침해성, 피고의 이득 내지 상업성(동기), 배포량(피고
의 지명도), 피해 복구 여부, 원고의 특정성을 들 수 있다고 한다.1079) 특히 그 중
에서도 원고의 (영업상) 신용이 침해되었다는 사정, 원고의 지명도, 내용의 침해성,
피고의 이득 내지 상업성이 명백히 유의미할 정도로 위자료액에 영향을 주고 있는
반면, 원고가 공인(公人)인지 여부, 피고의 귀책 정도, 피고가 처벌을 받았는지 여
부, 당해 사안의 공익 관련성 등은 위자료액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한
다.1080)
보다 구체적으로 원고의 지명도(1부터 3까지의 지수를 부여하였다)와 피고 이득
내지 상업성(1부터 5까지의 지수를 부여하였다)은 각 지수별 1,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내용의 침해성(1부터 4까지의 지수를 부여하였다)과 배포량(1부터 3까지
의 지수를 부여하였다)은 각 지수별 약 700만 원 내지 8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증액시켰다고 한다.1081) 그러나 원고의 신용침해 여부는 위자료액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침해의 정도에 따라 일관되게 위자료액을 증가시키지
는 아니하였고, 원고의 특정성의 경우 영향의 정도도 크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자
료 증액의 폭도 일관되지 아니하였으며, 이 점은 피해 복구 여부도 마찬가지였다고
한다.1082)
1079) 이동진, 위자료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법정책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 41면.
1080) 이동진, 위자료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법정책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 41면.
1081) 이동진, 위자료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법정책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 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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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어느 정도 일관된 크기를 갖는 변수만을 고려하여 일응의 위자료액 산정식
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1083)

명예훼손 등 위자료 총액 = (원고 지명도 지수 + 피고이득 내지 상업성 지수)
× 1,000만 원 + (내용의 침해성 지수 + 배포량 지수) × 750만 원 ± 기타 요소
– 3,750만 원

4) 구체적 사례에서의 산정식 적용 및 분석
이 연구보고서는 전술한 산정식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고, 이에 대한 분석도 실
시한다.
우선 구체적 사례에 산정식을 적용한 경우를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1084)
어느 정도 알려진 유명인에 대하여 전국신문이나 전국방송에 보통의 정도로 명예
를 훼손하는 보도 등이 이루어졌고, 그 진위가 불명인 경우에 원고 지명도 3, 피고
이득 내지 상업성 0, 내용의 침해성 2, 배포량 3을 부여하였으므로, 기준이 되는 금
액은 3,000만 원이 된다.
별로 알려지지 아니한 일반인에 대하여 같은 방식으로 침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고 지명도가 1이 되므로, 1,000만 원이다.
그에 대하여 허위보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내용의 침해성을 3으로 정하였으므
로, 위자료가 1,750만 원, 즉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의 위자료가 인정된
다.
한편 명예훼손적인 성격이 매우 약한, 즉 그 자체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측면
은 거의 없는 초상권이나 음성권 침해의 경우 내용의 침해성을 1로 하였으므로, 위
자료액은 250만 원 정도가 된다.1085)
1082) 이동진, 위자료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법정책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 41면.
1083) 이하의 산정식은 이동진, 위자료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법정책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 41면을 참조하여 정리한 것이다.
1084) 이하의 내용은 이동진, 위자료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법정책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 41-42면을 참조하여 정리한 것이다.
1085) 이와 관련하여 언론 사건을 전담한 한 실무가는 2011년 “통상 명예훼손 또는 범죄사실 보도의
경우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허위성이 가미된 경우에는 2,000만 원이 되고(보통의 경우
명예훼손 또는 범죄사실의 보도에서는 허위성이 가미되므로 이를 감안하면 위자료의 기준액은
2,000만 원이 될 수 있다) 다시 정도에 따라 가중 또는 감액이” 되며, “단순한 프라이버시 침
해의 경우에도 1,000만 원이 기준이” 되나 “초상권 또는 음성권 침해의 경우 500만 원을 기준
으로 하여 가중 또는 감액한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노만경, “언론보도관련 판결의 위자료 산
정 현황 및 특징”, 언론중재 2011년 겨울호, 2011, 30면 이하 참조), 위 결과는 이러한 실무가
의 보고와 대체로 일치하는 셈이다. 다만 같은 실무가는 “원고가 공인이나 공적 인물의 경우에
는 언론 책임을 인정하는데 엄격한 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손해
배상 액수를 많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 실무”라고 한다(노만경, “언론보도관련 판결의 위자료
산정 현황 및 특징”, 언론중재 2011년 겨울호, 2011, 30-31면). 그러나 이러한 보고에 대하여
이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결과는 대체로 유명인에 대한 명예훼손 내지 사생활 침해는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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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이 연구보고서는 전술한 산정식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 결과를 기초로
이에 대한 결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1086)
즉 “결론적으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의 경우 1,000만 원의 위자료를 기본으
로 하여, 내용의 침해성이 낮으면 감액하고, 내용이 허위임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500만 원 내지 1,000만원 증액하며, 특히 비방적일 때에는 1,500만 원 증액하고,
원고가 유명인인 경우에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증액하고, 보도매체가 지역신문 등
으로 영향력이 낮은 경우에는 5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감액하는 방식으로, 단
순한 초상권이나 음성권 침해는 수십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의 금액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 이외에 피고에게 이욕동기가 있거나
실제 큰 이득을 얻은 경우와 원고의 영업상 신용이 침해된 경우에는 위자료액이 상
당한 정도로 증액되고 있는 셈이다.”

(2) 위자료 연구반에 의한 산정 방안1087)
1) 개 관
그동안 우리나라의 위자료 인정액이 법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 국가 경제규모, 해
외 판례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낮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
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법원 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
한 주장을 받아들여서 2016년 7월 20일 대전지방법원이 주최한 ‘전국 민사법관 포
럼’에서 ‘불법행위 유형에 따른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초안이 발표되었다.
그동안 위자료 연구반은 전국 5개 지방법원 소속 법관들로 구성되어, 2016년 7
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교통사고, 대형재난사고, 영리적 불법행위,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 유형의 선정’, ‘불법행위 유형별 기준금액 설정’, ‘특별가중사유 및 가중 범
위’, ‘일반증액 · 감액사유 및 조정 범위’ 등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해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2016년 10월 20일 사법연수원이 주최한 ‘사법발전을 위한
법관세미나(민사)’에서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최종안이 마련되
었다.1088) 이하에서는 그 내용 중 명예훼손과 관련된 위자료 산정방안을 발췌하여
사람에게 각인되어 더 큰 손해를 입는다는 점과 관계되어 있을 뿐(그 이외에 이러한 사람은
대개 내용의 침해성이 높은 경우에 한하여 소를 제기한다는 점을 보탤 수 있다) 공인 내지 공
적 인물이라는 사정 자체가 위자료를 증액시키는것 같지는 않다고 분석한다(이동진, 위자료 산
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법정책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 42면 참조).
1086) 이동진, 위자료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법정책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 42면.
1087) 위자료 연구반,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법원행정처, 2017, 1면 이하 참조.
1088) 그러나 위 최종안이 마련된 이후에 위자료 상승이 곧바로 일어나지는 않았다. 이는 수치에서도
드러난다. 즉 2017년 손해배상평균액은 7,323,171원으로 2016년의 7,372,899원보다 감소하였
는데, 다만 최빈액은 1,000만원으로 2016년의 300만 원보다 상승하였다. 이는 위자료 산정단
계에서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의 비교형량에 유념한 것으로 과다한 위자료가 언론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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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한다.

2) 명예훼손의 특수성과 단계적 산정방안의 채택
명예훼손과 신용훼손의 경우에 피해자는 인격권 침해로 정상적인 개인생활 · 사
회생활 · 경제활동을 할 수 없고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나,
이를 산술적 · 경제적 · 재산적 수치로 계량화하여 배상하기는 어려워 충분한 재산
상 손해의 전보가 사실상 곤란한 점을 위자료 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
다.1089) 즉 명예 · 신용훼손으로 피해자의 기존 생활과 경제적 · 사회적 활동이 회
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는 일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사망한 것 이상으로 정신적으로 크나큰 고통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이
를 전제로 한 위자료 기준금액의 설정이 필요하다.1090) 다만 피해가 경미한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지만 위와 같은 중대한 피해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자료의 기준금액을 구분하여 설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1091)
여기에서 ‘중대 피해’는 피해자의 기존 개인생활 · 사회생활 · 경제활동에 미친 영
향이나 훼손된 명예 · 신용의 가치가 중대한 경우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직업 또
는 사회적 지위가 박탈되거나 직업적 · 사회적 활동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
업자의 신용, 상호 · 상표의 가치가 현저히 저하되어 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1092) 그리고 ‘일반 피해’는 피해자의 기존 개인생활 · 사회생활
· 경제활동에 미친 영향이나 훼손된 명예 · 신용의 가치가 경미한 정도를 넘어 상당
한 정도에 이른 경우로서, 위와 같은 ‘중대 피해’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
다.1093)
한편 위자료에 관한 심리는 ‘해당 유형 포섭 여부에 관한 심사’ → ‘기준금액의
특별가중사유 유무에 관한 심사’ → ‘위자료 증액 · 감액사유 유무에 관한 심사 및
위자료 액수 결정’ 순의 3단계로 진행된다.1094)
이와 같은 3단계 산정방법론은 다른 불법행위 유형과 비교하여 1단계부터 ‘급격
하게 고액인 기준금액’을 설정하지 않더라도 단계적 · 차등적 위자료의 산정이 가능
하고, 특히 가해자의 행위불법적 요소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당해 불법행위

1089)
1090)
1091)
1092)
1093)
1094)

를 위축하고 자기검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이다(장태영, “언론의 자유와 자율
성 보장을 위한 사법의 노력과 제언-오해와 언론소송의 통계 · 이슈 및 해외사례로 본 진실
-”, 2018년 언론과 사법 심포지엄, 법원행정처, 2018, 76면 이하 참조).
위자료 연구반,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법원행정처, 2017, 2면.
위자료 연구반,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법원행정처, 2017, 2면.
위자료 연구반,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법원행정처, 2017, 2면.
위자료 연구반,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법원행정처, 2017, 3면.
위자료 연구반,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법원행정처, 2017, 3면.
위자료 연구반,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법원행정처, 20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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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별적 특수성을 위자료 산정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불법행위 유형에 따라 구체
적 산정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적합한 장점이 있다고 한다.1095)

3) 불법행위 유형별 기준금액의 설정
위자료 연구반이 위자료의 본질, 법적 성격, 위자료 산정 사례, 비교법적 검토, 불
법행위 유형별 특수성과 현 시대의 제반 여건 등을 종합하여 불법행위 유형에 따라
설정한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다.1096)

불법행위 유형
교통사고
대형재난사고
영리적 불법행위
일반 피해
명예훼손
중대 피해

기준금액
1억 원
2억 원
3억 원
5,000만 원
1억 원

4) 특별가중사유 및 가중금액의 설정
가. 특별가중사유의 구성방안 및 명예훼손에 대한 특별가중사유의 구성
위자료 연구반의 설명에 따르면 위자료의 기준금액을 가중하는 특별가중사유는
가해자 요소(행위불법의 중대성)만으로 단일하게 구성하였다. 즉 피해자 요소(결과
불법의 중대성)는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1097) 이에 따라 위자료 연구반은 가
해자의 행위불법적 요소를 중심으로 한 특별가중사유의 불법행위 유형별 구성 방안
을 제시하였는데, 이 중 명예훼손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명예훼손 및 신용훼손 행위 가운데 ① 허위사실에 기한 행위, ② 특정인을 모함
하여 그 직업 이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또는 경쟁자에게
영업상 타격 등을 입히거나 그의 이익을 가로채기 위한 행위 등 악의적 · 모해적 ·
영리적 행위, ③ 전파성 · 인지도 · 신뢰도 등을 고려할 때 영향력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사람이나 단체의 행위 또는 이를 수단으로 하는 행위를 행위불법이 중하다
고 보아 이를 특별가중사유로 구성한다.1098)

나. 가중금액의 설정
특별가중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1단계의 기준금액을 가중한다.1099) 다만 법관이
1095) 위자료 연구반,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법원행정처, 2017, 3면.
1096) 이하의 표는 위자료 연구반,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법원행정처, 2017, 4면
을 참조하여 정리한 것이다.
1097) 위자료 연구반,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법원행정처, 2017, 4면.
1098) 위자료 연구반,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법원행정처, 20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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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건의 개별 · 특수성에 비추어 특별가중사유가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
별가중사유의 정도가 중하여 가중금액만으로 손해의 전보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중금액의 추가증액도 당연히 가능하고, 반대로 특별가중사유
의 정도 여하에 따라서는 가중금액의 감액도 가능할 것이다.1100)
또한 명예훼손행위는 가해행위의 태양과 이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매우 다양하
고, 이에 따라 훼손된 명예 · 신용의 가치가 매우 커서 1단계의 기준금액과 2단계
의 가중금액만으로 손해를 전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다.1101) 그러므로 명
예훼손의 경우 다른 불법행위 유형과 마찬가지로 가중금액을 기준금액의 2배로 하
되, 그 훼손된 가치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배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준금액의 2
배를 초과하는 가중금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이와 같은 경우 그 가중
의 한도를 설정하여 배상액 범위를 미리 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 하므로, 법
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존재하는 개별 · 특수성을 참작하여 정하는 것을 전제로 산
정 방안에 가중금액의 초과가중이 가능함을 명시하되, 그 가중의 한도는 설정하지
아니하였다.1102) 이를 종합한 불법행위 유형별 가중금액 설정 결과는 다음과 같
다.1103)
불법행위 유형
교통사고
대형재난사고
영리적 불법행위

일반 피해

기준금액
1억 원
2억 원
3억 원

5,000만 원

가중금액
2억 원
4억 원
6억 원
피해가
1억 원

매우
중대한
경우

명예훼손

훼손된
중대 피해

1억 원

2억 원

가치에
상응하도록
초과 가능

1099)
1100)
1101)
1102)
1103)

위자료 연구반,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법원행정처, 2017, 5면.
위자료 연구반,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법원행정처, 2017, 5면.
위자료 연구반,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법원행정처, 2017, 6면.
위자료 연구반,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법원행정처, 2017, 6면.
이하의 표는 위자료 연구반,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법원행정처, 2017, 6면
을 참조하여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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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 증액 · 감액의 사유 및 범위의 설정
가. 일반 증액 · 감액사유의 설정
(가) 일반증액 · 감액사유의 설정 일반
산정방안이 3단계에서 제시하는 증액사유와 감액사유는 예시적인 것이다.1104) 왜
냐하면 개별 사건에서 위자료의 구체적 액수를 정하는 데에 참작하여야 할 위자료
의 증액사유와 감액사유를 빠짐없이 산정방안에 정리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1105)
일반증액 · 감액사유는 크게 행위불법 중심의 가해자 측 사정과 결과불법 중심의
피해자 측 사정으로 구분할 수 있고, 나아가 ① 행위불법 중심의 가해자 측 사정은
(i)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 내지는 책임의 정도 및 가해행위의 동기와 (ii)
기타의 개별 사정으로, ② 결과불법 중심의 피해자 측 사정은 (i) 피해자의 개별 사
정과 (ii) 피해 회복의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1106) 이와 같은 구분에 기초하여 개
별적인 일반증액사유와 일반감액사유를 구성한다.1107)

(나) 일반증액사유의 설정
가) 가해자의 과실 · 책임정도 및 가해행위의 동기
사고발생 및 피해의 확대와 관련하여 가해자에게 비난가능성이 큰 경우를 일반증
액사유로 구성한다.1108)

나) 가해자의 개별 사정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경우, 가해자가 피해
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나 감액을 강권하거나 회유한 경우, 가해자가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한 경우 또는 이를 시도한 경우를 일반증액사유로 구성한다.1109)

다) 피해자의 개별 사정
1104)
1105)
1106)
1107)
1108)
1109)

위자료
위자료
위자료
위자료
위자료
위자료

연구반,
연구반,
연구반,
연구반,
연구반,
연구반,

불법행위
불법행위
불법행위
불법행위
불법행위
불법행위

유형별
유형별
유형별
유형별
유형별
유형별

적정한
적정한
적정한
적정한
적정한
적정한

위자료
위자료
위자료
위자료
위자료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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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방안,
산정방안,
산정방안,
산정방안,
산정방안,
산정방안,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7면.
7면.
7면.
7면.
7면.
7면.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겪은 고통이 큰 경우, 피해자의 시신 훼손 또는 시신 수
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유족이 겪는 고통이 큰 경우, 피해자가 아동 · 미성년자이
거나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일반증액사유로 구성한다.1110)

(다) 일반감액사유의 설정
가) 가해자의 과실 · 책임정도 및 가해행위의 동기
천재지변이나 기타 가해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외부의 사정이 경합하여 사
고가 발생하거나 가해자의 과실이나 책임이 매우 경미한 경우 등 사고의 발생경위
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일반감액사유로 구성한다.1111)

나) 가해자의 개별 사정
가해자가 사고 후 피해자의 구호와 사고 수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경
우,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피해의 회복과 합의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 경
우를 일반감액사유로 구성한다.1112)

다) 피해 회복의 정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금이나 관련 법령에 의한 보상을
받은 경우와 피해자가 가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위로금 또는 합의금을 지급받은 경
우를 일반감액사유로 구성한다.1113)
나. 일반 증액 · 감액 범위의 설정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하고, 각각의 유형별 위자료
산정방안의 적용시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여, 모든 유형의 위자료
산정방안에 적용되는 일반 증액 · 감액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1/2 범위 내로 정한
다.1114)

다. 구체적 위자료 액수의 결정
산정방안이 제시하는 일반 증액 · 감액사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예시적인 것이
므로, 개별 사건의 구체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적정한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데에

1110)
1111)
1112)
1113)
1114)

위자료
위자료
위자료
위자료
위자료

연구반,
연구반,
연구반,
연구반,
연구반,

불법행위
불법행위
불법행위
불법행위
불법행위

유형별
유형별
유형별
유형별
유형별

적정한
적정한
적정한
적정한
적정한

위자료
위자료
위자료
위자료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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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방안,
산정방안,
산정방안,
산정방안,
산정방안,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7,
2017,
2017,
2017,
2017,

7면.
8면.
8면.
8면.
8면.

필요한 경우 위자료의 액수를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것도 가능하다.1115) 이에 따라 1
단계 기준금액과 2단계 특별가중을 거쳐 산정된 위자료 액수를 ±1/2 범위 내에서
증액하거나 감액하여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를 정한다.1116) 이러한 최
종적인 위자료 결정 단계에서는 피해의 정도, 특별가중사유, 일반 증액 · 감액사유
등을 비롯하여 개별 사건에 존재하는 위자료 산정에 참작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1117)

(3) 채점표 및 가감표
1) 송영천 전직 판사가 제시한 채점표1118)
가. 개 관
모든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사건이 법원에서 처리되고 있는 것은 아
니다. 그 중 일부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처리되고 있다. 다만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
의 경우에 예측 가능한 위자료의 산정기준을 마련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송영천
전직 판사가 위자료액의 산정을 위한 채점표(안)를 제시한 적이 있다.1119) 이하에
서는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나. 위자료의 산정 요소
이 채점표는 언론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 인정되는 위자료의 성질1120)에
비추어 언론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는 ① 불법행위인 언론보
도의 내용, ② 피해자 측 사정, ③ 가해자 측 사정, ④ 언론보도 이후의 사정 등 제
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함이 상당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1121) 이를 기
1115)
1116)
1117)
1118)

위자료 연구반,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법원행정처, 2017, 9면.
위자료 연구반,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법원행정처, 2017, 9면.
위자료 연구반,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법원행정처, 2017, 9면.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만경, “언론보도관련 판결의 위자료 산정 현황 및 특징”, 언론중재
2011년 겨울호, 2011, 31면 이하 참조.
1119) 이 채점표는 당시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제2중재부 중재부장을 맡았던 송영천 부장판사가 만든
것이다. 이에 대한 소개는 노만경, “언론보도관련 판결의 위자료 산정 현황 및 특징”, 언론중재
2011년 겨울호, 2011, 32면 이하 참조.
1120) 노만경, “언론보도관련 판결의 위자료 산정 현황 및 특징”, 언론중재 2011년 겨울호, 2011, 11
면에 의하면 언론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언론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의 원상회복을 위한 ‘배상
적 기능’이 주된 것이나, 재산적 손해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갖고 있고, 나아가 가해자에 대한
‘제재적 내지 예방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민주화의 달성으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언론 자유가 보장되는 오늘날에 있어서 거대한 권력집단이 되어 버린 매스미디어의 횡포로부
터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위자료 산정
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고 한다.
1121) 노만경, “언론보도관련 판결의 위자료 산정 현황 및 특징”, 언론중재 2011년 겨울호, 2011, 12
면; 허만, “언론보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의 위자료”, 청주법률논단, 1집, 충북법률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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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로 이 채점표는 구체적인 참작사유 4개 항목(① 대상 보도1122), ② 피해자 측 사
정1123), ③ 가해자 측 사정1124), ④ 보도 후 정황1125)) 중 ①②③ 항목을 적극적
고려요소(증액요소)로 하고 ④ 항목을 소극적 고려요소(감액요소)로 나눈다.1126)
이어서 ①을 30점, ②를 40점, ③을 30점으로 각 배정하고 이어서 각 항목 내 개별
요소들에 그 중요도에 따라 점수를 배정함으로써 100점을 만들고 점당 20만 원을
배정하여 총 금액을 2,000만 원으로 만든다.1127) 각 개별 요소에 배정된 점수는 그
점수가 1점이나 2점인 경우에는 상, 하의 단계로, 3점인 경우에는 상, 중, 하의 3단
계로, 4점인 경우에는 A, B, C, D의 4단계로, 5점인 경우에는 수, 우, 미, 양, 가의
5단계로 분류하여 당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의하여 어느 한 단계의 점수를
부여한다.1128) 이렇게 하여 100점 만점 중 얼마의 점수가 산정되면 앞서 본 ④의
소극적 고려요소(감액요소)를 참작하여 점수를 감점하며, 감점 정도는 최대한 50%
감점으로 한정하고, 추후 가해 언론사가 스스로 정정보도를 하였다는 점과 이번에
정정보도 등을 함께 명하여 조정한다는 점은 이들을 각 25%로 배점하여 감액하는
방식이다.1129)

다. 채점표의 내용
전술한 위자료의 산정요소를 모두 반영하여 제시된 채점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과 같다.1130)
회, 2000, 120면 등 참조.
1122) 이 항목의 구체적 예로 보도와 관련하여 보도매체가 신문인지 방송인지, 기사의 내용과 크기,
게재경위와 목적, 진실성 여부, 공익성 유무와 정도, 비방성과 악의성의 정도, 기사의 신속성
정도(일간 · 주간 · 월간 등),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 피해의 종류와 성격, 보도의 사회
적 영향, 영향의 즉각성 · 지속성 · 회복곤란성의 정도 등을 들 수 있다(노만경, “언론보도관련
판결의 위자료 산정 현황 및 특징”, 언론중재 2011년 겨울호, 2011, 12면).
1123) 이 항목의 구체적 예로 피해자의 연령, 성별, 가족관계, 재산 정도, 교육 정도, 신분, 사회적인
위치, 지명도 등,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규모, 영업실적, 지명도, 신용도 등을 들 수 있다
(노만경, “언론보도관련 판결의 위자료 산정 현황 및 특징”, 언론중재 2011년 겨울호, 2011,
12면).
1124) 이 항목의 구체적 예로 발행부수, 공신력, 독자의 구성, 회사의 규모 · 재산 · 재정상태, 보도
이후의 태도 등을 들 수 있다(노만경, “언론보도관련 판결의 위자료 산정 현황 및 특징”, 언론
중재 2011년 겨울호, 2011, 12면).
1125) 이 항목의 구체적 예로 언론이 기사를 정정 · 취소하였는지 여부와 판결에서 정정보도 또는 반
론보도를 함께 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 등을 들 수 있다.
1126) 노만경, “언론보도관련 판결의 위자료 산정 현황 및 특징”, 언론중재 2011년 겨울호, 2011, 32
면.
1127) 노만경, “언론보도관련 판결의 위자료 산정 현황 및 특징”, 언론중재 2011년 겨울호, 2011, 32
면.
1128) 노만경, “언론보도관련 판결의 위자료 산정 현황 및 특징”, 언론중재 2011년 겨울호, 2011, 32
면.
1129) 노만경, “언론보도관련 판결의 위자료 산정 현황 및 특징”, 언론중재 2011년 겨울호, 2011, 32
면.
1130) 노만경, “언론보도관련 판결의 위자료 산정 현황 및 특징”, 언론중재 2011년 겨울호, 2011, 31
면 <표5> 채점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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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목

개별항목
보도의 양
보도의 위치(보도면,
시간대)
보도의 경위(당사자

보도(30)

확인 노력)
보도의 공익성
보도의 비방 · 악의성
보도의 신속성
보도의 사회적 영향
소계
피해자의 특정성
피해의 종류와 성격
피해의 지속성
피해의 회복 곤란성
피해자의 나이(법인의
존속기간)
피해자의 성별(법인의

피해자 측 사정(40)

규모)
피해자의
가족관계(법인의 임직원
수)
피해자의 재산(법인의
매출액, 자본)
피해자의 신분(사회적
지위, 지명도)
소계
언론사의
점유율(구독률)
언론사의 규모와

가해자 측 사정(30)

보도 후 사정(▽50)

재산상태
언론사의 보도 후 태도
독자(시청자, 접속자)의
구성
소계
보도정정, 반론보도
여부
정정보도청구 등과
병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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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5점
5점
5점
3점
3점
3점
3점
10점
5점
3점
3점
3점
3점

3점

5점
5점

10점
5점
5점
10점

▽25
▽25

총계
※ 점당 20만 원, 총 2,000만 원

2)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제시된 손해배상 채점표1131)
가. 개 관
2005년 언론중재법의 손해배상제도 도입 제정 이후, 2005년 9월 5일 언론중재위
원회 조정2팀에서 위자료 산정에 관한 자료 및 관련 논문을 토대로 하여 손해배상
채점표를 작성하여 제안하였다. 그러나 2007년 6월 30일 조정2팀이 폐지되고 조정
· 중재 실무에서 손해배상 채점표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였다.
한편 2008년경 손해배상제도의 활성화와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마련으
로 손해배상 채점표를 부활하여 조사관을 중심으로 손해배상 사건이 인용된 경우
(손해배상금에 대한 조정이 성립된 경우,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에 한하여 사후적으로 손해배상 채점표를 작성해서 참고자료로 축적하고 있었
다.1132)

나. 손해배상 채점표에서 제시된 산정기준
손해배상 채점표는 ① 공익성(5점), ② 진실성(10점), ③ 상당성(10점), ④ 표현
방법(15점), ⑤ 전파력(15점), ⑥ 보도의 형식(10점), ⑦ 사회적 지위(5점), ⑧ 사
회적 평가의 저하 정도(15점), ⑨ 피해의 지속성, 회복곤란성(10점), ⑩ 언론사의
인력, 자산 규모(5점), ⑪ 보도후 후속 조치의 태도(적극적 - 50%, 양호 - 30%,
미흡 - 10%)의 산정요인에 기초하여 가산하여 배점을 한 후 산출된 점수에 금 10
만원을 곱하여 최고 1,500만원으로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하였다.1133)
만약 구체적인 사건에서 손해배상 채점표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배점이 53점
이면, 이에 금 10만원을 곱하여 금 530만원(53점 × 금 10만원 = 530)이라는 손
해배상 금액이 손해배상 채점표에 의하여 산정된다.1134)

1131)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현우, “손해배상액 산정기준표(안) 및 구성요소 검토”, 언론중재
2011년 겨울호, 2011, 53면 이하를 참조.
1132)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그동안 축적된 손해배상 채점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새로운 손해배상
산정기준표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고 한다(장현우, “손해배상액 산정기준표
(안) 및 구성요소 검토”, 언론중재 2011년 겨울호, 2011, 53면 참조).
1133) 장현우, “손해배상액 산정기준표(안) 및 구성요소 검토”, 언론중재 2011년 겨울호, 2011, 56
면.
1134) 장현우, “손해배상액 산정기준표(안) 및 구성요소 검토”, 언론중재 2011년 겨울호, 2011, 5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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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손해배상 채점표의 내용
전술한 산정기준을 모두 고려하여 작성된 손해배상 채점표의 구체적 내용을 소개
하면 다음과 같다.1135)

손해배상액 산정표
(2011서울조정 중재부) :

산정요인

침해유형 : 명예() 초상권() 성명권() 음성권() 사생활()

배점

부여

<1~5. 보도 내용 및
형식>(40)

피해

배점

부여

정

도>(40)
7-1. 사회적 평가

1. 동기 · 목적
① 매우 악의적
② 악의적
③ 좋음

산정요인
<7~8.

의 저하
① 극대
② 대
③ 중
④ 소
⑤ 없음

10
5
0

20
15
10
5
0

2. 표현방법의 부적절
성
(인신공격,

7-2. 수치심 · 불

부정적인

쾌감 · 당혹감

내용에서 얼굴 · 실명공

(기타 인격권 침해

개 등 피해자 특정 정도,

의 경우)

단정적 · 선정적 · 부정
적 표현)
① 대
② 중
③ 소
④ 양호

10
6
3
0

①
②
③
④
⑤
8.

3. 진실성
(명예훼손의 경우)
① 대부분 결여
② 부분 결여
③ 충족

회복곤란성
① 극대
② 대
③ 중
④ 소
⑤ 없음

5
2
0

4. 상당성

20
15
10
5
0

20
15
10
5
0

9. 언론사의 규모 ·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
확인의 노력 정도)
① 완전 결여

극대
대
중
소
없음
피해의 지속성 ·

재정상태(10)
10

① 대

10

1135) 손해배상 채점표의 내용에 대해서는 장현우, “손해배상액 산정기준표(안) 및 구성요소 검토”,
언론중재 2011년 겨울호, 2011, 61-62면 [별지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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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③
④
5.

부분 결여
약간 부족
충족
보도 형식

6
3
0

② 중
③ 소
④ 미약

(위치 · 시간 × 보도
전체크기 × 횟수)
① 대
② 중
③ 소

6
3
0

10. 매체의 영향력
5
2
0

①
②
③
④

대
중
소
미약

×1.5
×1.2
×1
×0.7

6. 피해자의 사회적 지
위(10)

11. 보도 후 후속

(연령, 성별, 직업, 경

조치

력, 법인의 인지도 · 규
모)
①
②
③
④

고
중
저
미약

10
6
3
0

① 없음
② 약간
③ 양호
④ 적극적
합계

×1
×0.9
×0.7
×0.5

※ 1점당 10만 원, 최고 1,500만 원
※ 위 배점을 기본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배점에서 1~2점을 가감하여 부여할 수 있음
※ 각 산정요인별 배점시 다른 요인을 중복하여 고려하지 않도록 주의

점수 부여 이유
구분

산정요인
1. 동기 · 목적
2. 표현방법의 부적절성
3. 진실성

보도 내용 및 형식

피해자 사정

(명예훼손의 경우)
4. 상당성
(명예훼손의 경우)
5. 보도 형식
6.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7-1. 사회적 평가의 저하
7-2. 수치심 · 불쾌감 ·
당혹감

피해의 정도

(기타 인격권 침해의 경
우)
8. 피해의 지속성 · 회복

언론사 사정

곤란성
9. 언론사의 규모 · 재정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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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부여이유

보도 후 사정

10. 매체의 영향력
11. 보도 후 후속조치

3) 손해배상 소위원회에서 제시된 가감표1136)
가. 개 관
(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제시된 손해배상 채점표의 산정 방식이 점수화, 개량화
차원에서는 잘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 사건에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 논의를 위하여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개선 소위원회가
구성되었다.1137) 장진훈 서울 제2중재부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2011년 9월 21일 1
차 회의를 하였으며, 2011년 10월 13일 2차 회의, 2011년 10월 26일 3차 회의를
거쳐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제시된 손해배상 채점표와 더불어 손해배상 가감표(이
하 ‘가감표’라 한다)에 대해서 논의를 하여, 손해배상 산정기준을 위하여 많은 논의
끝에 가감표를 하나의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게 되었다.1138)
(나) 손해배상 소위원회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제시된 손해배상 채점표 방식
의 손해 배상액 산정기준은 이상적이기는 하나 각 항목들이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구성 되어 있어 각 중재부의 중재위원들의 판단 재량을 제한하는 측면이 강하고,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강하며, 현실에서의 적응력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
서 침해법익 및 보도매체의 규모에 따라 분류한 기준 금액을 설정한 다음 침해 내
용이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가감하는 방식의 새로운 손해배상 산정 기준으로
가감표를 마련하자는 의견이 도출되었다.1139) 물론 위원들 중에는 기존의 채점표가
상당히 잘 구성되어 있기에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채점표 기준
을 수정, 보완하여 실무에 적용한 후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손해배상 소위원
회는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제도 운영을 위하여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손해배상 산정 기준을 개선, 보완하고자 구성된 취지에 입각하여 가감표에 대한 의
견을 구체적으로 개진하기로 하였다.1140)
1136)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현우, “손해배상액 산정기준표(안) 및 구성요소 검토”, 언론중재
2011년 겨울호, 2011, 56면 이하를 참조.
1137) 이는 언론중재위원회 기본 규칙 제7조(임시소위원회)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개선
소위원회(이하 ‘손해배상 소위원회’라고 한다)가 구성되었다.
1138) 장현우, “손해배상액 산정기준표(안) 및 구성요소 검토”, 언론중재 2011년 겨울호, 2011, 56
면.
1139) 장현우, “손해배상액 산정기준표(안) 및 구성요소 검토”, 언론중재 2011년 겨울호, 2011, 56
면.
1140) 장현우, “손해배상액 산정기준표(안) 및 구성요소 검토”, 언론중재 2011년 겨울호, 2011, 5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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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새로운 손해배상 산정 기준으로 마련한 가감표는 일단 보도 매체에 따라 각
중재부가 형평성을 고려할 수있도록 구분하였으며, 특히 최저 금액을 제시하여 기
준이 되도록 하였다.1141) 반면 가감 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상한액을 정함으로써 각
중재부가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각 중재위원들은 가감 항목별로 세분하여
판단하게 함으로써 중재부별 편차를 줄이도록 하였다.1142) 결국 손해배상 기준액
을, 기타 인격권과 명예훼손 등 침해 법익을 기준으로 크게 2부분으로 구분하고, 매
체의 영향력을 기준으로 한 손해배상액의 기준액을 제시함으로써 손해배상액의 나
름의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였다.1143) 매체 영향력 기준으로 기준액은 상, 중, 하로
구분하여 ① ‘상’은 금 300만원, ② ‘중’은 금 200만원, ③ ‘하’는 금 100만원이 기
준금액이 되며, 이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액의 산정을 시작하게 된다.1144)
또한 손해배상 소위원회는 가감표를 작성, 수정하면서 지나치게 세분화된 산정표
를 지양하고 크게 상, 중, 하 정도로 폭을 나누어 제시하여, 중재부 간의 일정 수준
의 형평성 유지와 아울러 신청인 피신청인이 모두 수용 가능한 구성요소를 도출하
고자 노력하였다.1145) 그리고 중재 위원들이 지나치게 산정표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사건을 검토하도록 하며, 일정한 수준의 산정 기준은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
하였다.1146)

나. 가감표의 구성요소
(가)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로서의 기준액 설정(매체 영향력)
손해배상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쟁점 중 하나는 매체의 영향력에 대하여 산정에
있어서 기존보다 많은 의미 부여를 하자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기준액을 매체의 영
향력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금 100만원에서 금 300만원이 기준이 된다. 반면 언론
중재위원회에서 제시된 손해배상 채점표는 출발하는 기준액이 0원이다. 가감표는
기준액에서 시작하여 세부 요인에 따라 증액이 될 수도 있고, 감액이 될 수도 있는
구조이다. 채점표와 비교하여 산정요인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다. 해당 언론사는
1141) 장현우,
면.
1142) 장현우,
면.
1143) 장현우,
면.
1144) 장현우,
면.
1145) 장현우,
면.
1146) 장현우,
면.

“손해배상액 산정기준표(안) 및 구성요소 검토”, 언론중재 2011년 겨울호, 2011, 57
“손해배상액 산정기준표(안) 및 구성요소 검토”, 언론중재 2011년 겨울호, 2011, 57
“손해배상액 산정기준표(안) 및 구성요소 검토”, 언론중재 2011년 겨울호, 2011, 57
“손해배상액 산정기준표(안) 및 구성요소 검토”, 언론중재 2011년 겨울호, 2011, 57
“손해배상액 산정기준표(안) 및 구성요소 검토”, 언론중재 2011년 겨울호, 2011, 57
“손해배상액 산정기준표(안) 및 구성요소 검토”, 언론중재 2011년 겨울호, 2011,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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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규모, 기자 인원, 발행부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그 예시는 아
래와 같다.1147)

상

금 300만 원

중

금 200만 원

하

금 100만 원

공중파 방송, 조선, 중앙, 동아일보, 네이버, 다음, 종편 3
사, 연합뉴스, 오마이 뉴스 등
케이블 TV, 지역 민방, 위 조중동을 제외한 중앙일간지,
포털사, 라디오, 경제일간지, 스포츠지, 시사주간지, 중앙월
간지, 뉴시스 등
지방일간지, 분야별 전문매체, 지역 주간지, 지역 월간지
등

주) 위 기준은 예시이며, 변경될 수 있는 구분이다.

만약 공중파 방송에서 명예훼손 방송을 한 경우에 세부적인 가감 요인들을 고려
하기 전에 명예훼손의 손해배상 사건은 금 300만원이 기준이 되어 산정이 시작될
것이다. 반면 스포츠지가 명예훼손 방송을 한 경우에는 금 200만원이 기준이 되며,
지방일간지의 경우에는 금 100만원이 기준이 될 것이다.1148)

(나) 손해배상액 증액의 구성요소
가) 악의성, 고의성(금 500만 원)
손해배상액 산정 가감표상의 기준 금액상 해당 언론사의 통상적인 과실이나 주의
의무 위반은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산정방식이다.1149) 통상적인
과실을 뛰어 넘는 주의의무 위반이나 명예훼손이나 기타 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악
의성,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악의성과 고의성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
(위자료)의 금액을 금 5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1150)
한편 이러한 악의성 등 구성요소에 대한 논의와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의 내용
1147) 이하의 표는 장현우, “손해배상액 산정기준표(안) 및 구성요소 검토”, 언론중재 2011년 겨울호,
2011, 57면을 참조하여 정리한 것이다.
1148) 다만 장현우, “손해배상액 산정기준표(안) 및 구성요소 검토”, 언론중재 2011년 겨울호, 2011,
57-58면은 “위 기준액 설정과 관련하여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2009년, 2010년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의 평균 인용액수를 감안하였다. 손해배상의 현실화,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하여 현
실에서 벗어난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적절치 않아 기존의 평균 인용액을 감안하여 기준액을
제시하였다. 향후 가감표의 운영과정에서 실제 사건에의 적용, 적용을 위하여 이에 대한 실제
사례를 통한 검증적인 접근을 통하여 수정,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한다.
1149) 장현우, “손해배상액 산정기준표(안) 및 구성요소 검토”, 언론중재 2011년 겨울호, 2011, 58
면.
1150) 장현우, “손해배상액 산정기준표(안) 및 구성요소 검토”, 언론중재 2011년 겨울호, 2011, 58면
에 의하면 가감표 산정 구성요소 중 가장 먼저 증액되는 가액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기준은
언론사의 악의성,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이것을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하여
야 한다는 논의의 결과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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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즉 언론보도에 비난받을 만한 요소가 강한 경우가 있는 바,
그러한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현재 손해배상 가감표만으로는 전체를 담을 수 없을
수도 있으므로, 전체 금액 산정 후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 도출된 금액에
2-3배 이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게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결론적으로는
시기상조이며, 현행 법체계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서 도
입을 유보하기로 하였다.1151)

나) 피해지속성, 회복곤란성(기타 인격권 등 금 300만 원, 명예훼손 금 500만 원)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산정 요소 중
하나이다.1152) 그 정도는 사안의 성격, 보도시 상황, 피해자의 직업, 나이, 가족관
계, 환경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1153)
다만 이 경우에도 언론보도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넘는 경
우에 산정하게 되는 구성요소이다. 즉 통상적인 손해배상의 경우 기준액으로 산정
하며, 통상적인 경우를 벗어난 피해의 지속성이나 회복 곤란성이 있는 경우 그 금
액을 명예훼손의 경우금 500만원, 기타 인격권 침해의 경우 금 300만원의 한도 내
에서 증액이 가능하다.1154)

다) 수치심, 모욕, 당혹감(금 300만 원)
초상권 등 기타 인격권의 침해의 경우 고려되어야 하는 구성요소이다. 초상권, 프
라이버시, 음성권 등과 같이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미담 기사이거나 전혀 관
련이 없는 사람의 초상권이 침해되는 경우 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다.1155)
예를 들면, 아무런 상관없이 방송에 자신 의사와 무관하게 얼굴이 촬영되어 보도
되는 경우, 거리나 바다의 풍경을 담으며 당사자의 신체나 초상 등이 촬영되 어공
표된경우가있으며, 영상이나사진, 기사내용에 비추어 당사자에게 수치심이나 모욕

1151) 장현우, “손해배상액 산정기준표(안) 및 구성요소 검토”, 언론중재 2011년 겨울호, 2011, 58
면.
1152) 성추행 보도 등의 피해자 신원 노출, 오보로 인한 직업의 상실, 영업 폐업 등은 그 피해가 지
속적이고 회복하기 곤란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장현우, “손해배상액 산정기준표(안) 및 구성
요소 검토”, 언론중재 2011년 겨울호, 2011, 58면 참조).
1153) 장현우, “손해배상액 산정기준표(안) 및 구성요소 검토”, 언론중재 2011년 겨울호, 2011, 58
면.
1154) 장현우, “손해배상액 산정기준표(안) 및 구성요소 검토”, 언론중재 2011년 겨울호, 2011, 58
면.
1155) 예컨대 아무런 상관없이 방송에 자신 의사와 무관하게 얼굴이 촬영되어 보도되는 경우, 거리나
바다의 풍경을 담으며 당사자의 신체나 초상 등이 촬영되어 공표된 경우가 있으며, 영상이나
사진, 기사 내용에 비추어 당사자에게 수치심이나 모욕감, 당혹감을 주게 되는 경우라면, 추가
적으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증액하는 구성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장현우, “손해배상액
산정기준표(안) 및 구성요소 검토”, 언론중재 2011년 겨울호, 2011, 5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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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당혹감을 주게 되는 경우라면,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증액하는구
성요소로고려되어야한다.

라) 표현방법 부적절성(금 200만 원)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보도라 할지라도, 언론보도의 표현방법에 따라 전혀 다
른 의미로 전달될 수 있다.1156)
또한 방송 보도시 얼굴 등이 노출되어 신원이 확인 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요
청을 하였으나 미흡한 경우, 음성 변조를 요청하였으나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지지
않은 경우 등 피해자의 신원이 주위 사람들에게 노출된 경우에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증가되는 가액의 구성요소로 작용한다.1157)

마) 사회적 평가 저하의 정도(금 500만 원)
명예훼손의 경우 고려하여야 하는 구성요소이다. 사회적으로 알려진 공적인 인물
인 경우, 침해를 감수하여야 하는 요소도 있으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면 통상적인
경우보다는 보도로 인하여 받은 불이익과 타격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1158)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보도 시점, 표현의 단정성, 선정성, 보도의 사회적 파급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평가의 저하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1159)

(다) 손해배상액 감액의 구성요소
가) 피해구제노력(기타 인격권 침해 금 200만 원, 명예훼손 금 400만 원)
언론보도 후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 및 조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서의 감액 구성요소로 하였다. 언론사 스스로 피해자의 요
구나 스스로의 확인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면 피해
자의 고통은 그만큼 감소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여 손해배상액도 감액되어야 한
다.1160) 실제 사건에서는 언론보도에 대한 수정이나 삭제, 반론, 정정보도한 상황,
1156) 장현우, “손해배상액 산정기준표(안) 및 구성요소 검토”, 언론중재 2011년 겨울호, 2011, 58
면. 대법원 판례도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
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
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1157) 장현우, “손해배상액 산정기준표(안) 및 구성요소 검토”, 언론중재 2011년 겨울호, 2011,
58-59면.
1158) 장현우, “손해배상액 산정기준표(안) 및 구성요소 검토”, 언론중재 2011년 겨울호, 2011, 59
면.
1159) 장현우, “손해배상액 산정기준표(안) 및 구성요소 검토”, 언론중재 2011년 겨울호, 2011, 59면
에 의하면 모 일간지의 누드 사진 게재와 성로비 의혹 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1심 법원은
1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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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기간, 적정성 등이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1161)
한편 언론사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미흡한 경우에는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감액이 가능하다.1162) 만약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면 감액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증액의 구성요소인 피해지속성, 악의성 등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다.1163)

나) 공공성, 공익성(기타 인격권 침해 금 200만 원, 명예훼손 금 400만 원)
일반적 언론보도에 있어서 공익성이 없는 보도를 산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흥미
위주로 특정 인물에 대한 비방 보도가 있는 경우도 사실이다. 이와 함께 언론의 보
도에 있어서 공공성,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판례는 이를 위법성 조각사유로 구
성하여 불법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한다. 그러나 이 정도에 달하지 않는 경우이지만,
어느 정도 공공성, 공익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감액을 위한 구성요소로 평가하
고자 한다. 즉 불법행위가 인정되지만 공공성, 공익성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 산정
의 감액의 구성요소로 고려한다.1164)

다) 보충성, 긴급성(금 100만 원)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는 인정되지만 사안이 긴급하거나 당시 상황에서
촬영 동의 등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감
액할 수 있는 구성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1165)

라) 진실성, 상당성(금 300만 원)
언론보도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 불법행위는 인정되지만, 일부 진
실하거나 사실확인을 위하여 상당하게 노력한 경우가 있다. 기사의 전반적인 내용

1160) 장현우, “손해배상액 산정기준표(안) 및 구성요소 검토”, 언론중재 2011년 겨울호, 2011, 59
면.
1161) 이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1999. 9. 1. 선고 98가합107104 판결은 공동피고들 중 5시
간 만에 정정보도를 한 언론사(500만 원), 보도 후 16일 이후 정정보도를 한 언론사(1,000만
원) 사이에 상당한 손해배상액수의 차이를 두었다.
1162) 장현우, “손해배상액 산정기준표(안) 및 구성요소 검토”, 언론중재 2011년 겨울호, 2011, 59
면.
1163) 장현우, “손해배상액 산정기준표(안) 및 구성요소 검토”, 언론중재 2011년 겨울호, 2011, 59
면.
1164) 장현우, “손해배상액 산정기준표(안) 및 구성요소 검토”, 언론중재 2011년 겨울호, 2011, 59
면. 특히 공공의 인물에 대한 보도의 경우에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
고 평가받지 않는한 공익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공공성 판단에 있어서 공적
인 인물의 경우에는 일반인과는 다른 기준으로 구성요소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장현우, “손
해배상액 산정기준표(안) 및 구성요소 검토”, 언론중재 2011년 겨울호, 2011, 59면 참조).
1165) 장현우, “손해배상액 산정기준표(안) 및 구성요소 검토”, 언론중재 2011년 겨울호, 2011, 6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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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실이 아니어서 불법행위는 인정되지만, 일부 진실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노
력을 하였거나, 진실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요소로 고
려한다.1166) 또한 보도를 한 언론 기관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투입한 시간과 노력,
정도를 판단하여 손해배상액 감액의 요소로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1167)
마) 신청인의 진정성(금 200만 원)
신청인의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진정성은 주관적인 측면이 있어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신청인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경
우가 있는데1168),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 감액 요소로 한다.1169)

다. 가감표의 내용
전술한 가감표의 구성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작성된 가감표의 구체적 내용을 소개
하면 다음과 같다.1170)

손해배상액 산정가감표
사건 : 2011서울조정

1. 초상권, 프라이버시, 음성권, 성명권 등 기타 인격권 침해 (단위 : 만 원)
보충

공공

피해

성,

성,

구제

긴급성

공익성

노력

-100

-200

-200

[ ]

[ ]

[ ]

기준
액
(매체
영향력)
상
300
중
200
하
100

악의
성,
고의성

피해

수치

표현

지속성,

심,

방법

회복곤

모욕,

부적절

란성

당혹감

성

+500

+300

+300

+200

[ ]

[ ]

[ ]

[ ]

결과
액

1166) 장현우, “손해배상액 산정기준표(안) 및 구성요소 검토”, 언론중재 2011년 겨울호, 2011, 60
면.
1167) 장현우, “손해배상액 산정기준표(안) 및 구성요소 검토”, 언론중재 2011년 겨울호, 2011, 60
면.
1168) 예컨대 신청인이 언론사와 합의를 하고도 보도를 내지 말라고 하는 경우, 선거를 앞두고 언론
이 보도한 내용에 대하여 언론중재신청을 하였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치인, 지방자치단체가 변호인을 선임해서 다액의 손해배상 신청을 하여 언론사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1169) 장현우, “손해배상액 산정기준표(안) 및 구성요소 검토”, 언론중재 2011년 겨울호, 2011, 60
면.
1170) 가감표의 내용에 대해서는 장현우, “손해배상액 산정기준표(안) 및 구성요소 검토”, 언론중재
2011년 겨울호, 2011, 63면 [별지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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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예훼손 (단위 : 만 원)
기준
신청

상당

공공

피해

인의

성,

성,

구제노

진정성

진실성

공익성

력

피해

액

악의

지속성

적

성,

,

평가

고의성

회복곤

저하의

란성

정도

(매
체
영향력
)

-200

-300

-400

-400

[ ]

[ ]

[ ]

[ ]

사회

상
300
중
200
하
100

+100
0 [ ]

표현
방법
부적절

결과
액

성

+500

+500

+300

[ ]

[ ]

[ ]

의 견

(4) 검 토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자들은 종래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에 대해
서는 예측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며, 위자료에 관한
논의의 중심은 요건론에서 산정론으로 이전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특히 소송 당사
자는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과 산출근거에 관심이 있으며, 이는 학계 및 실무계에서
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명예훼손에 기한 손해배상이 인정된 경우에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학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되기도 한다. 즉 “법원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
제하기에 적정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여 위자료를 산정해야 한다. 법원
은 손해배상실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손해배상, 특히 위자료를 산정하는
세부적 요소를 밝히고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기준표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171)” 이러한 문제의식과 제언은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기한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자들도 기
본적으로 수긍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학계는 물론 실무계에서도 명예훼손에 기
한 위자료 산정식, 산정방안, 채점표, 가감표 등이 제시되었으며, 일본이나 독일에서
1171) 김재형, 주석민법[채권각칙(6)](편집대표 김용담), §750,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416면. 김
재형 대법관은 이를 위해서는 언론 관련 판결이나 조정 · 중재에 관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사
자료는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실무의 태도를 좀 더 포괄적으로
조사 · 분석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한다(김
재형, 주석민법[채권각칙(6)](편집대표 김용담), §750,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41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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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위자료 산정기준표를 제시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그 어느 것도 공식적으로 채
택되지는 못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위자료 산정기준을 마련
할 필요성이 큰 점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존에 제시된 방안들 모두 완전무결한 것이 아닌 점도 보여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보다 나은 위자료 산정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제
시된 방안들의 단점을 최소화하면서도 장점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방안을 꾸준히 고
안해야 한다. 이는 학계는 물론 실무계에도 부여된 공통 과제이다.
전술한 관점에서 기존에 제시된 방안에 대한 장점 및 단점을 검토한다.
우선 이동진 교수가 제시한 위자료 산정식은 언론 관련 판례를 면밀하게 분석하
여 손해배상 인용액 중앙값, 평균값, 최고액과 원고의 특성, 피고의 특성뿐만 아니
라 질적 요소, 예컨대 내용의 침해성, 피고의 유책 정도 등도 고려하여 산정식을 제
시한 점에서는 참신한 시도이며 나름의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산정식은 신용 침해의 정도에 따라 일관되게 위자료액을 증가시키지 못하였고, 원
고의 특정성의 경우에 영향의 정도도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자료 증액의 폭도
일관되지 못한 점을 해결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즉 명예훼손과 관련된 모든 사안
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미흡하다.
그리고 위자료 연구반에서 제시한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은 국
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적정한 위자료 산정을 위한 노력의 산물인 점에서 높
이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위 방안은 명예훼손 기준 금액의 적용 대상을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명예 · 신용의 훼손으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로서, 그 피해가 경미
한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 이른 경우’로 한정하므로 적용 범위가 협소하고, 피
해의 정도에 따라 ‘일반 피해’와 ‘중대 피해’로 구분하고 있지만, 이를 구분하는 기
준 역시 명확하지 않은 점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손해배상 채점표의 경우에는 채점표 방식의 산정기준이 객관적이고 개
량화되어 있어서 이상적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채택되면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 채점표의 배점 항목 중 재판
실태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배점 항목이 있어서 재판 실무와 거리감이 있으며,
각 항목들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서 중재위원들의 판단 여지를 제한하는 측면이
강하고, 현실 적응력과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한 단점이 있다.1172)
마지막으로 가감표는 전체적인 손해배상 금액의 큰 틀, 일관성을 유지하는 등 제
도 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각 중재부마다의 재량과 인정 폭을 넓게 제공하

1172) 장현우, “손해배상액 산정기준표(안) 및 구성요소 검토”, 언론중재 2011년 겨울호, 2011, 6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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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건의 적용에 있어서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하고자 한 점에서는 참신한 시도이
자 특유의 장점으로 보인다. 그러나 손해배상 채점표에 비해서 국민의 예측가능성
의 제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상으로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기한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적정한 위자료를
산정하여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기존
에 제시된 방안들에 대한 장점 및 단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기존의 노력들
은 결코 헛된 노력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노력들의 장점
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제3, 제4의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학계 및
실무계에 주어진 과제로 보인다. 이러한 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이하에서는 본 연구
자들이 그동안의 숙고를 통하여 고안한 위자료 산정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 제시 시론
(1) 개 관
판례를 통하여 나타난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안을 표현행위별, 매체유형별 등
의 기준으로 유형화를 시도하고, 각 사안 유형별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
되는 요소들을 고찰한다. 또한 위자료 산정시 고려될 수 있는 각 요소들 중 어떠한
것이 위자료 액수의 증액 내지 감액 사유로 고려될 수 있는지를 규명한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안에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에 적용될 수 있
는 산정 기준 내지 산정식의 제시를 시도하여 위자료의 정액화를 위한 일응의 기준
을 제시함으로써 위자료의 적정한 산정으로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판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한다.1173)

(2) 명예훼손에 기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식과 산정요소
1) 산정식과 산정 요소
가. 산정식
명예훼손의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산정식으로 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1173) 이하의 서술은 그동안 제시된 위자료 산정 기준 방안의 장점 및 단점을 고려하고 2018년도 언
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를 비롯한 각종 자료와 최근 일본 문헌 중 위자료 산정식과 산정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도모한 西口元 · 小賀野晶一 · 眞田範行 編著, 名誉毀
損の慰謝料算定-名誉 · 信用 · プライバシー · 肖像 · パブリシティ侵害の慰謝料算定実務-, 学
陽書房, 平成27年(2015年), 13頁 이하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한 후 재구성하여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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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사회적 지위별 인용액 중앙값 ± 전파성 · 영향력의 강약 ± 가해행
위의 악성 정도

본 산정식은 피해자의 지위나 직업 등과 같은 사회적 특성을 기본요소로 하며,
지금까지 나온 재판례로부터 산정한 위자료의 인용액의 중앙값을 위자료의 기준으
로 보고, 거기에 매체의 전파성의 강약, 신뢰성이나 영향력의 대소, 가해행위의 악
질성 등 세 가지 유형을 가미하여 구체적인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한다.

나. 산정요소
위자료액 산정의 기본요소는 이하와 같다.
(가) 그동안의 재판례에서 추출한 피해자의 사회적 특성별 중앙값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보호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피해
자의 사회적 특성이 위자료 액수의 산정에 있어서 기본요소가 된다.
피해자 특성을 기본요소로 한 경우에 그동안의 재판례로부터 추출한 각각의 피해
자 속성의 위자료 액수의 인용액의 중앙값을 원칙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된다.

(나) 매체의 전파성 · 신뢰성 · 영향력
위자료의 액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요소로는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매체의 전
파성의 강약을 들 수 있다. 이 경우에 단지 전파성뿐만 아니라 그 매체의 신뢰성 ·
영향력의 대소도 가미해야 할 요소로 고려된다.
예컨대 인터넷 신문을 통하여 공적 인물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인용액의 중앙
값인 400만 원1174)에 피고가 인터넷 신문인 경우의 인용액 평균값(23,214,286원)
과 인용액 중앙값(7,000,000원)의 폭 내1175)에서 가산된다.1176)

1174) 2018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2019, 32면 <표 4-6> 원고유형별 승소
율 및 인용액 참조.
1175) 2018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2019, 33면 <표 4-8> 손해배상청구 사
건의 매체유형별 원고 승소율 및 인용액 참조.
1176) 다만 인용액이 지나치게 높으면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으므로, 가산 요소인 피고가 인터
넷 신문인 경우의 인용액의 중앙값(7,000,000원)을 가산액의 상한으로 하여 공적 인물의 명예
를 훼손한 경우에 인용액의 중앙값인 400만 원에서 가산하는 금액을 법원의 재량으로 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최종 인용액은 ‘400만 원 + (0원 ~ 피고가 인터넷 신문
인 경우의 인용액의 중앙값(7,000,000원)) = 400만~1,100만 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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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해행위의 악의성 정도
다음 요소로는 가해행위의 악의성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 가해행위의 악의성은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① 본질적 부분의 침해 유무(어떤 직업을 전제로 그 직업에 대한 치명적인 영향
을 준 경우)
② 범죄행위 또는 그에 유사한 행위에 관여한 듯한 인상을 준 경우
③ 행위의 집요성

이 세 가지 유형을 위자료의 증액 감액 요소로 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
각한다. 예컨대 공적 인물로서의 직업상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내용의 명예가 훼손
된 경우에 인용액의 중앙값인 400만 원1177)에 가산된다. 나아가 그 침해의 내용이
범죄에 관한 것으로, 집요하게 반복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증액 요소가 된다. 반대로
세 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액 요소가 된다.

(라) 기타 요소
명예훼손의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요소로는 이상의 것 외에 다양한 요소가 존
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위자료가 법원의 재량에 따라서 그 금액이 결정되는 이상
당해 사건에 의한 여러 가지 사정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산정식이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로 예상 가능한 범위
액을 제시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명예훼손소송에
대한 법적 안정성 및 국민의 예측 가능성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므로, 전혀 무의미한 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2)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별 산정기준
가.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른 산정기준에 대한 이해
피해자의 사회적 속성별 재판례의 개략적인 경향은 이하와 같이 재구성될 수 있
다. 또한 본 연구에서 피해자의 속성에 따른 구별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이들을 전제로 피해자 속성별로 전술한 산정식에 의한 산정기준을 도표로 나타낸
다.

1177) 2018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2019, 32면 <표 4-6> 원고유형별 승소
율 및 인용액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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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별 위자료 인용액1178)
‘고위공직자’인 경우 : 3,500,000원(인용액 중앙값) ~ 4,200,000원(인용액 평균
값) ⇐ 반론 가능성
‘공적 인물’인 경우 : 4,000,000원(인용액 중앙값) ~ 7,217,391원(인용액 평균
값)
‘일반인’인 경우 : 4,500,000원(인용액 중앙값) ~ 13,875,800원(인용액 평균값)
‘기업’인 경우 : 3,250,000원(인용액 중앙값) ~ 33,666,667원(인용액 평균값)
‘종교단체’인 경우 : 151,000,000원(인용액 중앙값과 인용액 평균값이 동일)

이 산정기준에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인용액 중앙값을 기준으로 전파
성 등의 강약, 가해행위의 악성의 정도라는 요소에 의하여 구체적인 위자료는 증액
및 감액이 이루어진다.
예컨대 피해자가 ‘일반인’인 경우에 4,500,000원(인용액 중앙값) ~ 13,875,800원
(인용액 평균값)의 범위에서 위자료를 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물론 범위
를 인용액 최저액(750,000)원에서 인용액 최고액(427,306,000원)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1179) 이 범위에서 구체적인 위자료의 증액 및 감액 요소로는 ‘전파성의 강약’
과 ‘가해행위의 악성 정도’를 들 수 있다. 만약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신문이라면
위자료의 증액 요소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고, 월간지 등과 같이 전파성이 비교적
약한 매체라면 위자료의 감액 요소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해행위의
악질성 정도’가 높으면(예컨대 전술한 ‘① 본질적 부분의 침해 유무(어떤 직업을 전
제로 그 직업에 대한 치명적인 영향을 준 경우), ② 범죄행위 또는 그에 유사한 행
위에 관여한 듯한 인상을 준 경우, ③ 행위의 집요성’ 중 세 가지 유형 중 어느 하
나를 충족하거나, 모두 충족하는 경우) 구체적인 위자료의 증액 요소가 될 것이며,
‘가해행위의 악질성 정도’가 낮으면(전술한 ①, ②, ③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경우)
구체적 위자료의 감액 요소가 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기준들에서 예컨대 전파성이 높은 매체로 인해 나아가서는 가해행위
의 악성의 정도가 높다고 보아 실제 재판례의 액수가 이를 초과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사례의 특수성
에 의한 것으로, 법원의 재량에 따라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1178) 이하에서의 인용액 중앙값과 인용액 평균값은 2018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
원회, 2019, 32면 <표 4-6>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참조.
1179) 이하에서의 인용액 최저액과 인용액 최고액은 2018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
원회, 2019, 29면 <표 4-3> 손해배상 인용액 참조. 그러나 이러한 범위 설정은 인격권 보호
와 표현의 자유 보호 사이의 균형추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법원의 재량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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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여기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어디까지나 일반론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기한 위자료의 산정식과 산정요소
1) 산정식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기한 손해배상의 경우에 실제로 위자료를 어떻게 산정하
는가에 대해서는 논자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제시될 수 있다. 물론 위자료 산정은
법원의 자유재량을 원칙으로 하므로, 위자료 산정에 대해서 확고한 공식을 제시하
는 것은 곤란하다는 견해도 주장될 수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서울중앙
지방법원의 교통, 산재 손해배상 담당법관들을 중심으로 위자료 산정 기준을 제시
함으로써 위자료 액수의 정액화에 노력하고 있으므로1180), 명예훼손, 특히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에서도 동일한 상황의 사건에서는 위자료 액수의 차이를 좁히는 것이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점에서, 나아가 보다 효과적인 피해자 구제의 관점에
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재판례의 경향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위자료 산정식을 제시하고
자 한다.
즉 ①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련된 판례들을 통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별
인용액 중앙값을 도출하여 이를 기준으로 삼으며, ② 전파성이 강한 매체인지 여부
에 따라서 판례가 제시한 위자료 액수의 증액 및 감액 요소로 삼고, ③ 재판례에서
침해행위의 악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고액의 위자료를 산정하기 때
문에 이러한 악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을 검토하고 이를 증액 및 감액 요소로
삼아서 산정식을 개략적이나마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들
을 조합함으로써 현재의 판례가 제시하는 위자료의 일정한 경향을 총체적으로 파악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술한 계산식을 구체적으로 활용하면 예컨대 피해자가 고위공직자이며, 자신이
근무하는 국가기관이라는 비교적 폐쇄적인 공간에서 전단지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
예가 훼손된 경우에는 ① 재판례로부터 추출한 고위 공직자의 위자료 인용액의 중
앙값 3,500,000원을 기준으로 하며, ② 전파성의 강약 여부에 대해서는 매체가 국
가기관이라는 비교적 폐쇄적인 공간에서의 전단지인 점 등을 고려하여 전파성은 약
하다고 판단하고, 따라서 이는 고위 공직자의 위자료 인용액의 중앙값 3,500,000원
에서 감액 요소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③ 그 내용이 악의성이나 악성의
1180) 2015년 2월 2일자 MBN 뉴스, “교통 · 산재 사망사고 위자료 산정기준 1억 원으로 증액”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2194855
참조(최종방문일 : 2019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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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높거나 심각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것도 감액 요소가 되고, 결국 고위 공
직자의 위자료 인용액의 중앙값 3,500,000원보다 낮은 금액으로 구체적 위자료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달리 인터넷 신문 등에서 그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악의성이 크거나 악성이 높은 기사가 게재된 경우에는 ② 인터넷 신문이라는 전파
성이 높은 매체라는 증액 요소와 ③ 본질적 부분의 침해라는 증액 요소가 더해져서
고위 공직자의 위자료 인용액의 중앙값 3,500,000원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 구체
적 위자료 액수로 산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위자료의 증액 및
감액 요소 모두 그 금액의 폭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재판례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된
다.

2) 산정요소
가. 피해자별 중앙값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는 “언론 · 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
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私的)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
(公的)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바,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
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
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
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며,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
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
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 ·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1181) 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공인 내지 공적 인물의 명예훼손
과 관련된 판례와 사인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판례에서 나타난 위자료의 인용액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피해자가 공인인지 사인인지에 따라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위
자료 인용액에는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1182)
1181)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4
다51855 판결;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3다34013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1182) 예컨대 2018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고위 공직자인 경우에 위자료
인용액 중앙값은 3,500,000원, 인용액 평균값은 4,200,000원이며,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 경우
에 위자료 인용액 중앙값은 4,000,000원, 인용액 평균값은 7,217,391원이고, 피해자가 일반인
인 경우에 인용액 중앙값은 4,500,000원, 인용액 평균값은 13,875,800원이었다(2018년도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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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하여 본 연구자들은 명예훼손의 본질이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사회에서
받은 객관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므로, 위자료 액수의 산정시에 판례는 피해자
의 사회적 지위, 즉 피해자의 속성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
다. 결국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에 위자료를 산정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
에도 피해자별로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경향에도 부합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피해자별로 구체적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에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즉 기준이 되는 금액을 인용액 최저액으로 삼을 것인
지, 인용액 최빈액으로 삼을 것인지, 인용액 중앙값으로 삼을 것인지, 인용액 평균
값으로 삼을 것인지, 인용액 최고액으로 삼을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생각건대 인용액 평균값은 피해자가 공인이나 공적 인물인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위자료의 액수가 매우 고액인 재판례나 매우 저액인 재판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판례의 일반적 경향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준으로 삼아야 할 금액은 인용액 중앙값이 비교적 가장 타당하며, 이것이
재판례의 경향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 매체의 전파성의 강약, 신뢰성 · 영향력의 대소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에 위자료의 산정요소로 중시해야 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이루어진 매체이다. 물론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원
의 자유재량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매체의 전파성의 강약뿐만 아니라 침해행위의
악질성 등 다른 요소가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일정한
경향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침해자인 매체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위자료
의 인용액 중앙값을 살펴보면 방송과 인터넷의 경우에는 전파성이 강하여 위자료의
인용액 중앙값도 비교적 높은 반면, 월간지나 주간지는 상대적으로 전파성이 약하
여 위자료의 인용액 중앙값도 비교적 낮게 책정됨을 알 수 있다.1183) 즉 전파성이
강한 매체에 의하여 공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대법원은 위자료를 고액으로 산
정하는 경향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물론 이 점은 정확하게 단정할 수 있는 부분
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대법원 판례의 경향으로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즉 명
예훼손의 위자료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하는 것인 이상 전파성이 강
한 매체로 인해 사실이 보다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많은 사람이 알게 되며, 그로
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2019, 32면 <표 4-6>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
액 참조).
1183) 이러한 이해는 2018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2019, 32면 <표 4-6>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과 33면 <표 4-8>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매체유형별 원고 승소
율 및 인용액, 63면 이하의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참조한 끝에 내린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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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공인이나 공적 인물이 받는 정신적인 고통도 크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리고 이 점은 공인뿐만 아니라 사인 등 다른 피해자의 경우에도 실제 위자료
의 판단에서도 중요한 관점을 이룬다고 생각한다.

다. 공인에 대한 가해행위의 악의성의 정도
전술한 바와 같이 피해자를 공인 또는 공적 인물로 한정하고, 그 각각에 해당되
는 위자료의 인용액 중앙값을 기준으로 전파성이 강한 매체로 인한 명예훼손의 위
자료를 고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일반적 경향이라는 이해를 전제로
기타 요소를 검토하면, 공인에 대한 가해행위의 악의성이 대법원 판례가 구체적 위
자료를 고액으로 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184)
일반적으로 악의성에 대한 평가의 구체적 기준으로는 ① 표현 자체가 악의성이
농후한지 여부, ② 피해자가 받은 사회생활상의 불이익의 정도, ③ 가해자의 동기 ·
목적의 악성 정도, ④ 가해자의 과실의 정도, ⑤ 표현행위 후 명예회복조치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위자료의 산정이 될
것인데, 이들에 대해서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하여 정식화하는 작업은 곤란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하여 비교적 고액인 위자료 금액이 인정된 재판례를 검토해
보면 다음의 세 가지 요소가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에 위자료의 고액화에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1185)
(가) 본질적 부분의 침해 유무(어떤 직업을 전제로 그 직업에 대한 치명적인 영향
을 주는 경우)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공인이나 공적 인물 등 피해자 유형이 동일하고 동일한
매체로 인한 침해행위라 할지라도 본질적 부분의 침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자료
가 고액의 경향을 보임을 엿볼 수 있다. 예컨대 같은 국립대학 교수라 할지라도 사
적인 행위에 대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와 논문의 조작 등 대학교수라
는 직업에 대한 본질적 부분에 대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에는 후자의
금액이 고액화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사적인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경우와 국회의원이 다른 정당과 내통하고 있었다는 지적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의 본질적인 부분에 관한 표현행위인 경우에도 후자인 경
우의 위자료가 고액이 되는 경향이 존재한다. 또한 유명한 스포츠 선수나 스포츠
1184) 이러한 이해는 2018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2019, 32면 <표 4-6>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과 33면 <표 4-8>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매체유형별 원고 승소
율 및 인용액, 63면 이하의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참조한 끝에 내린 결론이다.
1185) 2018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2019, 63면 이하의 관련 대법원 판례 참
조.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판례번호와 구체적 내용은 향후 서술에서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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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인 경우에도 “승부조작을 하였다”는 등과 같이 스포츠맨십(sportsmanship)의
본질에 관한 사안에서는 위자료가 고액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
라의 판례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로서 당해 직업을 기준으로 하여 그 본질적인 부분
에 대해서 침해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정도가 높다고 보아 고액의 위
자료를 인정한다고 볼 수 있으며, 위자료의 산정기준으로도 이 요소를 채택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나) 범죄행위 또는 그와 유사한 행위에 관여한 듯한 인상을 주는 경우
다음으로 위자료가 고액이 된 사례로는 범죄행위 또는 그와 유사한 행위에 관여
하였다는 표현이 있었던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직업에 있어도 범죄행위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사회적 평
가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자료가 고액이 됨은 당연하다
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자료에 대한 산정식을 제시하는 경우에 이러한 요소도
필수적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행위의 집요성
마지막으로 재판례에서 고액의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은 명예훼손행위가 집요하다
고 평가되는 경우이다. 예컨대 한번 명예훼손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명
예훼손행위를 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 대법원 판례는 위자료를 고액으로 산정
하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위자료에 대한 산정식을 제시하는 경우에 이러한 요소도
필수적이라고 보아야 한다.

VI. 소 결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치 · 사회적인 민주화 과정 등을 통하여 언론 · 출판의 자유
는 충분히 신장되었지만, 이러한 배경 하에 점차 그 힘이 강대해진 언론에 의한 국
민의 인권(인격권) 침해 등이 문제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공인의 경우에도 마찬가
지로 발생한다. 이에 따라 오늘날에는 공인을 포함한 국민의 인격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권리구제 수단의 실효성을 모색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러한 권리구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면서도
언론 등에게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구제수단은 바로 손해배상청구권(위자
료청구권)이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위자료청구권을 중심으로 하여 위자료의
의의, 법적 성질 및 기능을 살펴보았으며, 판례상 나타나는 위자료 산정 현황 및 특
징에 대하여 공인의 명예훼손이 인정된 경우에 판례가 위자료를 산정하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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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두에 두고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공인의 명예훼손이 인정된 경우에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판례가
보인 경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즉 판례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사회적
평가(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가 높다고 판단되는 직업에 대해서는 위자료 액
수가 고액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명예를 훼손한 언론매체에 대한 판례의 경향을
보면 언론매체의 전파성의 강약이 위자료 액수가 높게 산정되는지 낮게 산정되는지
를 결정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로 되어 있다. 그런데 언론중재위
원회의 평균 조정액과 법원의 평균 인용액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을 제공하며,
손해배상(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손해배상액의 현실화 내지 적정화에 기여하지 못
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위험성은 손해배상액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제시
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자들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
기 위해서는 위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하나의 유효적절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러한 방안은 법원의 명예훼손으로 인
한 위자료 산정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안을 마
련하여 적정한 위자료를 산정함으로써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학계는 물론 실무계에서도 명예훼손에 기
한 위자료 산정식, 산정방안, 채점표, 가감표 등이 제시되었지만, 그 어느 것도 공식
적으로 채택되지는 못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위자료 산정기
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큰 점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존에 제시된 방안들 모두 완전무결한 것이 아닌 점
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보다 나은 위자료 산정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기
존에 제시된 방안들의 단점을 최소화하면서도 장점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방안을 꾸
준히 고안해야 하며 이는 학계는 물론 실무계에도 부여된 공통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기존에 제시된 방안에 대한 장점 및 단점을 검
토한 후 기존에 제시된 방안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려는 새로운 위
자료 산정 기준을 제시하는 시도를 해 보았다. 물론 이 역시 완전무결한 방안 제시
라고는 볼 수 없지만, 적어도 향후에 새로운 방안을 수립함에 있어서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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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결 어
본 연구는 미국의 공인 이론을 일정 부분 수용하여 대법원이 사인과 구별되는 공
인 또는 공적 인물을 언급하고 그에 대한 명예훼손 인정에 있어서도 사인과 심사기
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판시한 점, 언론 내지 일반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인 또는 공적 인물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를 내리지
않더라도 적어도 대법원 판례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근거로 공인 또는 공적
인물에 해당되는 경우를 범주화 내지 유형화하여 제시하는 작업은 의미가 있으며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인의 범주화 내지 유형화를 시도하는 학계의 노력을 살펴보았
고, 이를 기초로 공인과 관련된 판례를 범주화 내지 유형화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발견된 판례의 특성으로는 공인을 고위 공무원, 공직자, 공인, 공적 인
물, 공적 존재, 유명 연예인, 사망한 전직 대통령 등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으며, 그밖에 인기 연예인이나 인기 방송인의 경우에도 판례는 공인으로 보고 있고,
그룹 부회장, 방송사 국장, 언론사 대표에 대해서도 공인으로 인정함을 알 수 있었
다. 다만 판례는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도가 공적인 활동과 관련
된 것이어야 공인으로 인정하는 경향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인정 기준에 대한 법리는 다음과 같
은 변천과정을 거쳤음을 알 수 있었다. 즉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른바 공
적 인물 또는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표현의 경우 표현의 자유가 넓게 인정받게 된
후 2000년대 들어서 학계에서는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해 미국 판례법상의 ‘현실적
악의’ 원칙의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실제 사건에서 증명책임과 관련하여
피고 측의 항변으로 원용되기도 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
다가 2003년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공공적 ·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
현의 경우에 대한 심사기준의 차이를 인정되면서, 추가적으로 악의적 공격 법리가
확립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서 악의적 공격 법리는 기본적으로 정당이나 언
론보도의 감시와 비판이라는 기능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의혹제기는 정당한 언론활동
내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고려되고 따라서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구조임을 본 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확립된 악의적 공격 법리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정리하였고 이
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판례가 명예훼손의 인정 요소 및 인정 기준을 어떻게 수립하
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발견
하게 되었다. 이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법원은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판단방식으로 개별적 이익형량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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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고 있었지만, 200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 공적인 관심사안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최근에
이르러서는 대법원이 기본적으로 개별적 이익형량 방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피해
자의 지위를 고려하는 공인 이론을 언급한 점은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라고 판단하
였다.
둘째, 미국의 현실적 악의 법리와 우리나라의 대법원이 채택한 악의적 공격 법리
의 관계, 악의적 공격 법리에 대한 평가, 기존의 상당성 법리와 악의적 공격 법리의
관계 등에 대하여 학설상 다양한 견해들이 주장되고 있다. 특히 악의적 공격 법리
에 대하여 그것이 기존의 상당성이라는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의 한
요소로 보아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와는 독자적인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례는 물론 학설에서도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만큼, 향후에도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축적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함께 향
후에도 축적되는 관련 재판례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셋째,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영역에서는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공인의 인격권이라는 기본권보다 우선시되는데, 이는 경우에 따라서는 공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에는 한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고, 결국 표현의 자유가 남용됨으로써 공
인의 명예 내지 인격권이 무시되고 나아가서는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
을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넷째,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시점은 당해 표현이 사용된
시점에서의 사회적 흐름 내지 배경이 어떠했는지를 철저하게 파악한 후 이를 기초
로 당해 표현이 사용된 시점에서의 표현에 명예훼손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
는 노력을 더욱더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당시의 시대적 흐
름이나 상황에서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나 공인이라도 소수자의 위치
에 있는 때에는 ‘종북’이나 ‘주사파’로 낙인찍히게 될 경우에 느낄 수 있는 두려움과
공포를 법원이 일정 정도 배려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대법원은 적시된 사실이 역사적 사실인 경우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
차 사자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한
다고 판시하였는데, 그 결과 민주적인 토론의 장에 사자는 나설 수가 없다는 의미
에서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이상 사자의 명
예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특별히 규정한 구 심의규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의 취
지를 무시하는 해석을 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사자가 된 공인의 명
예는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장기간 내지 경우에 따라서는 영구적으로 보호되
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가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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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내리는 것 역시 향후 대법원에게 부여된 과제
라고 판단하였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보고서는 인터넷에 의하여 공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도 살펴
보았다. 즉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인터넷의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
었는데, 이는 인터넷의 특성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터넷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최근 인터넷을 통하여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와 같은 공인의 정치적 이
념에 대한 무분별한 표현으로 명예훼손 내지 모욕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소송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투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격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인터넷의 특
성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중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례 및 학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판례에 의해서 명예훼손과 구별되는 모욕에 기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살
펴보았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순수의견’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
고 모욕적 표현행위도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수 있지만 순수의견은 명예훼손이 성
립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여부, 명예훼손과
의 구별 문제와 관련하여 사실 적시와 의견표명의 기준을 마련하는 문제, 모욕적 ·
인신공격적 표현에 의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명예훼손에 의한 불
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별개의 소송물인지, 아니면 동일한 소송물인지
여부에 대한 문제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마지막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대법원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공인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표현과 모욕에 기한 불법행위와 관련된 재판례를 보면 해당 표현이 사
실적시인지 의견표명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종북’, ‘주사파’ 등과 같은 표현이 자
주 문제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의견표명의 한계로서 인격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판례는 비판을 위한 수사학적 과장은 허용되지만 모멸적 인신공격
과 기본적 사실왜곡은 허용하지 않으며, 정치적 이념에 대한 증명은 실제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명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전술한 부분, 즉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인정 요소 및 인정 기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후 본 연구에서는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경우에 가장 빈
번하게 사용되는 구제수단인 위자료청구권을 중심으로 하여 판례의 경향을 살펴보
았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판례가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하는 요소들을 파
악할 수 있었다. 즉 일반적으로 사회적 평가(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가 높다
고 판단되는 직업의 유무 및 사회적 평가를 받는 정도와 명예를 훼손한 언론매체의
전파성의 강약이 위자료 액수가 높게 산정되는지 낮게 산정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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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언론중재위
원회의 평균 조정액과 법원의 평균 인용액은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이에 따른 위험
성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자료에 대한 구체
적인 산정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하나의 유효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
다. 또한 이러한 방안은 법원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산정에 대한 국민의 예
측가능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안을 마련하여 적정한 위자료를 산정함으
로써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학계 및 실무계에서 제시된 명예훼손에 기한 위자료 산
정식, 산정방안, 채점표, 가감표 등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장점 및 단점을 파악하였
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보다 나은 위자료 산정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제시된 방안들의 단점을 최소화하면서도 장점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방안을 꾸준히
고안해야 나가는 것이 학계는 물론 실무계에도 부여된 공통 과제임을 알 수 있었
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마지막으로 기존에 제시된 방안의 장점을 극
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려는 새로운 위자료 산정 기준을 제시하는 시도를 해 보
았다. 물론 이 역시 완전무결한 방안 제시라고는 볼 수 없지만, 적어도 향후에 새로
운 방안을 수립함에 있어서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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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 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즉 그동안의 축적된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발전해 온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리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특히 공
인 또는 공적 인물의 공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보도 또는 논쟁이 문제된 사
건들을 중심으로 그 인정 기준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판례
가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를 비교형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축적된 판례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그동안 축
적된 재판례에 나타난 각각의 이익형량 요소들이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과 관련하여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보고, 판례가 채택한 ‘개별적 이익형량’ 방식이 가지는 장
단점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즉 구체적으로는 (i) 공인의 개념과 범위, (ii) 공적인
관심 사안과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안의 구별 기준, (iii) ‘상당성’ 기준과 관련하여
언론사 또는 언론인의 주의의무의 기준, (iv) 정치인 등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논평
과 관련하여 사실과 의견의 구분, (v) 공직자의 도덕성이나 청렴성 등 공직 수행과
관련한 언론의 의혹 제기와 관련하여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 기준의 의미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vi) 최근 문제되고
있는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 문제를 살펴보았다.
또한 공인에 대한 비판적 논평에서 주로 문제되는 인신공격적 표현에 의한 불법
행위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그 이유는 대법원이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
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
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등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 표
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으므로,
명예훼손과는 별도의 유형으로 인정되고 있는 모욕에 기한 불법행위의 인정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높이기 위하여 구제수단으로 인정되는 위자료의
산정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위자료 산정 방식의 구체화를 시도하고자 하였
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2장에서는 공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각
국의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법 운
용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부분 내지 시사점을 추출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각국의 정치 · 문화적 환경과 역사적 경험
에 따라 그 발전 방향이 상당히 다르며, 이러한 차이는 헌법 체계의 차이에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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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게 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헌법 체계의 차이로 말미암아 미국과 우리
나라를 비롯한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월적 지위 이론을
토대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미국의 경우에는
수정헌법 제1조 및 언론 · 출판의 자유에 대한 우월적 지위 이론을 토대로 하여 공
인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행위와 사인을 대상으로 한 표현행위를 유형적으로 구별하
면서 양자에 대하여 구조적으로 다른 법리를 적용하는 유형적 접근방식을 취하지
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개별적 접근방식, 즉 구체적 사안
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이익형량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언론 · 출판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인격권을 상대적으로 폭넓게 보호하는 헌법 체계 하에서 채택된
방식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현실적 악의 법리는 우
리나라를 비롯하여 각국에 영향을 주었으며, 각국에서는 자국의 법환경에 맞게 공
인 이론을 일부 수용하거나 변용해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하
여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법 해석은 우리나라의 법 문화와 환경을 철저하게 파악
하는 것이 전제된 후에 헌법 체계가 다른 법 환경에서 정착된 미국의 현실적 악의
법리의 도입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위자료 산
정과 관련해서는 일본이나 독일에서도 적정한 위자료의 산정을 통하여 피해자를 효
과적으로 구제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자료의 산정 기준을 제시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자료 산정 기준표를 작성하여 운용하려는 점
은 향후 우리나라의 명예훼손에 기한 위자료 산정 방법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유익
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제3장에서는 미국의 공인 이론을 일정 부분 수용하여 대법원이 사인과 구별되는
공인 또는 공적 인물을 언급하고 그에 대한 명예훼손 인정에 있어서도 사인과 심사
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판시한 점, 언론 내지 일반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
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인 또는 공적 인물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를 내리
지 않더라도 적어도 대법원 판례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근거로 공인 또는 공
적 인물에 해당되는 경우를 범주화 내지 유형화하여 제시하는 작업은 의미가 있으
며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공인의 범주화 내지 유형화를 시도하
는 학계의 노력을 살펴보았고, 이를 기초로 공인과 관련된 판례를 범주화 내지 유
형화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인정
기준에 대한 법리의 변천과정을 살펴본 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판례는 악의적 공격
법리라는 독자적인 법리를 창조하였으며, 이 법리가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적용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본 연구는 악의적 공격 법리에 대한 판례의 입
장을 정리하였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판례가 명예훼손의 인정 요소 및 인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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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향후 해결해
야 할 과제들도 발견하게 되었다. 이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법원은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판단방식으로 개별적 이익형량 방식을
취하고 있었지만, 200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 공적인 관심사안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최근에
이르러서는 대법원이 기본적으로 개별적 이익형량 방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피해
자의 지위를 고려하는 공인 이론을 언급한 점은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라고 판단하
였다.
둘째, 미국의 현실적 악의 법리와 우리나라의 대법원이 채택한 악의적 공격 법리
의 관계, 악의적 공격 법리에 대한 평가, 기존의 상당성 법리와 악의적 공격 법리의
관계 등에 대하여 학설상 다양한 견해들이 주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악
의적 공격 법리에 대하여 그것이 기존의 상당성이라는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의 한 요소로 보아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와는 독자적인 기준으로 보
아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향후에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향후에도 축적될 관련 재판례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셋째,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영역에서는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공인의 인격권이라는 기본권보다 우선시되는데, 이는 경우에 따라서는 공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에는 한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고, 결국 표현의 자유가 남용됨으로써 공
인의 명예 내지 인격권이 무시되고 나아가서는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
을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넷째,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시점은 당해 표현이 사용된
시점에서의 사회적 흐름 내지 배경이 어떠했는지를 철저하게 파악한 후 이를 기초
로 당해 표현이 사용된 시점에서의 표현에 명예훼손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
는 노력을 더욱더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다섯째, 대법원은 적시된 사실이 역사적 사실인 경우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
차 사자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한
다고 판시하였는데, 그 결과 사자가 된 공인의 명예는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장기간 내지 영구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결과가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에 대하
여 명확한 해답을 내리는 것 역시 향후 대법원에게 부여된 과제라고 판단하였다.
여섯째, 명예훼손과 모욕을 구별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데, 이와 관련하여 모욕적
· 인신공격적 표현에 의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별개의 소송물인지, 아니면 동일한 소송물인
지 여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대법원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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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경우에 가장 빈번하게 사
용되는 구제수단인 위자료청구권을 중심으로 하여 판례의 경향을 살펴보았다. 그리
고 이를 통하여 판례가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하는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
었지만, 국민의 예측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자료에 대한 구체적
인 산정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론에 따라 학
계 및 실무계에서 제시된 명예훼손에 기한 위자료 산정식, 산정방안, 채점표, 가감
표 등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장점 및 단점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보다 나은
위자료 산정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제시된 방안들의 단점을 최소화하면
서도 장점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방안을 꾸준히 고안해야 나가는 것이 학계는 물론
실무계에도 부여된 공통 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마지막으로 기존에 제시된 방안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려
는 새로운 위자료 산정 기준을 제시하는 시도를 해 보았다. 물론 이 역시 완전무결
한 방안 제시라고는 볼 수 없다. 그렇지만 적어도 향후에 새로운 방안을 수립함에
있어서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기를 바라며 본 연구를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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