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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분쟁해결제도의 특성을 이해하고 어떤 방식으

로 발전시켜야 할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실재 이용자에 대한 분석

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위해 활

발히 이용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라고

할 수 있는 언론중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언론중재제도가 과연 국민의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수단으로서

실효성 있는 제도일까?”라는 본 연구의 기본적인 연구질문(Research

Question)을 두고 지금까지 언론중재제도의 변천과정, 관련 법률과 기존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본 연구자는 언론중재제도의 운영에 큰 영향을

끼친 2005년도 언론중재법의 제정 및 2009년도 동법률의 개정이 언론중

재제도의 효과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이론적 의의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언론피해구제제도를 단일화하고, 언론조정·중재 대상범위를

인터넷신문까지 확대하였으며 손해배상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 언론피해

구제제도에 일대 전환점이 된 2005년도 언론중재법의 제정으로 언론중재

제도 개선의 효과성이 크게 증대되었으며, 기존의 언론중재 대상에서 제

외되었던 포털사이트와 언론사 홈페이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이 언론조정·중재 대상에 포함된 2009년도 동법률의 개정으로 언론중재

제도 개선의 효과성이 더욱 증대된 것을 알 수 있었다.

2005년도 언론중재법의 제정과 2009년도 동 법률의 개정으로 기존의

여러 법률에 산재해있던 언론중재기능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고,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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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제도의 효과성 확보를 위하여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등 많은 법

적·제도적 변화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제도 개선의 효

과성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를 갖는

다고 할 수 있다. 하나의 법률이 제정·개정되고 정착할 때 까지 많은 시

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

에서 진정한 효과를 논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나, 법률의 제정·개정이

그 입법의도에 따른 효과를 가져왔는지 분석하는 것은 분석결과의 환류

를 통한 제도개선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요어: 제도개선, 효과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언론중재위원회

학 번: 2014-23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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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분쟁해결제도의 특성을 이해하고 제도의 이용자들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어떤 방식으로 제도를 발전시켜야 할지 시

사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사회에는 다양한 분쟁해결제도가 존재하는데

이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어떤 방식으로 발전시켜야 할지 파악하기 위해

서는 제도의 실재 이용자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분쟁해결

제도는 크게 법원의 재판과 ADR1)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과연 ADR이

법원의 재판을 통한 분쟁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ADR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본 연구에서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위해 활

발히 이용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ADR이라고 할 수 있는(정남철, 20

09; 김영욱·임유진, 2010) 언론중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

을 시도하였다. 하나의 법률이 제정·개정되고 정착할 때 까지 많은 시간

이 소요되기 때문에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서 진정한 효과를 논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나, 법률의 제정·개정이 그

입법의도에 따른 효과를 가져왔는지 분석하는 것은 분석결과의 환류를

통한 제도개선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

이기 때문이다. 2005년도「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의

1)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은 학자에 따라 ‘법원 외 분쟁해결제

도’, ‘소송 외적 분쟁해결제도‘,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

는데 본 논문에서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 번역하고 약어인 ADR로 표기

한다.

2)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언론중재법’으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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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과 2009년도 동 법률의 개정으로 기존의 여러 법률에 산재해있던 언

론중재기능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고, 언론중재제도의 효과성 확보를

위하여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등 많은 법적·제도적 변화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제도 개선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은 과거 어떤 미디어도 수행하지 못했던 방대한 정보를 공급·

유통·소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시·공간적 제약 없이 정보를 확산·

수렴할 수 있다”(Castells, 2001; Chadwick, 2006; 송경재, 2008 재인용).

이렇듯 인터넷의 발달은 정보의 빠른 확산으로 인권이 침해되기 쉬운 미

디어환경을 만들었으며, 인권 침해 가능성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

도로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

제수단으로서 언론중재제도의 역할이 더 커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을 것

이다. 우리나라의 언론중재제도는 1981년 도입되어 시대의 변화에 상응

하는 변화를 추구하며 존속하여 왔다. 언론중재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

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몇 차례 제도의 변곡점에 해당하는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러한 제도개선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앞으로 제도운용에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 하겠다.

제2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아래와 같이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논문의 구성에 대하여 기술

하였다.

제2장에서는 연구의 대상인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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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ADR 일반, ADR로서의 언론중재제도의 특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와 선행연구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언론관계법의 변천에 따른 언론중재

제도의 변천사 및 그 특징을 연구하였다.

제3장에서는 앞서 고찰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

였으며, 본 연구의 기본적인 연구질문(Research Question)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수행을 위한 변수의 설정

및 측정방법, 연구문제의 분석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에 대하

여 기술하였다.

제4장에서는 연구문제Ⅰ에 대한 연구의 내용과 결과를 정리하고 연구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연구문제Ⅱ에 대한 연구의 내용과 결과를 정리하고 연구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위의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을 도출

하였으며, 연구의 한계를 밝힘과 동시에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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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1.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일반

분쟁해결제도는 크게 법원에 의한 재판과 ADR로 나눌 수 있다. ADR

은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약자로서 소송절차를 통한 해결이

아닌 재판 이외의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김경배,

2002). ADR에 관해서는 학자마다 그 개념정의가 다양한데 Coulson

(1984)은 ADR을 강제적이지 않고 자율적이며 사적인 분쟁해결제도라고

하였다(김상찬·양영화, 2012 재인용). 또한 Lieberman· Henry(1986)는

“모든 분쟁 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법원 밖에서 분쟁을 해결하고, 기

존의 소송이 가지고 있는 과도한 소송비용 또는 문제해결 지연 등의 문

제점을 줄여주며, 법적 분쟁이 재판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라고 ADR을 정의 내리고 있다.

ADR은 주관하는 기관이 사법부, 행정부, 민간기간 중 어디인가를 기

준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형ADR, 언론중재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형ADR 그리고 상사중재원과 같은 민간형ADR

로 분류할 수 있으며, 분쟁해결방안의 성격에 따라 조정, 중재, 화해, 알

선, 상담 또는 협상, 조정, 중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김상찬·양영화,

2012). 우리나라에서 ADR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부터 큰 폭으로 증가

해 왔으나, 외국문헌에 의거하여 ADR의 장점을 열거하는 논문들이 주류

를 이루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ADR에 대한 심도 있는 실증분석은 매우

드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의 논의에 기초하여 ADR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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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정부와 학계에서 주류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김두얼, 2013).

한편 ADR에 대해서는 법적 권리의 보호가 목적이 아니라 법적 권리

의 일부 포기를 전제로 분쟁당사자 사이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어서,

사회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정의가 완벽하게 실현되지 않는다는 점, 분

쟁당사자 사이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불균형으로 강자가 약자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는 절차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점(사법연수원, 2010; 김

상찬·양영화, 2012),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위험성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

되고 있다(호문혁, 2007; 김상찬·양영화, 2012). 그러나 ADR은 재판에 비

하여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하고, 비용이 적게 소모되는 등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분쟁해결방법

을 제공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장

점을 갖고 있어 분쟁해결제도로서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사법연수

원, 2010).

2. ADR로서의 언론중재제도

주관기관의 성격에 따라 ADR을 분류하면 우리나라의 언론중재제도는

행정형 ADR에 속한다. 법령상의 근거에 의하여 행정기관이나 그 산하기관에

설치된 분쟁해결기관에서 사인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하는

ADR에 해당하기 때문이다(함영주, 2009; 정남철, 2010). 행정형ADR은

관할사항에 관하여 보다 효율적·실효적인 관리를 지향하고, 나아가 예방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행정기관이 분쟁규범을 설정하며 정책시행의 효율화

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김상찬, 2012). 이러한 시스템은 개개의

분쟁해결을 넘어 그와 관련된 일반적인 정책의 실현에도 유용하다. 같은 유형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잠재가능성이나 그 소재를 예측하여 예방적 정책을

입안하고 법령으로 규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함영주, 2009; 김상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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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언론중재위원회는 행정형ADR에 속하면서도 다른 행정형ADR과

구별되는 특징을 갖는데, 우선 언론중재위원회는 다른 행정형ADR이 행

정기관이나 그 산하기관에 설치되는 경우와 달리 조직적·재정적으로 독

립된 위원회 형식의 ADR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언론중재위원회

는 외관상으로는 사인과 사인 사이의 분쟁을 다루지만 다른 ADR과 달

리 일방당사자가 ‘언론기관’ 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셋째, 행정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는 통상의 행정형ADR과 달리 민간전문가(언론인, 변호사,

교수 등) 이외에 현직 법관이 중재위원으로 참여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

으며, 중재부의 장도 현직 법관이 맡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언론중재법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3). 마지막으로 언론중재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정

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

은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의 신

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언론중재법 제22조제1항)4)(정남철, 2010). 이러한 조정에 갈음하

3) 제7조 (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③ 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

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각각 중재위원 정수의 5

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

협회의 장이 추천한 사람

3. 언론사의 취재ㆍ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그 밖에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제9조 (중재부) ① 중재는 5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하며,

중재부의 장은 법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중재위원 중에서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4) 제22조 (직권조정결정) ① 당사자 사이에 합의(제19조제3항에 따라 합의한 것

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

을 고려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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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정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

된다(언론중재법 제23조)5). 정남철(2010)은 “언론조정·중재제도는 다른

행정형 ADR과 달리 법관이 중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고, 직권조정결정

이나 중재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 준사법적(quasi-judicial) 성격이 강

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제2절. 언론관계법의 변천과 언론중재제도

1. 단일법 제정 이전의 언론 관련법

1980년 10월 27일 제정, 시행된 제5공화국 헌법은 언론의 자유와 함께

언론의 책임, 언론으로 인한 피해의 배상을 명시했으며6), 이러한 헌법정

신의 구체화를 위하여 「언론기본법」이 동년 12월 31일 제정, 시행 되

었다. 「언론기본법」은 기존의 언론 관련 법률인 「신문·통신 등의 등

록에 관한 법률」, 「방송법」, 「언론윤리위원회법」등을 통합하여 제정

된 것이다. 동법 제6장에서는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49조에서 ‘정정보도 청구권’의 개념을 도입7)하고, 제50조에서는 분쟁해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제19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정신청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제23조 (조정에 의한 합의 등의 효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재

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1. 조정 결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한 경우

2. 제19조제3항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경우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6)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

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7) 제49조 (정정보도청구권) ①정기간행물과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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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기구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대하여 규정8)하였으며, 제51

조에서는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심판에 관하여 규정9)함으로써 언론중재위

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동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1981년 3월

31일 언론중재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언론중재제도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

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획기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 받아들여졌다

(양경승, 2001, 2004; 양삼승, 2005). 그러나 김창룡(2001)·양경승(2001)은

언론기본법을 “제5공화국 당시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의도된 법”이라는

이유로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언론기본법」에 규정된 정정보도청구권은 ‘정정권’이라기보다 ‘반론

권’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정정권은 언론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전제

로 이를 바로잡는 기사를 게재하도록 요구하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반론

권은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자신의 입장을 보도하도록 요구하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공표가 행하여진 후 신문·통신·방

송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밖의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1월 이내에 서면으

로 발행인이나 편집인 또는 방송국의 장이나 편성책임자에게 정정보도의 게재

또는 방송을 청구할 수 있다.

8) 제50조 (언론중재위원회) ①정정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고 언론침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9) 제51조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심판)

①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위의 신청은 중재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제기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대한 제1심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

부의 관할로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의 가처분 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신청이 이유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49조제3항 내지 제6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보도의 게재 또는 방송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

697조 및 제705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정정보도청구사건의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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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언론중재위원회 30년사, 2012). 대법원은 ‘대

법원 85다카1973’ 판결에서, “「언론기본법」 제49조에 규정된 정정보도

청구권은 그 제목의 표현과는 달리 언론사에서 정기 간행물이나 방송의

보도내용을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 보

도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

는 권리”로 이의 제기된 보도의 내용에 대하여 진실 여부를 가리고 시정

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89헌마165’

결정을 통하여, “법조문에서 정정이란 표현을 쓸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도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사용하는 것 같지만 내용은 어디까지나 언

론기관의 사실 보도에 대한 반론의 게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반

론권에 해당되는 것이지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따지거나 허위 보도의

정정청구를 위한 것은 아니다”고 명시함으로써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권

의 법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이처럼 ‘정정보도청구권’의

용어로부터 오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용어의 정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박용상, 1981; 양삼승, 1982).

「언론기본법」에 대하여 언론계는 “언론의 자유에 비하여 책임을 지

나치게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

다”며 그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다(언론중재위원회 30년사, 2012). 1987년

민주화 선언을 계기로 「언론기본법」의 개정·폐지에 대한 논의가 제기

되어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0)과 「방송법」이 제정되

면서 「언론기본법」이 폐기되었다. 언론중재제도는 정간물법에 규정되

었으며, 「방송법」은 정간물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체계를 갖추었다11).

1991년 제정된 「종합유선방송법」도 언론중재와 관련해서는 정간물법의

10)「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간물법’으로 표기한다.

11) 제42조 (다른 법률의 준용) 방송에 관한 정정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의 중재와

그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항 및 추후보도청

구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7조 내지 제

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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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그대로 준용하여 케이블TV도 언론중재의 대상이 되었다12).

정간물법의 제정으로 언론중재위원회는 기존의 「언론기본법」에 있던

증거조사권보다 강화된 증거조사권13)을 갖게 되는 등 언론중재절차가

보다 강화되었으며 합의간주제도14), 시정권고제도15)와 추후보도청구권16)

등이 도입되는 변화를 겪게 된다. 정간물법에서 추후보도청구권 제도를

도입한 것은 언론중재제도의 가장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정정보도청구

권을 통하여 수사단계에 있는 피의자의 범죄사실보도에 대해 반론권을

보장하고 있었으나 이것만으로는 피의자의 무고함이 밝혀졌을 때 충분한

구제수단이 될 수 없었으나, 추후보도청구권은 정정보도청구권으로 해결

12) 제45조 (정정보도청구권) ⑨종합유선방송에 관한 정정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의

중재와 그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항 및 추

후보도청구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3) 제18조 (중재절차등) ③중재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중재사건의 대상 정

기간행물의 발행인에게 중재대상 표현물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명하거나 중재

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4) 제18조 (중재절차등) ⑤제4항의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중재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며,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

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 내용대로 정정기사를 게재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제18조 (중재절차등) ⑧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발행인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6) 제20조 (추후보도청구권)

①정기간행물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유죄판결 이외의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날

로부터 1월 이내에 서면으로 발행인이나 편집인에게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

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후보도의 내용은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

한 범위에 국한한다.

③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

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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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법적 성격은 반론

보도청구권과 같다고 볼 수 있다(언론중재위원회 30년사, 2012).

그러나 정간물법은 민주화 선언 이후 제5공화국 법률인 「언론기본

법」을 폐지하는 것에 주목적을 갖고 있었으며 언론중재위원회 출범이후

에 나타난 각종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법이 아니었다. 따라서 「언

론기본법」에 대하여 제기된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보다 근원

적인 법률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김성남, 1989; 언론중재위원회 30

년사, 2012).

언론중재제도에 관한 기존의 법률들은 언론중재라는 명칭에도 불구하

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되며 강제력을 갖고 있지 않아 실효성

이 약할 수밖에 없었다. 위원회가 강제로 중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

이 없어 당사자 간 조정을 거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언론중재위원회 30년사, 2012),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1995년 12

월 30일 정간물법과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등 관련 법률의 개

정이 이루어져 1996년 7월 1일 시행되었다.

개정된 정간물법에서는 직권 중재결정제도를 도입하여 강제조정이 가

능하게 되었으나(강경근, 1996),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중재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17). 권오곤(1996)은 “직권 중재결정이 가능하게 되

17) 제18조 (중재절차 등)

⑥중재결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 이외에는, 중재부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

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

한 중재결정을 할 수 있고, 중재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한다. 다만,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

정에 불구하고 중재신청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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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지만 당사자가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므로 여전히 언론중재위원회

가 중재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다. 또한 개정된 정

간물법은 언론기본법에서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정정보도청구권을 용

어의 법적 의미에 맞게 반론보도청구권으로 현실화하였으며, 추후보도청

구권의 행사요건을 명확히 하여 기존의 ‘유죄판결 이외의 형태로18)’라는

부분을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19)’라는 문구로 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반론보도청구권 이외에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

하였는데, 반론보도청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친 후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반하여 정정보도청구는 언론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20).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정간물법은 기존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⑦중재결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7

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18) 제20조 (추후보도청구권) ①정기간행물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

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유죄판결 이외의 형태

로 종결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서면으로 발행인이나 편집인에게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19) 제20조 (추후보도청구권) ①정기간행물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

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월이내에 서면으로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20) 제19조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

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

할 수 없다. 반론보도청구의 소는 제18조제6항의 중재불성립결정 또는 제7항

의 이의신청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반

론보도청구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소송법 제693조에 의한 신

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②제18조제1항의 규정은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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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제도의 큰 틀은 유지된 채 약간의 기능 변화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정간물법과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등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언론피해구제제도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하게 제기되었다(양삼승, 1992; 성낙인, 1995; 권오곤, 1996).

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2005년 1월 1일 언론중재법이 제정되고, 동년 7월 28일 시행되면서 언

론피해구제제도는 일대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언론중재법은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

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21).

이 법률은 정간물법, 「방송법」등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던 언론피해

구제제도를 단일화 한 것인데,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조정·중재 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절차를 통하여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게 하였으며, 고유한 의미의 중재제도를 도입하는 등 언론

중재제도의 개선을 이루었다. 언론의 자유와 공적책임의 조화를 목적으

로 제정된 이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간물법과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등 여러 법률에 산재

되어 있는 언론피해구제제도가 단일화 되었다. 언론피해구제를 위한 단일법

제정의 필요성은 정간물법 개정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다(양삼승, 1992;

성낙인, 1995; 권오곤, 1996). 언론중재법은 기존에 여러 법령에 산재되어

있던 언론피해구제제도를 제도적으로 통합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21) 제1조 (목적) 이 법은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

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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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언론중재법은 언론중재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다. 기존에는 언

론중재대상이 방송,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에 한정되었으나 여기에 인터넷

신문이 새로이 추가되었다22). 인터넷신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

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

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의미한다(「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

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일반적으로 인터넷신문이란 “제1차적 뉴스

제공자가 인터넷상에서 하루 1회 이상 정보내용을 갱신하여 여론을 전달

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신문”이라고 볼 수 있다(언론중재

위원회 30년사, 2012). 기존 언론중재제도가 올드미디어만을 중재의 대상

으로 하던 것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언론사 자체 홈페

이지나 인터넷 포털 뉴스는 제외된 채 독립된 인터넷 신문만을 대상으로

삼은 것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김창룡, 2009).

셋째, 언론중재법은 언론조정·중재 대상 범위를 손해배상청구에 까지

확대하였다23). 언론중재위원회 설립초기에는 언론기본법에 의하여 반론

보도청구권만이 중재대상이었다가 1995년 정간물법의 개정으로 정정보도

청구권이 중재대상에 추가되었으며, 2005년 언론중재법의 제정으로 손해

22)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이라 함은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인터넷신문을 말한다.

8.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9. 인터넷신문사업자"라 함은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23) 제18조 (조정신청) ②피해자는 언론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제14조제1

항의 기간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

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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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청구도 가능해져 언론조정·중재의 대상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기

존에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언론조정·중재신청과 별도로 법원

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추가적인 비용 없이

단일절차에 의한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해졌다.

넷째, 직권조정결정의 효력을 강화하였다. 기존에는 직권조정결정에 당

사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되므로 당사자는 법원에 소

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언론중재법에서는 직권조정결정

에 강제력을 부여하지는 못하더라도 이의신청의 남발을 방지하고, 신청

인의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의신청에 제소간주 규정을 신설하였

다24).

다섯째, 언론중재제도는 중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실질은

조정에 가까웠다. 중재법에 의하면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상

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의

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중재판정은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중재법 제3조제1호, 제35조). 그러나 기존

의 언론기본법, 정간물법과 「방송법」등에서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

가 아니라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개시되고, 중재결정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005년 제정된 언론중재법에서는 조정과 중재를 분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중재제도를 도입하였다. 기존의 ‘중재’란 용어를 ‘조정’으로

24) 제22조 (직권조정결정)

③직권조정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

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

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

신청이 있은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피해자를 원고로 상대방인 언

론사를 피고로 한다.



- 16 -

변경하고 제3절에 중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본래 의미의 중재의

절차와 효력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25).

여섯째, 필요적 전치주의가 폐지되고 임의적 전치주의로 전환되었다.

기존에는 정간물법에서 반론보도청구와 추후보도청구에 대해서는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었다26). 언론중재법에서는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청구 모두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27).

일곱째, 새로운 정정보도청구권이 추가되었다. 기존의 정간물법상의 정

정보도청구권은 “민법 제764조에 의해 정정보도 등을 구하는 권리”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나28), 언론중재법에서는 이 문구를 삭제하고 “정정보도

청구권은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29). 언론중재법에서 인정되는 정정보도청구권은 일반불법행위의 성

25) 제24조 (중재) ①당사자 쌍방은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

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 (중재결정의 효력)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26) 제19조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 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론보도청구의 소는 제18조제6

항의 중재불성립결정 또는 제7항의 이의신청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반론보도청구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소송법 제693조에 의한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제20조 (추후보도청구권) ③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

된 것을 제외하고는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27) 제26조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①피해자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를 제

기할 수 있다.

28) 제18조 (중재절차등) ①피해자 또는 언론사는 언론보도로 인한 반론보도청구

권 또는 민법 제764조에 의해 정정보도등을 구하는 권리에 관한 분쟁에 대하

여 제16조제1항이 정하는 기간(제16조제1항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피해자와

언론사간 협의 불성립된 날부터 14일)안에 서면으로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

청할 수 있다. 중재신청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9) 제14조 (정정보도청구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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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을 전제로 하고 있는 청구권(민법 제764조)과는 성격이 다른 독립된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다30). 헌법재판소도 ‘2005헌마165’ 결정을 통하여,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사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않고, 정정

보도 청구의 소제기로 인하여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

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비하여 현저히 짧은 제소기간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보도내

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적 보도에 의하여 인격권을 침해당한 자

가 언론사에 대하여 자신의 사실적 주장을 게재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반론보도청구권이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권과는 전혀 새로운 성

격의 청구권이다.”고 판단하여 정정보도청구권에 대해 명확히 하였다. 민

법 제764조에 의한 정정보도청구는 언론보도에 고의·과실 또는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으로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않은 경우에도

언론사가 그 보도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언론

사가 스스로 정정보도를 하지 않는 한 피해구제 방법이 없었으나, 언론

중재법을 통하여 피해구제가 가능해졌다는 데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 30년사, 2012).

여덟째, 시정권고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제3자 시정권고 제도가

도입되었다. 시정권고 대상 언론매체의 범위가 정기간행물에서 인터넷신

①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언론보

도가 있은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30) 제26조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①피해자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은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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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포함한 모든 언론매체로 확대되었고,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시정

권고 신청도 가능하게 하였다31).

언론중재법은 언론피해구제제도를 단일화하고, 미디어환경 변화에 맞

추어 언론중재 대상범위를 인터넷신문까지 확대하였으며, 손해배상청구

제도의 도입 등으로 조정·중재의 대상이 확대되고 피해의 신속하고 편리

한 구제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인터넷포

털뉴스가 인터넷신문의 범주에서 제외되어 포털뉴스에 의한 피해의 구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포털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접하고

있는데 포털사이트는 단순히 뉴스를 전달한다는 매개체로서의 역할만이

강조되어 인터넷신문의 범주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포털사이트도 언론

사로부터 공급받은 기사의 게재여부 등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어 단순

히 뉴스전달자의 지위에만 머무른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포털뉴스도 언

론중재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한위수,

2006).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언

론중재제도

2005년 제정·시행된 언론중재법은 언론피해구제제도를 단일화하고, 인

터넷신문을 언론중재대상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인

터넷포털뉴스와 언론사의 홈페이지가 조정·중재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

31) 제32조 (시정권고)

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

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피해자가 아닌 자도 제1항의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위원

회는 6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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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었다. 인터넷포털사이트를 통한 정보의 제공 및 뉴스 전달이 일상

화 되면서 포털의 사회적 영향력이 강화되어 피해 발생 시 그 구제방안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기존의 언론중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포털사이트와 언론사의 홈페이지,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IPTV)을 조정․중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반영되어 2009년

언론중재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된 언론중재법의 주요내용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인터넷포털사이트와 언론사의 홈페이지 그리고 인터넷멀티미디

어방송(IPTV)이 언론조정·중재 대상에 추가되었다32). 양재규(2009)에 의

하면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규율할 것인지를 놓고 많은 논

의가 있었지만 개정 언론중재법에서는 ‘인터넷뉴스서비스’라는 개념을 신

설, 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정남철(2009)은 “대형 인터

넷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는 그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하며, 인터넷멀티

미디어방송(IPTV) 등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중재

법의 적용대상에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을 추

가한 것을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한다. 단 이들 매체가 언론조

정·중재 대상에 포함되었다 하여 언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개정법

도 언론의 범위를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인터넷신

문’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IPTV)의 사회적 기능 내지 영향력을 고려하여 언론에 준하는 책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양재규, 2009; 언론중재위원회 30년사, 2012)33).

32) 제14조 (정정보도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

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

를 언론사·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

언론사 등"이라 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은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3)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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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인터넷 뉴스 서비스에 대한 특칙으로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의무를 부여하였다. 인터넷포털사이트는 정보의 확산을 아주

빠르게 만들기 때문에 포털을 통한 피해의 구제는 신속성이 생명이다.

기존의 언론조정·중재절차로는 포털을 통한 피해의 빠른 확산을 막기에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있

는 것이다. 표시의무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해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는 제도”이다(언론중재위원회 30년사, 2012). 또한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 등에게 그 청구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정

정보도청구 등이 있었음을 통보받기만 하면 기사제공언론사도 같은 내용

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기사제공언론사가 정정보도청

구 등에 대하여 그 청구의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해당

기사를 매개한 포털사이트에도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34).

1. "언론"이라 함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을 말한다.

18.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

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제외한다.

2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말한다.

34) 제17조의2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정보도청구, 제16조제1항

에 따른 반론보도청구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청구(이하 "정정보도

청구등"이라 한다)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등(이하 "기사제

공언론사"라 한다)에 그 청구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기사제공언론

사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기사제공언론사가 제15조제2항(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

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그 청구의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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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인터넷신문사업자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보도의 원본이

나 사본 및 그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보관할 의무를 부여하였

다35). 개정 이전의 언론중재법에도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보관하는

규정은 있었으나, 개정 언론중재법은 인터넷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

자기록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언론중재위원회 30년사, 2012).

넷째,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 또는 매개중인 기사에 대하여 별도의 정

정보도청구가 아닌 기사 자체의 정정청구가 가능하게 되었다36). 인터넷

이 가지고 있는 매체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도 또는 매개중인 기

사 자체의 정정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다섯째, 서면에 의한 이의신청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종전에는 이의신

청을 서면으로 해야 한다거나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는 제한이 없었으나,

이의신청의 남발을 막아 직권조정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37).

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를 매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통

지하여야 한다.

35) 제15조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⑧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

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보도

의 원본이나 사본 및 그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36)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①정정보도청구는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

고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의 내용 및 정정을 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

보도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언론보도

등의 내용이 해당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계속 보도 또는 매개 중인 경우에

는 그 내용의 정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37) 제22조 (직권조정결정) ③직권조정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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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중재결정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과 동시에 중재

결정에 대한 불복과 중재결정의 취소에 관하여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하

도록 함으로서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중재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통

해서만 할 수 있도록 했다38).

일곱째, 정정보도청구의 소송은 민사소송법의 절차를 따르게 개정하였고39),

반론보도와 추후보도청구에 대해서는 기존의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절

차를 따라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05헌마165’ 결정

을 통하여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제26조제6항 본문 전단은 언론사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의 자유를 매우

위축시키며, 민주주의의 기초인 자유언론의 공적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 언론중재법에서는 위헌 결정된 조항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반영하여 정정보도청구의 소송은 민사소송법의 절차를 따르게 한 것이다.

38) 제25조 (중재결정의 효력 등)

①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중재결정에 대한 불복과 중재결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한다.

중재법 제25조 (중재결정의 효력 등)

①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과 중재결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한다.

39) 제26조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①피해자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정정보도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하고, 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

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77

조 및 제28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23 -

여덟째, 개정 언론중재법은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시정권고

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 제32조제2항을 폐지하였다. 이는 특

정한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 언론의 논조나 보도를 문제 삼

아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언론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언론중재위

원회 30년사, 2012).

개정 언론중재법은 인터넷포털사이트, 언론사의 홈페이지 그리고 인터

넷멀티미디어방송(IPTV)을 통한 피해의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인터넷뉴

스서비스 표시의무를 제도화하는 등 많은 제도적 발전이 있었다. 그러나

표시의무를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하여만 부여하고 있는데, 인터넷을 통

한 정보의 빠른 파급으로 인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인터넷신문,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IPTV)에도 표시의무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포털이 자체 생산한 기사는 현재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데 이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안 마련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언론중재위원회 30

년사, 2012). 그리고 블로그나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도 언

론 기사의 복사나 링크 등으로 정보의 빠른 확산에 기여함에도 현재 언

론조정·중재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피해의 구제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언론중재위원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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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제1절. 연구모형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앞서 고찰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언론중재제도 개

선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2005년 언론중재법의 제정과 2009년 동법

의 개정이 언론중재제도의 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다.

2005년도

언론중재법 제정

- 손해배상청구제도의 도입

- 인터넷신문의 언론조정·

중재대상 포함

================>

언론중재제도 개선의

효과성

- 언론 조정·중재 신청사건 수

- 언론피해 구제비율

- 언론중재제도 이용자만족도

2009년도

언론중재법 개정

-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언론

조정·중재대상 포함

제2절. 연구문제의 제기

“언론중재제도가 과연 국민의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수단으로서

실효성 있는 제도일까?” 라는 본 연구의 기본적인 연구질문(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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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을 두고 지금까지 언론중재제도의 변천과정, 관련 법률과 기존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본 연구자는 언론중제도의 운영에 큰 영향을 끼

친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 및 2009년 동법 개정이 언론중재제도의 실효

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할 뿐만 아

니라 상당한 이론적 의의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의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기하였다.

[연구문제 Ⅰ]

- 2005년도 언론중재법의 제정으로 언론중재 제도의 효과성이 증

대되었는가?

[연구문제 Ⅱ]

- 2009년도 언론중재법의 개정으로 언론중재제도의 효과성이 더욱

증대되었는가?

제3절. 변수의 설정 및 측정

본 연구를 통해서 밝히고자 하는 인과관계의 종속변수는 언론중재제도

의 효과성이고 독립변수는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 조절변수는 2009년

언론중재법 개정이다.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과 2009년 언론중재법 개

정의 주요 내용과 의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고 논의하였기에 여기

에서는 종속변수인 언론중재제도의 효과성 측정·평가방법에 대해 집중적

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제도의 실효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공정성, 효율성, 효과성 등

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정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불확정적인

개념이어서 일의적으로 정의하기 어렵고, 특정한 한두 가지 지표로 공정

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매우 곤란한 일이다(허성욱, 2013).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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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을 검토해 볼 때 ADR로서 언론중재제도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

해서는 전통적인 분쟁해결제도인 재판과의 비교가 불가피한데, 규범의

보편성을 추구하는 재판과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하는 ADR, 판례를 남기는

재판과 원칙적으로 선례가 있을 수 없는 ADR을 동일 선상에서 투입 비용

대비 산출 건수 등으로 비교하는 것은 그 의미가 크지 않다(김도현, 2013).

효과성이란 기대한 목표를 실재로 달성한 정도를 의미하며, 효율성의

개념과 달리 비용 내지 투입 대비 산출의 관념이 들어가지 않는다(Barn

ard, 1938). 따라서 언론중재제도의 효과성을 종속변수로 선택하는데, 효

과성은 세 가지 대리변수를 사용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먼저 언론조정·중재 ‘신청사건수’를 효과성의 대리변수로 사용한다. 언

론기본법부터 정간물법, 개정된 언론중재법에 이르기까지 언론중재제도

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지속적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이용자체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제도 자체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청사건수 만을 대리변수로

사용한다면 언론조정·중재가 이루어졌으나 피해구제가 되지 않은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분석의 타당성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구제

비율’을 두 번째 대리변수로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언론중재제도 ‘이용자

만족도’를 또 다른 대리변수로 사용한다. 이용자만족도는 이용자 관점에

서 서비스 및 제품을 제공하는 기관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도

구가 되기 때문이다(김선애, 2006). 이용자만족도에 대하여 Oliver(1981)

와 Elliott(1995)은 “고객의 기대와 실제 경험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감정과 소비경험에 대한 이전의 감정이 결합하여 발생하는 종합적

인 심리상태를 의미 한다”고 정의하였다. 또한 Matthews(2004)는 이용자

가 만족을 느끼는 시차에 따라 이용자만족도를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

어, 첫째는 서비스를 받는 순간에 이용자가 느끼는 만족이고, 둘째는 다

양한 서비스에 대한 결과로 얻어지는 장기적이고 전반적인 만족이라고



- 27 -

하였다. 특히 후자의 만족은 서비스의 질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 척도로 이용될 수 있다(차성종, 2011 재

인용).

제4절.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방법

연구문제의 분석을 위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발행하는 관련 보고서

및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한다. 언론중재제도의 이용 현황을 연간보고서

와 기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발간하는 자료와 통계를 통해 분석한다. 언

론조정·중재사건을 매체유형별(신문, 방송, 인터넷뉴스, 인터넷뉴스서비스

등), 청구유형별(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 침해유형별

(명예훼손, 신용훼손, 초상권 등)로 처리결과를 분석한다.

피해구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피해구제비율, 청구취하 비율 등을 분

석한다. 언론중재제도가 언론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그 피해구제 현황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청구취하 비율 등 언론조정·중재신청에 대한 피해구제 추이를 분석

함으로써 언론중재제도의 개선의 효과를 파악한다.

그리고 언론관련 ADR로서 언론중재제도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만족

도를 분석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이용만족도 조사

를 분석한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1989년과 1996년, 그리고 2003년부터

는 매년 이용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조사에는 언론중재위원회와 언론중재제도 자체의 인지도 조사, 신청절차

와 처리결과 등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등 일반적인

항목과, 신청인과 피 신청인 등 이용자의 종합만족도 등이 있다. 법률과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언론중재위원회가 실제 조정·중재 절차 이용자에

게 얼마나 만족스러운 구제를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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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를 통한 구제과정을 이용한 신청인과 피 신청인의 만족도 결과

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특히 언론중재법이 제정된 2005년과 개정된 2009년을 기점으로 언론중

재제도가 법적·제도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 이것이 언론중재제도의

이용현황 및 피해구제현황 그리고 이용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연간보고서와 기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발간하는 자료와 통계를 2005년도 언론중재법 제정 전후와 2009년도 언

론중재법 개정 전후로 나누어 분석한다. 2005년도 언론중재법 제정 전후

의 언론중재제도 이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언론중재제도가 시작된 1981

년도부터 언론중재법 개정 이전인 2008년도까지의 자료를 분석하고,

2009년도 언론중재법 개정 전후의 언론중재제도 이용현황을 파악하기 위

해 언론중재법 제정 이후인 2006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언론중재제도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ADR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

고 있는지 그 효과성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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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문제Ⅰ(2005년도 언론중재법제정의효과성)의

분석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피해구제 방법에는 조정과 중재가

있다. 조정은 언론의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와 언론사 사이의 분

쟁을 중재부가 개입하여 당사자 사이의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그림 1> 조정 처리절차

조정

신청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조정신청

가능(단, 보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조정
접수일부터 14일 이내 완료

(단, 직권조정결정은 21일 이내 처리)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양 당사자간에

조정성립이 이

루어지면 재판

상 화해와 동일

한 효력을 가짐

당사자 간에 조정성립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신청

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음

당사자간 조정성립

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중재부

가 조정불성립 결정

을 내림

* 출처: 언론중재위원회 30년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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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피해를 입은 자는 반드시 개인인 것은 아니며 단체나 회사 등도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중재부의 구성은 법이 개정되면서 변화하여 왔

는데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과 언론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조

정과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매체는 신문과 방송 등 정기간행물과 뉴

스통신, 인터넷 신문 그리고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

PTV)이 해당된다.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은 2009년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포함되었으며 언론사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대상에 포

함된 것이다.

조정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6개월

이 지난 보도는 조정신청이 불가하다. 일단 신청이 접수되면 중재 부는

조정기일을 정하고 신청인과 언론사에 출석 요구서를 보낸다.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자동으로 취하되며 피 신청인이

그럴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중재부는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조정을 진행하는데 이 과정은 14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재부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때에는 21일 이내에

처리한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반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신청인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

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 역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이의

신청이 있을 시에는 효력이 상실된다.

한편 언론중재제도 도입 초기부터 ‘중재’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실질

적 의미는 오늘날의 ‘조정’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실질적 의미의 중재는

2005년 언론중재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되었다. 당사자 쌍방은 분쟁에 관

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데,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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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중재 처리절차

1단계 중재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

2단계 중재신청

3단계 중 재

4단계 중재결정(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출처: 언론중재위원회 30년사, 2012

제1절. 언론조정·중재 신청현황

1. 언론조정·중재 신청현황 개관

언론중재위원회는 설립이후 2013년까지 2만 3천여 건의 조정사건을 처

리했다. 제도 도입 초기인 1988년 까지는 사건 수가 한 해 100건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사건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는

민주화의 진행과 함께 신문과 잡지 등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언론으로 인

한 인격권 침해사례가 늘어났고, 인격권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

아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989년 100건을 넘긴 이후 사건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1998년도 600

건, 2003년도에 700건을 넘어섰다. 2005년 언론중재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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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2006년도에는 1,000건을 넘어서게 되었다. 이

는 2005년 언론중재법의 제정으로 인한 언론조정·중재제도의 안정화, 손

해배상제도의 도입과 인터넷신문 등 조정대상 매체의 확대 등의 결과이다.

<그림 3> 연도별 언론조정신청 사건 현황Ⅰ

(단위: 건)

* 출처: 1981～2008년 조정·중재신청 처리현황 재구성

2. 매체유형별 조정·중재 신청현황

다음의 <표 1>은 2005년도 언론중재법 제정 이후의 매체유형별 조정

신청 사건 중 인터넷신문만을 발췌하여 재구성 한 것이다.

2005년 언론중재법의 제정으로 인터넷신문이 언론조정·중재 대상에 포

함된 것은 조정·중재제도를 뉴미디어에까지 확대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인터넷의 확산과 함께 뉴스를 생산·유통시키는 채널로서 인터넷

이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인터넷신문에 대한

조정신청은 2005년 48건으로 시작되어40) 2007년 100건을 돌파한 후

40) 언론중재법은 2005년 1월 27일 제정되어 동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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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57건에 달하는 등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이를 전체 조

정신청에 대한 비율로 계산해 보면 2005년 5.4%를 시작으로 2007년

10%를 초과하였고 2008년에는 16.5%에 달하는 수치이다.

<표 1> 연도별 매체유형별 조정 현황Ⅰ

(단위: 건)

연도 총 청구건수
인터넷신문 비 고

건수 비율

2005 883 48 5.4%

2006 1,087 77 7.1%

2007 1,043 113 10.8%

2008 954 157 16.5%

계 3,967 395 10.0%

* 출처: 2005～2008년 조정·중재신청 처리현황 재구성

3. 청구유형별 조정·중재 신청현황

청구유형별 조정·중재 처리현황은 1996년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

구가 분리되면서 집계되기 시작했는데, 조정 처리현황을 보면 손해배상

청구사건은 손해배상청구제도가 도입된 2005년도에는 141건을 기록했으

며 이듬해인 2006년 300건을 초과하였고 2007년도 349건, 2008년도 324

건에 이르는 등 주요 언론조정중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이를 전체 청

구사건에 대한 비율로 계산해 보면 손해배상청구제도가 도입된 2005년

15%를 초과하였고 2006년 29%를 초과하였으며 2008년에는 전체 청구사

건 중 무려 34.0%가 손해배상청구사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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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도별 청구권별 조정 현황Ⅰ

(단위: 건)

구분
연도

사건 계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1996 556 430 109 17

1997 490 270 203 17

1998 602 369 228 5

1999 641 363 261 17

2000 607 368 211 28

2001 659 418 221 20

2002 511 307 201 3

2003 724 503 216 5

2004 759 414 301 44

2005 883 531 194 17 141

2006 1,087 546 211 12 318

2007 1,043 551 115 28 349

2008 954 481 127 22 324

계 9,516 5,551 2,598 235 1,132

* 출처: 1996～2008년 조정·중재신청 처리현황 재구성

4. 침해유형별 조정·중재 신청현황

침해유형별 조정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2005년 인터넷신문이 언론조

정·중재의 대상에 포함되고 손해배상청구제도가 도입되면서 초상권, 성

명권, 음성권 등에 대한 신청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인터넷의 발

달과 함께 영상매체의 확산으로 사진 등을 언론보도에 사용하는 과정에

서 무단으로 게재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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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도별 침해유형별 조정 현황Ⅰ

(단위: 건)

구분
연도

사건 계
명예
훼손

신용
훼손

초상권
침해

성명권
침해

음성권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

기타

1981 44 23 15 　 　 　 　 6

1982 50 41 9 　 　 　 　 　

1983 71 58 13 　 　 　 　 　

1984 54 39 12 　 　 　 　 3

1985 59 44 15 　 　 　 　 　

1986 49 25 24 　 　 　 　 　

1987 47 39 8 　 　 　 　 　

1988 55 36 19 　 　 　 　 　

1989 121 87 34 　 　 　 　 　

1990 159 136 23 　 　 　 　 　

1991 220 192 28 　 　 　 　 　

1992 381 313 68 　 　 　 　 　

1993 423 307 114 　 　 　 　 2

1994 541 421 118 　 　 　 　 2

1995 528 443 73 　 　 　 　 12

1996 556 428 105 　 　 　 　 23

1997 490 466 17 　 　 　 　 7

1998 602 577 19 　 　 　 　 6

1999 641 619 9 　 　 　 　 13

2000 607 581 12 　 　 　 　 14

2001 659 643 9 　 　 　 　 7

2002 511 493 10 　 　 　 　 8

2003 724 698 10 　 　 　 　 16

2004 759 718 39 　 　 　 　 2

2005 883 827 23 15 14 2 　 2

2006 1,087 1,004 17 48 1 7 4 6

2007 1,043 953 2 53 3 12 11 9

2008 954 899 6 29 4 10 3 3

계
12,318 11,110 851 145 22 31 18 141

100% 90.2% 6.9% 1.2% 0.2% 0.3% 0.1% 1.1%

* 출처: 1981～2008년 조정·중재신청 처리현황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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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표 4>는 연도별 침해유형별 조정현황과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하나의 표로 정리한 것이다. 2005년 언론중재법의 제정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제도가 도입되었는데 2005년 7월 28일자로 동법이 시행되어 손해배

상청구 사건 수 자체가 많지 않고 1년 전체의 청구현황이 존재하지 않아

서 2006년 자료부터 정리하였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전체 조정신청

사건 3,084건 중 손해배상청구사건이 991건으로 32.1%에 이르며 손해배

상청구가 가장 많은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28.8%가 손해배상청구사건이

다. 특히 2005년 손해배상청구제도의 도입과 함께 청구되기 시작한 초상

권, 성명권, 음성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은 손해배상청구사건 비율이 각

각 86.9%, 75.0%, 79.3%, 88.9%에 이를 정도로 2005년 언론중재법의 제

정과 함께 언론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수단으로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연도별 손해배상청구사건 침해유형별 조정 현황Ⅰ

(단위: 건)

구분

연도

손해배상 계 명예

훼손

신용

훼손

초상권

침해

성명권

침해

음성권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
기타

전체사건 계

2006
318 260 3 42 1 7 4 1

1,087 1,004 17 48 1 7 4 6

2007
349 276 1 47 3 10 10 2

1,043 953 2 53 3 12 11 9

2008
324 287 2 24 2 6 2 1

954 899 6 29 4 10 3 3

계
991 823 6 113 6 23 16 4

3,084 2,856 25 130 8 29 18 18

손해배상

청구비율
32.1% 28.8% 24.0% 86.9% 75.0% 79.3% 88.9% 22.2%

* 출처: 2006～2008년 조정·중재신청 처리현황 ·연도별 언론중재위원회

연간보고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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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언론조정·중재사건 피해구제 현황

언론조정·중재사건에 대한 피해구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언론중재위

원회는 조정성공율, 본안성공율, 신청효율 세 가지를 산출하여 공개하고

있다. 이중 본안성공율은 2008년부터 산정하고 있어(언론중재위원회 30

년사, 2012) 피해구제 추세를 판단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므로 본 연구

는 조정성공율과, 신청효율 두 가지를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조정성공율41)이란 전체 조정청구사건 중에서 형식적 요건이나 내용상

의 흠결을 이유로 기각·각하 되거나 신청인이 신청을 취하한 경우를 제

외한 사건 중 중재부가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하여 조정이 성립되거

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당사자가 모두 동의한 사건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조정성공건수(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 중 동의)를 조정건수(조정

성립+직권조정결정+조정불성립결정)로 나누어 그 비율을 산정한 수치이다.

본안성공율42)은 전체 청구사건에서 기각·각하된 사건과 심리 전 취하

된 건수를 제외한 조정심리에 부의된 사건 중에서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

재부가 인용한 사건 및 심리 중 취하된 사건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본안성공건수(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심리 중 취하)를 본안심리건수(조

정성립+직권조정결정+조정불성립결정+심리 중 취하)로 나눈 수치이다.

신청효율43)은 전체 조정청구 건수에서 기각·각하된 건수를 제외한 청

41)

조정성공률 =
조정성공건수(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 중 동의)

× 100
조정건수(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조정불성립결정)

42)

본안성공률 =
본안성공건수(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심리 중 취하)

× 100
본안심리건수(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조정불성립결정+심리 중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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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요건 적합사건 중 조정심리 개최여부 및 결과와 상관없이 정정보도나

손해배상 등이 이루어진 사건의 비율을 뜻하며, 피해구제건수(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중 동의+그 외 보도 등 피해구제된 건44))를 전체조정청구

건수(계속·기각·각하 사건을 제외)로 나누어 산출한 수치이다. 즉, 조정

이 성립된 사건, 조정에 갈음하는 직권조정 결정에 양 당사자가 동의한

사건, 조정불성립 또는 취하 되었으나 정정보도나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사건을 합해 그 비율을 산정한 것이다.

1. 조정사건 처리결과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제도가 시행된 1981년부터 언론조정·중재

처리현황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표 5>와 같이 2008년도까지의 조정사

건 처리결과를 종합해 보면 전체 조정사건 12,318건 중 조정성립 4,112건

(33.4%), 직권조정결정 478건(3.9%), 조정불성립 2,393건(19.4%), 기각 30

5건(2.5%), 각하 76건(0.6%), 취하 4,954건(40.2%)을 기록하고 있다.

<그림 4> 연도별 언론조정신청 사건 조정성공률 현황Ⅰ
(단위: %)

* 출처: 1981～2008년 조정·중재신청 처리현황 재구성

43)

신청효율 =

신청유효건수
(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 중 동의+그 외 보도 등 피해구제된 건) × 100

전체 조정청구건수-(기각+각하)

44) 신청접수 후 심리실 외에서의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중재부의 권유에

따라 이루어진 정정보도, 기사삭제 등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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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공율은 1981년 42.9%를 기록한 이래 등락을 거치며 꾸준히 증

가해오고 있다. 1997년에는 처음으로 60%를 넘어섰고, 2008년 70%를 초

과하는 등 등락을 거듭하며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다. 이처럼 조정성공율

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언론중재위원회가 30년 동안 쌓은 노하우를 통

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 적절한 합의점을 제시하는 노련한 중재자

가 되었다는 점, 그동안의 언론중재위원회의 성과를 통해 신청인과 언론

인 모두에게 신뢰를 얻게 되었다는 점, 언론사들이 언론조정·중재제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자신들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이

해하기 시작하면서 신청인과의 합의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

었다는 점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언론중재

위원회 30년사, 2012).

<그림 5> 연도별 언론조정신청 사건 신청효율 현황Ⅰ

(단위: %)

* 출처: 1981～2008년 조정·중재신청 처리현황 재구성

한편 신청효율도 위의 조정성공율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데 1981년

39.0%를 기록한 이래 부침을 거듭하며 꾸준히 증가하여 오다가 조정성

공율과 마찬가지로 1997년 처음으로 60%를 넘어섰고, 2008년에는 70%

를 돌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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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조정사건에 대한 처리결과 분석에서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한 비율

인 취하율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음의 <표 5>를 보면 전체 언

론조정신청 사건 12,318건 중에서 취하사건은 4,954건으로 총 취하율은

40.2%에 이르는 등 조정신청 사건 중 상당수가 조정에 이르기 전에 취

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정과정을 통하여 신청인과 언론사가

대화를 통해 악화된 감정을 풀고 조정신청을 취하하거나, 언론사와 조정

이 성립되면 기사제공 언론사와 조정성립된 내용 그대로 보도문을 게재

할 것을 약속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조정신청을 취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전체 취하건수 4,954건 중 2,642건이 피해가 구제된 건으

로 집계되었으며 그 비율은 무려 53.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그림 6> 연도별 언론조정신청 취하사건 중 피해구제 비율 현황Ⅰ

(단위: %)

* 출처: 1981～2008년 조정·중재신청 처리현황 재구성

위의 <그림 6>은 언론조정신청 후 취하된 사건 중 피해구제 된 사건

의 비율을 나타낸 것인데, 2006년도 60%를 돌파한 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도에는 66%를 돌파하였고 2008년도에는 67.7%에 달하는 등 그

피해구제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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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도별 언론조정신청 사건 처리현황Ⅰ

(단위: 건)

구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취하

건수

취하된 건 중

피해구제 비율

1981 44 9 　 12 (5) 1 2 20 (2) 10.0%

1982 50 19 　 19 (5) 　 2 10 (4) 40.0%

1983 71 21 　 22 (7) 1 1 26 (8) 30.8%

1984 54 12 　 29 (8) 3 　 10 (5) 50.0%

1985 59 12 　 28 (5) 4 　 15 (7) 46.7%

1986 49 14 　 10 (2) 1 　 24 (11) 45.8%

1987 47 10 　 9 (4) 1 　 27 (2) 7.4%

1988 55 16 　 12 (5) 　 1 26 (13) 50.0%

1989 121 29 　 35 (10) 　 6 51 (21) 41.2%

1990 159 42 　 43 (10) 1 2 71 (40) 56.3%

1991 220 52 　 48 (9) 3 1 116 (43) 37.1%

1992 381 81 　 79 (12) 19 　 202 (107) 53.0%

1993 423 132 　 96 (16) 8 2 185 (84) 45.4%

1994 541 162 　 127 (10) 7 　 245 (128) 52.2%

1995 528 111 　 150 (25) 26 3 238 (124) 52.1%

1996 556 129 2 7 (1) 169 (21) 9 1 239 (137) 57.3%

1997 490 161 10 5 (1) 79 (13) 8 4 223 (108) 48.4%

1998 602 226 14 10 (2) 97 (8) 5 　 250 (106) 42.4%

1999 641 244 11 18 (2) 102 (17) 24 5 237 (92) 38.8%

2000 607 198 10 15 (2) 66 (10) 14 2 302 (156) 51.7%

2001 659 229 6 23 (3) 132 (27) 18 2 249 (133) 53.4%

2002 511 182 18 17 (3) 62 (9) 8 1 223 (101) 45.3%

2003 724 287 15 15 (1) 101 (11) 27 3 276 (158) 57.2%

2004 759 283 46 22 (6) 140 (12) 13 　 255 (148) 58.0%

2005 883 334 31 20 (4) 181 (1) 19 15 283 (160) 56.5%

2006 1,087 356 29 28 　 226 (2) 22 13 413 (250) 60.5%

2007 1,043 359 22 32 (2) 194 (5) 42 6 388 (257) 66.2%

2008 954 402 35 17 　 125 (3) 21 4 350 (237) 67.7%

계
12,318 4,112 249 229 (27) 2,393 (272) 305 76 4,954 (2,642) 53.3%

100% 33.4% 2.0% 1.9% 19.4% 2.5% 0.6% 40.2%

* 출처: 1981～2008년 조정·중재신청 처리현황 재구성

* ( )안의 숫자는 정정보도 등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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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 현황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제도의 개선사항을 진단하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구현방안 마련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조정·중재

및 상담, 교육서비스에 대한 이용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용만족

도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관련 법률의 개정이나 제도적 개선사항, 피해

구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내용과 언론중재위원회와

언론중재제도 인지도 조사, 신청절차와 처리결과, 상담창구에 대한 의견,

전반적인 만족도 등의 항목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신청인과 피 신청인,

상담이용자와 교육수강자의 종합만족도도 산출하고 있다. 위원회는 항목

별 세부 만족도와 종합만족도를 전년도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위원회의

장·단기적 정책 및 업무추진 방향을 설정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조사는

1989년과 1996년에 각각 한 번씩 이루어졌고, 2003년부터 매년 정기적으

로 실시되고 있다.

1. 언론중재법 제정 이전의 만족도 조사

위원회 최초의 이용만족도조사는 1989년에 이루어졌다. 언론중재제도

운용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분석하여 중재제도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진

단하고, 그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시된 만족도조사는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책임연구원: 서정우 교수)에 의해 행하여 졌는데, 대상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설립된 1981년부터 1989년 9월까지의 중재 신청 건이

며 처리결과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중재결과 합의된 사례의 경우

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신청인이 전체의 76.2%

에 달했을 뿐만 아니라 취하된 사례의 경우에는 회복되지 않았다고 대답

한 신청인의 비율이 무려 86.1%에 달해 합의내용의 형태가 어떤 것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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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냐에 관계없이 신청인들은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 두 번째 이용만족도조사는 1996년에 이루어졌다. 만족

도조사는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에 의해 행하여 졌는데(책임연구원:

최창섭 교수) 대상은 1993년 1월부터 1996년 9월까지의 중재 신청 건이

며 처리결과에 대한 평가를 보면, 언론중재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신청

인(82.5%), 피신청인(95.1%) 모두 언론중재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하

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다면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신청인의 60.4%만이 언론중재위

원회에 피해구제를 신청한다고 대답하여, 나머지 약 40%의 응답자들이

중재제도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연구 및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도 이용만족도조사는 2000년 1월부터 2003년 6월 사이에 언론

중재제도를 이용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루어졌다. 한양대학

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센터(책임연구원: 이재진 교수)에 의해 행해진

2003년도 이용만족도조사결과, 언론중재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신청인

의 96.1%, 피신청인의 92.2%가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의 구제수단으로

언론중재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언론중재제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언론중재제도 이용자 모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재

결과에 대한 신청인의 만족도를 매우만족(5점)-만족(4점)-보통(3점)-불

만족(2점)-매우불만족(1점)의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중재 합의된 경우

평균 3.17의 만족도가 나왔으며 불성립, 취하, 기각, 각하의 경우 각각 평

균 1.83, 2.63, 1.67, 1.75의 만족도가 나와 중재결과 합의에 이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불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되었다. 이에 반하여 중재심리결과에 대한 피신청인의 만족도는 신청인

의 만족도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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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가 불성립된 경우 평균 2.54의 만족도가 나왔으며 성립, 취하, 기

각, 각하의 경우 각각 평균 3.25, 3.89, 3.00, 3.50의 만족도가 나와 중재불

성립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 보통 또는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을 하였

다.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해 행해진 2004년도 이용만족도조사결과, 언론

중재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신청인의 95.4%, 피신청인의 97.8%가 ‘언론

보도에 의한 피해의 구제수단으로 언론중재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언론중재제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언론중재

제도 이용자 모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재결과에 대한

신청인의 만족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중재 합

의된 경우 평균 3.14의 만족도가 나왔으며 불성립, 취하, 기각, 각하의 경

우 각각 평균 1.50, 2.81, 1.67, 2.67의 만족도가 나왔다. 피신청인의 만족

도는 중재가 불성립된 경우 평균 3.19의 만족도가 나왔으며 성립, 취하,

기각, 각하의 경우 각각 평균 3.20, 3.80, 4.25, 4.40의 만족도가 나와 전반

적으로 전년도 조사 대비 만족도가 비슷하거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 언론중재법 제정 전후의 만족도 조사

2004년도부터는 조사 직전 1년간 언론중재위원회를 이용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 상담이용자, 교육수강자 등을 대상으로 이용만족도 조사가 전

문 리서치회사를 통해 연단위로 이루어졌다. 1981년에 시작된 언론중재

제도에 대한 연 단위 이용만족도조사가 2004년에야 시작된 것은 언론중

재위원회의 설립취지 및 언론중재제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늦은 감

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표 6>은 연도별 이용만족도조사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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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연도별 이용만족도조사 현황

연도
조 사

대행기관

조사

대상자수45)
주요 조사내용

신청인
피

신청인

2004
코리아

리서치센터
517 444

언론중재제도 인지도 및 필요성, 민간언론피해상담

센터 인지도, 상담 및 교육 이용여부와 충실도 등

2005
코리아

리서치센터
554 445

위원회 광고와 홈페이지에 대한 평가, 조정중재 처

리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 2005년 언론중재법 시

행과 관련한 사항 등

2006
한국

신용정보
470 450

조정중재 종합만족도 및 차원별 만족도, 언론중재법

시행으로 달라진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평가, 포털

및 언론사닷컴 등의 조정대상 포함에 대한 인식 등

2007
한국

신용정보
506 378

위원회이미지및선호도변화, 피해구제보도에대한평가및

사후안내만족도, 달라진언론중재제도에대한평가등

2008
나이스

R&C
524 385

중재절차에 관하여 인지도 및 향후 이용 의향, 포털

사이트, IPTV 등의 조정대상 포함 견해 및 필요성 등

2009
코리아

리서치센터
441 377

2009년 개정 언론중재법에 대한 인식, 인터넷매체

의 기사 삭제 청구에 대한 인식 및 알림 문구

게재에 대한 인식 등

2010
나이스

R&C
396 382

피해구제 방법별 만족도 및 조치사항 만족도, 위원

회 교육 이용 시 교육량과 시간의 적절성, 상담이

용자의 종합만족도 및 중요도 등

2011
나이스

R&C
429 350

심리진행 시간 만족도, 인터넷매체에 대한 기사삭

제 청구권 도입에 대한 인식, 피해구제보도문 및

손해배상의 실효성 제고에 관한 사항 등

45) 신청인 및 피신청인 중 중복된 대상자와 주소, 연락처 불명 등의 이유로 조

사가 불가능한 대상자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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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조 사

대행기관

조사

대상자수
주요 조사내용

신청인
피

신청인

2012
나이스

R&C
440 381

전자조정중재시스템(아이넷) 인지여부, 시정권고제도

인지여부, 무료변론제도의 필요성 및 이용 의향 등

2013
나이스

R&C
473 442

피해구제 방법별 만족도 및 조치사항 만족도, 전

담중재부 운영필요성 및 확대 여부, 조정중재 아카

데미 필요성 및 이용 의향 등

2014
㈜

포커스컴퍼니
527 342

기사삭제 청구권 도입 동의 여부, 시정권고제도 인

지여부, 전담중재부 운영필요성, 조정중재 아카

데미 필요성 및 이용 의향 등

* 출처: 언론중재위원회 30년사(2012), 2004～2014년 언론중재위원회 이

용 만족도 조사보고서 재구성

언론중재법 제정의 주요 내용인 손해배상청구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신

청인들은 2005년, 2006년, 2007년 각각 98.5%, 87.6%, 86.8%의 지지율을

보였으며, 인터넷신문이 조정·중재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는 각각

98.5%, 89.2%, 82.6%의 지지율을 보여 전반적으로 언론중재법의 제정이

언론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언론중재법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조사결과를 보면 2005년도에는 신

청인의 89.8%, 피신청인의 31.8%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였으며, 2006

년도에는 신청인의 83.9%, 피신청인의 52.9%가, 2007년도에 신청인의

77.1%, 피신청인의 55.6%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여 신청인의 만족도

가 피신청인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간격이 점차 좁아지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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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조사결과 언론중재제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95% 내외의 높

은 비율로 그 필요성을 긍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인 및 피신

청인 모두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라는 위원회의 주된 기능과 역할을

위하여 언론중재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향후 유

사사례 재발시 언론중재제도를 재이용할 것인가’와 ‘언론보도로 인해 피

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를 이용하도록 권유할 것인가’에

대하여도 긍정적인 응답이 매년 80%에 달해 언론중재제도의 필요성 및

효용에 대하여도 대체적으로 긍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언론중

재제도의 필요성 및 효용에 대한 인식과 조정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사

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어,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한 언론중재제도

의 개선과 개선된 제도의 정착 및 효과성 발휘 사이의 간극에 대하여는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7> 조정처리결과 ‘합의’된 사안 만족도

(단위: 점)

연도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신 청 인 53.7 63.4 69.1 75.7 74.8

피신청인 55.1 58.9 70.4 76.2 74.0

* 출처: 2004～2008년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 조사보고서 재구성

조정처리결과 ‘합의’된 사안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만족도 점수

를 보면 위의 <표 7>과 같다. 2004년에는 신청인 53.7점, 피신청인 55.1

점의 만족도를 나타냈던 만족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에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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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74.8점, 피신청인 74.0점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언론중재제도에 대

한 신뢰가 쌓여가고, 피신청인인 언론사들도 언론중재제도를 통한 언론

분쟁의 해결이 결국 자신들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이해

하기 시작하면서 신청인과의 합의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기 시작

하는 등 언론중재제도가 서서히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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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문제Ⅱ(2009년도언론중재법개정의효과성)의

분석

제1절. 언론조정·중재 신청 현황

1. 언론조정·중재 신청현황 개관

2009년도 언론중재법 개정 전후의 언론중재제도 이용현황을 분석해보

면, 언론조정·중재 사건 수가 2009년도를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2010년도 2,000건을 돌파하였고 2013년도에는 무려 2,400여 건에 이르렀

는데 이는 2009년 언론중재법의 개정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가 언론조정·

중재 대상이 되면서 포털에 대한 신청이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7> 연도별 언론조정신청 사건 현황Ⅱ

(단위: 건)

* 출처: 2006～2013년 조정·중재신청 처리현황 재구성

한편 중재는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과 함께 시작되었다. 양 당사자의

합의 하에 언론중재위원회의 종국적인 결정에 따라 분쟁해결이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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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재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2005년도에는 전혀 신청이 이루어지

지 않았고, 2006～2008년도까지 연평균 10건 접수될 정도로 중재사건 수

가 많지 않았으나 2009년 중재합의가 용이하도록 관련제도를 다듬은 이

후 중재사건이 증가하였다.

<그림 8> 연도별 언론중재신청 사건 현황

(단위: 건)

* 출처: 2006～2013년 조정·중재신청 처리현황 재구성

2. 매체유형별 조정·중재 신청현황

다음의 <표 8>은 2009년도 언론중재법 개정 전후의 매체유형별 조정

신청 사건 중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만을 발췌하여 재구성 한

것이다.

인터넷신문에 대한 조정신청은 2009년 233건을 기록한 이후 2010년

567건, 2011년 705건, 2012년 945건, 2013년 1,130건을 기록하는 등 언론

중재법 개정 이후 폭발적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이를 전체 조

정신청에 대한 비율로 계산해 보면 2006년 7.1%를 기록한 이후 2007년

10%를 초과하였고 2010년에는 25%를 초과하였으며 2014년에는 무려

46%를 초과한 수치이다. 이는 2005년 언론중재법의 제정과 2009년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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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의 개정 등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신문 등의 자유와 기

능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46)으로 언론사의 계열회사가 인터

넷을 통하여 해당 언론사의 기사를 제공하는 경우를 인터넷신문의 범위

에 포함하도록 한 조치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표 8> 연도별 매체유형별 조정 현황Ⅱ

(단위: 건)

연도
총

청구건수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매체 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06 1,087 77 7.1% 　 77 7.1%

2007 1,043 113 10.8% 　 113 10.8%

2008 954 157 16.5% 　 157 16.5%

2009 1,573 233 14.8% 181 11.5% 414 26.3%

2010 2,205 567 25.7% 841 38.1% 1,408 63.8%

2011 2,124 705 33.2% 510 24.0% 1,215 57.2%

2012 2,401 945 39.4% 454 18.9% 1,399 58.3%

2013 2,433 1,130 46.4% 369 15.2% 1,499 61.6%

계 13,820 3,927 28.4% 2,355 17.0% 6,282 45.4%

* 출처: 2006～2013년 조정·중재신청 처리현황 재구성

또한 2009년 언론중재법의 개정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언론조정·중

재 대상에 포함시킴과 함께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조정신청

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2009년 181건으로 시작하여47) 매년 300건이

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전체 조정신청에 대한 비율로 계산해 보면

46) 개정이유: 인터넷신문의 기준 요건을 완화하여 기존에 언론의 범주에 포함

되어 있지 않던 언론사의 계열회사가 인터넷을 통하여 해당 언론사의 기사

를 제공하는 경우를 인터넷신문의 개념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47) 2009년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동년 8월 7일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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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를 초과한 이후 매년 전체 조정신청 건수 중 인터넷뉴스서비

스에 대한 신청이 15%를 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합하여 전체 언론조정신청 사건과의

비율을 계산해 보면 언론중재법이 개정된 2006년 7.1%를 시작으로 2007

년 10%를 초과하였으며 언론중재법이 개정되고 「신문 등의 자유와 기

능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된 2009년 26%를 초과하였으며

2010년부터 매년 60%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2009년도 언론중재법 개정 전후의 매체유형별 중재신청 사건 중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만을 발췌하여 재구성하여 보면 아래의

<표 9>와 같다.

<표 9> 연도별 매체유형별 중재 현황

(단위: 건)

연도
총

청구건수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매체 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06 7 　 0.0% 　 0 0.0%

2007 14 　 0.0% 　 0 0.0%

2008 10 3 30.0% 　 3 30.0%

2009 111 15 13.5% 16 14.4% 31 27.9%

2010 77 12 15.6% 54 70.1% 66 85.7%

2011 113 8 7.1% 99 87.6% 107 94.7%

2012 59 4 6.8% 51 86.4% 55 93.2%

2013 190 104 54.7% 72 37.9% 176 92.6%

계 581 146 25.1% 292 50.3% 438 75.4%

* 출처: 2006～2013년 조정·중재신청 처리현황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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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는 2006년도에 처음 신청이 이루어진 이후 2009년도에 처음 100건

을 넘긴 이후 등락을 거듭하며 완만한 증가세를 이루고 있는데 2008년도

전체 중재 사건 중 인터넷매체의 비율이 30%에 달한 후 2010년도에는

그 비율이 85%를 초과했으며 2011년도부터는 매년 90%를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3. 청구유형별 조정·중재 신청현황

조정 처리현황을 보면 손해배상청구사건은 2006년도에는 318건을 기록

했으며 이듬해인 2006년 300건을 초과하였고 2009년도 700건에 이르는

등 주요 언론조정중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이를 전체 청구사건에 대

한 비율로 계산해 보면 2006년도에는 29.3%가 손해배상청구사건에 해당

됐고 2009년에는 그 비율이 무려 44%에 달하였고 이후에도 매년 전체

조정사건 중 손해배상청구사건의 비율이 30%를 초과하고 있다.

<표 10> 연도별 청구권별 조정 현황Ⅱ
(단위: 건)

구분
연도 사건 계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2006 1,087 546 211 12 318

2007 1,043 551 115 28 349

2008 954 481 127 22 324

2009 1,573 691 142 41 699

2010 2,205 1,211 171 50 773

2011 2,124 1,004 168 148 804

2012 2,401 1,223 315 69 794

2013 2,433 1,195 274 180 784

계 13,820 6,902 1,523 550 4,845

* 출처: 2006～2013년 조정·중재신청 처리현황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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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구유형별 중재 처리현황을 보면 손해배상청구는 중재신청이 많

지 않지만 2006년 5건을 시작으로 매년 10건 내외의 꾸준한 신청이 이루

어짐을 알 수 있다.

<표 11> 연도별 청구권별 중재 현황

(단위: 건)

구분

연도
사건 계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2006 7 1 1 5

2007 14 2 12

2008 10 1 9

2009 111 61 25 7 18

2010 77 35 28 12 2

2011 113 63 27 12 11

2012 59 31 16 7 5

2013 190 77 59 33 21

계 581 271 156 71 83

* 출처: 2006～2013년 조정·중재신청 처리현황 재구성

4. 침해유형별 조정·중재 신청현황

침해유형별 조정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다음의 <표 12>와 같이 명예

훼손 사건이 90%를 상회할 만큼 압도적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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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연도별 침해유형별 조정 현황Ⅱ

(단위: 건)

구분

연도

사건

계

명예

훼손

신용

훼손

재산상

손해

초상권

침해

성명권

침해

음성권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
기타

2006 1,087 1,004 17 　 48 1 7 4 6

2007 1,043 953 2 　 53 3 12 11 9

2008 954 899 6 　 29 4 10 3 3

2009 1,573 1,457 6 　 56 1 5 18 30

2010 2,205 1,995 20 　 109 4 3 20 54

2011 2,124 2,030 　 8 39 22 　 24 1

2012 2,401 2,110 　 10 128 43 8 101 1

2013 2,433 2,252 　 26 82 23 5 45 　

계

13,820 12,700 51 44 544 101 50 226 104

100% 91.9% 0.4% 0.3% 3.9% 0.7% 0.4% 1.6% 0.8%

* 출처: 2006～2013년 조정·중재신청 처리현황 재구성

연도별 침해유형별 조정현황과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하나의 표로 정리

한 다음의 <표 13>을 보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 조정신청 사건

13,820건 중 손해배상청구사건이 4,845건으로 35.1%에 이르며 손해배상

청구가 가장 많은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31.3%가 손해배상청구사건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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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연도별 손해배상청구사건 침해유형별 조정 현황Ⅱ

(단위: 건)

구분

연도

손해배상 계
명예

훼손

신용

훼손

재산상

손해

초상권

침해

성명권

침해

음성권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
기타

전체사건 계

2006

318 260 3 42 1 7 4 1

1,087 1,004 17 　 48 1 7 4 6

2007

349 276 1 47 3 10 10 2

1,043 953 2 　 53 3 12 11 9

2008

324 287 2 24 2 6 2 1

954 899 6 　 29 4 10 3 3

2009

699 617 1 51 1 4 12 13

1,573 1,457 6 　 56 1 5 18 30

2010

773 627 8 97 4 3 20 14

2,205 1,995 20 　 109 4 3 20 54

2011

804 720 5 36 21 22

2,124 2,030 　 8 39 22 　 24 1

2012

794 558 4 118 43 8 62 1

2,401 2,110 　 10 128 43 8 101 1

2013

784 633 13 76 19 5 38

2,433 2,252 　 26 82 23 5 45 　

계

4,845 3,978 15 22 491 94 43 170 32

13,820 12,700 51 44 544 101 50 226 104

손해배상

청구비율
35.1% 31.3% 29.4% 50.0% 90.3% 93.1% 86.0% 75.2% 30.8%

* 출처: 2006～2013년 조정·중재신청 처리현황, 연도별 언론중재위원회

연간보고서 재구성

* 2011년부터 기존 침해유형 중 신용훼손은 재산상 손해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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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재신청도 명예훼손사건이 전체의 90%를 상회하며 그 다음으로

초상권 침해 5.8%, 프라이버시 침해 0.7%, 음성권 침해 0.5%, 성명권 침

해 0.2% 등이 나타나고 있다.

<표 14> 연도별 침해유형별 중재 현황

(단위: 건)

구분

연도
사건 계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성명권

침해

음성권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
기타

2006 7 3 3 1 　 　 　

2007 14 　 12 　 　 2 　

2008 10 4 5 　 1 　 　

2009 111 99 10 　 2 　 　

2010 77 76 　 　 　 　 1

2011 113 112 1 　 　 　 　

2012 59 56 3 　 　 　 　

2013 190 188 　 　 　 2 　

계
581 538 34 1 3 4 1

100% 92.6% 5.8% 0.2% 0.5% 0.7% 0.2%

* 출처: 2006～2013년 조정·중재신청 처리현황 재구성

제2절. 언론조정·중재사건 피해구제 현황

1. 조정사건 처리결과

2009년도 언론중재법 개정 전후의 조정사건 처리결과를 종합해 보면

<표 15>와 같이 전체 조정사건 13,820건 중 조정성립 4,731건(34.2%),

직권조정결정 775건(6.5%), 조정불성립 1,797건(13.0%), 기각 587건(4.

3%), 각하 61건(0.4%), 취하 5,869건(42.5%)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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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연도별 언론조정신청 사건 조정성공률 현황Ⅱ

(단위: %)

* 출처: 2006～2013년 조정·중재신청 처리현황 재구성

조정성공율은 2006년도 60.3%를 기록한 이래 2008년도에는 처음으로

70%를 넘어섰고, 2009년도에는 82.6%를 초과하는 등 등락을 거듭하며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다.

<그림 10> 연도별 언론조정신청 사건 신청효율 현황Ⅱ

(단위: %)

* 출처: 2006～2013년 조정·중재신청 처리현황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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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청효율도 2006년 60.6%를 기록한 이래 꾸준히 증가하여 오다

가 조정성공율과 마찬가지로 2008년 처음으로 70%를 넘어섰고, 2010년

도에는 80%에 이르는 기록을 보이는 등 매년 70%대의 신청효율을 꾸준

히 기록하고 있다.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한 비율인 취하율을 보면 전체 언론조정신청 사

건 13,820건 중에서 취하사건은 5,869건으로 총 취하율은 42.5%에 이르

고 있다. 그리고 전체 취하건수 5,869건 중 4,347건이 피해가 구제된 건

으로 집계되었으며 그 비율은 무려 74.1%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그림 11> 연도별 언론조정신청 취하사건 중 피해구제 비율 현황Ⅱ

(단위: %)

* 출처: 2006～2013년 조정·중재신청 처리현황 재구성

위의 <그림 11>은 언론조정신청 후 취하된 사건 중 피해구제 된 사건

의 비율을 나타낸 것인데, 2006년도 60%를 돌파한 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도에는 70%를 돌파하여 78.8%에 달하였고 2013년도에는 81.2%에

달하는 등 그 피해구제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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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연도별 언론조정신청 사건 처리현황Ⅱ

(단위: 건)

구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취하

건수

취하된 건 중

피해구제 비율

2006 1,087 356 29 28 　 226 (2) 22 13 413 (250) 60.5%

2007 1,043 359 22 32 (2) 194 (5) 42 6 388 (257) 66.2%

2008 954 402 35 17 　 125 (3) 21 4 350 (237) 67.7%

2009 1,573 538 66 39 　 88 　 257 10 575 (361) 62.8%

2010 2,205 630 109 40 (2) 157 (5) 137 1 1,131 (891) 78.8%

2011 2,124 725 65 40 (3) 285 　 44 14 951 (680) 71.5%

2012 2,401 805 76 66 　 427 (10) 44 11 972 (787) 81.0%

2013 2,433 916 54 57 (2) 295 (14) 20 2 1,089 (884) 81.2%

계

13,820 4,731 456 319 (9) 1,797 (39) 587 61 5,869 (4,347) 74.1%

100% 34.2% 3.3% 2.3% 13.0% 4.3% 0.4% 42.5%

* 출처: 2006～2013년 조정·중재신청 처리현황 재구성

* ( )안의 숫자는 정정보도 등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2. 중재사건 처리결과

2005년 언론중재법의 제정과 함께 도입된 중재제도는 2005년도에는 신

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06년 처음 신청이 이루어졌다. 2006년 7

건, 2007년 14건, 2008년 10건의 신청이 이루어질 정도로 초기에는 제도

의 활용이 저조했으나 2009년도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당사자들이 보다

쉽게 중재합의에 이르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자 신청사건이 급격하게

증가되었다. 2009년에는 100건이 넘는 중재신청이 이루어졌으며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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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락을 거듭하면서도 중재신청이 꾸준하게 증가하여 2013년도에는 190건

에 이르렀다.

<표 16> 연도별 언론중재신청 사건 처리현황

(단위: 건)

구분

연도

청구

건수

처리결과

중재결정 중재화해결정 기각 각하 취하 계류

2006 7 7 　 　 　

2007 14 14 　 　 　

2008 10 10 　 　 　

2009 111 65 46 　 　 　 　

2010 77 76 　 1 　

2011 113 107 　 　 6

2012 59 59 　 　 　

2013 190 188 2 　 　

계
581 526 48 1 0 6 0

100% 90.5% 8.3% 0.2% 0.0% 1.0% 0.0%

* 출처: 2006～2013년 조정·중재신청 처리현황 재구성

제3절.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 현황

다음의 <표 17>은 조정·중재 업무관련 종합만족도 조사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2005년도 까지는 조정·중재 업무관련 종합만

족도를 산출하지 않았으나 2006년도부터 매년 종합만족도를 산출하고 있

다. 조정 신철절차 및 방법, 조정 처리결과 등 다양한 차원의 만족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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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여 종합만족도를 산출하는데, 신청인의 만족도는 조사 첫해인

2006년 73.4점을 시작으로 매년 70점대 중반을 유지하다가 언론중재법이

개정된 2009년 80.1점으로 80점대에 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80점대 중

반을 유지하고 있다. 피신청인의 만족도는 2006년 67.3점을 시작으로 언

론중재법 개정 이후에도 60점대 후반과 70점대 중반 사이를 기록하고 있

다. 분석결과 언론중재법의 개정이 이루어진 2009년도 이후 신청인의 만

족도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언론중재법이 개정된 이후에 비로소

언론중재제도가 본래의 의미에 맞게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제도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7> 조정·중재 업무관련 종합만족도

(단위: 점)

연도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신 청 인 73.4 73.7 75.6 80.1 80.8 84.0 85.9 85.2 85.3

피신청인 67.3 71.9 71.6 72.3 75.4 69.1 74.8 74.8 74.7

* 출처: 2006～2014년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 보고서 재구성

블로그나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인터넷 기사를 복사

하여 게시하거나 링크를 통해 원 기사가 빠르게 확산되는데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데, 이를 조정·중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2010년과

2011년 두 번 조사가 이루어졌다. 2010년도 조사에서는 신청인의 68.1%,

피신청인의 50.8%가 포함시켜야 한다고 대답했으며, 2011년도 조사에서

는 그 비율이 각각 62.7%, 50.8%에 달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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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연구결과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 언론조정․중재 신청현황

분석결과 ‘언론조정·중재 신청현황 분석’을 통해서 <그림 12>와 같이

언론중재법이 제정된 2005년도를 기점으로 언론조정신청이 급격히 증가

하였고, 2009년 동법 개정 이후 그 증가폭이 더욱 더 확대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2> 연도별 언론조정신청 사건 현황Ⅲ

(단위: 건)

* 출처: 1981～2013년 조정·중재신청 처리현황 재구성

매체유형별 조정·중재 신청현황 분석을 통해서는 <표 18>과 같이

2005년도 언론중재법의 제정으로 도입된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조정 신

청이 전체 신청사건 중 차지하는 비율이 2005년도에는 5.4%에 이르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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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이후 점점 높아져 2010년도에는 25.7%, 2013년도에는 무려 46.4%

에 이르렀으며, 2009년 동법 개정으로 도입된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언론조정 신청도 2009년도 11.5%, 2010년도 38.1%에 이르는 등 인터넷

매체 전체에 대한 조정 신청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8> 연도별 매체유형별 조정 현황Ⅲ

(단위: 건)

연도
총

청구건수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매체 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05 883 48 5.4% 　 48 5.4%

2006 1,087 77 7.1% 　 77 7.1%

2007 1,043 113 10.8% 　 113 10.8%

2008 954 157 16.5% 　 157 16.5%

2009 1,573 233 14.8% 181 11.5% 414 26.3%

2010 2,205 567 25.7% 841 38.1% 1,408 63.8%

2011 2,124 705 33.2% 510 24.0% 1,215 57.2%

2012 2,401 945 39.4% 454 18.9% 1,399 58.3%

2013 2,433 1,130 46.4% 369 15.2% 1,499 61.6%

계 14,703 3,975 27.0% 2,355 16.0% 6,330 43.0%

* 출처: 2005～2013년 조정·중재신청 처리현황 재구성

청구유형별 조정·중재 신청현황 분석을 통해서는 <표 19>와 같이

2005년도 언론중재법의 제정으로 도입된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전체 언론

조정 신청사건 중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2005년도에는 16.0%에 불

과하던 것이, 2009년도에는 44.4%에 달하는 등 손해배상청구제도가 언론

조정·중재제도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 65 -

<표 19> 연도별 청구권별 조정 현황Ⅲ

(단위: 건)

구분

연도
사건 계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1996 556 430 109 17

1997 490 270 203 17

1998 602 369 228 5

1999 641 363 261 17

2000 607 368 211 28

2001 659 418 221 20

2002 511 307 201 3

2003 724 503 216 5

2004 759 414 301 44

2005 883 531 194 17 141

2006 1,087 546 211 12 318

2007 1,043 551 115 28 349

2008 954 481 127 22 324

2009 1,573 691 142 41 699

2010 2,205 1,211 171 50 773

2011 2,124 1,004 168 148 804

2012 2,401 1,223 315 69 794

2013 2,433 1,195 274 180 784

계 20,252 10,875 3,668 723 4,986

* 출처: 1996～2013년 조정·중재신청 처리현황 재구성

침해유형별 언론조정·중재 신청현황 분석을 통해서 초상권, 성명권, 음

성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이 활성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침해유형별 조정현황과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비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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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통해 손해배상청구제도가 명예훼손 등 전통적인 언론피해의 구제수

단으로서 정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중재사건 처리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는 2005년 언론중재법의 시행으로 중재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6년 중재신청이 처음 이루어졌으며 2009년 동법의 개정이후 큰 폭으

로 증가하여 정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2. 언론조정․중재사건 피해구제 현황

‘언론조정·중재사건 피해구제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는, <표 20>

의 조정사건 처리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그림 13>, <그림 14>와

같이 조정성공율과 신청효율 모두 언론중재제도 시행이후 부침을 겪으면

서도 꾸준히 증가하여 왔음을 알 수 있었으며, 언론조정신청 후 취하된

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도 <그림 15>와 같이 피해구제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3> 연도별 언론조정신청 사건 조정성공율 현황Ⅲ

(단위: %)

* 출처: 1981～2013년 조정·중재신청 처리현황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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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연도별 언론조정신청 사건 처리현황Ⅲ

(단위: 건)

구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공율

신청

효율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취하

건수

취하된 건 중

피해구제 비율

1981 44 9 　 12 (5) 1 2 20 (2) 10.0% 42.9% 39.0%

1982 50 19 　 19 (5) 　 2 10 (4) 40.0% 50.0% 58.3%

1983 71 21 　 22 (7) 1 1 26 (8) 30.8% 48.8% 52.2%

1984 54 12 　 29 (8) 3 　 10 (5) 50.0% 29.3% 49.0%

1985 59 12 　 28 (5) 4 　 15 (7) 46.7% 30.0% 43.6%

1986 49 14 　 10 (2) 1 　 24 (11) 45.8% 58.3% 56.3%

1987 47 10 　 9 (4) 1 　 27 (2) 7.4% 52.6% 34.8%

1988 55 16 　 12 (5) 　 1 26 (13) 50.0% 57.1% 63.0%

1989 121 29 　 35 (10) 　 6 51 (21) 41.2% 45.3% 52.2%

1990 159 42 　 43 (10) 1 2 71 (40) 56.3% 49.4% 59.0%

1991 220 52 　 48 (9) 3 1 116 (43) 37.1% 52.0% 48.1%

1992 381 81 　 79 (12) 19 　 202 (107) 53.0% 50.6% 55.2%

1993 423 132 　 96 (16) 8 2 185 (84) 45.4% 57.9% 56.2%

1994 541 162 　 127 (10) 7 　 245 (128) 52.2% 56.1% 56.2%

1995 528 111 　 150 (25) 26 3 238 (124) 52.1% 42.5% 52.1%

1996 556 129 2 7 (1) 169 (21) 9 1 239 (137) 57.3% 42.7%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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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1981～2013년 조정·중재신청 처리현황 재구성

* ( )안의 숫자는 정정보도 등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1997 490 161 10 5 (1) 79 (13) 8 4 223 (108) 48.4% 67.1% 61.3%

1998 602 226 14 10 (2) 97 (8) 5 　 250 (106) 42.4% 69.2% 59.6%

1999 641 244 11 18 (2) 102 (17) 24 5 237 (92) 38.8% 68.0% 59.8%

2000 607 198 10 15 (2) 66 (10) 14 2 302 (156) 51.7% 72.0% 63.6%

2001 659 229 6 23 (3) 132 (27) 18 2 249 (133) 53.4% 60.3% 62.3%

2002 511 182 18 17 (3) 62 (9) 8 1 223 (101) 45.3% 71.7% 62.4%

2003 724 287 15 15 (1) 101 (11) 27 3 276 (158) 57.2% 72.2% 68.0%

2004 759 283 46 22 (6) 140 (12) 13 　 255 (148) 58.0% 67.0% 66.4%

2005 883 334 31 20 (4) 181 (1) 19 15 283 (160) 56.5% 64.5% 62.4%

2006 1,087 356 29 28 　 226 (2) 22 13 413 (250) 60.5% 60.3% 60.6%

2007 1,043 359 22 32 (2) 194 (5) 42 6 388 (257) 66.2% 62.8% 64.8%

2008 954 402 35 17 　 125 (3) 21 4 350 (237) 67.7% 75.5% 72.9%

2009 1,573 538 66 39 　 88 　 257 10 575 (361) 62.8% 82.6% 73.9%

2010 2,205 630 109 40 (2) 157 (5) 137 1 1,131 (891) 78.8% 79.0% 79.2%

2011 2,124 725 65 40 (3) 285 　 44 14 951 (680) 71.5% 70.9% 71.3%

2012 2,401 805 76 66 　 427 (10) 44 11 972 (787) 81.0% 64.0% 71.5%

2013 2,433 916 54 57 (2) 295 (14) 20 2 1,089 (884) 81.2% 73.3% 77.6%

계
23,054 7,726 619 471 (34) 3,645 (301) 807 114 9,672 (6,245) 64.6% 70.0% 67.4%

100% 33.5% 2.7% 2.0% 15.8% 3.5% 0.5%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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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연도별 언론조정신청 사건 신청효율 현황Ⅲ

(단위: %)

* 출처: 1981～2013년 조정·중재신청 처리현황 재구성

<그림 15> 연도별 언론조정신청 취하사건 중 피해구제 비율 현황Ⅲ

(단위: %)

* 출처: 1981～2013년 조정·중재신청 처리현황 재구성

3.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 현황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 현황’ 분석결과 언론중재위윈회 설립 초기

에는 합의내용의 형태와 관계없이 신청인들 다수가 피해가 거의 회복되

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나, 60% 정도의 신청인만이 향후 언론중재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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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용 의사를 보여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언론중재법 제

정 이후의 이용만족도 조사결과 분석을 통해서는 대다수의 이용자가 언

론중재제도의 필요성을 긍정하고, 80%에 달하는 신청자가 향후 언론중

재제도를 재이용 하거나 타인에게 언론중재제도의 이용을 권유하겠다고

응답해 언론중재제도의 필요성 및 효용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

성된 것을 알 수 있었다.

2005년도 언론중재법 제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도의 도입에 대해

서는 신청인들은 2005년, 2006년, 2007년 각각 98.5%, 87.6%, 86.8%의 지

지율을 보였으며, 인터넷신문이 조정·중재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는

각각 98.5%, 89.2%, 82.6%의 지지율을 보여 전반적으로 언론중재법이 언

론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언론중재법 시행으로 인한 제도개선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질

문에 대해서 2005년도 언론중재법 제정시 신청인의 89.8%가 바람직하다

고 답변했으며, 2009년도에는 동법 개정시에는 신청인의 94.2%가 바람직

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조정·중재 업무관련 종합만족도 분석을 통해서도

언론중재법의 개정이 이루어진 2009년도 신청인의 만족도가 80.1%에 달

하는 등 만족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언론중재법이 개정된 이

후에 비로소 언론중재제도가 본래의 의미에 맞게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제도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2절. 결론

본 연구에서는 언론중재제도의 운영에 큰 영향을 끼친 2005년도 언론

중재법 제정과 2009년도 동법 개정의 효과성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을

통해 2005년도 언론중재법 제정과 2009년도 동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언론중재제도의 효과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분석 결과 2005년도 언론중재법의 제정이 언론중재제도의 효과성에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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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끼쳤으며 2009년도 동법 개정을 통하여 언론중재제도의 효과성이

더욱 증대되어 비로소 언론중재제도가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인터넷신문 등 조정대상 매체의 확대와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의 결과

로 2005년 언론중재법의 제정 당시 법률 제정이유48)에서 밝힌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상응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여론형성과 언론의 공적 책임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소기의 목적

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언론조정·중재 대상에 인터넷뉴스서비

스가 포함된 2009년 언론중재법의 개정도 그 개정이유49)에서 밝힌 “인터

넷포털이나 언론사닷컴 등의 뉴스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신

속히 하고자 한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리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전통적인 분쟁해결수단인 재판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한국의 대

표적인 ADR이라고 할 수 있는(정남철, 2009; 김영욱·임유진, 2010) 언론

중재제도는 재판에 비하여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하고, 비용이 적게 소

모되는 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

48) 정기간행물의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방송법 등 각 개별법에 분산 규정되어

있던 언론피해구제제도를 포괄하여 이 법에 단일화하고, 언론보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구기간을 확대하며, 종전의 중재제도

를 조정과 중재로 구분하고 중재위원회의 조정이나 중재 절차에 의하여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상응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여론형성과 언론의 공적 책임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49) 이 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

비하고, 인터넷포털이나 언론사닷컴 등의 뉴스서비스 제공으로 피해가 발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인터넷포털 등을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하여 피해구제를 신속히 할 수 있

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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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적인 분쟁해결방법을 제공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법원의 부담을 경

감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분쟁해결제도로서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사법연수원, 2010).

그러나 인터넷포털이 자체 생산한 기사가 현재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안 마련 필요성도 제기

되고 있으며(언론중재위원회 30년사, 2012), 블로그나 트위터 등 소셜네

트워크서비스(SNS)도 언론 기사의 복사나 링크 등으로 정보의 빠른 확

산에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언론조정·중재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피해의 구제방안 마련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언론중재위원회, 2011) 추가적인 언론중재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제3절.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켜 사회후생을

증진시키고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 분쟁해결제도는 크게 법원의

재판과 ADR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과연 ADR이 법원의 재판을 통한

분쟁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ADR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ADR은 그 비공개성으로

인해 실증분석의 대상이 되기 쉽지 않다. 그리하여 제도의 심도 있는 해

석을 통한 효과성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연구를 수행하기가 대단히 어렵

다. ADR의 효과성을 판단할 때에는 이런 측면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김도현, 2013).

언론중재제도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위해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ADR임을 고려해 볼 때(정남철, 2009; 김영욱·임

유진, 2010) 그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매우 큰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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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고 할 수 있다. 사회에는 다양한 분쟁해결제도가 존재하는데 이들

의 특성을 이해하고 어떤 방식으로 발전시켜야 할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실재 이용자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의

법률이 제정·개정되고 정착할 때 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개

정된 법률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진정한 효과를 논하

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2005년도 언론중재법 제정과 2009년도

동법 개정으로 기존의 여러 법률에 산재해있던 언론중재기능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고, 언론중재제도의 실효성확보를 위하여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등 많은 법적·제도적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제

도 개선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제4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언론중재제도 개선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였

다. 검증을 위하여 언론중재제도 이용현황을 관련 보고서와 기타 언론중

재위원회에서 발행하는 각종 통계자료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분

석대상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각종 통계와 보고서

등 2차 자료라는 점에서 분석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언론중재제도 이용현황에 영향을 끼친 다른 요인들에 대한 통제와 분

석이 다소 부족하였다. 시계열적(serial) 연구의 특성상 제도 자체의 개선

이 제도의 이용 및 피해자 권리구제에 영향을 준 것인지, 제도의 개선과

상관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른 국민의식의 변화, 국민의 권리의식 상승

등 외재적 요인으로 제도의 이용 및 피해자 권리구제가 증가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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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의 효과성 판단을 위한 세 가지 대리변수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하지 못하였다. 언론중재제도의 효과성이라는 종속변수의 세 가

지 대리변수인 ‘언론조정·중재 신청사건수’, ‘언론조정·중재를 통한 피해

구제 비율’, ‘언론중재제도 이용자만족도’가 각각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

지, 서로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한 분석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폭넓고 깊이 있는 데이터의 수집을 바탕으로 통

계분석을 통한 가설검증이 이루어진다면 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는 조

금 더 의미 있는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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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alysis of real users of the system is essential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variou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s that

exist in society and to identify how to develop them. In this study,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the press arbitration

system, which is the representativ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in Korea and has been actively used for the relief of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is performed. After examining the research

of a transition process with the press arbitration system, related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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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xisting researches so far, with the question like, "Is the press

arbitration system indeed a viable remedy as the means of relief of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which is the basic research

question of this research, the researcher of this study concluded that

not only it is logically possible to analyse how the legislation of the

press arbitration law in 2005 and the revision of the same law in

2009 impact the effectiveness of the press arbitration system, but also

that it has a considerable theoretical significanc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effectiveness of the press

arbitration system was significantly improved by the enactment of the

press arbitration law in 2005 and became a huge turning point on the

remedies for the damage of the press such as the unification of the

remedies for the damage of the press, extension of the scope of press

regulation as well as the intervention to the Internet newspaper, and

the introduction of a claim for the damage system. And by the

revision of the same law in 2009 included portal sites, press web

sites, and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IPTV), of all which were

excluded from the existing press arbitration.

Many legal and institutional changes were brought on by the

integration of the function of the press arbitration, which was

previously scattered in various laws, when it was integrated into a

single law, such as the enactment of press arbitration law in 2005

and the amendment of the same law in 2009, as well as by the

introduction of a new system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press

arbitration system.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e sense of a lack of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the press arbitr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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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 It could be difficult to discuss the true effect of the

amended law at the point that the amended law was enforced not

long ago because it takes some time between when one law is

enacted and amended until it is settled. However, it is significantly

meaningful to analyse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the law

brought the effectiveness in accordance with its legislation intention

because it is necessary for the system improvement through the

feedback of the analysis results.

Keywords: system improvement, effectivenes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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