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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의 공표·보도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와 구제

국문초록

현대사회에서 권리의식이 신장되면서 인격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

다. 또한 현대사회에서는 언론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 인격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

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피의사실의 경우 그것이 공표되면 피의자

나 피해자의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의자나 피해

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서 피의사실의 공표·보도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

다.

실제로 최근에는 언론에서 피의사실의 보도를 적극적으로 하여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등으로 인해 피의자의 인격권 침해가 문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에서도 피의사실의 공표에 관하여 불쾌감을

토로하기도 한다.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나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

유의 측면에서 성폭력범죄와 특정강력범죄에 대하여는 피의자의 신상 등

도 공개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다. 결국 이러한 특별법의 태

도나 언론의 태도를 고려하면 향후에도 적극적인 피의사실의 공표·보도로

인하여 피의자나 피해자의 인격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의사실의 공표·보도는 엄격히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피의사실의 공표·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나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를 보장하는 면이 있다는 점에서 피의사실의 공표·보도를 과도하게 제한

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나 언론·출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할 것이며 특히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침해 문

제가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피의사실의 공표·보도의 허용 범위

의 문제는 피의사실의 공표·보도로 인해 문제되는 기본권인 피의자나 피

해자의 인격권과 국민의 알 권리,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이의

기본권 충돌의 해결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판례는 기본권 충돌

에 관하여 규범조화적 해석이나 이익형량의 방법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는

데, 피의사실의 공표·보도의 경우에 충돌하는 기본권 사이에 우열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충돌하는 기본권 사이에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기

본권 사이의 충돌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피의사실의 공표·보도로 인한 피의자나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의 구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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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형사적 구제수단과 민사적 구제수단을 생각할 수 있다. 이에 관하

여 앞서 본 기본권 사이의 충돌의 해결에 따라서 인격권 침해의 구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적 구제는 국민의 알 권리나 언론·출

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입법론상 피의사실공

표죄에 대하여는 위헌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형법 제310조와 같은 위법

성조각사유를 신설하거나 피의사실공표죄의 조항을 삭제해야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명예훼손죄를 적용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피의사실의 공표·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구

제수단은 원칙적으로 민사적 구제수단에 의하게 되는데, 민사적 구제수단

으로서 민법 제750조가 규정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국가배상과 민법 제764조에 의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

로서 원상회복을 생각할 수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민

법 제750조가 정한 요건 중에서 위법성 요건의 인정여부가 문제될 수 있

는데, 이에 관하여 앞서 본 기본권 사이의 충돌에 있어서 기본권 사이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위법성의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결국

위법성 인정여부의 판단기준이 쟁점이 되는데, 이에 관하여 판례가 개별

사건에서 제시한 기준이 위 판단기준으로 고려될 수 있다. 한편, 피의사실

의 공표의 경우에는 수사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하는 것이므로 피의자나

피해자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인데, 이에 관

하여도 위 판례의 기준이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다. 또한 원상회

복 방법으로는 피의자나 피해자는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

청구 등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에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피의사실의 공표의 경우에 특수한 구제수단으로서 피의자는 명예회복 청

구를 할 수 있다.

한편, 인격권은 그것이 침해된 이후에는 그 손해를 전보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적인 권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의사실의

공표·보도가 피의자나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고 국민의 알 권리,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피의사실의 공

표·보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인격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다. 피의사실의 공표·보도의 가이드라인에 관하여는 수사기관과

언론사의 경우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며, 피의사실의 공표·보도의 주체

나 절차, 시기, 공표 내용의 진실성과 상당성 등으로 피의사실의 공표·보

도의 적법요건을 살펴볼 수 있으며 앞에서 살펴본 피의사실의 공표·보도

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판례가 정한 기준도 피의사실의 공표·보도의

가이드라인의 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피의사실

의 공표·보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위법성 판단기준으로서 위 가이

드라인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법무부에서는 법무부 훈령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시행하고 있는데, 위 훈령은 위와

같은 가이드라인과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판례가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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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상당부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나, 보완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

라서 향후에는 위 훈령의 보완점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의사실의 공표·보도는 피의자나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제

한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의 조

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그 제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에 관하여 앞

서 본 바와 같이 피의사실의 공표·보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서 피의

사실의 공표·보도가 그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하고 피의사실의 공표·보도

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에 관하여서도 위와 같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구제의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향후에 수사기관이나 언론사의

피의사실의 공표·보도는 위와 같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루어지게 될 것

이며 피의사실의 공표·보도로 인한 피의자나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 문제

도 상당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할 것이다.

……………………………………

주요어 : 인격권, 표현의 자유, 피의사실, 공표, 침해, 구제

학 번 : 2008-2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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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설

제1절 연구목적

현대사회가 정보화사회로 접어들면서 개인에 대한 정보가 중요시되고 있

으며, 개인의 권리의식이 신장하면서 사람들은 각자의 인격권의 가치를

중시하고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제를 청구하는 경향이 생겨

나고 있다.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실현하는 점

에서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격권이 독자적인 권리로 부상

한 사회의 추세에도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1) 그러나 한편으로는 개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보장함으로 인해서 언론·출판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문제점이 있는데, 언론·출판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신장시키는 데

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그 문제점 또한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

인격권이 문제되는 경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는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언론을 통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공공에 보도되어 당사자가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언론이

피의사실을 보도함으로 인해서 피의자나 피해자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

우를 생각할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피의사실 내용2)을 공공에 공표·보도함으로 인해서 공공

의 인식으로는 이미 피의자나 피해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

고 가사 그 이후에 무죄판결 등으로 그러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이미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한 그 피의자나 피해

1) , “人格權 一般 : 言論 기타 表現行爲에 의한 人格權 侵害를 중심으로”, 民事判例硏究 . 

XXI 21卷 (1999. 7) 1999 博英社 1면 이하; 김재형, “人格權에 관한 判例의 動向” 民事法學 

27號 (2005. 3) 韓國司法行政學會, 1면 이하.

2) 강간죄나 살인죄와 같은 파렴치범의 피의사실이 공표된 이후에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를 가정

해본다면 피의자나 피해자의 인격권의 침해가 중대할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

는 언론사에서 피의자에 대한 재판 전에 피의자의 실명과 사진을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보도하

여 대중이 피의자의 실명과 얼굴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던 바, 이러한 보도경향이 확대될 경

우 피의자나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 문제는 계속하여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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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인격권 침

해의 예방 및 구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의사실의 공표·

보도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3) 이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민의 알 권리, 언론·출판의 자유와 피의자나 피해자의 인격권 사이의

충돌을 해결하는 것이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 그 해결방법

을 모색하고 그에 따라 인격권과 다른 권리의 조화를 이루는 것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2절 연구방향

본고에서는 먼저 실제적으로 피의사실의 공표·보도로 인하여 인격권 침

해가 발생하는 사례에 관하여 살펴보며 그것을 통하여서 피의사실의 공

표·보도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 정도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를 살펴보고

피의사실의 공표·보도의 제한 필요성에 관하여 검토해보기로 한다. 또한

피의사실의 공표·보도로 통해 발생하는 인격권과 다른 기본권의 충돌문제

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인격권과 충돌하는 기본권으로 어떠한 기본

권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기본권 사이에 충돌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관하여 종래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그리고 피의사실의 공표·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으로서 형사법적 구제수단과 민사법적 구제수단을 살펴보기로 한다. 형법

제126조에서는 피의사실공표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피의사실공표로 인하

여 피의자나 피해자의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 피의사실공표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해본다. 만약 피의사실공표죄를 적용할 수

있다면 피의사실의 공표를 제한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지만,

피의사실의 공표를 형사처벌하는 경우에 다른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에 관해 신중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피의사실

의 공표·보도는 피의자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데, 피의사실의 공표·보도로 피의자나 피해자의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

3) , “피의사실공표죄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언론정보학회 토론회, Vol. 2009 No.6, 34면 

이하.



- 3 -

형법 제307조 내지 제309조에서 규정하는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사법적 구제수단에 관하여 인격권 침해에 대

한 일반적인 구제수단으로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원상회복에 관하여 금지청구권의 인정 여부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또

한 피의사실의 공표·보도의 경우에 위와 같은 일반적인 구제수단이 구체

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고 피의사실의 공표·보

도의 경우에 특수한 구제수단으로서 명예회복청구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에 관하여도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피의사실의 공표·보도에 대한 손해

배상의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의 위법성 요건의 인정여부

가 문제될 수 있는데, 그에 관하여 종래 판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피의사

실의 공표·보도의 적법여부의 판단기준을 살펴본다. 그리고 피의사실의

공표·보도의 개선방법으로서 피의사실의 공표·보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

해보며 실제로 법무부 훈령으로 시행되고 있는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

보준칙」의 내용이 위와 같이 판례가 제시한 판단기준과 위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법무부는 수사기관인 검찰청

을 지휘하는 부처로서 수사주체가 법무부 훈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위 훈령의 내용이 위 판례의 판단기준과 위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면 향후에는 피의사실의 공표·보도로 인한 문제가 상당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연구방향에 따

라서 각각의 주제에 따라 장을 나누어서 각각의 주제들을 살펴보기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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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피의사실의 공표·보도에 의한 인격권 침해 사

례

피의사실이 신문이나 방송을 통하여 보도된 경우에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게 됨은 이미 서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데, 최근에는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언론매체에서 성범죄 피의자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는

사례4)가 나타나면서 피의자의 인격권에 대한 더욱 심각한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언론사에서 피의사실을 보도하면서 피의자와

관계없는 사람의 얼굴사진을 피의자의 얼굴사진인 것처럼 보도하고 그

후에 그 언론사에서 추후에 정정보도를 하는 사례5)도 있었는 바, 위와

같은 사례도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적극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사의

보도태도로 인해 나타난 부작용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피의사실에 관한

언론보도에 대하여 피의자의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를 인정한 하급심

법원의 판결6)도 있는데, 위 판결 역시 위와 같은 언론보도로 인해

발생하는 피의자의 인격권 침해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한 피해자의 인격권의 침해도 생각할 수

있는데, 특히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의 피해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피의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것이 피해자의 사적 명예감정 보호를

위해 더 낫다고 피해자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범죄의 경우에

일부 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취지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하여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성범죄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성범죄 피의사실이 공표되거나 보도되면

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3/12/2010031200170.html, 

http://news.cnbnews.com/category/read.html?bcode=115734, .

5)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9/01/2012090101044.html, 

h t t p : / / w w w . h a n i . c o . k r / a r t i / s o c i e t y / m e d i a / 5 4 9 7 4 5 . h t m l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902135938.

6) 서울지방법원 2000. 8. 23. 99가합30768, 이 판결에 관하여는 김재형, 언론과 인격권, 박영사, 

2012, 345면-347면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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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 그 성범죄가 친고죄이며 그 성범죄의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나 피해자의 의사와는 별도로 피의사실이 공표되거나

보도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발생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최근에는 피의사실이 보도되어 피의자의 실명 등 신상이 언론에

보도된 후에 피의사실의 내용을 연상시키는 가요가 발표되어 피해자의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사례도 발생한 바 있다.7)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학계에서도 위와 같은 언론의 태도를 옹호하는 입장과

비판하는 입장이 치열한 논쟁을 하고 있다.8)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 8. 10. A사건, B사건9)과 관련하여 경찰의 피의사실의 공표행위를

직권조사한 결과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자유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경찰청장 등에게 시정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권고했고 헌법 27조 5항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 126조

피의사실공표죄에 따라 수사기관은 공판청구 전 원칙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안 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표할 때라도 엄격히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A사건의 경우 인천경찰청이

공식적인 발표 전 수사내용을 수 차례 언론에 유포하고 인천시장에게

불리한 정황을 알리는 등 공표의 절차와 방법, 내용이 허용 한계를

벗어나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며, B 사건은 경찰청이

보도자료에서 자극적인 용어 등을 쓰고 피의자에게 불리한 촬영 동영상을

언론사에 제공한 행위 모두 허용 한계를 초과했다는 의견을 냈는데, 두

사건 모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피의사실을 공표할 필요성은 인정했다.

위와 같이 피의사실의 공표는 그 허용 여부와 허용 범위에 관하여 쟁점이

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회는 피의사실의 공표를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입장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서 2010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검사와

7) http://www.vop.co.kr/view.php?cid=A00000458266.

8)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524.

9) 사건명을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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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은 충분한 증거가 있고 공익상의 필요가 있으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때에는 성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회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서 2010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에

따라서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경우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충분한 증거가 있고 공익상의 필요가

있으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때에는 특정강력범죄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개정법의 태도는 피의사실의 공표를

적극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의자나 피해자의 인격권의 침해

위험을 더 커지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최근의 언론의 보도태도와 위와 같이 개정된 법조항에 의하여서

피의사실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신상공개까지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피의자나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의 정도가 더욱 커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의자나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의 필요성도

위와 같은 추세에 따라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의사실의 공표·보도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인 바,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서

형사적으로 피의사실의 공표·보도행위를 형사범죄로 처벌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국가배상, 원상회복, 명예회복청구를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특수한 구제수단으로서 명예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피의사실의 공표·보도로 인한 피의자나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만을 중시할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국민의 알

권리나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같은 다른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기본권의 충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바, 이러한 기본권의

충돌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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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인격권과 다른 기본권의 충돌 문제

인격권은 사법상의 권리임과 동시에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

다.10) 따라서 인격권은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할 것이나 서설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인격권은 언론·출판의 자유나 국민의 알 권리, 표현의 자

유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인격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기본권 조화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인격

권의 의의와 근거에 관해서 살펴보고 인격권과 충돌하게 되는 기본권에

대해 살펴보며 기본권 조화의 측면에서 위와 같은 기본권의 충돌을 어떻

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제1절 인격권과 다른 기본권의 충돌

Ⅰ. 인격권의 의의와 근거

인격권은 재산권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권리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을 누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11)이며, 구체적으로 보면

사람이 갖는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 초상, 성명, 음성, 대화

등에 관하여 갖는 권리를 포괄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12) 즉, 생명,

신체·정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고, 정신적 자유의

권리는 명예·신용·정조·성명·초상·학문이나 예술에 의한 창작·사생활 등

프라이버시 등의 보호를 포함한다13)고 할 수 있다. 한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피해구제법’이라 한다)에서는 인격권을

“생명 ⋅ 자유 ⋅ 신체 ⋅ 건강 ⋅ 명예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초상 ⋅ 성명 ⋅ 음성 ⋅ 대화 ⋅ 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10) , 헌법학원론, 개정판[2010년판], 법문사, 2011, 452면 이하.

11) 곽윤직·김재형, 민법총칙, 제8판, 박영사, 2012, 62면 이하

12) 김재형, “인격권에 관한 입법제안”, 민사법학 제57호(2011. 12), 46면 이하.

13) 곽윤직·김재형(註 11), 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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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등에 관한 권리”라고 정하고 있다(제5조 제1항).

한편, 헌법학계에서는 인격권을 권리주체와 분리될 수 없는 인격적 이익,

즉 생명·신체·건강·명예·정조·성명·초상·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고 보며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17조,

헌법 제37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 기본권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14)

Ⅱ. 인격권에 관한 입법례15)

1. 영국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하에서는 원고는 피고가 객관적으로 보아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발표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피고는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발언내용이 진실임을 입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진실여부가 애매할 경우도 있어 피고는 그만큼 무과실에 가까운 엄격한

책임을 부담했던 것으로 보인다.

2. 미국

미국에서는 인격권의 내용 중에서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권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가 발전하여 왔다.

미국도 보통법의 영향으로 1964년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판결 이전까지 명예보호를 중시하여 명예훼손을 엄격책임 불법행위로

다루었다.16) 즉 원고는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피고가 표현한 사실이 거짓임을 주장하면 되는 반면에 피고는

14) (註 10), 452면 이하.

15) 김재형, “언론의 사실보도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 서울대학교 법학 제39권 제1호 (1998), 192

면~195면, 김서기, “명예훼손에 관한 미국의 현실적 악의 법리 및 실질적 진실 법리 고찰”, 비

교사법 제16권 제4호 (통권 제47호), 202면~223면 참조.

16) 김서기(註 15), 2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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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실이 진실임을 입증해야만 했다. 또한 피고의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과 원고에게 입힌 손해는 추정되기 때문에, 원고는 실제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 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17)

그러나 민주정치의 발달과 함께 언론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점차

인식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인식의 결과 미연방대법원은 마침내 1964년,

앨라바마(Alabama)주의 수도 몽고메리(Montgomery)에서 있은

마틴루터킹(Martin Luter King)이 주도하는 비폭력시위에 가담한

흑인들에 대한 협박과 경찰의 가혹한 진압방법을 비난하는 전면광고를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사가 신문에 게재하자 경찰국장이 신문사와

광고주를 명예훼손으로 제소한,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사건18)에서 공직자의 공적 행위에 대한 보도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그 보도가 현실적 악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보통법에 대한 헌법적 규제를 통하여 언론의 자유를 획기적으로 보호하게

되었다. 이를“현실적 악의의 법리(actual malice rule)”이라고 하는데 이는

공인이 명예훼손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허위인지의 여부를 무분별하게 무시하고 이를 공표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법리이다. 위와 같이 미 연방대법원이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사건에서 현실적 악의 기준을 채택한 이후 미 연방대법원은

일련의 판결에서 원고의 권리와 피고의 권리 간의 비교형량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태도로 변경하였다. 위와

같은 태도에 따라 미연방대법원은 Masson v. New Yorker Magazine,Inc.

사건에서 미 연방대법원이 표현 내용의 진실 여부에 대한 헌법상

기준으로서 “실질적 진실 법리(substantial truth doctrine)”를 채택하였다.

실질적 진실 법리에 따르면, 합리적 수령자 즉 보통수준의 수령자를

기준으로 ⅰ) 해당 보도내용이 원고에 의해 주장되어지는 진실과 실제로

유사하고, ⅱ) 단지 사소한 차이들만큼만 그 주장되어지는 진실과

다르다면, 해당 보도내용은 실질적으로 진실이 되며, 해당 보도내용이

17) (註 15), 202면.

18)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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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되어지는 진실보다 더 많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면 해당

보도내용은 단지 사소한 차이들만큼만 진실과 다르게 된다고 하며19)

법원은 위와 같은 사소한 차이가 있는 경우까지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지는 않게 된다. 결국 보도내용이 진실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기준에 부합하게 되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를 한 언론기관은 그 당사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므로 실질적 진실 법리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의 비교형량이

이루어진 기준이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미국에서는 판례를 통하여서 현실적 악의 법리와 실절적 진실

법리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충돌하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명예훼손 사건을 해결해오고 있다.

3. 독일

독일에서는 성명권20), 초상권21)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권리들을 개별적 인격권이라 한다. 또한, 개인의 명예나 인격상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적 인격권에 관한 이론이 발전했다. 독일 민법 제정

당시에는 일반적 인격권은 불법행위법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는데, 독일 민법 제823조 제1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한 자는 그 타인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권리는 소유권 등

절대권을 가리킨다고 보았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독재를

경험하면서 인간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를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1949년에 제정된 독일기본법에서 인격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규정한

영향에 따라서 독일연방대법원은 일반적 인격권을 독일민법 제823조 제

2항의 ‘기타의 권리’로 승인하기에 이르렀다.22) 일반적 인격권은

19) (註 15), 218면.

20) 독일민법 제12조.

21) 독일 조형예술 및 사진 작품에 대한 저작권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저작권법’이라 한다) 제22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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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대법원의 1954년의 소위 독자편지판결23)을 통해서 처음으로

인정된 이래 개별적 인격권의 상위 포괄개념으로 여겨지고 있고 그

궁극적인 전체로서의 제도화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때그때 발견되는

개별적 인격권의 발원개념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24)

개인의 명예, 인격권, 사적 영역 등을 침해하는 것은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인데, 사적 영역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한 사람의 사생활을

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개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한다. 즉, 미국에서

프라이버시로 보호하고 있는 영역을 독일에서는 일반적 인격권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25) 특히 프라이버시는 사적 영역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독일에서 명문의 규정이 있는 초상권과

성명권은 통상 개별적 인격권으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독일의 사적 영역의

침해가 미국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동일한 것은 아니며 비교해보자면

프라이버시가 보호하는 영역이 사적 영역으로 보호하는 영역보다 더

넓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일본

일본에서는 1950년대 후반에 프라이버시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1964년 소위 ‘잔치의 흔적’ 사건26)에서 東京地載가

프라이버시권을 최초로 인정한 이래로 프라이버시에 관한 판결이

계속하여 나오고 있다.27)

22) BGHZ 13, 334( ‘독자의 편지’ 사건),; BGHZ 26, 349(소위 'Herrenreiter'사건).

23) BGHZ 13, 334, 338; BGHZ 24, 72, 77.

24) 이건웅, “언론에 의한 인격권의 침해와 구제”, 재판자료 제66집(1994), 법원도서관, 319

면~320면.

25) 김재형(註 6), 104면 

26) 東京地載, 昭和 39(1964) 9. 28(下民集 15권 9호 2317면; 判例時報 385호 12면).

27) 東京地判 昭和 62(1987). 11. 20(1258호 22면); 東京高判 平成 元年(1989). 9. 5(判例時報 

1323호 37면); 日最判 平成 6(1994) 2. 8(民集 48권 2호, 148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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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인격권과 충돌하는 기본권

1. 국민의 알 권리

가. 의의

헌법 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학계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민의 알 권리의 개념에 관하여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일반적 정보를 수집하고 또 처리할 수 있는

권리”28)라고 하거나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듣고, 보고, 읽을 자유와 권리”29)라고 하거나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의사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자유”30)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ﾠ1998. 10. 29.ﾠ선고ﾠ98헌마4 결정에서 “국민의

알 권리는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를 뜻하며 그 자유권적 성질의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수집·처리함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방해를 받지 아니한다(헌재 1991. 5. 13. 90헌마133, 판례집 3,

246 참조)고 할 것이므로, 개인은 일반적으로 접근가능한 정보원, 특히

신문, 방송 등 매스미디어로부터 방해받음이 없이 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나. 근거

국민의 알 권리의 근거에 관하여는 의사표현의 자유는 정보의 자유 내지

알 권리를 통해서 의사 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손에 쥘 때에만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여서 헌법 제21조가 근거가 된다는

견해31)가 있으며, 독일과는 달리 우리 헌법을 알 권리를 명문으로

28) (註 10), 500면.

29)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9, 365면.

30)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9, 516면.

31) 허영(註 30), 5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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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헌법 제10조가 근거가 된다고 보는 견해32)도

있으며, 알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현행 헌법의

경우에도 알 권리는 민주적인 국정참여를 위하여,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수집권을

의미하므로 헌법 제21조 제1항, 제1조, 제10조, 제34조 제1항 등을 근거로

국민의 알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는 견해33)가 있다. 헌법재판소 판례34)는

“알 권리의 생성기반을 살펴 볼 때 이 권리의 핵심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즉 국민의 정부에 대한 일반적

정보공개를 구할 권리라고 할 것이며, 또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천명하고 있는 헌법 전문과 제1조 및 제4조의 해석상 당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헌법 전문과 제1조

및 제4조의 해석상 인정하고 있다.

2.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가. 의의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으로서 사상 또는 의견을 언어·문자 등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표명하거나 전달하는 자유를 말한다. 헌법학계에서는 개개인의

인격발현과 민주시민으로서의 국정 참여, 민주적인 정치적·법적 질서의

형성과 유지를 위하여 언론·출판의 자유가 현대적 의의를 갖는다는

견해가 있다.35)

나. 근거36)

32) (註 29), 365면.

33) 권영성(註 10), 501면~502면.

34) 헌법재판소 1989. 9. 4. 88헌마22결정.

35) 권영성(註 10), 496면~497면.

36) 문재완, “표현의 자유와 사법권”, 헌법학연구 제14권 제4호(2008. 12) 35면~37면 참조.



- 14 -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헌법상 근거는 헌법 제21조인 바,

표현의 자유의 헌법상 정당성의 근거에 관하여 헌법학계에서는 사상의

자유시장(marketplace of ideas)이론과 국민의 자기지배(self-governance)이론,

시민의 자기만족(self-fulfillment)이론이 근거가 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37)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은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통하여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인데, 이 이론은 그 기원이 멀리 1644년 존

밀턴(John Milton)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그 후 1869년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의 자유론(On Liberty), 1919년 Abrams 사건에서

홈즈(Oliver Wendel Holmes, Jr.) 대법관의 소수견해 등으로 이어지며

미국 학계와 법원에서 가장 폭 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반면,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은, 동전의 양면처럼 자유시장이 작동하지

않는 특수한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이론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언제나 두텁게 보호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는 견해38)가 있다. 그 견해에서는 홈즈 대법관은 사상의

자유시장이론을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지만, 동시에

상황(context)이론을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하다고 한다. 이

견해에서는 극장에서 “불이야!”라고 거짓으로 외치는 경우처럼 표현은

상황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 상황이론인데, 홈즈 대법관은

표현을 처벌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초래하는 표현만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을 그 예로 들고 있다.

또한 국민의 자기지배 이론은 표현의 자유를 민주주의와 연계하여

생각하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권리라기보다 공동체의 권리가 된다. 즉, 표현 중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는

표현은 헌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표현은 보호할 이유가

없게 된다.

시민의 자기만족 이론은 표현의 자유를 개인적 가치로 보는 견해이다.

표현은 시민의 자기만족이고, 이로써 족하다고 본다. 즉, 표현은 “공공의

선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에게 주는 가치 때문에

37) , “표현의 자유와 사법권”, 헌법학연구 제14권 제4호(2008. 12) 35면~37면.

38) 문재완(註 36), 35면~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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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국민의 자기지배 이론처럼 표현의

가치를 민주주의와의 연계성에서 찾지 않는다. 자기만족 이론은 표현이

개인의 자기개발이나 자기만족에 도움을 주는 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39)

학설 중에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정당성 이론이 반드시 하나일

필요는 없고 하면서 여러 이론을 혼합하는 것도 정당성의 근거를 두텁게

쌓으면 그만큼 표현의 자유에 포섭되는 표현의 범위가 넓어지고,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쪽으로 결정된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음란물 등 첨예하게 견해가 대립되는

영역에서는 어느 정당성 이론에 기초하여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느냐에

따라 그 보호범위가 달라지게 된다. 이 견해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가장

두텁게 보호하는 방법은, 국가보안법 사안에 사상의 자유시장이론 및

명백하고 현존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명예훼손 사건에 국민의 자기지배

이론을 적용하고, 음란물 사건에 시민의 자기만족 이론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한다.40)

한편, 헌법재판소도 위와 같은 표현의 자유의 정당성의 근거를 설시한

바 있다. 즉,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ﾠ1998. 4.

30.ﾠ선고ﾠ95헌가16결정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는 민주체제에 있어서

불가결의 본질적 요소이다.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모든 민주사회의 기초이며,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한 열린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민주정치는 결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사회 내 여러 다양한

사상과 의견이 자유로운 교환과정을 통하여 여과없이 사회 구석 구석에

전달되고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그

꽃을 피울 수 있게 된다. 또한 언론·출판의 자유는 인간이 그 생활

속에서 지각하고 사고한 결과를 자유롭게 외부에 표출하고 타인과

소통함으로써 스스로 공동사회의 일원으로 포섭되는 동시에 자신의

인격을 발현하는 가장 유효하고도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아울러

39) (註 36), 35면 이하.

40) 문재완(註 36), 35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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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상은 억제되고 진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문화의 진보는 한때 공식적인 진리로

생각되었던 오류가 새로운 믿음에 의해 대체되고 새로운 진리에 자리를

양보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 진리를 추구할 권리는 우리 사회가

경화되지 않고 민주적으로 성장해가기 위한 원동력이며 불가결의

필요조건인 것이다. 요컨대, 헌법 제21조가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이같은 헌법적 가치들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시한 바 있다.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 세 가지 정당성의 근거를 모두 수용했다고 보는

평석이 있다.41)

생각건대, 사상의 자유시장이론, 국민의 자기지배이론, 시민의

자기만족이론은 모두 표현의 자유의 정당성의 근거로서 종합적으로

기능한다고 할 것이다. 즉, 표현의 자유는 각자가 자신의 사상을 자유롭게

논함으로써 대화를 통해 정의를 찾게 되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민주사회와 민주국가가 형성되며 각 개인은 그러한 표현을 통하여

자기계발을 이루고 스스로 표현을 통한 만족을 누리게 한다는 점에서 위

이론들은 모두 표현의 자유가 나타나는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구현되는 각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의 정당성의 근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만큼 표현의 자유가 민주사회와 민주국가의 형성에

있어서 중대한 필요성이 있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절 기본권의 충돌의 해결

Ⅰ. 학설

기본권의 충돌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헌법학계에서는

먼저 법익형량을 한 이후에 효력의 우열이 정하여지지 않으면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서 충돌하는 기본권에 비례적으로 공평하게 제약을 가하는

41) ,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 외법논집 제31집 (2008. 8) 314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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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한 제한의 원칙에 따라 모든 기본권을 제한하고 공평한 제한까지도

수용하게 어려울 경우에는 기본권 모두의 효력을 유지하는 대안 내지

절충안을 찾으며, 이러한 헌법원칙들로써 기본권충돌의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에는 입법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42)

Ⅱ. 판례

판례는 혐원권과 흡연권 사이의 충돌이 문제된 사건43)에서는 “위와 같이

흡연자들의 흡연권이 인정되듯이, 비흡연자들에게도 흡연을 하지 아니할

권리 내지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인정된다(이하 이를

'혐연권'이라고 한다) 혐연권은 흡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17조, 헌법

제10조에서 그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나아가 흡연이 흡연자는

물론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비흡연자들의 건강과 생명도 위협한다는

면에서 혐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과 생명권에 기하여서도

인정된다. 흡연자가 비흡연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의 흡연행위는 필연적으로

흡연자의 기본권과 비흡연자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상황이 초래된다.

그런데 흡연권은 위와 같이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결국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는 근거에서 혐연권과 흡연권 사이의 충돌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또한 판례는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충돌이 문제된 사건44)에서

42) (註 10), 341면~344면.

43)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마457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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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유지시켜 나가는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익사항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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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기본권 사이의 이익형량을 통하여 기본권의 충돌을

해결하였다.

한편, 판례는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이 문제된 사건에서 “이 법

제16조에 정한 정정보도청구권이 정기간행물에 대하여 보도내용의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정정보도문을 무료로 게재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이는 현실적으로 정기간행물의 편집 내지

편서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됨은 물론 간접적으로 보도기관의

보도활동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경영을 압박함으로써 보도의 자유에 대한

장애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반론권은 보도기관이

사실에 대한 보도과정에서 타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사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직접적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요청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인 것이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소극적 필요에서 마련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도기관이 누리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약의 문제는 결국

피해자의 반론권과 서로 충돌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두 기본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고, 결국은

이 법에 규정한 정정보도청구제도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그 목적이

정당한 것인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수단 또한 언론의

44)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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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인격권과의 사이에 적정한 비례를 유지하는

것인가의 여부가 문제된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여 규범조화적 해석으로

기본권 사이의 충돌을 해결하고 있다.

결국 판례는 기본권의 충돌을 해결함에 있어서 충돌하는 기본권 사이의

양립이 가능하면 규범조화적 해석을 통하여 해결하며, 충돌하는 기본권

사이의 양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체적 이익형량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Ⅲ. 검토

인격권과 다른 기본권의 충돌의 경우에도 충돌하는 기본권인 피의자의

인격권과 국민의 알 권리,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중 어느 한

기본권이 우월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평한 제한을 하거나 기본권

모두의 효력을 유지하는 절충안을 찾는 해결책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즉,

어느 한 기본권을 우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양자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화롭게 권리를 실현시켜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의사실의 공표·보도에 관하여 위 기본권들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피의사실의 공표·보도를 제한하면서도 일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 기본권들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피의사실의 공표·보도를

허용하는 것이 위 기본권들의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제3절 검토

피의사실의 공표·보도에 관하여서는 피의자나 피해자의 인격권과 국민의

알권리,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서로 충돌된다고 할 것이다. 그

중에서 국민의 피의사실에 대한 알 권리는 언론의 보도를 통해

충족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피의사실의 공표·보도에 관하여서

피의자나 피해자의 인격권과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충돌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다. 기본권 사이의 충돌에 관하여서 판례는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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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이익형량을 통하여 기본권의 조화를 이루는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위 기본권들 상호간에 우열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판례가

제시하는 것과 같이 기본권 사이의 이익형량을 통하여 기본권의 조화를

이루는 해결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피의사실의

공표·보도로 인한 피의자나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살펴보며 각각의 구제수단에 있어서 기본권 충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사전적으로 피의사실의 공표·보도로

인하여 피의자나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의사실의

공표·보도의 개선방안으로서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인격권

침해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는데,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있어서도 기본권 사이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21 -

제4장피의사실의공표·보도로인한인격권침해에대한형

사적구제

제1절 피의사실공표죄

Ⅰ. 의의

형법 제126조에서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피의사실공표죄를 규정하고 있다.

본 죄는 경찰·검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형법학계에서는 본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범죄수사권과 피의자의 인권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며,45) 추상적 위험범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46)

Ⅱ. 입법례

비교법적으로 현행 형법 제126조와 같은 조항을 두어 수사기관의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의 공표행위를 범죄구성요건화 함으로써 이를

형사처벌하는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일본, 프랑스, 미국 등의 입법례는 모두 피의사실공표죄와 같은

형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다만 영국의 경우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형사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표하는 일체의 행위를 법정모독죄로

처벌받도록 되어 있고47) 독일형법의 경우 제353조 제3항에서 형사소송에

45) , 형법각론, 제8판, 박영사, 2012, 708면.

46) 김일수, 형법각론, 제10판, 박영사, 2004, 686면; 임웅, 형법각론, 개정판, 법문사, 2003, 763

면. 반면, 구체적 위험범으로 보는 견해는 배종대, 형법각론, 제5판, 홍문사, 2004, 734면.

47) 신정훈, "피의사실공표죄의 형법적 한계" . 比較刑事法硏究 8券 2號 (2006. 12) 2006 韓國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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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된 소장이나 기타 공문서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그것이

공개심리에서 논의되기 전이나 혹은 그 심리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표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이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우리 형법 제126조와 가장 가까운 예를 보여 주고 있다.48)

Ⅲ. 피의사실공표죄의 적용여부

1. 문제점

헌법 제27조 제4항에서는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여 무죄추정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126조에서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하여 피의사실공표죄를 규정해서

피의사실공표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에서는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서 수사기관의 비밀엄수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검찰이나 경찰에서 피의자의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위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범죄행위이며 이에

대하여는 기본권의 충돌 여부에 대하여 논의할 실익 없이 위 규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피의사실의 공표행위를 모두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하게 된다면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여지가 있으므로 피의사실공표죄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169면 이하 참조.

48) 김운용, "피의사실공표죄의 법적 문제", 언론중재, 1982년 (가을호), 8면 이하.



- 23 -

2. 입법 취지49)

형법제정 당시 제126조에 관하여 언론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그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즉 본 규정은 언론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있으며 범죄은폐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반면에 범죄보도로

인하여 범죄수사에 국민의 협조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수사상 필요한

때에는 경우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입법화할

필요가 없다는 반대의견이 있었다.50)

그러나 입법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본 규정의 입법취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여 단순한 범죄피의자가 범죄보도로 받게 될지도 모르는

모든 불이익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공표에 기한

범죄보도는 수사기관이라는 권위에 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 폐해가 더욱

크고51) 수사기관이 일단 피의사실을 발표하면 수사기관 스스로 이에

기속되어 그것을 번복하기 어렵고 그 피의자를 입건하지 않을 수없는

폐단이 생기며52)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인에 대하여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이것을 보도케 함으로써 그 인권을

유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53)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3. 현황

2011. 9. 27.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피의사실공표죄 접수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피의사실의 공표 관련 고발·고소는 서울중앙지검에 105건이

접수된 것을 포함해 전국 지방검찰청에 총 208건이 접수됐으나 같은 기간

기소된 사건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54)

49) (註 47), 169면 이하 참조.

50) 형사법령제정자료집(1), 변진감의원 발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44면 이하.

51) 형사법령제정자료집(1)(註 50), 엄상섭의원 발언, 353면.

52) 형사법령제정자료집(1)(註 50), 윤길중의원 발언, 345면.

53) 형사법령제정자료집(1)(註 50), 조주영의원 발언, 346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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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무부가 2009. 6. 2.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피의사실공표죄 사건

처리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9. 4월까지 피의사실공표죄로 접수된

116건 가운데 기소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불기소 처분 73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혐의 없음'이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각하가

28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는 `언론

범죄보도의 쟁점과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피의사실공표죄는 대법원

판례가 전혀 없을 정도로 규범력을 상실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55)

4. 판례

피의사실공표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전술한

현황에서 보듯이 검찰에서 피의사실공표죄로 기소하는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5. 학설

헌법학계에서는 피의사실공표죄는 국민의 알권리나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 범죄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범죄확산방지나 범죄의 사회적 원인에

대한 분석과 범죄대책마련과 같은 공익의 요청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언뜻 사회적 실효성이나 도덕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의사실공표죄를 통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피의자의

인격권이라는 기본권의 관점에서 헌법적 정당성을 갖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56) 이 견해에서는 피의사실공표죄는 본질적으로 피의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며, 이 범죄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국가배상청구제도와 결합되어 피의자의 인격권을

국가로부터 보호하는 법과 제도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54) http://news.etomato.com/Home/ReadNews.aspx?no=188684.

55)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 

0002694453.

56) , “피의사실공표죄의 헌법적 정당화”, 고려법학, Vol.47 [2006], 2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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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공표죄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피의자의 인격권은 알권리 및

보도의 자유, 헌법적 법익 또는 공익의 요청과 충돌하게 되는데 피의자의

인격권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 기본권이므로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 할 수 있는 근거, 즉 다른 사람의 기본권이나

헌법적 법익 또는 공익의 요청이 있을 때 피의사실의 공표는 허용되고

범죄가 되지 않는데 이러한 법리는 형법도그마틱에서 위법성 조각사유로

설명된다고 하고 있다.57), 다만 이 견해에서는 피의자의 인격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불가피하게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공익적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유죄라는 추정 또는 심지어 확신을 주는 내용의 표현이나

표현방식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58) 따라서 개별적

인격권에 근거한 피의사실공표죄의 논증은 피의사실공표가 예외없이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인격권과 충돌하는 법익이 존재할 때,

그 법익과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영역의 경계를 넘는 지점에서만

범죄가 될 수 있으며, 피의사실공표가 금지되는 영역과 허용되는 영역의

경계는 ‘이미 확정된 것’이 아니라 금지를 정당화하는 근거인 개별적

인격권과 허용을 정당화하는 근거인 알권리 및 보도의 자유를 형량한

결과에 따라 ‘비로소 확정될 수 있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59)

6. 검토

피의사실공표죄는 형법 제126조에서 그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이지만 수사기관의 피의사실의 공표에 대해서 모두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하면 국민의 알권리, 언론기관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크며

57) (註 56), 12면 이하.

58) 이준일(註 56), 12면 이하; 판례도 피의사실의 공표의 적법성 판단에 관하여 무죄추정의 원칙

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판결,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0다68474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9692 판결).

59) 이준일(註 56), 23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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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방지와 같은 공익에 반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의사실공표와 유사한 행태의 범죄인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310조에서 진실성과 공익성을 갖춘 경우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형법 제126조에서는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검사가 피의사실공표죄로

기소하게 되면 법원으로서는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을 처벌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할 것이며 이것은

국민의 알권리, 언론기관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공익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서 기본권 조화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의사실의 공표에 대하여 피의사실공표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의사실의

공표·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구제수단으로서 피의사실공표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타당한 구제수단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7. 입법론

형법 제126조의 개정에 관한 문제는 이미 1980년대에

형법개정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적이 있다. 그 당시 제126조에 제310조와

같은 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를 명문화하는 것이 문제되었는데,

형법개정시안 기초소위원회는 1992년에 형법개정안 제368조에 공익을

위한 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오로지 공익을 위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단서규정을 삽입하여 알권리 및 언론의 자유와의 조화를

꾀한 바가 있다.60)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본권 조화의 측면에서 형법

제126조에 관하여도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형법

제310조와 같은 규정을 신설하여 개정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학설 중에는 입법론적으로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공표를 허용하되, 관련자의 신원사항은 비공개로 하도록 법정하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다만 공개수사의 경우에는 ‘공개수배 및

60) , 형법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 형사법개정자료ⅩⅣ, 법무부, 1992, 2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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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의 법률’을 제정하여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며61), 입법론적으로 공개수배시 독일

형사소송법 제131조에 규정된 수배장(Steckbrief)과 같은 영장에 의할

것을 요구하는 견해도 있다.62)

생각건대, 피의사실공표죄는 국민의 알권리 및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에서 위헌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문제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정 당시에도 이미 제기가 되었던

것이었다. 또한 피의사실공표죄는 헌법 제27조 제4항에서 구현하려고

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비록 무죄추정

원칙은 형사피고인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나 피의자는 사건이 기소되면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며, 피고인이 이미 피의자의 신분이었을

때에 범죄사실이 공표되고 언론에 보도됨으로 인하여 그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 관여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진범인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면 이미 무죄추정원칙이

구현하려고 하는 가치는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법론상 향후에 형법을 개정하게 된다면 형법 제310조와 같은 위법성

조각사유를 신설하거나 피의사실공표죄의 조항인 형법 제126조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제2절 명예훼손죄

Ⅰ. 의의

형법 제307조 제1항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61) , “매스컴을 이용한 피의자 공개수배의 형사소송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안암법학(통권 

제11호), 2000, 199면 이하.

62) 이상돈, “형사절차와 정보보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112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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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308조에서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사자의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09조 제1항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310조에서는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명예훼손죄는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데, 형법학계에서는 명예의

의미에 관하여 외적 명예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서 외적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와 그의 도덕적·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63)

Ⅱ. 명예훼손죄의 적용여부

피의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피의자나 피해자의 외적 명예를 침해하는 것이고 피의자나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 내지 가치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사실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의사실의 공표·보도는 피의자나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피의사실의 공표·보도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여 공표자를 처벌할 것인지는 피의사실의

공표·보도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는 별도의

문제로서 이에 관하여 형사적 처벌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63) (註 45), 182면~183면; 배종대(註 46), 243면; 박상기, 형법각론, 제5판, 박영사, 2004, 

1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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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기본권의 충돌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피의사실의

공표·보도행위를 명예훼손죄로 모두 처벌하게 될 경우에는 언론·출판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도

앞서 피의사실의 공표·보도에 관하여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기본권 조화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의

정도가 심각하여 형사상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여 기소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처벌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10조와 같은 위법성 조각사유의 적용을 통하여 기본권의 조화를

이루는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Ⅲ. 죄수문제

피의사실의 공표행위에 대하여 피의사실공표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그러나 만약, 피의사실의

공표행위에 대하여 피의사실공표죄와 명예훼손죄를 실제로 적용하게

된다면 피의사실공표죄와 명예훼손죄의 죄수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관하여는 피의사실공표죄로 기소된 사례가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피의사실공표죄와 명예훼손죄의 죄수 관계에 대한 판례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학설은 피의사실의 공표의 결과 피의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동시에 발생되는 것이므로 형법상 위 두 가지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다. 그 근거로는 피의사실의 공표의 주된

보호법익이 피의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억제하는데 있다고 봄이 타당하기

때문이라고 한다.64)

제3절 검토

64) , “피의사실 공표와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判例硏究 17輯 上 (2003. 8) 서울

地方辯護士會, 128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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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의 공표·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구제는 전술한 바와 같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인격권과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이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 바, 피의사실의 공표행위를

형사범죄로 처벌하게 되면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는 점에서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하여는 위 형법개정안과 같이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형법 제310조와 유사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위헌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명예훼손죄에 관하여도 피의사실공표나

보도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공표자나 보도자를

형사처벌하게 되고 전과자로 만드는 결과가 되어 지나치게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의사실의 공표·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구제는 민사적

구제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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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피의사실의공표·보도로인한인격권침해에대한민

사적구제

제1절 인격권 침해에 대한 일반적인 구제수단

인격권 침해에 대한 일반적인 구제수단으로서 손해배상 및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으며, 그 외에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

이하에서는 각 방법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65)

Ⅰ. 손해배상 및 국가배상

1. 민법 제750조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검토

인격권 침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인격권을

침해당한 사람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사실을 보도한 언론매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요건으로서 ①피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의 존재,

②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 ③피해자의 손해, ④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⑤행위의 위법성을 들고 있다.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공표·보도라는 불법행위가 존재하며, 피의사실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사실이라는 점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의사실의 공표·보도자는 피의사실의 공표·보도로 인하여

당사자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의사실의 공표·보도로 인해 인격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함은 쉽게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하여 피의사실을 보도한 언론매체의 발행부수나 시청률, 언론

매체의 사회적 영향력66) 등에 따라서 피의사실이 대중에 알려지는

65) (註 6), 376면~274면 참조.

66) 예를 들어 공중파 방송과 케이블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을 서로 달리 볼 수 있을 것이다.



- 32 -

범위가 달라진다고 할 것이므로 언론사의 피의자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기준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피의사실의 공표·보도행위와 위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피의사실의 공표·보도행위의 위법성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기본권 충돌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쟁점이 될 수가 있다. 이에 관하여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의 비교형량에 따라 판단될 것이며, 미국에서의

현실적 악의의 법리와 실질적 진실의 법리도 비교형량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의사실의 공표·보도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인정여부를 판단한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어떠한 경우에 피의사실의 공표·보도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피의사실의 공표는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피의자나 피해자는 수사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피의사실의 공표를 한 것에 관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국가배상의 요건으로

①공무원67)이 한 행위일 것, ②직무집행성 ③공무원의 고의 나 과실,

④위법성, ⑤타인의 손해, ⑥그 타인이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67)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과 같이 ‘공무원’과 ‘공무수탁사인’을 포괄하는 개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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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해당하여서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피의사실의 공표의 경우에 피의자나 피해자는 수사업무의 종사하는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로 수사직무집행 상 피의사실의 공표를 하여

피의자나 피해자의 인격권이 침해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위법성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의사실의 공표 및 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판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서 위법성 요건의 인정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검토

언론피해구제법은 제1조에서 그 목적에 관하여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언론피해구제법 제4조 제2항은 “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5조는

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에 관하여 제1항에서는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등"이라 한다)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私的)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언론등은

그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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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로서 “1.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와 “2. 언론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따라서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의 경우에는 위 규정이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판단함에 있어서 실정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68) 또한 언론피해구제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언론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언론피해의 경우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의미로서 민법 제750조에

규정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은 취지의 것으로서 양자는

같은 소송물이라고 할 수 있다.69) 따라서 결국에는 불법행위의 위법성

요건의 인정 여부가 손해배상청구나 국가배상청구의 인용 여부를

판단하는 주된 쟁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Ⅱ. 원상회복

1. 의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민법 제764조에서 금전에 의한

배상 외에 원상회복에 의한 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즉, 민법 제764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피해자는 다른 불법행위와는 달리 금전 배상 외에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구제방법을 다른 불법행위와 달리 규정한 이유에 관하여 학계에서는

명예훼손과 같은 불법행위의 경우에 있어서는 금전배상만으로는 피해자가

68) (註 6), 240면.

69) 김재형(註 6), 2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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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충분히 전보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재산적

손해를 배상시킨다고 하여도 구체적으로 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은 반면,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적당한 처분에 의하여 금전배상을

대신케 하거나 보완케 하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효과적이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70)이라고 보거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는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하는 것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비록 금전배상을 하여도

훼손된 명예나 신용은 회복되기 어려운 반면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적당한

처분으로써 금전배상에 대신하는 것이 가능하고 효과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71)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견해가 있다.

2. 입법례

비교법적으로 보면 독일민법 제249조 제1항은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배상의무를 초래한 사정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상태를

회복시킬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여 원상회복의 근거가 되고 있으며,

프랑스민법 제1142조는 “모든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의 불이행은

손해배상으로 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프랑스 판례72)는 해석상

원상회복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영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전배상을

인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유지명령(injunction)이 원상회복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는 학설이 있다.73)

3. 사죄광고

종래 민법 제764조에 의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사죄광고가 주로

활용되었다. 사죄광고는 통상 신문·잡지 등에 게재장소나 활자크기 등을

70) [ⅩⅨ]-채권(12) (편찬대표 곽윤직, 김황식 집필부분), 박영사, 2005, 332면 이하.

71) 윤진수, “손해배상의 방법으로서의 원상회복”, 민법논고3, 박영사, 2008, 83면; 윤진수, “손해

배상의 방법으로서의 원상회복”, 비교사법 제10권 제1호 통권20호, 95면 이하 참조.

72) 예를 들어 Cass. comm. 5. decembre 1989, n° de pourvoi 87-15309, Bull. civ. 1989 Ⅳ 

N° 307 (가해행위의 사실을 확인하는 판결을 공표).

73) 윤진수(註 71), 70면~8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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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하여 명예훼손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를 사죄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취지의 내용의 문안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행해졌다. 사죄의

방법은 가해자가 한 진술이 허위의 사실의 진술등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을 자인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진술부분과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사죄하는 취지의 「의사확인」진술부분의

양자를 포함하는 것이었다.74)

그런데 사죄광고에 대하여는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며,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ﾠ1991.4.1.ﾠ선고ﾠ89헌마160
결정에서 사죄광고에 대해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시를 함으로써

민법 제764조의 수단으로서 사죄광고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즉,

헌법재판소는 89헌마160결정75)에서 “민법 제764조가 사죄광고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그에 의한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그 선택된 수단이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 또한 과잉하여 비례의 원칙이 정한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없는

것으로서 헌법 제19조에 위반되는 동시에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의

침해에 이르게 된다. 민법 제764조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은 의미는, 동조

소정의 처분에 사죄광고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동조와 같이 불확정개념으로 되어 있거나

다의적인 해석가능성이 있는 조문에 대하여 한정축소해석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한 합의적 의미를 천명한 것이며, 그 의미를 넘어선 확대는

바로 헌법에 위반되어 채택할 수 없다는 뜻이다.”고 판시함으로써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결국 사죄광고는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학설 중에는 사죄광고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때문에 허용되지

않지만 법원은 위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취소광고를 명할

74) , “민법 제764조에 관한 연구”, 언론중재 제13권 2호 (40호) (1993), 7면 이하.

75) 원문에는 한문이 병기되어 있으나, 본고에서는 한문을 생략하더라도 판례를 이해하는 데에 무

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한문을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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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서는 사죄광고가 위헌으로 결정된

것은 사죄하기 싫은 가해자에게 사죄를 강요한 것이 양심의 자유에

반하기 때문인 것으로서 사죄부분을 제외하면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요소가 소멸하게 된다고 한다. 또한 이 견해에서는 원래 사죄광고는

가해자가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침해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취지의 사실에 관한 진술 부분과 이러한 허위사실의 보도를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취지로 행하는 사죄의 의사표시를 진술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취소광고는 이 두 부분 중 사죄의 의사표시

부분을 제외한 것으로서 가해자가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사죄의 의사표시를 포함하지 않는 것인 바, 이것은 가해자가

스스로 본인의 행위를 취소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대한 회복으로

효과있는 조치인 동시에, 사죄의 의사표시가 강요당하지 않기 때문에

위헌의 문제가 극복된다고 한다.76)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취소광고가

대체집행에 의해서 집행될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함에도 본인의

이름으로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사죄광고와 마찬가지로

양심의 자유 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 비판적 견해가 있다.77)

4. 정정보도

정정보도는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킨 보도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었음을 알리고, 그 부분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를 그 보도를 했던 보도매체 또는 다른 언론매체를 통하여

일반에 알리도록 하는 것이다. 정정보도문의 내용은 이전보도에 잘못된

점이 무엇이며, 이를 바로잡는 내용과 아울러 명예훼손에 따른 판결이

있었다는 취지로 구성되며 정정보도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예훼손보도를 한 보도매체를 통해 게재하거나 방송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목, 본문의 활자체와 활자의 크기, 게재할 면과 위치, 방송할

76) , “명예훼손과 원상회복”, 비교사법 제10권 제3호 (통권 22호), 27면~28면.

77) 한위수, “명예훼손과 민사상의 제문제”, 사법논집 24집, 법원행정처 (1993), 4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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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와 위치도 특정해주어야 하는데, 반드시 원래의 보도위치나 게재면

등에 구속받을 필요는 없으나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나 게재위치, 방송시간대 등보다 더 무겁게 명할

수는 없으며,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명할 때에는 그 시기를 명해야 하는데

실무례는 대체로 ‘이 판결이 확정된 후’에 게재하도록 명하고 있다고 하고

설사 판결확정 이전에 정정보도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이러한

판결은 성질상 가집행될 수 없는 것이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다고

한다.78) 정정보도에 관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79)에서

78) (註 68), 336면 이하.

79)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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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

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①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적고,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의 내용 

및 정정을 청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

넷뉴스서비스의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계속 보도 중이거나 매개 

중인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정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언론사등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

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방송이나 인터넷신문, 인터넷

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보도과정에서 성립한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등이 그러

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한다.

   ③ 언론사등이 제1항의 청구를 수용할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언론보도등 내용의 정정

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 이미 편집 및 제작이 완료

되어 부득이할 때에는 다음 발행 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등은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

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2.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3.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경우

    4. 정정보도의 청구가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

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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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피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5. 반론보도

반론보도청구권은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에 의해서 비판. 비난. 공격을

받은 자가, 원문기사와 동일한 장소, 동일한 활자, 동일한 면적을

원칙으로 해서, 공격에 대한 자기의 반박을 무료로 게재해 줄 것을

명예훼손보도를 한 보도매체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키는

것이다.80)

종래에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방송법 제41조

제1항, 종합유선방송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기간행물, 방송,

종합유선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방송국, 종합유선방송국에 반론보도문의 게재,

반론보도의 방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인정하였다. 원래 반론보도청구권은 1980년말 언론기본법의 제정에

의하여 독일의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출판법상의 반론보도청구권

규정(동법 제11조)을 모델로 창설된 제도로서 당시 언론기본법

제49조에서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명칭아래 규정되었으며, 언론기본법이

1987. 11.28. 폐지되어 언론기본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명칭 및

골격이 유지된 채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 법률과 방송법에 분리

   ⑤ 하는 정정보도에는 원래의 보도 내용을 정정하는 사실적 진술, 그 진술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과 이를 충분히 전달하는 데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하되, 위법한 

내용은 제외한다.

   ⑥ 언론사등이 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이루

어진 같은 채널, 지면(紙面) 또는 장소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

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은 제외한다)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

여야 한다.

   ⑦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공표된 방송보도(재

송신은 제외한다) 및 방송프로그램,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

을 공표 후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⑧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보도의 원본이나 사본 및 그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6개월간 보관

하여야 한다.

80) 양삼승(註 72), 12면~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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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되었다가 1991. 12. 31. 종합유선방송법이 제정되면서 제45조에서

종합유선방송에 대하여도 동일한 취지의 정정보도청구권이 인정되었는데,

종전의 학설 및 판례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정정보도청구권의 성격을

독일법제의 반론권으로 이해하여 왔으며, 대법원은 정정보도청구권의

성격에 관하여 이는 "언론사에 대하여 정기간행물이나 방송보도 내용을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 보도 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 내용을 보도하여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라고 판시하였으며,81) 헌법재판소도 동일한 견해를 표시하고

있었다.82) 이에 따라 1995. 12. 31.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명칭이 반론보도청구권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다.83)

현재는 반론보도에 관하여 언론피해구제법에서 언론피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84)

언론피해구제법에서는 “반론보도”를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제2조

제17호),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으며,(제16조

제1항) 반론보도청구에는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한다는 점에서(제16조 제2항)

정정보도청구권과는 차이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행사방법 등에

관하여는 언론피해구제법은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권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제16조 제3항) 반론보도청구권과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행사방법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85)

81)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82) 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결정.

83) 이건웅, “언론에 의한 법익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재판자료 제77집 (1997), 법원도서관, 189

면~190면.

84)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반론보도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이 법의 규

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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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후보도

추후보도청구권은 피의사실의 공표·보도와 같이 언론 등에 의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가 된 사람이 그

보도 이후에 무죄판결이 선고되거나 이와 동등한 형태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 언론사 등을 상대로 위와 같은 추후사실의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피의사실이 공표된 경우에 피의자는 일반인들에게 범인으로

낙인이 찍힌다고 할 것이며, 실제로 그 후에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그 피의자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일반인들이 그 피의자를 그 사건의 범인으로 보는 인식은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추후사실을 언론사에서 보도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인의 위와 같은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 인정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추후보도에 관하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언론피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86)

7. 금지청구권

가. 의의

금지청구권은 언론보도 등으로 인격권이 침해되기 전에 사전적으로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보도의 금지를 청구하는 권리로서 사전적

85) (註 6), 263면

86)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① 언론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

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

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에는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

야 한다.

   ③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에 관

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추후보도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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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민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학계에서는 인격권 침해의 구제수단으로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87)가

있다. 대법원은 대법원ﾠ1996. 4. 12.ﾠ선고ﾠ93다40614,40621ﾠ판결에서
비방광고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전 구제수단으로서 광고중지

청구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함으로써 금지청구권을 인용한 바 있다.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원심이, 인격권은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 등)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도 인정된다고 전제한 다음, 우리 나라 우유업계 전체가

이른바 '광고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 경위와 그 동안의 피고의

광고행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를 비방하는 광고를 재현할 위험은

아직도 존재하므로 원고는 피고가 자행할 위법한 광고로부터 그

명예·신용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그러한 광고의 중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옳”다고 판시함으로써 피고의 광고 중지를

청구하는 원고의 금지청구권을 인용하였다.

생각건대, 대법원이 위 판결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인격권이 침해된

이후에는 그에 대해 금전배상이나 원상회복으로서의 구제수단으로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실효적 손해전보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금지청구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앞서 인격권과 다른 기본권의 충돌에 관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금지청구권을 넓게 인정할 경우에는 그에 대비하여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지청구권을 인용함에 있어서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의 비교형량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사전검열 해당여부

87) , “言論에 의한 人格權 侵害에 대한 救濟手段 . 언론자유냐 사전예방이냐”, 제4회 철우언

론법상 시상식 및 기념세미나 2006 한국언론법학회, 73면~74면 ; 양창수, “정보화사회와 프라

이버시의 보호”, 민법연구 제1권 (1991), 525면; 한위수, “명예의 훼손과 민사상의 제문제”, 사

법논집 제24집 (1993), 449면~4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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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청구권에 대하여는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사전검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2000헌바36결정에서

“"검열"은, 개인이 사상이나 의견 등을 발표하기 이전에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예방적 조치로서 미리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하는 것으로서, 검열 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고 하면서 “방영금지가처분은 비록 제작 또는 방영되기 이전, 즉

사전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금지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행정권에 의한

사전심사나 금지처분이 아니라 개별 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하여 사법부가

사법절차에 의하여 심리, 결정하는 것이므로,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법원을 통하여 방송금지가처분과 같은 금지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행정권에 의한 사전심사나 금지처분이 아니라 개별 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하여 사법부가 사법절차에 의하여 심리, 결정하는 것이므로 검열에

해당하지 않아서 헌법상 검열금지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법적 근거

대법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40621판결에서 “인격권은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 등)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도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으며, 대법원 2005. 1. 17.자

2003마1477결정에서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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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고 판시하였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기초해 보면 금지청구권은 민법상

명문의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에서 본 인격권의 헌법적

근거에 따라서 인격권의 구제수단으로서 그 법적 근거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라. 요건

대법원은 대법원 2005. 1. 17.자 2003마1477결정에서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출판물에 대한 발행·판매 등의 금지는 위와 같은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에 해당하고, 그 대상이 종교단체에 관한

평가나 비판 등의 표현행위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다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표현행위는 그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에

우월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고, 또 그에 대한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이러한 실체적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라서 금지청구권의 행사요건을

살펴보면 인격권을 침해하는 표현행위에 대해서 ①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②(그 표현내용이 진실이더라도) 그 표현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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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표현행위로 인격권의 침해를 당한 피해자가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마. 효과

금지청구권의 효과로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방영금지가처분

등의 사전적 구제수단을 인용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격권이 침해된 후에는 인격권 침해를 실효적으로 전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인격권 침해 전에 금지청구권을 인정하여 인격권 침해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제2절 피의사실공표의 경우 구제수단

피의사실의 공표·보도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수단에

관하여는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에서 전술한 손해배상,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금지청구권이 논의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또한

피의사실의 공표에 의한 인격권 침해의 경우에 피의자가 수사기관을

상대로 명예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Ⅰ. 손해배상 및 국가배상

1. 문제점

피의사실의 공표·보도는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 손해의 보전을 위하여 피의자가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이나 언론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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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피의사실의 공표·보도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할 경우

국민의 알권리, 언론기관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피의사실의 공표·보도의 허용범위가 문제된다고 할 수 있으며 그

허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전술한 바와 같이 피의사실의 공표·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불법행위의 위법성 인정 여부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판례가 손해배상을 인정한 실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피의사실의 공표·보도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요건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피의자나 피해자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위법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판례가 손해배상을

인정한 실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이 인정되는 요건도 함께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판례의 입장

가.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1)사실관계

원고1은 1990. 무렵 그 남편인 소외인1과 이혼소송을 하고 있었고,

원고2(소송 계속중 사망하여 소송수계가 되었으나 편의상 원고2로

표시함)는 원고1의 오빠의 친구이었다.

소외인1의 친구인 소외인2가 1990. 5. 24.경 서초경찰서에 "원고1 등에게

집단으로 감금 폭행당하였다."는 신고를 하고, 같은 달 29.자로 "원고1은

내연의 관계에 있는 성명불상의 50대 남자 및 수명의 폭력배와 함께

이혼재판이 끝나기 전에 소외인1을 청부살해하여 남편인 소외인1의

재산을 고스란히 상속받거나 또는 그를 공갈 협박하여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기로 모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자신에게 위 범행을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같은 해 6. 27.경에는 소외인1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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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소외인2가 감금 폭행을 당하였다고 지적한 현장에

원고1 외에 원고2와 소외인3이 같이 있었던 것을 밝혀내었다. 원고1과

원고2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사실 전부를 부인하였다.

1990. 8. 1. 14:00경 서초경찰서 형사계 소속 형사계장은 강남경찰서

출입기자실에 전화를 걸어 취재 요청을 하였고, 이를 접한 피고들 소속

신문 및 방송사 기자들이 수사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전반에 관한

설명을 듣고 수사기록을 열람한 후 이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여 피고들

소속 신문에 게재하거나 방송하였는데 모두가 원고1과 원고2의 실명을

그대로 표시하여 보도하였다. 또한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같은 해 8. 2.

19:00경 KBS 정규 뉴스 시간에 원고들의 실명을 사용한 기사를 원고1의

얼굴 모습과 함께 방영하였다.

원고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반면에 소외인2는 1993.

10. 30.경 원고1 등에 대한 위 고소와 관련하여 무고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즉 피고 언론 각사가 공표한 내용은 허위이다).

원고들은 피고 언론 각사를 상대로 위 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그에 대하여 피고 언론 각사는 피고들의

표현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하였다.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법성 조각의 항변을 하였다.

2)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유지시켜 나가는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익사항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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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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의 광협,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의 침해의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대법원은 “형법 제126조가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점, 헌법 제27조 제4항이 형사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추정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점과 아울러 직접 수사를 담당한 수사기관이나 수사담당

공무원의 발표에 대하여는 국민들이 그 공표된 사실이 진실할 것으로

강하게 신뢰하리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직접 수사를 담당한

수사기관이나 수사담당 공무원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공표하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본 사안의 경우 서초경찰서의 수사담당

경찰관들이나 형사계장이 그들이 공표한 원고 1와 망 소외 2에 대한 위

피의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피고 대한민국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범죄 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적 규범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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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가를 알리고, 나아가 범죄의 사회문화적 여건을 밝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는 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믿어지고, 따라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이나,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면서 “원고 1와 망

소외 2은 평범한 시민으로서 어떠한 의미에서도 공적인 인물이 아닌 이상

일반 국민들로서는 피고 언론 각사가 적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이를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범인이 바로 원고 1와 망

소외 2이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언론 각사가 원고 1와 망 소외 2의 신원을

명시하고, 피고 한국방송공사의 경우 초상을 보여주면서 한 원심판시의

각 적시 사실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 언론 각사가 이 사건 보도를 함에 있어서 그 적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도 없이, 원심이 피고 언론 각사의 위법성 조각 항변을 배척한 것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다.”고 하여 피고 언론 각사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피고 언론 각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였다.

3)검토

위 판결은 범죄사건 보도에 대하여 ‘익명보도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88) 따라서 위 판결은 피의사실의 공표·보도의 방법에 있어서의

허용범위를 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피의사실의

공표를 하더라도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에 관한 보도와 범죄 자체에 대한

88) , “인격권에 관한 판례의 동향”, 제373면, 한기택, “言論의 犯罪事件 報道에 있어서 匿名

報道의 原則”. 대법원판례해설 31號 (98년 하반기) (1999. 5) 법원도서관, 110면 이하; 장진원, 

“言論의 犯罪事件報道로 인한 名譽毁損과 損害賠償請求”, 法曹 47卷 12號 (通卷507號) (1998. 

12), 1998 法曹協會, 157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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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를 나누어서 전자의 경우에는 신원을 명시하지 않고 익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위 판결에서는

피의사실의 공표·보도에 대해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고 있으며, 진실하지 않은 경우에도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상당성)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여 형사상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 및 그에 관한

판례89)의 법리를 피의사실의 공표·보도의 위법성 조각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나.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판결

1)사실관계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1 주식회사라 한다) 대표이사인 소외 2는

1991. 1. 11. 서울지방검찰청에 소외 1 회사 상품기획부 차장인 원고와

재무관리부 과장인 소외 3이 소외 1 회사의 사업계획서 등 기밀서류를

복사하여 소외 주식회사 동양마트 대표이사인 소외 A와 소외 주식회사

유공 영업개발 2과장인 소외 B에게 건네주는 등 회사기밀을

누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와 위 소외 3을 고소하였다.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소외 4는 그 무렵 위 소외 2와 이러한 사실을 제보한 소외 1 회사

물류과장인 소외 C를 소환하여 조사한 다음, 같은 달 22. 원고와 위 소외

3을 소환하여 신문하고, 같은 날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원고를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검사 소외 4는 같은 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실 검사실에서 피고 2 신문사 사회부 소속 기자인

소외 5 등 기자들이 동석한 가운데 원고와 위 소외 3에 대한 피의사실을

요약·정리한 수사자료를 배포하면서, 위 소외 2 등 이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원고 등이 경쟁업체에 스카우트되기 위하여 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였음이 밝혀졌다는 내용의 수사 경위와 앞으로의 수사

방침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89) 1996. 8. 23. 선고 94도31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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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수사결과 발표 당시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은 위 소외 2는

원고가 회사기밀을 유출한 현장에 동행하였다는 위 C로부터 원고 등의

범행을 전해 들었을 뿐 범행을 직접 목격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었고, 위 C은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조직개요, 마케팅 전략 등이

수록된 약 20페이지 분량의 복사된 책자를 넘겨주고, 회사경영방법,

91월별판매촉진계획 등에 관한 기밀서류를 보여주면서 구두로 회사기밀을

알려 주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 서류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나아가 그것이 회사의 기밀사항에 속하는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다만

원고가 위 서류를 건네주면서 "이것이 소외 1회사의 마케팅

기본전략이다."라고 말하여 그 서류가 회사기밀서류인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었을 뿐이며, 위 소외 3은 원고가

2페이지 분량의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그 내용은 알지 못하고 그 외에 '

소외 1 회사의 조직 내용'에 관한 파일 1권과 시험지 몇 장을

보여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반면, 원고는 위 A 등을 만난 사실만

인정하였을 뿐 그들에게 회사 기밀사항을 누설한 사실을 일체 부인하고

있었다. 원고는 업무상 알게 된 소외 1 회사의 영업기밀을 유출하여 위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회사기밀문건을 복사하여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 및 절도죄로 기소되었는데 위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가 취소되고 절도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2신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일반 국민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죄에 관한 알권리를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에 관하여 발표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러한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 할 것이나, 한편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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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검사, 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 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의 공표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피의자나 피해자 나아가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를 발표함에 있어서도 정당한 목적하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는

등 그 내용이나 표현 방법에 대하여도 유념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의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표 목적의 공익성과 공표

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그 표현 방법,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생기는

피침해이익의 성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면서 본 사안의 경우 “위 수사결과 발표 당시 고소인 등의 진술

내용이나 범행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기밀사항을

누설한 혐의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원고에 대한 혐의는 위 C 등

고소인 측의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그 진술만으로는 원고가 어떠한

서류를 넘겨주고 어떠한 내용을 누설하였는지, 또 그가 넘겨준 서류나

누설한 내용이 과연 회사기밀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확실하게

단정할 수는 없는 상태였다 할 것이고 이러한 가운데 원고는 피의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었으므로 검사로서는 피의사실을 공표하기에 앞서

적어도 원고로부터 서류나 기밀을 넘겨받은 상대방인 위 A과 B 등을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조사하는 등 보강수사를 통하여 이러한 사항을

명백히 밝혀 보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검사가 이러한 수사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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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채 피의사실을 공표한 이상 그 당시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담보할

만한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다고는 할 수 없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이 사건 피의사실을 공표함에 있어 수사의

진행상황에 따라 당시까지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만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참고인들의 불확실한 진술을 근거로 성급히 원고의 범행 동기나

그가 유출한 회사기밀의 내용, 경쟁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향후

수사확대방향 등에 관하여 상세히 언급함으로써 마치 원고의 범행이

확정된 듯한 표현을 사용한 점, 검사는 각 언론사의 기자들을 상대로

언론에 의한 보도를 전제로 이 사건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이고

언론매체를 통하여 원고에 대한 피의사실이 공표될 경우 피해자인 원고는

물론 그의 가족 등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가할 우려가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피의사실이 당시로서는 일반 국민들에게 다소

생소한 이른바 산업 스파이에 관한 것이어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될 만한 사항이었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릴 현실적 필요성도

없었다고는 할 수 없으며, 발표 당시 피의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어느

정도의 증거는 확보되어 있었던 면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피의사실의 공표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여 피고 대한민국의 위법성 조각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였다.

반면, 대법원은 피고 2신문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신문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보도를 한 경우, 그 보도 내용이 진실인가의

여부는 기사 본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제목과 본문의 크기 및 배치,

본문의 길이 등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일반 독자들이 보통의 주의와

관심을 가지고 통상 기사를 읽는 방법에 의하여 기사로부터 받을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신문보도에 의한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라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라는 또다른 법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과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그 위법성의 조각 여부를 판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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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면 아니되고, 이러한 이익을 비교형량함에 있어서는 보도 목적의

공익성과 보도 내용의 공공성, 보도 매체의 성격과 보도 내용이 신속한

보도를 요하는 것인가의 여부, 보도의 근거가 된 정보원(정보원)의

신빙성, 보도 내용의 진실성과 공정성 및 그 표현 방법, 보도로 인하여

피해자 등이 입게 될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보도 내용이 수사가 진행중인 피의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피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신문

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사후 정정보도나

반박보도 등의 조치에 의한 피해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보도 내용의 진실 여하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의자나 피해자 또는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언론기관으로서는 보도에 앞서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보도 내용 또한 객관적이고도

공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도의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혐의에 불과한 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암시하거나

독자들로 하여금 유죄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공적인물이 아닌 사인(사인)의 경우 가급적

익명을 사용하는 등 피의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할 것이고, 한편으로는, 보도기관은 수사기관과는

달리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현실적으로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신속한 보도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그 조사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도 있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면서

“피고 2 신문사가 검사의 발표에 기하여 원고에 대한 피의사실에 관한

기사를 그대로 작성·게재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위 여부에

관하여 별도로 조사·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고 하여 원고의

피고 2신문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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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9692 판결

1) 사실관계

부산지방경찰청과 안기부 부산지부(이하 ‘부산지방경찰청등’ 이라

한다)가 1996.6. 이후부터 약 1년 이상의 내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원고 A는 대학재학시 일시 학생운동을 한 적이 있고 일본유학을 다녀온

뒤 재학중인 후배들을 만나고, 원고 A가 근무하는 일본어학원에서 1997.3.

일본 오사카로 팩스를 보낸 사실이 있는데 그 상대방이 조총련 관련

인물이었다.

부산지방경찰청 등은 위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 A가 조총련의

지시를 받아 학생운동을 배후 조정한 것으로 함부로 단정하고, 원고 B,

같은 C, 같은 A, 같은 D, 같은 E(이하 ‘원고 B 등 5명’ 이라 한다)에

대한 간첩 혐의 부분의 수사를 개시하였다.

그리하여, 부산지방경찰청은 위 B 등 5명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여,

1997.9.28.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아, 본격적으로

조사하였으나, 위 각 원고들로부터 각 그들을 기소하기에 필요한 이렇다

할 증거가 나오지 않게 되자 초조한 나머지 검찰 송치 시점까지의 조사

과정에서 그들의 자백을 얻어 내기 위하여, 원고 B 등 5명에게 폭행 ·

협박 등을 행사하였다.

그 결과 위 B 등 5명은 부산지방경찰청 등에서 결국 혐의 사실을 전부

시인하자, 1997.9.30.경 각 국가보안법 등의 죄명을 붙여 각 기소의견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하였다.

한편, 부산지방경찰청 등은 원고 B, 같은 C, 같은 A, 같은 D, 같은 E의

검찰 송치를 전후한 1997.9.29. 위 원고들에 대한 간첩혐의 부분에 관한

수사발표를 같은날 13:00에 할 예정으로 그 발표문을 연합통신

부산지부에 주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간첩인 원고 D, 같은 A가

동아대학교에 재학시 자주대오에서 활동하다가 졸업후 도일하여 조총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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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되어 노동당에 가입하고 조총련으로부터 경남지역 학생운동권을

포섭하고, 정치 · 노동운동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지시를 받고

활동자금을 교부 받아 국내에 잠입한 후 후배들인 B, C, E 등을

포섭하여 노동당에 가입하게 하고 그들을 통해 학생운동의 동향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조총련에 보고하였으며, 자주대오의 배후를

조종하였다는 등의 내용이었고, 연합통신 부산지부 기자 F은 같은날

12:15 위 발표문을 토대로 연합통신기사 기재와 같은 기사 내용을 본사에

송고하였고, 그후 국내 주요 일간신문들이 위 연합통신의 기사를 토대로

위 원고들에 대한 간첩혐의사실을 그 발행신문들에 일제히 기사화

하였다.

그 후 원고들은 위와 같이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음에

있어 간첩부분은 일관하여 부인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1998.2.16. 위

원고들에 대한 간첩부분을 포함한 공소 사실 전부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위 원고들은 위 1심 판결에 간첩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불복 항소하여 부산고등법원

98노156호의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음에 있어 특히 간첩부분에

관하여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극력 부인하였던 바, 같은 법원은 1998.7.2.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위 원고들의 간첩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적법한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위 원고들의 위 항소논지를 받아들여

나머지 항소이유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위 원고들에 대한 1심 판결을

전부 파기한 후 간첩죄에 대하여는 각 무죄를 선고함으로서 위 원고들이

전부 석방되었고, 이에 대하여 검찰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1999.1.26.

대법원 98도2320호로 모두 기각됨으로서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러자, 위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은 1999.6.경 자신들이 원고가 되어,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부산지방법원에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로

피고인들 자신에게는 각 금 3,000만원, 가족들에게는 각 금 1,000만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0.9.19. 위 법원 99가합9571호로 피고인들에게

각 금 500만원, 가족들에게 각 금 100만원을 인용하는 판결을 각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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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쌍방이 각 항소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은 2000나12570호로 각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건 상고에 이른 것이다.

2)쟁점90)

위 판결의 쟁점은 ① 부산지방경찰청 등이 위 내사 결과 확인한 사실은

겨우 위 원고A가 대학시절 학생운동을 했다는 것 등 지엽적인 문제점이

있을 뿐인데,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함부로 수사를 개시한 것은 결국 위

B 등 5명으로부터 우격다짐으로 자백을 받아내고 그 진실여부를

가려내겠다는 숨겨진 의도를 갖고 행하여진 것으로, 그 수사를 개시한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 ②부산지방경찰청 등이 수사개시후 그

수사과정에서 위 B 등 5명에 대하여 폭행, 협박 및 부당한 회유 등을

하여 간첩혐의 부분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었는 바, 이는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위반되는 위법한 수사이며, 그 결과, 그것이 임의성(임의성)

없는 자백이었음이 판결에 의하여 드러난 이상, 수사기관이 피의자들을

수사하면서 그 자백의 취득과정에서 폭행, 협박 등 구체적 위법행위를

저지른 이상 해당 수사기관에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부산지방경찰청 등이 위 B 등 5명의 간첩 혐의사실을 검찰 송치를

전후하여 언론기관에 유출시켜 보도되게 함으로써 위 형법 제126조를

위반하였고, 그 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고 B 등 5명의 간첩

혐의사실에 진실하지 않다고 판시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 B 등 5명의

명예가 심히 훼손되었는 바, 그렇다면, 그로 인하여 그들의 부모들인 해당

원고들도 적지 아니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 부산지방경찰청 등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피고(대한민국)는

그 산하 부산지방경찰청 등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저지른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다.

3)판결의 요지

90) (註 6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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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02.9.24. 선고 2001다49692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먼저,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의하면,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수사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에 의하여

얼마든지 개시할 수 있으나, 다만 구체적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정도의 제한만을 받는데, 부산지방경찰청 등의 원고 B 등 5명에 대한

간첩부분 수사는 판시와 같이 구체적 사실에 근거를 두었고, 그에 관하여

1심의 유죄판결까지 받았던 이상 그 개시 자체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수사기관이 피의자들을 수사하면서 유력 증거로 취득한 해당

피의자들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는 것이더라도 그 취득과정에서 폭행,

협박 등 구체적 위법행위를 발견할 수 없는 이상 그것만으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 해당 수사기관에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피의 사실 공표행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위법성 조각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피의사실의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표

목적의 공익성과 공표 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그 표현 방법,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생기는 피침해이익의 성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부산지방경찰청

등은 원고 B 등 5명의 간첩혐의사실을 검찰송치를 전후하여 언론기관에

유출시켜 보도되게 함으로써 위 형법 제126조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고,

그 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고 B 등 5명의 간첩혐의사실이

진실하지 않다고 판시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 B 등 5명의 명예가 심히

훼손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그들의 부모들인 해당 원고들도 적지 아니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그 산하



- 59 -

부산지방경찰청 등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저지른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부산지방경찰청 등의 원고 B 등 5명에 대한 간첩혐의사실의

수사결과발표는 발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발표의 절차와

형식, 그 표현방법, 발표로 인한 피침해이익의 성질,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어느 모로 보나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의사실의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는데,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피의사실의 공표행위 또는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4)검토

위 판결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피의사실의 공표와 관련해서도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와 관련한 엄격한 요건을 요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91)

라. 대법원 2001.11.30. 선고 2000다68474 판결

1)사실관계

부산지방검찰청 강력부는 1997년 4월경 소외 소외 1로부터 자신이

도박자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산지역 폭력배들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으며 조만간 그들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주어야 하니 처벌하여

달라는 신고를 받았고, 소외 1의 제보에 따라 같은 달 17일 16:00경 그가

금품을 주기로 한 커피숍에서 소외 2, 3와 함께 있던 원고를

91) (註 64) 128면 이하; 장영수, “수사기관의 발표에 의한 오보와 면책범위”, 言論仲裁 24

권 4호 (통권93호 2004. 12. 겨울) 言論仲裁委員會 (2004. 12), 18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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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 원고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날인

같은 달 18일 오후경 원고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그 영장청구가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산, 경남 지역의 법조출입기자들 10여

명이 담당 검사를 찾아가자, 담당 검사가 사건내용을 설명하면서 그

자리에서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담당 검사가 직무상 알게 된 원고에 대한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그 피의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일반 국민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죄에 관한 알권리를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에 관하여 발표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러한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 할 것이나, 한편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검사, 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 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의 공표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피의자나 피해자 나아가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를 발표함에 있어서도 정당한 목적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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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는

등 그 내용이나 표현 방법에 대하여도 유념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므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의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표 목적의 공익성과 공표 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그 표현 방법,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생기는 피침해이익의

성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본 사안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직접 증거가 없고 피의자가 피의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어 보강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며, 피의사실의 내용이

국민들에게 급박히 알릴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마치 피의자의 범행이 확정된 듯한 표현을 사용하여

검찰청 내부절차를 밟지도 않고 각 언론사의 기자들을 상대로 언론에

의한 보도를 전제로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우, 피의사실의 공표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4)검토

본 판례도 피의사실의 공표·보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세부적인 기준을 설시하고 사안에 그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본 사안에서 대법원은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정확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공표의 표현 방법 등에서 위법성

조각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마.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한 국가배상 하급심 사건92)

92)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 

0002167318,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47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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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전직 공무원이 피의자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언론의 인터뷰에서

언급을 한 것에 관하여 피의자가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국정원의 전직 공무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에 대해 2008. 7. 9.

피의사실의 공표 및 접견교통권 침해를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93)을 선고하였다. 반면에, 서울고등법원은 위 전직 공무원의 “발언은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범행을 했다는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 ‘이 발언에 피의사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시하면서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에게 기자의 질문취지까지 파악해야 한다고 하면 인터뷰에 응해

추상적인 답변을 한 사람에 대해 그가 관여할 수 없는 보도내용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우게 되는 셈이 돼 민법상 자기책임원리에도

반한다"고 판시하여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면서

접견교통권 침해만을 인정하여 2009. 5. 29. 원고 일부승소 판결94)을

선고하였다. 현재 위 사건은 대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95),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한 국가배상 인정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이 위

사건에서 어떠한 판단을 할지가 주목된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피의사실의 공표·보도는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기본권 조화의 측면에서 피의사실의 공표·보도의 허용범위를 설정하고 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피의사실의 공표·보도행위는 피의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면에서 피의사실의 공표·보도가 위법성이 부정되어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판례가 설시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93) 2008. 7. 9. 선고 2007가합42537판결.

94) 서울고등법원 2009. 5. 29. 선고 2008나79281판결.

95) 현재 위 사건은 대법원 2009다51271사건으로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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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할 것이다. 즉, 공표 목적의 공익성과 공표 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그

표현 방법,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생기는 피침해이익의 성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수사기관의 피의사실의 공표·보도가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부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익적인 목적에 벗어난 피의사실의 공표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며

공표내용도 공공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공표된

피의사실은 객관성을 갖고 정확성을 갖추어야 하므로 피의자가

피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보강수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피의사실의 공표는 객관성과 정확성을 갖기 어려우므로 그 허용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96) 또한 공표의 절차와 형식에 있어서도

수사기관에서 공보를 담당하는 공보담당관이나 대변인이 수사기관

내부절차를 갖추어서 공표해야 할 것이며, 그 표현 방법에 있어서도

유죄를 속단하는 표현 등을 피하여 무죄추정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침해되는 피의자의 인격권을

고려하여서 피의자의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그 허용범위를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피의자의 인격권과

국민의 알권리, 범죄예방을 위한 공익을 모두 조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Ⅱ. 원상회복97)

민법 제764조에 의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등을 하게 되며 그 외에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언론기관이 이를

보도하여 인격권이 침해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은 전술한 위법성 조각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인정함과 동시에 언론기관에서

정정보도를 하는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하여 피의자의 인격권

96) 2001. 11. 30. 선고 2000다68474 판결.

97) 김재형(註 87) 19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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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를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명예훼손 이외의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손해배상 이외에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 또는 피해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하급심판결98)이 있으므로 명예훼손

인정여부와는 무관하게 피의자의 인격권 침해를 근거로 하여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1. 정정보도청구

피의사실이 공표된 이후에 피의사실의 내용에 관하여 진실과 다른

사실이 보도된 경우에 그에 관하여 그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피의사실의

공표·보도의 경우 피의사실에 관한 언론 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격권의 침해를 입은 피의자나 피해자는 그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언론보도 등을 한 언론사를 상대로 하여

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또한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보다

그 요건이 완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정정보도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바(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청구권의 행사기간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청구보다 단기의 기간을 규정함으로써 권리행사기간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청구권보다 인격권 침해를 당한 자에게 더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 인격권 침해를 당한 자는 언론사 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정정보도청구를 하여야 하는데(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이 경우 언론사 등은 ①인격권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②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③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98) 1994. 9. 27. 92나3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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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④ 정정보도의 청구가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⑤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

2. 반론보도청구

피의사실의 공표·보도로 인격권 침해를 당한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인격권 침해를 당한

자는 정정보도와 마찬가지로 이에는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정정보도청구와 같은 단기의 권리행사기간이 적용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다만 반론보도청구에 있어서는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위와 같은 요건은

정정보도청구와는 구별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정정보도청구보다 그

요건이 완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정정보도청구권은 허위의

내용의 보도에 대해서 진실한 사실을 보도하도록 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인데 반하여 반론보도청구는 인격권 침해를 당한 자의 반박을 위해

인정된다는 점에서 그 취지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3. 추후보도청구

그리고 피의사실의 공표·보도로 인격권 침해를 당한 자99)는 피의사실의

공표·보도 후에 재판에서 무죄판결이나 그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추후보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위의

99) 경우에는 주로 피의자가 청구하는 사례가 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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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이나 그와 동등한 형태’의 의미에 관하여서 보도된 내용이

진실이 아닌 사실이 법원의 무죄판결, 검사의 무혐의처분 등으로 밝혀진

경우를 의미하며, 법원의 공소기각, 면소 등과 검사의 기소중지, 공소권

없음 등의 결정과 같이 형식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추후보도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한다.100) 이에 따르면 피의사실의 공표·보도로

인격권 침해를 당한 자는 위와 같은 추후사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도

정정보도청구와 같은 단기의 권리행사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추후보도청구에 관하여는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구하는지에 관하여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으나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피의사실의 공표·보도 당시에는 언론사

등이 추후에 위와 같은 사정이 발생할 것을 당연히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은 추후보도청구를 함에 있어서 당연히

요구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격권 침해를 당한

자는 추후보도청구와 별도로 정정보도청구나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4. 금지청구권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금지청구권을 고려할 수 있다.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금지청구권이 인정되는 바, 대법원 판결101) 역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지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다. 다만 피의사실의

공표·보도는 언론·출판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 실현의

100) (註 81), 244면.

101)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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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이 있으므로 금지청구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하급심에서 피의사실 보도에 관한 방송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결정이 있었는데,102)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위 사건에서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의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방송금지가처분을 일부 인용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위 결정에도 법원은 언론의 자유와 피의자의 인격권

사이에서 이익을 형량하여 방송금지가처분의 인용범위를 결정하고

있는데, 피의사실의 공표 및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사전적 구제로서

금지청구권을 인용할 경우에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언론·출판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나 피해자의 인격권과의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명예회복청구

피의사실의 공표에 대한 특수한 구제수단으로서 명예회복청구가 있다.

이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피의사실의 공표 후에 그 피의사실에 관한 무죄판결이나 이와 동등한

형태의 면소판결 또는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인격권을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그 무죄사건의 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에 청구할 수 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0조). 이러한 청구가 있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받은 때에

무죄재판사건의 확정재판기록이 해당 지방검찰청에 송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죄재판사건의 확정재판기록이 해당 지방검찰청에 송부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게재하여야 한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102) 2007. 5. 2. 결정 2007카합830 방송·보도금지가처분, 

http://www.scourt.go.kr/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currentPage=&sear

chWord=&searchOption=&gubun=44&seqnum=1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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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제1항). 다만, ① 청구인이 무죄재판서 중 일부 내용의 삭제를

원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 또는 ② 무죄재판서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무죄재판서의 일부를 삭제하여 게재할 수 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위와 같은 경우 무죄재판서의

게재기간은 1년으로 한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또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①「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또는 ② 「치료감호법」 제7조에 따라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확정된 사건의 재판서를

게재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그리고 위 청구에 대하여는 무죄재판사건 피고인의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한편, 이와 같은 법리는 군사법원의 재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그 경우 "법원"은 "군사법원"으로, "검찰청"은 "군검찰부"로,

"법무부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 보게 되며 ①군사법원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자나 ② 군사법원에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판을 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5조).

Ⅳ. 검토

피의사실의 공표·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으로서 위와 같이 손해배상,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를 할 수 있으며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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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피의사실의 공표의 경우에는 피의자는 명예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는 특수한 구제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의사실의 공표·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민사적 구제수단을

통해 구제하는 것이 기본권 조화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의사실의 공표·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구제는 주로 민사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기본권 조화의 측면에서 구제의 인정여부가

판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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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피의사실의 공표·보도의 개선방안

제1절 서설

여기에서는 피의사실의 공표에 관하여 사전적으로 피의사실의

공표·보도가 피의자나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고 기본권

조화의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의사실의 공표·보도의 개선방안을

살펴보며 이에 관하여 학설이 제시하는 대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인격권은 침해된 이후에는 이를 전보하기가 어려우며 그로

인해 금지청구권의 인정 여부도 논의되고 있는데, 피의사실의

공표·보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공표자, 보도자가 피의사실의 공표·보도의

적법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피의자나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논의가 실익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피의사실의 공표·보도행위가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의 알권리, 언론기관의 표현의 자유, 범죄예방을 위한

공익을 실현하여 기본권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의

공표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103)

또한, 법무부에서는 범부부 훈령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시행하고 있는데,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은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공표함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행정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아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이 위

가이드라인과 판례의 기준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기로

한다.

103) (註 45), 박선영, “알 권리와 피의사실의 공표 및 명에훼손의 관계”, 공법연구 제28집 

제2호, 164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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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수사기관에서의 개선책

Ⅰ. 피의사실의 공표의 주체

피의사실의 공표의 권한을 가진 주체를 누구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판례가 설시한 피의사실의 공표의 요건 중 공표의 절차에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판례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의 공표를 토대로 작성된 언론기관의 보도에

관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공보관·대변인의 기자회견을 통한

공표, 수사담당검사 또는 담당경찰관의 수사결과 발표 및 보도자료의

배포 등을 외형상 발표권한이 있는 자의 발표로 인정하고 있고104), 반면,

단순히 수사기록 내지는 담당검사로부터 입수한 정보만을 근거로 보도를

하는 경우105) 또는 제보만으로 기사화하거나106), 경찰관계자의

설명만으로 보도하는 경우107)에는 정보원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의 피의사실공표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판례는 신문기자가 구속영장사본을 열람하여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을

알아낸 후 담당검사에게 찾아가 수사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는 방법으로

피의사실을 취재한 다음, 피의사실이 요약 · 정리된 자료(문건)를 받고

기사를 작성한 경우, 비록 정식 기자회견이나 공보관의 보도자료에 의한

것은 아닐지라도 취재관행상 ‘소정의 절차에 의한 발표형식’이라고

판단하였다.108)

이러한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면 판례는 일반적으로 검찰, 경찰의 공보관

· 대변인을 공표의 주체로 삼으면서도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주재자인

검사의 공표에 대하여는 경찰관에 비하며 정보원의 신빙성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위 판례에 따라 피의사실의 공표행위의 개선을 위해서 피의사실의

104) 1996. 5. 28 선고 94다33828 판결.

105) 대법원 1998. 5. 8 선고 96다36395 판결.

106)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07 판결.

107)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24624 판결.

108)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97다10222 판결.



- 72 -

공표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각 단위 수사기관의 공보담당관으로 하여금

공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공보담당관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정제된 표현을

통하여 보다 객관적인 공보를 가능하도록 하고 직접 수사 담당자의

불필요한 공명심을 유발하지 않게 하며 언론의 불필요한 과열취재를

차단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109)

다만 예외적으로 사건내용의 복잡성, 신속한 공표의 필요성 등으로

인하여 공보담당관의 공표가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인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보담당관의 위임을 거친 다음에 직접 수사담당자 등이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공보담당관의 위임을 거지치 아니한

경우에는 언론기관 종사자와 수사담당자의 직접적인 개별접촉을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수사담당자가 개별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Ⅱ. 공표시기

경찰서의 형사계장 · 경찰서장이 피의사실을 공표한 사례에 관하여

특별히 절차적 요건을 강조하고 있는 판례110)에 비추어 본다면 수사의

주재자로서 범죄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권이 있는

검사(검찰청법 제4조111))가 사건송치를 받은 후 상당한 보완수사를 마친

시점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차원의 수사결과 발표가 가능한

109) (註 47), 191면 이하.

110)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대법원 1996. 8. 20 선고 94다29928 판결.

111)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4. 재판 집행 지휘·감독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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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인

공표목적의 공익성, 공표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등이 명백하고

현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송치 전에도 피의사실의 공표를 엄격한

기준 하에서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공표시기를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해 획일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 즉, 피의자가 피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지 여부,

피의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표시기를 정해야 할 것이다.

Ⅲ. 공표내용의 공정성

공표내용에 있어서 그 내용인 피의사실은 공정성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고소인이나 참고인의 진술만을 토대로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피의사실의

공표내용의 표현에 있어서도 피의자의 범행을 확정하는 듯한 표현을

삼가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대법원ﾠ1999. 1. 26.ﾠ선고ﾠ97다10215,10222ﾠ판결에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혐의는 위 C 등 고소인 측의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그 진술만으로는 원고가 어떠한 서류를 넘겨주고 어떠한

내용을 누설하였는지, 또 그가 넘겨준 서류나 누설한 내용이 과연

회사기밀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확실하게 단정할 수는 없는

상태였다 할 것이고 이러한 가운데 원고는 피의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었으므로 검사로서는 피의사실을 공표하기에 앞서 적어도 원고로부터

서류나 기밀을 넘겨받은 상대방인 위 A과 B 등을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조사하는 등 보강수사를 통하여 이러한 사항을 명백히 밝혀 보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검사가 이러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피의사실을 공표한

이상 그 당시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담보할 만한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다고는 할 수 없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이 사건 피의사실을 공표함에 있어 수사의 진행상황에 따라 당시까지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만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참고인들의 불확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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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을 근거로 성급히 원고의 범행 동기나 그가 유출한 회사기밀의 내용,

경쟁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향후 수사확대방향 등에 관하여 상세히

언급함으로써 마치 원고의 범행이 확정된 듯한 표현을 사용한 점, 검사는

각 언론사의 기자들을 상대로 언론에 의한 보도를 전제로 이 사건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이고 언론매체를 통하여 원고에 대한 피의사실이

공표될 경우 피해자인 원고는 물론 그의 가족 등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가할 우려가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피의사실이

당시로서는 일반 국민들에게 다소 생소한 이른바 산업 스파이에 관한

것이어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될 만한 사항이었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릴 현실적 필요성도 없었다고는 할 수 없으며, 발표 당시

피의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어느 정도의 증거는 확보되어 있었던 면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피의사실의

공표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위와 같은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면, 피의자가 피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고소인 측의 진술을 토대로 하여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은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인 원고의 범행이 확정된 듯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개적으로 피의사실의 공표행위를 한 것은 그 내용에

있어서 원고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한 것이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피의사실의 공표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학설 중에는 피의자가 피의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주장이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에 관한 사실도

공표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112), 공표내용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측면에서 위와 같은 주장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의사실의 공표 시 피의자의 전과사실이나 여죄사실도 함께

공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학설 중에는 일반적으로

공표되는 범죄사실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112) (註 103), 17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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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해선 안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서는 그 근거로 그와

같은 발표나 보도로 인하여 일반인들은 피의자의 범행을

기정사실화하거나 유추하게 하는 데에 결정적인 정보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피의자에게 불리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113)

생각건대, 무죄추정의 원칙을 구현하는 측면에서 피의자의 전과사실이나

여죄사실은 피의사실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공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Ⅳ. 공표절차

판례는 검찰청 내부절차를 밟지도 않고 각 언론사의 기자들을 상대로

언론에 의한 보도를 전제로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우114)에 공표형식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각 단위

수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문서화된 공보자료에 기하여 공표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긴급을 요하거나 문서형태의 공보자료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구두로 공표할 수 있으나 사후에

공표내용을 각 단위 수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맡아야 할

것이며 문서화된 공보자료를 별도의 부책으로 정리하며 추후 피의자의

인권의 침해와 관련된 분쟁이 제기될 경우를 대비한 관련자로로

보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판례는 전술한 바와 같이 피의사실의 공표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115)이며, 익명보도의 원칙을 설시하고 있으므로116), 피의사실의

공표의 내용도 그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피의사실을 공표할

경우에도 그 피의사실은 혐의사실에 불과할 뿐, 유죄의 확정판결 전에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점을 서두에 설시하고, 피의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고, 익명으로 공표를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축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113) (註 103), 172면 참조.

114)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0다68474 판결.

115)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116)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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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는 등 그 표현방법에 대하여도 유념하지 않으면 안 되며117),

피의자의 범행동기나 수사배경, 향후 수사확대방향 등에 관하여 상세히

언급함으로써 마치 피의자의 범행이 확정된 것을 전제로 한 듯한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118)

Ⅴ. 공표장소

피의사실공표의 정당한 권한을 가진 주체인 공보담당자·대변인 또는

그로부터 공보의 위임을 받은 수사담당자와 언론기관 종사자만이 참석할

수 있는 제한된 별도의 공간(예를 들면 공보관실, 기자실 및 프레스룸

등)에서의 피의사실공표(기자회견 및 일문일답을 포함)·녹화·중계방송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지만, 실제 수사가 이루어진 조사실, 검사실, 검찰청

내 구치감, 경찰관실, 경찰서 내 유치장, 거짓말탐지기 조사실 등에서의

공표 및 촬영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후자와 같은 경우는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고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피의자가

유죄인 것으로 속단하게 하여 무죄추정원칙을 훼손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Ⅵ. 독립된 심사기관의 설치

피의사실공표죄는 형법 제정 이후 문제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바,

이는 피의사실의 공표행위 주체가 수사기관이므로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문제로 다루지 않는 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학설 중에는 공무원직무범죄수사기관을

검·경에서 독립하여 설치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을 실효성있게 보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견해가 있는데119),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을 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피의사실의 공표가

117) 2001. 11. 30 선고 2000다68474 판결.

118)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 97다10222 판결.

119) 신정훈(註 47), 197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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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는 그 한계를 벗어나고 있는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는 권한을 갖는 독립된 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위 견해가 타당성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제3절 언론사의 개선책

Ⅰ. 익명보도의 원칙

최근 언론사에서 피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서는 피의자의 실명과 사진

등 신상을 공개하면서 피의사실을 보도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언론사의

보도태도는 지양해야 할 것이며 원칙적으로 피의자의 실명이나 신상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하여 피의사실을 보도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혼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부인이 남편을 협박해

위자료를 받아내려고 청부폭력을 행사했다는 기사에서 피의자들(부인과

폭력행사자들)의 실명과 초상을 그대로 보도한 것은 비록 기사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의사실의 공표가 금지되고 있는

수사단계에서는 보도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더구나 실명을 써서

보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하급심 판결120)이 있으며, 대법원도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에서 “일반적으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범죄 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적 규범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가를 알리고, 나아가 범죄의

사회문화적 여건을 밝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는 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믿어지고,

따라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120) 1996. 2. 27. 선고 95나2494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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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고 판시하여 익명보도의 원칙을

나타냈다.

한편, 학설 중에는 유괴사건이나 대형참사사건, 중대한 범죄결과 등

특정범죄의 해결을 위해 수사당국이 공개수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지명수배를 하는 경우 또는 행위자의 특성상 사회적 중요성을

지니는 경우, 예컨대 공인(public figure)이거나 유명인사 또는 공적

관심사(matter of public concern)의 중심에 서게 됨으로써 행위자 자체가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실명보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121) 이에 관하여 판례 중에서는 “행위자가 공적인

인물인 경우에는 행위자가 누구인지 여부 자체가 바로 공공의 관심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보도하는 것은 국민에게 그 관심사를 보도하는

언론의 기능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여 공인과 사인을 구별하는 입장을

보인 하급심 판결이 있으며122), 대법원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특정

상품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여 언론에 보도된 사건에서 “일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 이른바 행정상의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대상자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그 공표의

주체가 공표 당시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는 것이고, 이 점은 언론을 포함한 사인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다 하겠으나,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실명공표 자체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청에서 비롯되는 무거운 주의의무와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표 주체의 광범한 사실조사능력, 그리고 공표된 사실이

진실하리라는 점에 대한 국민의 강한 기대와 신뢰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인의 행위에 의한 경우보다는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공표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가 없다.”고 판시123)하여서 실명공표도 위법성이

121) (註 103), 174면 이하.

122) 서울지방법원 1997. 9. 3. 선고 96가합829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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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공권력이 공표주체인 경우에는 실명보도에

있어서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고 한 바 있다.

생각건대, 수사의 목적을 위해서 피의자의 신상이 언론에 보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본다면 수사의 목적의 한계를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피의자의 실명 등 신상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고,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기본권으로서 인격권을 갖는 점에서

공인의 실명 등 신상이 공개되는 것은 그 공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되므로 이를 허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익명보도의 원칙을 채택하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명으로 보도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며, 그와 같은

경우에도 법률로 그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Ⅱ. 보도내용의 진실성

언론사에서 피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서 그 보도내용이 진실해야 함은

인격권의 보호를 위한 당연한 전제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의사실의

특성상 피의자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의자가 피의사실의

진범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의사실 보도의 진실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면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나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약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도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제한을 두어서

피의자 및 피해자의 인격권과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 또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신문사·방송사 등 언론사가 국내외의 유수 통신사로부터

받은 기사를 그대로 보도하는 경우에는 면책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유수 통신사(뉴스 수집기관)의 경우 신뢰할 만하고,

인용·보도하는 언론사로서는 그 내용의 허위 여부를 알기 어려우며,

문면상 부정확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판단을 할만한 부분이 없어서,

123) 1998. 5. 22. 선고 97다576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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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실질적 악의(actual malice)124)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언론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125)이며 이를 통신사

항변사유(wire service defence)라고 한다.126)

이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연합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를

그대로 보도하면서 전제사실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127)하여

통신사로부터 받은 기사를 그대로 보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전제사실에

관하여 명시를 하지 않았다면 면책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미국 판례의 태도와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언론사에게 더 무거운

조회 및 명시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수사기관이 공표한 범죄사실을 언론이 보도한 경우에 판례는

정당한 공표주체에 의하여 공표된 사실을 언론사가 충실히 보도한

경우에는 대체로 언론사의 책임을 부정하는 경향이다. 예를 들어

범죄수사결과에 대한 기자회견내용이나 발표문 내용, 수사담당검사의

설명, 구속영장청구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충실히 게재·보도한 경우에는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어 그에 대한 직접취재를 통하여 사실확인을

하기가 쉽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의사실의 공표를 기사화하는 경우

별도의 취재를 하지 아니하고 보도를 하는 것이 종래의 취재 관행’이라는

이유로 언론사의 면책을 인정하였다.128) 반면에, 동일한 사건을

보도하더라도 타지의 기사를 읽고 마치 자신이 직접 취재한 것처럼

보도하였다면 그것은 필요한 취재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피의자의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다.129) 그리고 기자가

수사기록을 열람하기만 하거나 담당검사로부터 입수한 정보만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였다면 그것은 정당한 권한 있는 자의 발표로 볼 수 없어

사실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한다. 판례는 “수사의 초점이 되지 아니하여

124)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1964).

125) Milkovich v. Lorain Journal Co., 110 S. Ct. 2695 (1990).

126) (註 103), 176면 참조.

127) 서울고등법원 1996. 9. 18. 선고 95나41965판결.

128)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판결.

129)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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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수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유명연예인의 접대행위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록 및 담당검사로부터 입수한 정보만을 근거로 일간신문에

허위기사를 게재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하고130) “이름조차 알 수

없는 (통일원) 관계자 또는 (경찰) 관계자로부터 ‘경고 검토 내지 결정’

이나 ‘수사 진행중’이라는 말만 듣고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이를 그대로 기사화했다면, 이는 언론의 신속성을 감안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판례의 입장을 고려하면 언론에서 피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공표주체에 의해 공표된 사실을 충실하게 보도하여야

하며 그러한 경우에 보도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Ⅲ. 보도내용의 상당성

언론에서 피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서 보도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고

보도를 하였는데 이후에 그 보도내용이 진실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언론은 진실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한 것으로 인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특히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진실과 상이한 경우에까지 언론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면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나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약하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언론사가 그 보도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의 명예훼손에 대해 형법 제310조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같이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법의

통일성과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여배우가 관련된 불법유학 알선사건에서 K신문사가

경찰의 보도자료에는 없는 내용을 첨가하고 그 내용을 제목에서 강조하여

보도하자 진실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K신문사의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인정하였다. 즉, K신문사가 경찰출입기자가 없는

탓에 경찰보도자료, 연합통신의 통신문, 다른 신문의 기사, 방송매체의

방송 내용을 참고하여 기사를 작성하면서, 경찰의 보도자료에는 전혀

130) 1998. 5. 8. 선고 96다3639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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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내용이 추가되어 있고, 추가부분 중 일부를

소제목으로 강조하는 등 과장하여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기사를

작성한 것에 대하여 “언론매체가 다른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을 참작하여

보도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보도로 인한 책임은 면할 수 없는 바,

더욱이 이 사건은 다른 매체의 보도내용을 명시적으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취재한 양 작성하는 경우에는 더욱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일간신문사가 다른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을 마치 직접 취재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면서 그 기사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및 관련자와 접촉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그 방법이 부적절하였거나 그

노력을 다하지 못하여 실패하자, 더 이상의 사실확인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별다른 근거 없이 만연히 기사를 작성한 경우, 일간신문이 신속성을

요구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언론매체에서 그 기사의 취재과정에서

그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131)

또한 판례는 언론이 허위사실을 보도한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였다. 즉,

대법원은 “신문에 보도된 기사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이를 진실로 믿고 진실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그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련한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하였다.132) 이에 관하여 어떠한 경우에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언론에서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담당검사로부터 관련설명을 듣고 보도한 경우에는 ‘수사기록은 관련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그 수사담당검사로부터 입수한 정보

역시 관련 연예인이나 그 소개인들에 대하 수사결과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것이 아닌 한 이 사건 기사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

내지는 자료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발행부수를 가진 일간지에

관련 연예인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서

사실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더구나 기사의 성격상 신속성을 요하지도

131) 1996. 5. 28. 선고 94다33828판결.

132)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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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는 내용을 게재한 것은 분명한 불법행위’라고 판시하였으며133),

또한 대법원은 “직접 수사를 담당한 수사경찰의 설명을 들었다 할지라도

아직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여 그 설명내용이 고소·고발인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한 경우에는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없다.”라고 판시하였다134).

학설 중에는 언론사가 피의사실의 공표내용을 기사화하면서 매체의

특성상 즉, 일간신문이나 방송사처럼 마감시간이나 뉴스시간에 쫓겨 미처

미진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채 신속한 보도를 위해 기사를 작성,

송출하는 경우에 그 내용이 비록 정당한 권한 있는 기관의 발표내용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 중요부분이 일치하거나

최선을 다해 확인하고자 노력했었다면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명예훼손에 대한 언론사의 책임은 조각되지만 아무리 시간에 쫓겨 보도를

한다 하더라도 피의사실의 공표내용과는 동떨어진 내용을 기정사실화하여

기사를 작성한다든지 직접취재를 하지 아니하고도 마치 직접취재를 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한다든지, 관련자들의 연락을 취하지도 않거나 또는

형식적인 연락만을 하여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윤리에도 어긋나 비난받을 일로서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135) 또한 이 견해에서는 언론의

보도내용과 진실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부합하면 약간의 잘못이나 과장이 있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이상(상당성의 원칙)에는 진실로 볼 수

있으므로 언론의 보도는 공익성과 진실성, 그리고 상당성이 있는 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고 있으며, 반면에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

명예훼손이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언론매체의 확산범위(전국적인가

국지적인가의 여부), 신문의 배포부수(有價紙만이 아니라 無價紙도 포함)

등의 구체적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질 것이라고 하고 있다.136)

생각건대. 언론에서 피의사실을 보도하는 경우에 보도내용의 중요한

133) 1998. 5. 8. 선고 96다36395판결.

134)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판결.

135) 박영선(註 103), 177면~179면.

136) 박영선(註 103), 1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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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진실과 일치하며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진실과 상이한 경우에는

보도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하는 것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인격권과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나 언론·출판의 자유 사이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판례가 형법 제310조에 관한 해석에 있어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것이 허위의 사실이더라도 그렇게 적시한 사람에게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입장137)이므로 법 해석의 통일성을 기한다는 점과

위와 같은 기본권의 조화를 이룬다는 점에서 언론사에서 피의사실이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상의 불법행위에

관하여도 피의사실을 보도한 행위의 명예훼손으로서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언론사는 개인보다 정보수집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의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상당성의

판단기준보다 언론사의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상당성의 판단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제4절 피의사실의 공표에 관한 법령의 분석

Ⅰ. 의의

국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서 2010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충분한 증거가 있고 공익상의 필요가

있으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때에는 성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회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서 2010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에 따라서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경우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충분한

증거가 있고 공익상의 필요가 있으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때에는

137) 1993. 6. 22. 선고 92도3160판결.



- 85 -

특정강력범죄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법무부 훈령으로서 2010. 1. 19,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법무부훈령

제761호) 을 제정하여 2010. 1. 22.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10. 4. 23. 그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이하 ‘동

훈령’이라 한다.)을 법무부훈령 제774호로 2010. 4. 23.부터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청을 관할하는 행정부서로서

법무부의 훈령은 검찰청에서 피의사실의 공표를 하는 데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준수해야 할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동 훈령의 내용이 위와

같은 피의사실의 공표의 개선책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면 수사기관의

피의사실의 공표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이 동 훈령을 준수한다면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한 피의자나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의 문제는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피의사실의 공표에 관한 법령의 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동

훈령이 위에서 제시한 개선책이나 종래 판례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해보며 추가로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떠한 사항을

향후에 보완해야 하는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Ⅱ. 성폭력범죄와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피의사실의 공표의 근거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서 성폭력범죄에 대한

피의사실의 공표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특정강력범죄에 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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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 제1항에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각 호로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피의사실의 공표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위 각 법의 규정에 따라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위 규정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와 특정강력범죄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공표를

할 수 있으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피의사실과 피의자의 신상을 무분별하게 공개할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법무부에서는 법무부 훈령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서 피의사실의 공표를 하고 있다.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후술하기로

한다.

Ⅲ.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의 내용

1. 적용범위

동 훈령은 수사 또는 내사 중이거나 이를 종결한 범죄사건(이하

"수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사 또는 내사를 착수한 때부터 재판에

의하여 확정될 때까지 적용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사 또는 내사 착수

이전이라도 그 공개 또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이 준칙이 적용된다.(동 훈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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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 훈령은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등 인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국민의 알권리, 수사의 효율성 및 공정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석되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 등을 이유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동 훈령은 수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법무부 및 대검찰청의 다른 훈령, 예규, 지침, 지시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동 훈령 제6조)

2. 공개금지의 원칙

수사사건에 관하여는 이 준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동 훈령 제3조)

공소제기 전의 수사사건에 대하여는 혐의사실 및 수사상황을 비롯하여

그 내용 일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수사 또는 내사가 종결되어,

불기소하거나 입건 이외의 내사종결의 종국처분을 한 사건(이하

"불기소사건"이라 한다)은 공소제기 전의 수사사건으로 보고 있다.(동

훈령 제9조)

예외적으로 동 훈령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훈령 제10조 제1항 각

호138)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동 훈령

제2장 제4절(동 훈령 제13조 내지 제21조)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사건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동 훈령 제10조 제1항)

또한 불기소 사건이 동 훈령 제1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139)

138) 1. 명예 또는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의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3.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나 그 대응조치에 관하여 국민들이 즉시 알 필요가 있는 

경우.

      4. 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하여 정보 제공 등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

우.

139) 1.종국처분 전에 사건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

      2. 관련사건을 기소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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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보의 주체

공보의 주체는 공보담당관이 전담하게 된다.(동 훈령 제7조 제2항)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 훈령 제7조

제1항 각 호140)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보담당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동 훈령 제7조 제1항)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공보담당관 이외에도 직접 수사사건을 공보하거나 소속 공무원 중 동

훈령 제8조 각 호14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수사사건을 공보하게 할 수

있다. (동 훈령 제8조)

4. 공보의 방식 및 절차

수사 사건의 공개는 공보자료에 의한 공보를 원칙으로 한다.

수사사건의 공개는 미리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은 별지 제1호의

1, 2 서식의 공보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하며 (동 훈령 제11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4호 및 제8조에 의하여 각급 검찰청의 장이 공보를

담당하는 경우 공보자료의 승인권자는 직근 상급 검찰청의 장으로 하고

(동 훈령 제11조 제2항), 공소제기 전의 수사사건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공보자료 서두에 제1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동 훈령 제11조 제3항)

다만, 동 훈령 제12조 제1항 각 호14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40) 1. : 대변인

      2. 고등검찰청 : 차장검사 또는 검사

      3. 지방검찰청(차장검사가 있는 지청을 포함한다) : 차장검사

      4.지방검찰청 지청 : 지청장 또는 부장검사

141) 1.대검찰청 : 부장, 수사기획관, 공안기획관, 과학수사기획관, 과장.

      2.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 부장검사(부장검사가 없는 지청은 수석검사), 수사과장.

142) 1.관련 쟁점이 다수이거나 사안이 복잡한 관계로 공보자료 배포 외에 문답식 설명이 불가피한 

경우.

      2. 시청각자료를 통하여 국민을 안심시키거나 주의를 환기·촉구하는 등 효율적인 공보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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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구두로 수사사건을 공보할 수 있다.(동 훈령

제12조 제1항)

또한 동 훈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미리 공개할

수사내용의 범위를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서면으로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동 훈령 제12조 제2항) 동 훈령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공보를 마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공보한

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서면으로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동 훈령 제12조 제3항)

공소제기 후에는 수사사건(관련사건을 불기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 등 필요한 경우 구두로 수사사건을 공보할

수 있다. (동 훈령 제12조 제4항)

구두로 수사사건을 공보할 때에는 문답 과정에서 수사사건의 공개가 동

훈령 제2장 제4절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공보의 범위

수사사건을 공보함에 있어서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정확하게 공개하여야 하고 사건관계인의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수사사건의 공보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한정하며, 주관적 가치 평가가 언급되지

않도록 한다.(동 훈령 제13조)

표현방법에 있어서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추측 또는 예단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혐의사실을

공개할 때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반영하여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를 공보의 서두에 명시하여야 한다. (동 훈령 제14조)

수사사건을 공보함에 있어서는 이를 다루는 언론사에 균등한 보도의

      3. 확인을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즉시 공개하지 않으면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

활 등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방지하기 어

려운 경우.

      4. 그 밖에 즉시 공개하지 않으면 공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하여 공보자료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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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동 훈령 제15조)

익명원칙으로서 사건관계인을 공개하는 때에는 영문 알파벳 대문자를

이용하여 "A○○", "B○○"와 같이 성명을 표기하되, 실명을 추단할 수

있는 표현을 함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건관계인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나이 및 직업을 공개할 수 있고, 그 방법은 다음 각

호143)의 경우와 같다(제2호는 직무 관련 범죄인 경우에 한한다).(제16조)

예외적으로 실명 공개할 수 있는 경우로서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 14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오해의 방지 또는 수사

및 보도의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실명과 구체적인

지위를 공개할 수 있으며, (동 훈령 제17조 제1항) 동 훈령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공적 인물은 동 훈령 제17조 제2항 각 호145)와 같다. (동 훈령

제17조 제2항) 또한 동 훈령 제17조 제2항에 열거된 기관 또는 기업에

대하여는 오해의 방지 또는 수사 및 보도의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실명을 공개할 수 있다.

공개허용정보로서 수사사건 내용 중 수사 단계별로 공개할 수 있는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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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건

설 주식회사"와 같이 표기하되, 기업 또는 기관의 실명을 추단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44) 1. 수사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에 실명이 이미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

      2. 사건관계인이 공적(公的) 인물인 경우

145) 1. 고위 공직자

    가. 차관급 이상의 입법부·사법부·행정부·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 소속 공무원

    나. 국회의원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장

    라.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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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

      2. 정당의 대표, 최고위원 및 이에 준하는 정치인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대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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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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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동 훈령 제18조 제1항 각 호146)와 같다(제1호에서 제7호까지 및

146) 1 .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사건(이첩·통보받은 

사건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사의뢰(이첩·통보) 사실이 알려져 언론에서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 한

하여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피내사자 및 대상 기관 또는 기업

    나. 죄명(죄명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죄명에 준하는 범위 내의 혐의 요지, 이하 같다)

    다. 수사의뢰(이첩·통보) 기관

    라. 수사의뢰(이첩·통보)를 받았다는 사실

      2. 고소·고발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고소·고발을 제기하거나 정당 및 시민·사회

단체가 제17조 제2항의 공적 인물에 대하여 고소·고발을 제기한 사건으로서 고소·고발 사실이 

알려져 언론에서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피고소·고발인

    나. 죄명

    다. 고소·고발인

    라. 고소·고발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 및 그 일시

      3. 압수수색 :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사실이 알려져 언론에서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다

음 각 목의 정보(금융계좌추적,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및 통신제한조

치는 제외한다)

    가. 압수수색 대상 기관·기업

    나. 압수수색 일시

    다. 압수수색 장소

    라. 죄명

      4. 출국금지 : 출국금지 대상자가 다수이거나 제17조 제2항의 공적 인물이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으로서 출국금지 사실이 알려져 언론에서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출국금지한 

사건관계인의 숫자 또는 제17조 제2항의 공적 인물에 대한 출국금지 여부

      5. 소환조사 : 소환 대상자가 제17조 제2항의 공적 인물로서 소환 사실이 알려져 언론에서 

확인을 요청하거나 촬영 경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소환 전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소환 대상자

    나. 소환 일시 및 귀가 시간

    다. 죄명

      6. 체포·구속 : 영장의 청구·발부 사실(구속영장에 한한다) 또는 집행 사실, 적부심 청구 사실

이 공개되어 언론에서 확인을 요청한 경우나 피의자가 제17조 제2항의 공적 인물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피의자

    나. 죄명

    다.영장에 기재된 범위 내의 혐의사실

    라. 구속영장 청구 일시

    마. 구속영장 발부 여부

    바. 체포·구속영장 집행 일시(영장을 집행한 후에 한한다)

    사. 체포·구속적부심 청구 일시 및 인용 여부

    아. 석방 일시

      7. 현장검증 : 현장검증 계획이 알려져 검증 장소에서 언론의 취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

여 검증 장면(이때 근접촬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수사 종결

    가. 기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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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나목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사람, 기관 또는 기업의 실명 공개 여부는 제16조 및 제17조의

기준에 의한다). (동 훈령 제18조 제1항) 동 훈령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동 훈령 제18조 제2항 각

호147)의 범위 내에서 수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동 훈령

제18조 제2항) 수사기관의 명칭은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한

부(部)·과(課) 단위까지 공개할 수 있으나,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또는

수사관의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동 훈령 제18조 제3항) 동 훈령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공개허용정보의 범위를 넘는 사항에

대하여 언론에서 확인 요청을 한 경우에는 "확인 불가" 답변과 함께

기사화할 경우 오보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동 훈령 제18조

제4항) 그리고 동 훈령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개로

인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 (동

      (1) 

      (2) 죄명

      (3) 기소 일시

      (4) 신병관계

      (5) 공소사실

      (6)동종 범죄의 재발 억제를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수사경위, 수사방법, 범

행의 경과 및 수사의 의의(향후 동종 범죄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나. 불기소사건

      (1)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

      (2) 죄명

      (3) 처분 주문

      (4) 종국처분 전에 혐의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 내에서의 혐의사실

      (5) 종국처분 전후로 오보가 실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처분 이유(이 경우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제5호까지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47) 1. 제1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수사사건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기업의 실명

    나. 이미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범죄피해 또는 위협의 내용

    다. 범죄 또는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거나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조

치의 내용(압수수색, 체포·구속, 위험물의 폐기 등을 포함한다)

    라. 다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범위 내의 혐의사실, 범행수단

      2. 제1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피의자의 실명, 얼굴 및 신체의 특징

    나.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범위 내의 혐의사실, 범행수

단, 증거물, 지명수배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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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18조 제5항)

공개금지정보로서 수사사건에 관한 동 훈령 제19조 제1항 각 호148)의

정보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판에서 현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 훈령 제19조 제1항) 동 훈령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 및 구체적인

공개의 범위를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서면으로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공개금지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서면에 의한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승인을 받아 공개금지정보를 공개한 후 즉시 별지 제3호 서식의 서면으로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동 훈령 제19조 제2항) 동 훈령

제19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훈령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의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 (동 훈령 제19조 제3항)

영장 등 공개 제한으로서 수사사건에 관한 압수수색영장,

통신제한조치허가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체포·구속영장 및

그 청구서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 훈령

제20조 제1항) 수사사건에 관한 공소장 및 불기소결정문도 동 훈령

제20조 제1항과 같다. (동 훈령 제20조 제2항)

수사사건의 내용에 대한 일반적인 법리의 설명은 허용되며 이 경우 동

훈령 제2장 제2절(공보의 요건) 및 제3절(공보의 방식과 절차)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수사사건의 내용이 공개되는 등 실질적인

수사사건의 공보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 훈령

제21조)

148) 1. 인격 및 사생활.

      2.사건관계인의 범죄전력.

      3.사건관계인의 주장 및 진술·증언 내용, 진술·증언 거부 사실 및 신빙성에 관련된 사항.

      4.검증·감정, 거짓말탐지기 검사 등의 시행 및 거부 사실.

      5. 증거의 내용 및 증거가치 등 증거관계.

      6.제18조에서 규정하는 공개허용정보 외의 수사상황, 수사경위 및 수사방법, 수사계획.

      7. 범행 충동 및 모방 우려가 있는 특수한 범행수단·방법.

      8.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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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초상권 보호

수사과정의 촬영 등 금지로서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를 위하여 소환,

조사,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 일체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이나 그

밖의 제3자의 촬영·녹화·중계방송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 훈령

제22조 제1항) 사건관계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론이나 그 밖의

제3자와 면담 등 접촉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 등과의 접촉을

권유 또는 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 훈령 제22조 제2항).

예외적 촬영 허용으로서 동 훈령 제17조 제2항의 공적 인물인 피의자에

대한 소환 또는 조사 사실이 알려져 촬영 경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피의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검찰청 부지 내의 청사건물 이외

구역에서 소환 또는 귀가 장면에 한하여 제2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 훈령 제23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149)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150)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찰청 부지 내의 청사건물 이외 구역에서

소환, 체포, 구속(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위한 호송을 포함한다) 또는 귀가

과정에 한하여 제2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피의자의

얼굴, 실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동 훈령

제23조 제2항) 동 훈령 제23조 제1항, 제2항의 경우 공보를 담당하는

자는 미리 별지 제2호 서식의 서면으로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 훈령 제23조 제3항). 동 훈령 제23조 제1항, 제2항의

경우 공보를 담당하는 자는 취재 과정에서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149) 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

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

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150) 제23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

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

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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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질서유지 통제선 설치, 통제인력 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동 훈령 제23조 제4항)

초상권 보호조치로서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은 동 훈령 제22조

제1항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동 훈령 제24조 각 호151)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동 훈령 제23조에 의하여 촬영·녹화·중계방송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 훈령 제24조)

신병 관련 초상권 보호조치로서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은

체포·구속영장의 집행 및 구속 전 피의자심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검찰청

내외에서 촬영·녹화·중계방송을 통하여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원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동 훈령 제25조 제1항)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은 체포·구속영장의 집행,

구속적부심 및 검찰·법원의 소환에 따른 계호 과정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이 촬영·녹화·중계방송을 통하여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동 훈령 제25조 제2항)

7. 오보 대응

수사공보의 실시 및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의 청구로서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가 실재하여 신속하게 그 진상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보담당관은 동 훈령 제2장 제3절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사사건에 대한 공보를 실시하거나 해당 언론을 상대로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동 훈령 제26조의 경우 수사공보의 범위 및 후속 조치에 관하여 동 훈령

제26에 의하여 수사공보를 실시하거나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때에는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에서 언급한 내용에 대응하여 그

진위 여부를 밝히는 범위 내에서 수사사건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이

151) 1. (청사건물 및 그 부지) 내에서 수사 과정에 있는 사건관계인을 촬영·녹화·중계방송한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브리핑 참석 또는 청사 출입의 제한.

      2.검찰청 내 포토라인(집중촬영을 위한 정지선을 말한다)의 설치 금지.



- 96 -

경우 수사사건 공개의 범위에 관한 제18조, 제19조 제1항 제2호에서

제7호까지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동 훈령 제27조 제1항)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은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한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제24조 제1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동 훈령 제27조 제2항)

8. 수사 보안

수사보안 조치로서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은 언론보도가

예상되는 사건의 내사 또는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사건의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동 훈령 제28조)

검사 및 수사관의 언론 접촉 금지로서 공보담당관이 아닌 검사 또는

수사관은 담당하고 있는 수사사건과 관련하여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없으며, 언론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검사실이나

조사실을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 훈령 제29조 제1항) 검사

또는 수사관이 전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언론기관 종사자로부터

수사사건의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취지152)로

답변하여야 하며, 수사사건의 내용에 대하여 언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

훈령 제29조 제2항)

예외적 언론 접촉이 허용되는 경우로서 동 훈령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사사건에 대한 공보를 실시하는 사건에서 설명의 편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또는 수사관은 공보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언론기관 종사자와 대면할 수 있다. (동 훈령 제30조 제1항) 동 훈령

제30조 제1항의 대면을 마친 검사 또는 수사관은 즉시 그 내용을

공보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동 훈령 제30조 제2항)

9. 공보교육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공보담당관과 소속

152)  " 그 사건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며, 공보담당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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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수사관을 포함한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수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동 훈령 제31조 제1항) 제1항 중 공보담당관

이외의 자에 대한 교육은 공보담당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동 훈령

제31조 제2항) 각급 검찰청의 장은 공보교육의 실시 내역을 법무부장관

및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동 훈령 제31조 제3항)

10.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동 훈령에 위반하여 수사사건의 내용을 공개한 자가 있을 때에는 각급

검찰청의 장(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사건은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즉시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후 감찰을 실시하여 공개 경위, 내용, 이유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동 훈령 제32조)

11. 승인서 등의 보관

동 훈령 제12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2항, 제23조 제3항의 승인 및

보고에 관한 서면은 승인을 받거나 보고한 때부터 10년간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의 공보담당관이 보관한다. (동 훈령 제33조)

Ⅳ. 보완점 및 입법론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보완점 및 입법론

1)구체적 규정의 마련

전술한 바와 같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2010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충분한 증거가 있고

공익상의 필요가 있으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때에는 성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으며, 2010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에 따라서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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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경우에 충분한 증거가 있고 공익상의

필요가 있으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때에는 특정강력범죄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법 규정은 전술한 피의사실의

공표의 적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나「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비하여 피의사실의 공표의 허용기준이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위 법규정에는 위와 같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피의사실의 공표를 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의사실의 공표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따라서 피의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입법론으로는 위 법규정에 피의사실의 공표의

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위 법규정의 명확한

적용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설사 동 훈령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특강법의 위 조항들에서 묵시적 위임을 받은

규정이라고 해석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위 조항들은 피의자나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성격의 조항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위

조항들에서 피의사실의 공표에 관하여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2)입법론

입법론 상으로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를 다른 범죄의

피의자와 구별하여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3조 제1항은 향후 법 개정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2.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의 보완점

1) 처벌조항 등 강제수단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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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훈령의 내용이 위와 같이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동 훈령을 준수하여 피의사실의 공표를 하지 않는다면 동

훈령이 있더라도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한 피의자나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의 문제는 계속하여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사실의 공표를 함에 있어서 동 훈령을 준수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실제적인 수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

훈령에서는 동 훈령을 위반한 것에 관하여 내부적인 감찰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동 훈령 제32조), 실제로 어떠한 불이익을 부과하게 되는지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 신상 공개의 제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153)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3조 제1항154)에서는 비록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의미이며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무의 의미가

아니므로 위와 같은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익명보도의 원칙상 매우 엄격하게 인정해야 할

것이며 그에 관하여 동 훈령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Ⅴ. 검토

153) 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

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

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154) 제23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

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

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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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은 익명보도의 원칙 등 판례가 설시한

기준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으며, 위 개선책에서 제시한 내용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전술하는 바와 같이 동

훈령에는 위 가이드라인과 비교하여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입법론상 위 보완해야 할 사항을 보완하는 개정이 이루어지며 동 훈령이

실제로 엄격하게 준수된다면155)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문제는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155) 관련하여 ‘2006. 10. 26. 대검찰청 국감보도자료’에 의하면 검찰은 2003년에 포토라인

을 폐지하고 2004년부터는 피의자의 비공개 소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아직도 정치인이나 기업

인 등 유명인 소환은 거의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내용을 

기자간담회나 비공식적인 사석에서 흘려주는 식으로 피의사실이 유출되기가 일쑤로서 검찰의 수사사

건 공보에 관한 준칙은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하고 있다. 

(http://www.kdc2000.com/pds2/down.php?idxno=65&file=65.dat&dnfile=061026-%B4%EB%

B0%CB%C2%FB%C3%BB%20%B1%B9%B0%A8%BA%B8%B5%B5%C0%DA%B7%E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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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론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추후에 금전으로도 전보하기 어려운 손해를 줄 수 있고 특히

피의사실의 공표·보도의 경우에는 전술한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의자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인격권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민법에서 손해배상에 관하여 금전배상의 원칙을 규정하면서도 인격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금전배상의 예외라고 할 수 있는 민법 제764조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은 위와 같은 인격권 침해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피의사실의 공표·보도는 전술한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추후에 그에 관하여

금전배상이나 원상회복으로는 피의자나 피해자의 손해를 전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의자나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피의사실의 공표·보도는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피의사실의 공표·보도를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에는 국민의 알

권리나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즉, 피의사실의 공표·보도의 경우 피의자나 피해자의 인격권과

국민의 알 권리나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이에 기본권의 충돌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기본권 충돌의 문제를

기본권 사이의 이익형량을 통하여 기본권의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위에서 설시한 기본권 상호 간에 우열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판례가 제시한 방법과 같이 기본권 사이의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인격권 침해의 구제수단으로 형사적 구제방법과 민사적 구제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피의사실의 공표·보도의 경우에 형사적 구제수단으로서

피의사실의 공표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공표죄나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여

형사처벌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형사적 구제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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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 권리나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는

점에서 기본권 조화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피의사실공표죄의

경우에는 헌법 제27조 제5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사실상 침해하는

위헌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입법론적으로 향후 형법개정 시에는 형법

제310조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 조항을 신설하거나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피의사실의 공표·보도의 경우에 민사적 구제수단으로서 손해배상 및

국가배상과 원상회복 청구를 고려할 수 있으며, 특수한 구제수단으로

명예회복 청구가 있다. 손해배상 및 국가배상의 경우 불법행위의 위법성

인정여부가 문제되는데 이에 관하여 판례는 피의사실의 공표·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개인의 인격권과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비교형량하는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개개의 사례에서 그 기준을 적용하여서 판단하였으므로 위 기준에 따라서

불법행위의 위법성 인정여부나 공무원의 피의사실의 공표행위의 위법성

인정여부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원상회복 청구에 관하여는 피의자나

피해자는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등을 할 수 있고 그

외에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피의자나 피해자는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인격권은 침해된 이후에는 이를 전보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적으로 인격권 침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이나 언론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고 기본권 조화를 이루는

피의사실의 공표·보도를 할 수 있도록 피의사실의 공표·보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의사실의 공표·보도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판례가 제시한

기본권 사이의 비교형량을 하는 기준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법무부는 법무부 훈령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시행하고

있는데, 동 훈령은 위와 같이 피의사실의 공표에 관하여 판례가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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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과 피의사실의 공표를 위한 개선방안으로서의 가이드라인을

상당히 반영하고 있으나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입법론상 향후에 그 보완해야 할 사항을 보완하는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각 피의사실공표에 관한

조항에 관하여도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가이드라인과 동 훈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나 언론이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피의자나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문제는 계속하여 발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경우에 동 훈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동 훈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실제적으로 공무원의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한 국가배상사건이나

언론의 피의사실 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법원이 위에서

제시한 피의사실의 공표·보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국가배상의 위법성 요건과 불법행위의 위법성 요건을

고려한다면 향후에는 공무원이 피의사실의 공표를 하거나 언론이

피의사실 보도를 함에 있어서 사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게 됨으로 인해

종래 피의사실의 공표·보도로 인해 발생한 피의자나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의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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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56)

[별지 제1호의 1 서식] (공소제기 후)

이 보도자료는 2010. 4. 26.(월) 12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검찰청
보 도 자 료

2010. 4. 26.

(월)

공보담당관 차장검사  
○○○

전화 00-0000-0000 / 팩스 
00-0000-0000

: 특수부장실

전화번호 : 

00-0000-0000

주책임자 : 특수부장 ○

○○

제  목 ○○○ 사건 수사 결과

156)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포함된 서식으로서 실제로 검찰청에서 피의사실의 공표

를 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서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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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의 2 서식] (공소제기 전)

이 보도자료는 2010. 4. 26.(월) 12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검찰
청

보 도 자 료

2010. 4. 26.

(월)

공보담당관 차장검사  
○○○

전화 00-0000-0000 / 팩스 
00-0000-0000

: 특수부장실

전화번호 : 

00-0000-0000

주책임자 : 특수부장 

○○○

제  목
○○부 차관 ○○○ 뇌물수수 혐

의 구속

공소제기 전 공보

사유

☑ 중대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 방지 ☐ 동종 범죄․피해의

급속한 확산 우려

☐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 ☐ 범인 검거 또는 중

요한 증거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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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sideration for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 by the
publication of fact of suspected crime and remedy for

personal right

Jung, Suncheol

The Law Department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master's thesis is about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 of the

suspect and the victim by the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and remedy for the right of the suspect and the victim.

The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protects the freedom of

expression, but it violates personal right of the suspect and the victim.

As the freedom of expression is the fundamental human right which is

based on the Korean Constitution, the personal right is also the

fundamental human right which is based on the Korean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pply a solution to a clash between

fundamental human rights which are based on the Korean Constitution

and the solution is to achieve a balance between them. So we should

determine a standard of judgement that achieve a balance between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personal right.

Recently in Korea, the media has reported facts of suspected crime

and the name of the suspect and the face of him. And the trend of

the media can violate the personal right of the suspect and that of the

victim. Actually a father of the victim expressed displeasure at the

exposure of the facts of suspected crime in Korea. So The problem of

violating the personal right of the suspect and the victim has become

more critical

The remedies for compensating the damage of the personal right of

the suspect and that of the victim are to punish the man who

publishes facts of suspected crime and to pay for damages of them.

And because punishing the man can violate the freedom of expression,

we should choose paying for damage of them as the remedy for

compensating the damage of them in principle. And there are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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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remedies for compensating the damage of them

To protect the personal right of the suspect and that of the victim,

the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should be restricted and a

standard of judgement should be set up of the restriction. Korean

court has set up a standard of judgement of it. By analyzing damage

suits which are related to the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in Korea, we find the standard of judgement that korean court set up.

And I suggest an solution to the problem which is related to the

violation the personal right of the suspect and that of the victim by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The solution is to make a

guideline which the investigative agency and the press should follow

when they publish facts of suspected crime. The guideline is about the

main agent and the procedure and truth of the content and so on.

And there is a regulation on the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in Korea. The regulation is the guideline which is made by the

Ministry of Justice of Korea. As the Ministry of Justice of Korea has

the authority over the investigative agency of Korea, the investigative

agency of Korea should follow the regulation. So if the content of the

regulation has a reasonable standard of judgement, the problem of

violating the personal right of the suspect and the victim can be

solved considerably. Analyzing the content of the regulation, I consider

that the content of the regulation reflects the standard of judgement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and the guideline considerably but it also

has some problem. So the legislative branch of Korea should amend

the regulation to solve them.

In conclusion, the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should be

done under the standard of judgement. And the way of the publication

can solve the problem of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 by the

publication of fact of suspected crime considerably.

………………………………………

keywords : Personal right, Freedom of

expression, Infringement,

Publication, Remedy,

Suspected crime

Student Number : 2008-2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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