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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가짜뉴스(fake news)는 2016년 실시된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

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는 탈진실(post-truth) 시대의 도래,

전통적 언론매체의 신뢰도 하락, 뉴스의 디지털화, 소셜 미디어의 보급,

이념적 극단주의의 심화 등에서 기인하였다. 가짜뉴스는 기존 사회현상

과의 유사성, 짧은 논의의 역사, 용례의 광범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언론인 범위의 확장 및 복합적 언론매체의 등장 등으로 인하여 단

일한 정의에 어려움이 있다. 다만 선행연구 및 용례로부터 허위성, 기만

성, 정치·경제적 목적성이 가짜뉴스의 일반적 특징에 해당함을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위 일반적 특징에 기반하여 가짜뉴스의 용례를 양식,

단계, 내용에 따라 유형화하였다.

가짜뉴스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전통적으로 형

성되어 온 표현의 자유 법리에 기반하고 있으며, 규범적 대응 및 자율적

대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규범적 대응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의 일

반원칙으로서 사전억제금지원칙, 막연하므로 무효의 원칙 및 과도한 광

범성 원칙, 보호영역 및 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으며, 매체 및 내용에

따라 개별적 법리가 적용된다. 자율적 대응으로는 팩트체크, 소셜 미디어

사업자의 자율규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법

리형성의 전통에 따라 규범적 대응보다는 자율적 대응을 주로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소셜 미디어 사업자의 사적검열 가능성이나 가짜뉴스로 인

한 즉각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공권력의 신속한 동원이 어렵다는 한계

를 가지기도 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대응은 자율적 대응보다 규범적 대응 위주로 나타나

고 있다. 가짜뉴스와 관련하여 생산자 및 인터넷서비스사업자, 기사형 광

고, 허위표현 등에 대한 현행법상 제재가 가능하기도 하나, 가짜뉴스와

관련하여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

이다. 구체적으로는 법률개정에 대한 논의가 법률제정에 대한 논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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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하며, 정보통신망법, 공직선거법, 언론중재법 등이 대상이다. 자율적

대응 역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나, 미국에 비하여 팩트체크

기구가 부실하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회원사가 아닐 경우 가짜뉴

스에 대한 조직적 대응에 참여를 요구할 수 없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도 원론적인 논의에 그치는 등의 한계가 있다.

표현의 자유의 보호는 개인의 인격발현을 가능케 하고 사상의 자유시

장(marketplace of ideas)에서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으로 민주주의를 발전

및 실현시킬 수 있다. 다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절대적 보호론은 인정되

고 있지 않은만큼 가짜뉴스가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원론적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인터넷상의 익명성, 외견상 사실과

허위의 구분을 불가하게 하는 딥페이크 기술의 발달, 소셜 미디어 이용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과 같은 사회의 변화는 기존 표현의

자유 법리가 가짜뉴스를 비롯한 인터넷상의 새로운 표현에 적용될 수 있

는지에 대한 검토를 필요하게 한다. 또한 가짜뉴스로 인해 왜곡된 여론

이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하는 경우 전국가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주요어 : 가짜뉴스,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시장, 민주주의, 선거

학 번 : 2018-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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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는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사상

과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미시적 수준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하며,

거시적 수준에서는 사회구성원간 이견을 이해하게 하여 자유로운 토론을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사회가 구성, 유지, 발전되게 한다. 즉 표현의 자유

는 민주국가의 필수불가결한 가치이다. 그러나 기본권 주체는 표현의 자

유를 무제한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표현하지 않을 소극적

표현의 자유와 외부에 표출할 적극적 표현의 자유를 모두 의미한다는 점

에서 다른 법익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며 기본권 제한의 문제가 발생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매체를 등장시켰으며 사회의 의사소통 방

식에도 변화를 야기하였다. 특히 인터넷은 각기 다른 매체를 융합한 새

로운 형태의 매체를 탄생시켜 매체간 경계를 무의미하게 하였으며, 저비

용·실시간·광범위·익명의 표현이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에

따른 표현의 자유의 확대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새롭게 명명된 가짜뉴스(fake news)라는 사회적 현상

을 표현의 자유에 기반한 헌법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fake news’

의 번역어로는 가짜뉴스, 허위뉴스, 페이크뉴스, 허위조작정보 등이 사용

되고 있다. 이는 해당 개념에 대한 정의가 어렵고, 용어의 외관상 ‘fake’

하다면 사실상 모든 법적·사회적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며,

이용되는 맥락에 따라 그 의미에 미묘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짜뉴스’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자 한다. 가짜뉴스는 2016년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도널드 트럼

프 공화당 대선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가 소셜네트워킹서

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를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던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가짜뉴스는 ‘가짜’인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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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용되며 일견 허위표현의 한 형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허위표현의 일종인 가짜뉴스의 제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술한 표현의

자유의 두 가지 보호목적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짜뉴스

그 자체로서 개인의 인격형성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부분 국가에서 허위표현이 타인의 명

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반적

표현과 마찬가지로 가짜뉴스가 다른 법익과 충돌할 경우 그 보호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가짜뉴스가 공적 여론형성과 민

주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경우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이다. 사상의 자유시장(Marketplace of ideas)에 진입한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자유로운 토론은 진리발견의 과정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다. 단 사상의 자유시장의 시장실패(market failure) 가능성은 상존한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제한받는 주체에 대하여 직접적·즉각적인

효력을 가진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이 초래할 수 있는 위

축효과(chilling effect)에 대한 우려는 개인의 표현을 최대한으로 보장하

자는 자유주의적 관점에 따른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가짜뉴스가 직·

간접적으로 야기하는 경제적 손실과 정치적 영향력은 고의적인 허위표현

이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가에 대한 의문이 들게 한다.

이에 본고는 표현의 자유의 자유주의적 이론이 발전해오고 가짜뉴스가

처음으로 등장한 미국의 관점에서 가짜뉴스 규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

고자 하며, 가짜뉴스의 등장을 단순히 민주주의의 비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한다. 다만 가짜뉴스라는 명칭이 본격적으로 사용된

지 약 4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가짜뉴스 문제는 사실상 모든 매체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표현의 특성상 다양한 법적쟁점이 제기될 수 있다. 본

고는 미국에서 축적되어온 표현의 자유 논의와 가짜뉴스 대응방식을 정

리하여 우리나라 가짜뉴스 논의에 주는 시사점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

다.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의 가짜뉴스 연구는 기존 표현의 자유 법리를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문제에 적용 및 검토해보게 하여 기존 법리의 의의

와 한계를 이해하고 개선점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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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범위

가짜뉴스는 2016년 미국 대선을 기하여 사회적 현상으로 등장하였으

며, 짧은 논의의 역사와 개념의 모호함으로 인하여 가짜뉴스의 통일된

정의를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피자게

이트 사건, 러시아게이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개인정보수집 사건 등

의 일련의 사건은 가짜뉴스가 학문적 연구대상으로 주목받기 이전에 해

결이 시급한 사회문제로 먼저 주목받게 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가짜뉴

스는 정치적, 사회적인 유행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제 가짜뉴스는

미국을 넘어 한국, 유럽연합, 독일, 프랑스 등 사실상 모든 국가에서 문

제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만큼 보편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짜뉴스 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학계에서의 활발한 연

구도 진행되고 있다. 다만 fake news의 번역어 사용에 있어서 통일된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가짜뉴스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

기는 하나, 학자간 정의에 따라 온라인 허위정보, 페이크 뉴스, 인터넷상

허위조작행위 등이 사용되기도 한다.

학문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의 가짜뉴스 연구는 법학, 언론

학, 컴퓨터공학 분야에서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법학계의

연구는 가짜뉴스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별로는 독일1)과 유럽연합2)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프랑스3),

1) 김성화, “독일의 SNS규제와 표현의 자유”, 인권법평론 제22권 제1호, 전남대

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2019; 안수길, “가짜뉴스에 맞서는 독일 ‘사회

관계망법집행법’의 내용과 쟁점”, 법학논총 제36권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

소, 2019; 이권일,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 가짜뉴스 규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

독일의 소셜네트워크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9.
2) 이정념, “온라인 허위정보의 규제를 위한 접근법 –허위정보의 의미와 본질,

규제 방향을 중심으로- ”, 과학기술법연구 제25권 제2호, 한남대학교 과학기술

법연구원, 2019; 황용석, “가짜뉴스에 대한 한국과 EU의 비교정책 연구 –정책

형성 담론을 중심으로- ”, 언론정보연구 제56권 제2호,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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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4), 러시아5)에 대한 연구도 있다. 특히 독일에서의 가짜뉴스 연구가

활발한 것은 대륙법계 국가라는 공통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의된 가짜뉴스 규제 관련 법안의 특징과 문제점

을 검토하는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6) 위와 같은 특징으로 보아 법학계의

가짜뉴스 연구는 비교법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에서의 가짜뉴스 법적 규제

가능성과 현재 발의된 법안의 비판적 검토를 목표로 한다. 두 번째로 언

론학계에서는 가짜뉴스의 개념화와 그 성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짜뉴스의 개념화에 있어서는 언론학적으로 가짜뉴스와 유사한

기존 사회현상을 제시하고 유사점과 차이점을 정리하고 있다. 풍자적 가

짜뉴스(satirical fake news), 소문 또는 루머(rumor), 오보7), 역정보

구소, 2019.
3) 한동훈, “프랑스의 정보조작대처법률에 대한 헌법적 검토”, 세계헌법연구 제

25권 제1호,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019.
4) 김창화, “미국의 가짜 뉴스 대응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교육법학연구 제

30권 제3호, 대한교육법학회, 2018; 김종현, “가짜뉴스의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미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60권 제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김종현, 「이른바 ‘가짜뉴스’에 관한 헌법적 연구」, 헌법재판

소 헌법재판연구원 연구보고서, 2019.
5) 김영옥, “러시아의 가짜뉴스 관련 입법 동향”, 최신외국법제정보 2019 제5호,

한국법제연구원, 2019.
6) 장휘일, “가짜뉴스의 심각성과 법적대응방안 –한국의 19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KHU 글로벌 기업법무리뷰 제10권 제1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최진응, “제20대 국회의 가짜뉴스 관련 입법안 분석”, 의정연구 제24권 제

3호,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8; 황용석·정재관·정다운, “가짜뉴스 관련 국내 입

법안 분석과 그 한계 –위헌성 여부를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 제25권 제2

호,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8; 박아란, “‘가짜뉴스’와 온라인 허위정보

규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언론정보연구 제56권 제2호,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

구소, 2019; 윤성옥, “가짜뉴스 규제 법안의 특징과 문제점”, 언론과 법 제18권

제1호, 한국언론법학회, 2019; 홍완식, “가짜뉴스 규제 법안에 대한 입법평론”,

법과정책 제25권 제1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9.
7) 황용석·권오성, “가짜뉴스의 개념화와 규제수단에 관한 연구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 언론과 법 제16권 제1호, 한국언론법학회,

2017, 61-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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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information), 오정보(misinformation), 악의적 정보(malinformation),

황색언론(yellow journalism), 프로파간다(propaganda), 패러디(parody)

등이 가짜뉴스와 비교되는 기존 사회현상이다. 이외에 가짜뉴스 수용자

의 입장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인지와8) 가짜뉴스 생산자의 입장에서의

면책특권9)에 대해 연구한 것도 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공학계로 대표되

는 기술적 측면의 연구는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가짜뉴스를 어떻게 예방

할 수 있는지의 측면을 다룬다.10) 전술한 사항 외에도 가짜뉴스에 대응

하는 방편으로 자율적인 팩트체크(fact check)11),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자율규제12), 미디어 교육의 강화13) 등이 제시되어 있다.

선행연구는 학계간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나 공통적으로 사회현상으로

서의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방법 연구에 중점적으로 맞추어져 있다. 가짜

뉴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해악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연

구는 문제해결의 시급성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반면

가짜뉴스라는 용어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가짜뉴스와 관

련된 섬세한 논의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쉽

다. 개념정의가 선행되지 않는 법적규제에 관한 연구는 혼란을 가중시킬

여지를 남겨둘 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미국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가짜뉴

스 논의로부터 서술을 시작하고자 한다. 미국에서의 가짜뉴스에 관한 연

8) 이상기·손나리, “페이크 뉴스에 대한 수용자들의 비판적 대응은 가능한가?”,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9권 제1호,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8.
9) 박아란, “팩트체크와 명예훼손 –진실 오신 상당성 법리와 중립보도 면책특

권을 중심으로- ”, 언론정보연구 제55권 제4호,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2018.
10) 윤태욱·안현철, “텍스트 마이닝과 기계 학습을 이용한 국내 가짜뉴스 예측”,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Management, 제25권 제1호,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 2018; 이부하, “알고리즘(Algorithm)에 대한 법적 문제와

법적 규율”, 과학기술과 법 제9권 제2호,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11) 장영수, “언론의 자유와 ‘팩트체크’”, 공법학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비교공

법학회, 2019; 박아란, 앞의 글, 2018.
12) 황용석·권오성, 앞의 글.
13) 이상기·손나리,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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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는 김종현의 선행연구가 대표적이다. 김종현은 가짜뉴스의 정의, 우

리 현행법상 규제 가능성, 미국과 독일에서의 논의 소개 외에도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가짜뉴스 규제시 제기될 수 있는 헌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있다.14)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서 가짜뉴스가 제외될 수 있는지와 각

주체에 대한 규제 가능성에 관한 연구도 있다.15) 김종현은 상대적으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가짜뉴스와 미국 표현의 자유를 표

현의 자유의 보호법익, 보호영역, 규제 가능성의 측면에서 연구하였으며,

비판적 해석을 제시하여 우리 제도와의 비교도 가능하게 하였다. 다만

김종현이 제시한 기준 외에 표현의 자유에서 가짜뉴스를 정의할 수 있는

기준이 다양하다는 측면에서 다차원적인 분석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이 외에 미국에서의 가짜뉴스에 관한 최신 논의와 헌법적 쟁점이 보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대상을 미국으로 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짜뉴스가 처음 명명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 미

국이기 때문이다.16) 가짜뉴스는 2016년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 이래

전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용어가 되었다. 그러나 이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비하여 그것에 대한 일반적 이해는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불완전한 이해에도 불구하고 그 용례와 사회적 영향력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가짜뉴스를 가장 잘 이해하기 위

해서는 처음 논의가 시작된 미국으로 돌아가보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둘째, 미국은 표현의 자유 논의가 가장 오랫동안 활발하게 이루어져

온 국가이다. 그 배경은 영국 식민지 경험으로부터 시작된다. 1607년 영

14) 김종현, 앞의 책.
15) 김종현, 앞의 글.
16) 실제로 가짜뉴스가 미국에서 명명되었고 2016년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보편적 사회현상으로 인식되었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가짜

뉴스 정의에 “본래 미국 뉴스(originally U.S. news)”이며 “2016년 미국 대선운

동 과정과 그 후에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widely popularized during and

after the 2016 U.S.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는 내용을 담기도 하였다.

(출처: Oxford English Dictionary

http://lps3.www.oed.com.libproxy.snu.ac.kr/view/Entry/67776?redirectedFrom=f

ake+news#eid1264306660, 최종확인: 2019. 9. 30.)

http://lps3.www.oed.com.libproxy.snu.ac.kr/view/Entry/67776?redirectedFrom=fake+news#eid1264306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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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미국 버지니아 주에 첫 번째 식민지 도시 제임스타운을 건설한 후

미국은 영국 법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당시 영국에서는 출판을 위한

국가의 사전승인을 요하였고 국가비판적 출판물을 선동적 명예훼손죄

(seditious libel)로 처벌하였는데, 비록 미국에서 해당 죄목에 의한 기소

는 영국보다 적었으나 여전히 공식적, 비공식적 방식으로 반정부적 표현

에 제한이 가해졌다.17) 이와 같은 역사적 경험은 미국이 1776년 독립선

언을 하고 1791년 권리장전으로 수정헌법을 제정하는데 반영되어 수정헌

법 제1조에 표현의 자유 보호를 명문화하기에 이른다. 약 200년간 축적

되어온 미국의 판례와 법리는 표현의 자유 일반을 풍부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좋은 이론적 배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술한 선행연구 검토와 문제의식에 따라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

다. 이어지는 제2장에서는 가짜뉴스에 관한 미국에서의 논의를 정리하고

가짜뉴스의 유형화를 시도한다. 가짜뉴스가 등장한 배경에 대해서는

2016년 대선 당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세 건의 사건을 소개하고 당국

의 대응방식에 대해 서술한다. 가짜뉴스는 특성상 단일한 개념정의가 어

렵기 때문에 일반적 특징을 도출하고 양식, 단계, 내용에 따라 분류화를

시도할 것이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미국과 우리나라

의 대응방식을 각각 소개한다. 각 국 헌법이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법리를 보호영역과 제한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핀다. 양 국은 각각 영미법

계와 대륙법계의 상이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병렬적인 비교

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표현의 자유의 일반적 법리에서 미국의 논의

가 우리나라의 논의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막

으로 제5장은 전체 논의를 정리하며 마무리한다.

17) Chemerinsky, Erwin, Constitutional Law: P rinciples and Policies,

Wolters Kluwer, 2019, 1002-10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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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가짜뉴스의 등장배경과 유형

제 1 절 등장배경과 경과

1. 등장배경

가짜뉴스(fake news)는 2016년 11월 8일 실시된 제45대 미국 대통령선

거를 기점으로 하여 새로운 사회적 현상으로 주목받게 되었다.18) 가짜뉴

스를 비롯한 허위표현은 문화권을 막론하고 인간이 표현을 시작한 시점

부터 시작되었을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표현의 한 형태이다. 이러한 표현

의 특징을 고려할 때 ‘가짜’인 뉴스가 ‘진짜’인 뉴스와 함께 존재해왔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최초의 가짜뉴스는 1835년 뉴욕 선

지(New York Sun)가 달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를 주제로 연재하였던 “위

대한 달 사기극(Great Moon Hoax)”19)이라는 연구가 있을 정도로 가짜

뉴스는 ‘진짜뉴스’만큼 역사가 깊은 사회현상이다.20) 늘 존재하면서도 특

별한 주목은 받지 못했던 가짜뉴스라는 단어는21) 2017년 올해의 단어

18) Allcott, Hunt, Gentzkow, Matthew, Social Media and Fake News in the

2016 Elec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 Vol. 31 No. 2, 2017, 212쪽.
19) 1835년 당대 유명 천문학자 존 허셀 경(Sir John Herschel)이 달에 사는 생

명체를 발견하였다는 주제로 6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당시 해당 기사는 에든버

러 과학지에 게재된 내용이 재인쇄된 것으로 알려졌었기 때문에 높은 인기를

끌었고, 실제로 예일 대학교 과학자위원회가 해당 과학지 원문을 찾기 위해 신

문사에 직접 찾아오기도 했다. 그러나 연재 시작 약 한 달 뒤 신문사가 스스로

해당 기사가 거짓이었음을 발표한다.

출처: “The Great Moon Hoax” is published in the “New York Sun”

https://www.history.com/this-day-in-history/the-great-moon-hoax, 최종확인:

2019. 10. 14.
20) Allcott, Hunt, Gentzkow, Matthew, 앞의 글, 214쪽.
21) 실제로 구글 트렌드(Google Trends)를 이용하여 2004년부터 현재까지를 기

간으로 “fake news”의 관심도 변화를 살펴보면 2016년 10월까지는 10 미만의

수치가 꾸준히 유지되었으나 2016년 11월 40으로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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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 of the Year)로 선정되기도 하는 등22) 탈진실(post-truth) 시대

미디어의 일반적 산물로서23) 새로운 논의의 국면을 맞이하였다. 가짜뉴

스의 등장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전통적 언론매체의 신뢰도 하락이다. 이 경향은 1980년대 중후반

에 시작되고 1990년대에 심화되었으며,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면

서 매체 신뢰도에 관한 조사에서 인터넷에 비해 높은 신뢰를 받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24) 이는 정보이용자의 정치적 성향을 막론

하고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특징이었다.25) 이 외에도 언론기관설립

에 관한 기준이 완화되어 언론사가 난립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극

적인 보도로 판매 부수와 시청률을 올리는 것이 이윤추구의 방식으로 고

질화된 점은 공정보도라는 언론의 본질적 가치까지 훼손시키면서 인터넷

을 기반으로 한 대안언론이 부상하게 하였다.26)

둘째, 뉴스의 디지털화와 소셜 미디어의 보급이다. 신문·방송·라디오처

럼 뉴스를 보도하는 전통적 의미의 언론매체는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필

요로 하였으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매체는 언론설립의 장벽을

낮추고 뉴스를 디지털화하여 언론보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

다.27) 사람들은 소셜 미디어라는 인터넷상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소식

후 등락을 반복하지만 현재까지 30 이하로 수치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

출처: https://trends.google.co.kr/trends/explore?date=all&q=fake%20news, 최종

확인: 2019. 9. 30.
22) 출처: Collins Dictionary

https://www.collinsdictionary.com/word-lovers-blog/new/collins-2017-word-of

-the-year-shortlist,396,HCB.html, 최종확인 2019. 9. 30.
23) Corner, John, Fake news, post-truth and media-political change, Media

Culture&Society Vol. 39 No. 7, 2017, 1100-1101쪽.
24) Johnson, Thomas J., Kaye, Barbar K., Cruising is Believing?:

Comparing Internet and Traditional Sources on Media Credibility

Measures,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Quartely Vol. 75 Issue 2,

1998, 326쪽.
25) Allcott, Hunt, Gentzkow, Matthew, 앞의 글, 215-216쪽.
26) 김종현, 앞의 책, 10쪽.
27) Lazer, David M. J., Baum, Matthew A., et al., The Science of fak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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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유하며 언론인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언론인들

도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여 소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

하였다.28) 인터넷상에서는 언론인과 비언론인의 역할상 구분이 어려워진

것이다. 실제로 2016년 페이스북 이용자는 매달 18억 명, 트위터는 4억

명에 달하였으며,29) 미국 전체 인구의 44퍼센트가 페이스북에서 뉴스를

접한다고 응답했을만큼30) 상당한 인구가 소셜 미디어를 뉴스매체로 이

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뉴스에 소셜 미디어가 적극적으로 활

용되고 있는 것은 시장진입과 콘텐츠 생산에 드는 고정비용이 적으면서

도 기존 언론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31)

마지막은 사회의 이념적 극단주의 현상이다. 미국을 대상으로 한 복수

의 연구에서는 이념적 중도층의 감소세와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32) 이 이념의 극단주의화는 이념적 일관성을 가지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특히 2016년 대선 기간의 가짜뉴스 이용에 관한 연구에서는

가짜뉴스의 원출처 방문자 중 60퍼센트가 정치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미

국인 10퍼센트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정치적 보수주의자들이 가짜뉴스

소비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33) 정치적 이념은 뉴스의 역학관계에

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진보주의 진영에서는 인터넷상 인플루언서나 언

Science Vol. 359 No. 6380, 2018, 1094-1095쪽.
28) Tandoc Jr., Edson C., Lim, Zheng Wei, Ling, Richard, Defining “Fake

News”: A typology of scholarly definitions, Digital Journalism Vol. 6 No. 2,

2018, 139쪽.
29) Allcott, Hunt, Gentzkow, Matthew, 앞의 글, 215쪽.
30) Tandoc Jr., Edson C., Lim, Zheng Wei, Ling, Richard, 앞의 글, 139쪽 재

인용; Gottfried, Jeffrey, Shearer, Elisa, “News Use Across Social Media

Platforms 2016.”, Pew Research Center, 2016.
31) Allcott, Hunt, Gentzkow, Matthew, 앞의 글, 221쪽.
32) Spohr, Dominic, Fake news and ideological polarization: F ilter bubbles

and selective exposure on social media, Business Information Review Vol.

34 No. 3, 2017, 150-151쪽.
33) Grinberg, Nir, Joseph Kenneth, Friedland, Lisa, Swire-Thompson, Briony,

Lazer, David, Fake news on Twitter during the 2016 U .S. presidential

election, Science Vol. 363 Issue 6425, 2019,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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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매체가 클린턴 지지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반

면, 보수주의 진영에서는 가짜뉴스 전문 웹사이트와 같은 유포매체가 트

럼프 지지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34) 즉 소셜 미디

어를 활용한 새로운 소통방식의 필터버블(filter bubble) 효과와 반향실

(echo chamber) 효과로 인하여 가짜뉴스에 대한 수요와 소비가 창출 및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 내 정치적 극단주의를 강화하는 기제로 작

용하고 있다.35)

2. 주요사건 및 경과

(1) 피자게이트 사건

2016년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피자게이트(pizzagate) 사건이 발생하였

다.36) 소셜 미디어상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가 전 선거운

동본부장과 함께 한 피자가게 지하실에서 아동 성매매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가짜뉴스가 퍼졌다. 해당 허위정보는 다른 가짜뉴스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와전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미연방

수사국 및 뉴욕시 경찰청의 발언을 ‘인용’하여 신뢰할만한 정보인 것처럼

꾸며졌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해당 정보를 신뢰한 사람들이 가게 직원

들에 실제 살해위협을 가하였으며 가게에 찾아와 소총을 발사하는 등 가

짜뉴스가 실제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해당 사건으로 소셜 미디어

상 가짜뉴스가 현실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

34) Bovet, Alexandre, Influence of fake news in Twitter during the 2016 US

P residential election, Nature Communication 10 Article 7, 2019, 2쪽.
35) Spohr, Dominic, 앞의 글, 152-153쪽.
36) 이하의 설명은 다음의 출처에서 인용한 것이다. 출처: Pizzagate, the fake

news conspiracy theory that led a gunman to DC’s Comet Ping Pong,

explained

https://www.vox.com/policy-and-politics/2016/12/5/13842258/pizzagate-comet-

ping-pong-fake-news, 최종확인: 2019.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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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6년 러시아 정부의 미국 대선 개입 사건

1) 사건의 발단

‘러시아스캔들’ 혹은 ‘러시아게이트’로 불리는 러시아의 2016년 미 대선

개입 의혹이다. 2016년 6월 러시아 정부 소속 해커들이 민주당전국위원

회(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DNC) 네트워크에 침입하여 관계자

들이 주고 받은 이메일 및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에 관해 조사한 자료

를 유출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37) 같은 해 7월 폭로 전문 사이트 위

키리크스는 힐러리 클린턴의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는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DNC의 이메일 내용을 공개하였는데, DNC가 힐러리 클린턴의 강

력한 경쟁자였던 버니 샌더스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음이 알려지

면서 후보자 선출과정의 공정성 시비가 일게 되었다.

이튿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하여 연방수사국(FBI), 국가안보국(NSA), 중앙정보국(CIA)이 수사

에 착수하였으며, 2016년 12월 자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 추방, 자국 내

러시아 정부 소유 시설 폐쇄, 러시아 정보기관 및 개인에 대한 경제제재

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듬해 1월 사이버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가 정파를

막론하고 제기되면서 미 의회는 러시아 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

기 위한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를 개최한다. 청문회에 출석한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 마이클 로저스 국가안보국 국장, 마르셀

레트라 국방부 정보담당 차관은 러시아 정부의 대선 개입 사실을 인정하

였으며, DNC 해킹 외에도 프로파간다, 역정보(disinformation)38), 가짜뉴

37) 출처: Russian government hackers penetrated DNC, stole opposition

research on Trump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national-security/russian-government-

hackers-penetrated-dnc-stole-opposition-research-on-trump/2016/06/14/cf006c

b4-316e-11e6-8ff7-7b6c1998b7a0_story.html, 최종확인: 2019. 12. 18.
38) disinformation은 허위정보, 기만적 정보, 역정보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다. 허위정보를 사용한 연구는 박아란(2019), 이정념(2019) 등이 있고, 기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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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유포 사실도 있음을 증언하였다.39)

2) 조사와 대응

① 로버트 뮬러 특검 임명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러시아 정부의 대선 개입에 대한 수사는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정부의 내통 의혹에 대한 조사로 확대

되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과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러시아 정부와 접촉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2017년 5월 법무부는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정부의 관계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선거개입 수사 담당자에 외압을 행사하였다는

사법방해 혐의에 대한 전반적 조사를 위해 로버트 뮬러 전 연방수사국

(FBI) 국장을 특검으로 임명하였다. 특검은 수사를 통하여 2017년 10월

트럼프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지낸 폴 매너포트, 매너포트의 사업 파트너

릭 게이츠, 캠프 외교정책자문 조지 파파도폴로, 이듬해인 2018년 2월 러

시아인 13명과 인터넷 리서치 에이전시(IRA)를 비롯한 기관 3곳, 같은

해 7월 러시아군 정보요원 12명, 2019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비선참모

로저 스톤을 기소하였다.

2019년 3월 뮬러 특검은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정부가 공모하였다는

혐의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결

론의 최종 보고서(Report On the Investigation Into Russian

정보로 사용한 연구는 황용석·권오성(2017)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오정보

(malinformation)의 대응어로 역정보를 사용한다.
39) 출처: Top U.S. intelligence official: Russia meddled in election by

hacking, spreading of propaganda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national-security/top-us-cyber-official

s-russia-poses-a-major-threat-to-the-countrys-infrastructure-and-networks/

2017/01/05/36a60b42-d34c-11e6-9cb0-54ab630851e8_story.html, 최종확인: 2019.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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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ference In The 2016 Presidential Election)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본 최종 보고서가 400쪽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것과 달리 의

회에 전달된 것은 4쪽 분량의 요약본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문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같은 해 4월 민감정보

를 삭제한 448쪽의 최종 보고서가 일반에 공개되었다. 해당 보고서에 따

르면 특검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불가하다는 법무부 의견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② 법사위원회 및 정보위원회 청문회 개최 및 보고서 작성

상·하원 법사위원회 및 정보위원회는 러시아 정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하여 소셜 미디어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청문회를 개최하고 자료제출

요청과 관련자의 출석 및 증언을 요청하였다. 2017년 11월 상원 법사위

원회 청문회에는 콜린 스트레치 페이스북 법무총괄고문, 션 에드깃 트위

터 총괄고문대행, 리처드 샐가도 구글 정보안보국장이 출석하여 의원들

의 질의에 답하고 대책마련 및 재발방지를 약속하였다. 또한 2018년 9월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셰릴 샌드버그 페이스북 최고운영책임

자와 잭 도시 트위터 최고경영자에게 같은 해 11월 예정된 중간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2018년 12월 상원 정보위원회는 러시아 정부가 대선개입에 이용한 것

으로 알려진 IRA에 관한 보고서(The IRA, Social Media and Political

Polarization in the United States, 2012-2018)를 공개하기도 하였다. 해

당 보고서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네트워크 분석회사 그래피카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IRA의 대선 개입 방법과 과정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보

고서에 따르면 IRA는 유권자를 오도하고 양극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였으며, 2013년 트위터에서 시작하였으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로 매체를 점차 확장하였다. IRA는 자동 혹은 허위계

정을 활용하여 가짜정치뉴스(junk political news), 오정보

(misinformation), 역정보(disinformation)를 퍼뜨리고 광고를 집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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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보로서의 전파력은 광고보다 유기적인 게시물(organic posting)

의 이용이 더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에만 약 3천만 명의 이용자가 IRA가 생성한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계

정의 게시물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③ 소셜 미디어 회사의 자체조사

ⅰ) 페이스북

페이스북은 러시아 정부가 자사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대선에 개입하였

다는 점이 잠정적 사실로 밝혀짐에 따라 2017년 4월 플랫폼상의 정보조

작 일반을 자체 조사하여 보고서(Information Operations and Facebook)

를 발간하였다.40) 해당 보고서는 가짜뉴스(fake news) 개념의 모호함을

지적하며 정보조작(Information Operations), 가짜뉴스(False News), 가

짜증폭자(False Amplifiers), 역정보(Disinformation)로 세분화하였다. 정

보조작은 가장 상위의 개념으로 “정부 혹은 조직적인 비국가주체가 자국

혹은 외국의 여론을 왜곡하기 위한 행위(Actions taken by governments

or organized non-state actors to distort domestic or foreign political

sentiment)”로 대개의 경우 전략적 혹은 지정학적 성과를 목표로 한다고

하였다. 가짜뉴스는 “이용자를 격앙시키고, 유인하고, 기만하기 위하여

의도적인 허위사실을 포함하면서도 사실이라고 주장되는 뉴스(News

articles that purport to be factual, but which contain intentional

misstatements of fact with the intention to arous passions, attract

viewership, or deceive)”이며, 의도적인 기만행위를 광범위하게 의미하는

역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였다. 정보조작에 이용되는 가짜뉴스는 의

도(Intent), 매체(Medium), 증폭(Amplification)이 각각 다를 수 있으며,

가짜뉴스 자체는 외부와 단절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도적인 가짜뉴스의

40) 출처: Information Operations and Facebook

https://about.fb.com/wp-content/uploads/2017/04/facebook-and-information-ope

rations-v1.pdf, 최종확인: 2020.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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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폭이 적극적인 정보조작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2017년 9월 페이스북은 대선 기간 전후로 러시아 정부가 자사 플랫폼

에서 광고를 집행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41) 2015년 6월부

터 2017년 5월까지 3,000여 개의 광고에 연관된 약 470개의 허위계정 및

허위페이지가 약 10만 달러를 지출하였으며,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

이 아닌 성소수자, 인종, 이민, 총기소지권처럼 여론을 분열시킬 수 있는

주제를 내용으로 하였다. 해당 광고는 미국 내 약 1,000만 명의 이용자에

게 노출되었을 것으로 집계되었다.42) 페이스북은 광고 집행의 투명성 제

고, 부적절한 광고에 대한 제재 강화, 관련 업무 담당 인력 충원, 허위계

정 식별을 위한 표시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IRA와 연관된 계정 70개

와 페이지 138개를 폐쇄하였다.43)

ⅱ) 트위터

트위터가 선거일 전 10주간 IRA와 연관된 계정의 활동 내역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IRA와 연관된 계정은 총 3,841개였으며, 게시한 175,993개

의 트윗 중 약 8.4 퍼센트가 선거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44)

해당 계정은 폐쇄되었으며 같은 기간 전체 트윗을 고려하면 IRA가 개입

한 트윗의 영향력은 1퍼센트 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광고에 있어

서는 러시아 소재 24시간 뉴스채널 러시아 투데이 및 7개 계정이 집행한

41) 출처: An Update On Information Opearations On Facebook

https://about.fb.com/news/2017/09/information-operations-update/, 최종확인:

2020. 01. 02.
42) 출처: Hard Questions: Russian Ads Delivered to Congress

https://about.fb.com/news/2017/10/hard-questions-russian-ads-delivered-to-co

ngress/, 최종확인: 2020. 01. 02.
43) 출처: Authenticity Matters: The IRA Has No Place On Facebook

https://about.fb.com/news/2018/04/authenticity-matters/, 최종확인: 2020. 01. 02.
44) 출처: Update on Twitter’s review of the 2016 US election

https://blog.twitter.com/en_us/topics/company/2018/2016-election-update.html,

최종확인: 2020.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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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가 선거와 관련이 있었으며 트위터 정책에 위배되었음을 확인하였

다.45) 사측은 해당 광고주 계정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해당 수

입을 선거 기간 트위터 사용과 시민참여에 관한 학문적 연구를 위해 기

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한 플랫폼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지원

의 일환으로 데이터세트(dataset)를 공개한다는 정책을 수립하였다.46)

ⅲ) 구글

구글은 종합검색 플랫폼인 구글과 영상 기반 플랫폼인 유튜브를 가지

고 있다. 2017년 10월 구글은 대선 과정에서 자사 플랫폼을 활용한 선거

개입을 검토한 보고서(Security and disinformation in the U.S. 2016

election: What we found)를 발간하였다.47) 구글에서의 광고 집행내역을

보면, IRA와 연관된 2개의 계정이 검색광고(search ads)와 배너광고

(display ads)에 4,700달러를 지출하였으나 특정 지역이나 정치적 성향을

가진 이용자를 타겟팅 한 것은 아니었다. 유튜브에서는 18개의 채널이

43시간 분량의 총 1,108개의 동영상을 업로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3퍼센트의 영상만이 5,000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였으며 그 외 영

상의 조회수는 미미하였다.

러시아 정부의 대선개입 사건을 계기로 구글은 외국 정부에 의한 피싱

(phishing) 및 해킹시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에 나섰으며 조사결과를

타사 및 사법당국과 공유하였다고 밝혔다.48) 또한 해당 행위를 예방하고

45) 출처: US Senate Committee on the Judiciary: Opening Remarks

https://blog.twitter.com/en_us/topics/company/2017/opening_remarks.html, 최종

확인: 2020. 01. 02.
46) 출처: Enabling further research of information operations on Twitter

https://blog.twitter.com/en_us/topics/company/2018/enabling-further-research-

of-information-operations-on-twitter.html, 최종확인: 2020. 01. 02.
47) 출처: Security and disinformation in the U.S. 2016 election: What we found

https://storage.googleapis.com/gweb-uniblog-publish-prod/documents/google_US

2016election_findings_1_zm64A1G.pdf, 최종확인: 2020. 01. 02.
48) 출처: An update on state-sponsored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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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절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 IP 주소 차단 등 기술적 보완을 지시하고

보안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IRA와 관련이 있는 유튜브 채널 1개를 폐쇄

하였다. 해당 채널은 영어를 사용하여 제작한 정치적 영상 1개만을 게시

하였으며, 미국에서의 총 조회수는 94회로 집계되었다.

(3)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개인정보수집 사건

2018년 3월 데이터 분석회사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 CA)가 페이스북을 매개로 약 5,000만 명 상당의 이용자 개인

정보를 부정하게 수집하였다는 사실이 내부고발자의 제보를 통해 밝혀졌

다.49) 해당 회사는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의 소셜 미디어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져 불법으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트럼프 대

통령의 당선에 이용되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CA는 2014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 알렉산더 코건이 만든 애플리케이션

“thisisyourdigitallife”로부터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건 교수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기 위해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

그인한 약 27만 명의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기반하여 5천만 명의 개인정

보를 수집할 수 있었으며, 해당 정보는 CA에 제공되어 소셜 미디어상의

선거운동에 활용되었다.

이 사건으로 페이스북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지나치게 허술하다는 비

판이 제기되었다. 당초 페이스북은 코건 교수의 개인정보수집은 학술적

연구 목적을 위해 합법적인 절차로 이루어져 문제가 없으나, 그가 제3자

인 CA에 해당 정보를 전달한 행위가 당사 정책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페이스북 자체 조사에서 파악된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8,700만

명으로 확대되었고, 영국 브렉시트 투표 과정에서 활용되었을 가능성도

https://www.blog.google/technology/safety-security/update-state-sponsored-ac

tivity/, 최종확인: 2020. 01. 02.
49) 출처: How Trump Consultants Exploited the Facebook Data of Millions

https://www.nytimes.com/2018/03/17/us/politics/cambridge-analytica-trump-ca

mpaign.html, 최종확인: 2019.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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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되면서 대규모의 페이스북 탈퇴운동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같은 해

4월 페이스북 최고경영자 마크 저커버그는 의회 청문회에 출석하여 자사

의 실수를 인정하고 관련 계정 정지와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하였다. 그

러나 페이스북의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정보보안 문제가 반복되면서 2019

년 7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페이스북의 개인정보보호조항 위반을

근거로 한 5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표결을 통과시켰다.

제2절 가짜뉴스의 특징과 유형

1. 가짜뉴스의 일반적 특징

(1) 논의의 어려움

1) 가짜뉴스 정의의 어려움

가짜뉴스는 풍자적 가짜뉴스(satirical fake news), 오보, 소문 또는 루

머(rumor),50) 황색언론(yellow journalism), 패러디(parody), 프로파간다

(propaganda), 역정보(disinformation), 오정보(misinformation), 악의적

정보(malinformation) 등의 기존 사회현상과 유사한 특징을 가진다. 그

중에서도 황색언론, 풍자, 패러디가 대표적인 비교대상으로 제시되고 있

다. 황색언론51)은 “충격적이거나 비도덕적이게 선정적인(luridly or

50) 황용석·권오성, 앞의 글, 61-66쪽.
51) ‘황색’은 1895년 만화 ‘더 옐로우 키드(The Yellow Kid)’로부터 유래하였다.

해당 만화작가는 원래 뉴욕 월드 지(New York World newspaper)에 만화를 기

고하고 있었으나 뉴욕 저널 지(New York Journal) 관계자의 설득으로 기고하

는 잡지를 뉴욕 저널 지로 바꾸었다. 이에 뉴욕 월드 지는 다른 작가로 하여금

더 옐로우 키드와 동일한 주인공이 등장하는 만화를 연재하게 하였다. 이 사건

을 계기로 황색언론은 경쟁 구도에 있는 언론사가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오보와 허위보도 일체를 지칭하게 되었다.

출처: Oxford English Dictionary “yellow” 8-b; 안동근, “황색 저널리즘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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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crupulously sensational)” 저널리즘으로52) 언론의 상업주의적 색채가

뚜렷해진 19세기 말 미국에서 처음 등장하였다.53) 황색언론은 언론규범

에 위배되는 보도를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라는 점에서 고의적인 허위

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가짜뉴스는 황색언론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황색언론은 착오에 의한 보도인 오보 역시 황색언론에 포함

되는 것으로 보는 반면, 가짜뉴스는 주체의 고의성을 요한다는 점에서

황색언론과 가짜뉴스가 완전히 일치하는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풍

자(satire)와 패러디는 기존 대상을 이용하여 사회적, 정치적 비도덕성을

폭로하고 비판하는 예술의 한 형태이며, 패러디는 풍자의 한 유형에 해

당한다. 가짜뉴스의 과거 풍자적 가짜뉴스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으

나,54) 현재의 용례는 상대방을 오도하고자 하는 고의적인 허위정보라는

점에서 사회비판적인 의미는 탈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풍자 및 패러

디는 예술의 하나로서 표현방식의 제한을 두지 않는 반면, 가짜뉴스는

그 범위에 따라 뉴스의 양식이 요구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차이

도 존재한다.

위의 논의로 보아 가짜뉴스가 기존 사회현상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을

부정하기는 어려우나 그 범위와 형식에 있어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허위성, 기만성, 정치·경제적 목적성을 가지는 사회현상이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것처럼 2016년 대선을 기해 새롭게 나타난 가짜뉴스도

기존 사회현상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짜뉴스의 짧은 논의 역

사, 법학·언론학·사회학 등 학제간 상이한 정의, 각 국의 정치적·사회적·

문화적 차이에 따른 다양한 용례 외에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매

체간 융합과 사회 내 소통구조의 변화는 가짜뉴스의 통일된 정의를 도출

귀”, 관훈저널 제25호, 1998, 54쪽; Campbell, Joseph, Yellow Journalism:

Puncturing the Myths, Defining the Legacies, Greenwood Publishing Group,

2001, 25-41쪽 재인용.
52) 출처: Oxford English Dictionary “yellow” 8-b.

https://www.oed.com/view/Entry/231534?rskey=Zf4yLx&result=1#eid13750846,

최종확인: 2019. 10. 17.
53) 안동근, “인터넷 시대의 황색 저널리즘”, 관훈저널 제78호, 2001, 199-200쪽.
54) 황용석·권오성, 앞의 글, 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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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2) 언론인 범위의 확장

가짜뉴스의 논의를 어렵게 하는 다른 이유로는 언론인의 범위가 확장

되어 언론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어디까지 지울 수 있는가에 대한 합

의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기존 방송, 라디오, 신문에 한정되어 있던 전통적 언론매체의 범위를 인

터넷신문, 소셜 미디어 등의 신매체로 확대하였다. 신매체는 직업 언론인

이 아닌 일반인도 접근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용자 간의 직접적인 소

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언론인에 의한 보도-시청자의 수용’이라는 전

통적 언론매체의 일방향적 소통구조를 ‘이용자의 게시-타 이용자의 수용

및 피드백’이라는 쌍방향적 소통구조로 변화시켰다. 즉 가짜뉴스에 적극

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신매체의 등장은 직업 언론인과 일반인의 구분을

어렵게 한다. 가짜뉴스는 인터넷의 발달로 언론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

져 누구나 뉴스를 생산하는 주체가 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므로 그 주체를 언론인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55)

다만 언론인 개념의 확장은 가짜뉴스의 책임소재와 책임범위의 파악을

어렵게 하였다. 직업 언론인은 정확성, 독립성, 객관성, 사회적 책임성 등

의 언론규범 내지 언론윤리의 준수의무를 가지는 반면, 직업 언론인이

아닌 인터넷상의 일반 이용자에 대해서는 불법정보 유통금지, 타인의 권

리침해 금지처럼 일반적 수준의 책임과 의무가 인정될 뿐이다. 가짜뉴스

의 사회적 해악이 크거나 그것으로 인한 중대한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

에는 규범적 제재의 여지가 있을 것이나, 표현 자체에 대한 규범적 제재

는 필요최소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인터넷상의 모든

표현을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인터넷의 자율성이라는

가치와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55) 김종현, 앞의 글, 68-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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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합적 언론매체의 등장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존 법리는 매체중심적으로 발전해왔으며, 미 연

방대법원 역시 같은 입장의 접근법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접근

법은 해당 매체의 사회적 영향력이 평가되기 이전에 기술적 특징만으로

보호정도를 판단하여 매체가 보급된 이후의 현실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

다는 한계가 존재하게 한다.56) 기술의 발전으로 여러 매체가 융합되고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도 매체중심적 접근법의 한계를 드러

낸다. 대표적으로 방송과 통신이 결합된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나 가상현실(Virtual Reality) 구현 장비가 있다. IPTV는 방송

용 전파가 아닌 인터넷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스트리밍의 방식으로 서비

스를 제공하는 쌍방향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로, 방송법과 통신법이 이분

화되어 있는 국내 법체계로는 이중규제 혹은 무규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57) 가상현실 구현 장비와 같은 상호작용적 표현매체의 상용화는 가

상현실상 표현의 법적지위와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한 보호 가능성 및 적

절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였다.58) 미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의 일반적 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으로 새롭게 등장한 매체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나, 그 구체적

표현에 대해서는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시하였다.59) 즉 표현의 자

유에 대한 기존 매체중심적 해석은 기술발전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매체

에의 적용에 한계가 존재한다.

56) 이우영, “미국 표현의 자유 법리상 표현매체의 기술적 특성의 반영에 관한

소고”, 경제규제와 법 제2권 제2호,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09, 134-135쪽.
57) 주정민, “IPTV의 법적 지위와 경쟁매체 분석”,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및 보

고서, 한국방송학회, 2005, 29, 34쪽.
58) 이상경, “사이버공간에서의 상호작용적인 매체를 통한 표현행위의 헌법적

평가 –표현매체의 상호작용성의 함의와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1조에 의한 보

호여부를 중심으로-”, 세계헌법연구 제24권 제1호,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8, 184-185쪽.
59) 이상경, 위의 글, 193-1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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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 특징

1) 허위성 및 기만성

가짜뉴스는 실제로는 허위의 정보이나 진실한 것처럼 고의적으로 꾸며

진 내용의 정보이다. 가짜뉴스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지만 그 내

용상 허위성 및 기만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과 사회의 여론형성을 위하여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허위성 및 기만성을 특징으로 하는 모든 표

현이 표현의 자유의 헌법적 보호영역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짜뉴스의 허위성은 사실주장에 관한 표현이 허위임을 의미한다. 어

떤 표현은 가치판단에 따른 의견표현과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사실주장으

로 구성된다. 의견표현은 “모든 사물과 인간에 대하여 평가적인 사고의

과정을 거친 개인의 평가적 가치판단 또는 입장표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성격상 진실 혹은 거짓의 여부를 판별할 수 없는 반면, 사실주장은

“주장의 진위여부를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하여 밝힐 수 있는 것”으로

진실 여부의 판별이 가능하다.60) 이러한 특징은 표현자의 가치관을 반영

하는 주관적 진술인 의견표현으로 하여금 사실주장에 비하여 표현의 자

유의 두터운 보호를 필요로 하게 한다.61) 의견표현과 사실주장을 구분하

는 이론은 명예훼손 법리의 과도한 적용으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

기 위하여 발전되어 왔다. 허위표현의 헌법적 보호에 대해서는 모든 표

현에 대한 보호를 부정하고 국민의 민주적인 정치참여에 기여할 수 있는

표현의 정치적 가치를 중시하는 입장과 허위표현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개인의 인격발현을 중시하는 입장이 대립한다.62) 미 연방대법원은 Gertz

판결을 통하여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사실 표현에 대한 헌법

60)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9, 747쪽.
61) 김경호, “‘의견표현’과 ‘사실적시’ 이분법에 따른 대법원의 표현의 자유 보호

법리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제8권 제1호, 한국지역언론학회, 2008, 41쪽.
62) 문재완, “허위사실의 표현과 표현의 자유 –한국과 미국의 판례 비교를 중

심으로-”, 공법연구 제39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11, 123-1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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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보호가치를 부정하였으며, Milkovich 판결에서 구체적인 입증책임 및

보호기준을 제시하였다.63)

Alvarez 판결은 의도적인 허위표현에 대하여 표현의 속성에 따라 보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64) 해당 판결은 과거 구체적인 판결

을 통해 정립된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표현의 범주에 해당하는 표현에 대

해서만 내용기반적 규제가 가능함을 밝혔으며, 즉각적인 무법행위에 대

한 선동(advocacy intended and likely to incite imminent lawless

action), 외설(obscenity), 명예훼손(defamation), 위협적 언사(fighting

words), 아동 포르노(child pornography), 사기(fraud), 진정한 위협(true

threats) 등을 나열하였다.65) 그러나 전술한 각 판결이 허위표현을 제한

한데는 허위표현이 야기한 사회적 문제 등에 대한 고려도 포함되어 있다

는 점을 보면, 의도적인 허위진술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법

적으로 인지가능한 해악(legally cognizable harm) 또는 물질적 이득

(material gain)이 존재하여야 한다.66)

2) 정치·경제적 목적성

가짜뉴스의 정치적 목적성은 여론형성과정 및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을 의미한다. 정치는 용례에 따라 국가기관 차원의 의사결정

을 의미하는 협의의 정치와 상이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광의의 정치로 구분될 수 있다. 2016년 대선 과정에서 나타난

복수의 사건은 인터넷상의 가짜뉴스가 게시물이나 정치광고의 형태로 선

거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맞

춤정보를 제공하는 정밀한 타겟팅(targeting)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함을

알 수 있게 하였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주체는 선거에 출마

63) 문재완, 위의 글, 127-128쪽.
64) 김종현, 앞의 책, 71쪽.
65) United States v. Alvarez 567 U.S. 709, 717-718 (2012).
66) 김종현, 앞의 책, 71-72쪽; United States v. Alvarez 567 U.S. 709, 719, 723

(2012).



- 25 -

하는 후보자나 정당일 수도 있지만, 러시아게이트에서 나타난 바처럼 외

국 정부나 기관 및 단체가 될 수도 있다. 즉 정치적 목적성을 가지는 가

짜뉴스는 어떤 개인, 단체, 기관, 외국 정부 등이 사회의 여론형성과정에

개입하고 선거 등의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제작

및 유포하는 것으로, 인터넷상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그 효과

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특징이 나타난다.

가짜뉴스의 경제적 목적성은 가짜뉴스가 제작 및 유포되는 과정에서

산출되는 경제적 이윤을 목표로 함을 뜻한다. 언론의 상업주의화는 진실

보도와 공정논평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있기는 하나, 언론기관의 존속

을 위한 자본주의와의 타협과 독자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언론보도의 필

요성에 따라 일정 정도의 상업주의화는 불가피해 보인다.67) 특히 정보통

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방송, 라디오, 신문 같은 전통적 매체에서 인터넷

신문, 소셜 미디어로 확장되는 모습은 이윤추구 방법을 다양화하며, 인터

넷상 조회수와 이윤이 일정 정도 비례하여 이윤이 책정된다는 점에서 과

거 광고주 의존적이었던 이윤추구 방식을 이용자 의존적인 방식으로 전

환시켰다. 즉 이용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의 가짜뉴스는 게시물 이

용횟수를 늘려 게시자로 하여금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게 한다.

가짜뉴스의 정치적 목적성과 경제적 목적성은 상호필연적인 관계는 아

니나, 양자를 구분하여 서술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정치적 목적은 가짜뉴

스를 제작 및 유포하는 과정에서 얻는 개인적 만족감부터 프로파간다를

통해 한 사회의 여론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까지 그 스펙트럼이

매우 넓고, 외부로 드러나지 않기도 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목적 역시 소

셜 미디어를 통해 가짜뉴스가 유통되어 얻는 광고수입부터, 허위 기사형

광고의 형식으로 소비자가 착각하고 특정 제품을 구매하여 직접적 수익

이 발생하거나 어떤 광고를 수주하여 얻는 간접적 수익까지 스펙트럼이

넓게 형성될 수 있고,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용상 기만성과 상관

관계가 있다. 이처럼 가짜뉴스의 정치적·경제적 목적성은 수용자를 기만

67) 이상기, “언론의 상업주의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56호, 한국언론정보학회, 2011, 37-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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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는 의도상 목적성 유무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양자의 관

계가 우연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3) 유형화의 필요성

가짜뉴스는 허위성, 기만성, 정치·경제적 목적성을 일반적 특징으로 하

며, 기존 황색언론, 풍자, 패러디 등과 유사점이 있기는 하나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직업 언론인이 아닌 자가 언

론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서로 다른 영역의 매체가

융합되어 새로운 형식의 매체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가짜뉴스

의 특징은 가짜뉴스에 대한 단일한 정의를 어렵게 하여 해당 용어를 사

용하는데 혼동을 야기할 수 있으며, 가짜뉴스가 생산 및 확산되는 매체

가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존 미 연방대법원의 매체중심적 접근법으

로는 한계가 존재한다. 즉 가짜뉴스는 그 개념의 유연함에 따라 다층적

기준에서의 유연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2016년 대선 이래

로 가짜뉴스를 주제로 한 기존 선행연구 및 가짜뉴스가 실제 사회적 문

제로 등장하였던 사례에 기반하여 가짜뉴스의 유형화 기준을 양식, 단계,

내용으로 정한다. 각 기준은 가짜뉴스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정의의 차이

가 발생하는 지점을 선정한 것이다. 양식은 가짜뉴스가 외견상의 뉴스의

양식을 요하는지 여부, 단계는 가짜뉴스 유통의 특징에 따라 생산 과정

과 확산 과정의 구분, 내용은 가짜뉴스의 권리침해 유형에 따른다.

2. 양식에 따른 유형

(1) 구분기준

가짜뉴스의 양식에 따른 구분은 뉴스에 대한 정의에 따라 구별된다.

뉴스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이며 사회적으로 다양한 정의를 가지고

있다. 특히 언론정보학에서는 저널리즘의 관점에서 뉴스의 정의를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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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대표적으로 뉴스를 12가지의 구성요소로 설명하고자 하였던

Galtung과 Ruge의 연구는 여전히 언론정보학에서 의미를 가지는 기준으

로 평가받는다. 해당 12가지 요소는 빈도(Frequency), 임계점

(Threshold), 명료함(Unambiguity), 유의미함(Meaningfulness), 조화

(Consonance), 예측불가함(Unexpectedness), 연속성(Continuity), 구성

(Composition), 상위국가에 관함(Reference to Elite Nations), 엘리트 계

층에 관함(Reference to Elite People), 사람들에 관함(Reference to

Persons), 부정적 사실에 관함(Reference to Something Negative)이다.68)

Galtung과 Ruge의 정의는 뉴스의 내용에 따른 특징적 구성요소를 기준

으로 하였다. 이 외에도 뉴스를 전달하는 자에 초점을 두어 일정한 언론

기관에 소속된 언론인이 객관적 사실을 표준화된 뉴스제작 과정을 통해

보도하여 진실을 알리는 것,69) 즉 책임감 있는 언론인에 의한 객관적, 사

실적 보도라고 정의할 수도 있다.70)

가짜뉴스의 유형화 기준으로서 뉴스의 내용중심정의와 주체중심정의는

각각 ①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정보 일체를 의미하는 광의의

뉴스 및 ② 언론인에 의하여 신문, 방송, 라디오 등으로 전달되는 새로운

정보를 의미하는 협의의 뉴스에 대응될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전달

형식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후자의 경우 전통적으로 언론매

체로 분류되는 신문, 방송, 라디오를 비롯하여 기존 언론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터넷, 소셜 미디어 등이 인정될 수 있어 보인다. 따라

서 가짜뉴스의 일반적 특징을 참고함에 따라 ① 허위성, 기만성, 정치·경

제적 목적성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정보 일체를 의미하는 광의의 가짜

뉴스와 ② 허위성, 기만성, 정치·경제적 목적성을 특징으로 하고 언론인

에 의한 언론보도의 형식을 띠는 협의의 가짜뉴스로 분류할 수 있다.

68) Harcup, Tony, O’Neill, Deirdre, What is News? Galtung and Ruge

revisited, Journalism Studies Vol. 2 No. 2, 2001, 262-264쪽.
69) 김경모, “새로운 저널리즘 환경과 온라인 뉴스 생산: 전통과 변화의 경계”,

언론정보연구 제49권 제1호,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2011, 8-10쪽.
70) Tandoc Jr., Edson C., Lim, Zheng Wei, Ling, Richard, 위의 글, 1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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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의의 가짜뉴스

광의의 가짜뉴스는 허위성, 기만성, 정치·경제적 목적성을 특징으로 하

는 새로운 정보이다. 이 정의는 “고의적인 허위정보의 유포행위(the

dissemination of deliberately false information)”71)를 의미하는 역정보

(disinformation)와 유사성을 가진다. 역정보는 고의적으로 허위인 정보라

는 점에서 “틀린 혹은 오도할 수 있는 정보(wrong or misleading

information)”인 오정보(misinformation)와 구분된다.72) 광의의 가짜뉴스,

즉 역정보를 가짜뉴스로 보는 관점은 협의의 가짜뉴스에 따른 논의가 지

나치게 협소함을 지적한다. 실제로 전술한 피자게이트 사건이나 러시아

게이트 사건은 언론보도 형식의 가짜뉴스가 아닌 소셜 미디어 상의 게시

물로서의 가짜뉴스로부터 촉발된 것이기 때문이다. 광의의 가짜뉴스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로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이 있다.

2015년 3월 EU정상회의(European Council)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

나의 충돌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러시아에 의한 역정보 유포 행위에 대

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EU대외관계청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산하에 East StratCom Task Force

를 설치하고 EUvsDisinfo를 중점사업으로 시행하게 하였다. 2018년 1월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가짜뉴스와 역정보에 대응하는

정책수립을 위하여 고위전문가집단(High-Level Expert Group, HLEG)을

구성하였으며 같은 해 3월 HLEG의 보고서가 공개되었다. 해당 보고서

는 역정보를 “공공에 해를 끼치거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설계, 제작, 유포되는 허위의, 부정확한, 잘못된 정보(false, inaccurate, or

misleading information designed, presented and promoted to

intentionally cause public harm or for profit)”라고 정의하였으며, 가짜

71) 출처: Oxford English Dictionary “disinformation” a.

https://www.oed.com/view/Entry/54579?redirectedFrom=disinformation#eid,

최종확인: 2019. 10. 17.
72) 출처: Oxford English Dictionary “misinformation” 2.

https://www.oed.com/view/Entry/119699, 최종확인: 2019.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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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는 용어는 역정보의 다양한 유형 중 일부만을 지칭하여 문제의 본

질을 논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 정치적으로나 일상적으로 상대방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가

짜뉴스가 아닌 역정보라는 용어의 사용을 주장하였다.73)

(3) 협의의 가짜뉴스

광의의 가짜뉴스와 구별되는 협의의 가짜뉴스의 핵심은 언론보도에 의

한 뉴스의 형식을 요한다는 점이다.74) 즉 협의의 가짜뉴스는 진정한 의

미의 뉴스에 반함을 의미한다. 진정한 의미의 뉴스는 공신력 있는 매체

에 의한 언론보도로 일정한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다시 말해 협의의

가짜뉴스 논의에서의 쟁점은 공신력 있는 매체를 정의하는 것이다.

공신력(Credibility)은 학자들에 따라 그 구성요소를 다르게 정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수용자가 어떤 매체나 정보에 부여하는

전문성 및 신뢰성을 의미하며 수용자의 지각에 의하여 결정된다.75) 언론

은 헌법상 취재의 자유, 보도의 자유와 같은 특권적 지위를 누리지만 중

립보도의무, 사실관계 확인의무 등의 윤리적 의무를 진다. 즉 공신력 있

는 매체라 함은 헌법상 특권에 따른 윤리적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을 것

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 협의의 가짜뉴스는 신문, 방송,

라디오 같은 전통적 의미의 매체뿐만 아니라 인터넷 신문, 소셜 미디어

같은 신생 매체를 통해 보도될 수도 있다. 전통적 의미의 매체는 전문적

인 언론인이 직업윤리에 기반하여 보도한다는 점에서 그 공신력을 오랫

동안 인정받아왔으나, 신생 매체의 공신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릴 수

73) European Commission,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disinformation:

Report of the independent H igh level Group on fake news and online

disinformation, Directorate-General for Communication Networks, Content

and Technology, 2018, 10쪽.
74) 황용석·권오성, 앞의 글, 66-69쪽.
75) 안주아·김봉섭, “인터넷신문의 미디어 공신력(Credibility)에 관한 연구”, 한

국방송학보 통권 제17-3호, 한국방송학회, 2003, 244-2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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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다만 어떤 매체에 공신력이 있는지 여부는 수용자의 인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신생 매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

하게 작용할 것이다.

3. 단계에 따른 유형

(1) 구분의 필요성

가짜뉴스는 전파단계에 따라 생산과 확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뉴스의 생산은 그 자체로서 정보의 확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산과

확산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며 굳이 양자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이는 타당한 지적이며 생산과 확산은 개념상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다. 그러나 어떤 정보가 뉴스로서 선별되는 것을

생산, 선별된 뉴스가 전달되는 것을 확산이라고 한다면 양자의 구분이

불가해 보이지는 않는다. 가짜뉴스의 생산과 확산을 구분하고자 하는 것

은 2016년 대선 이래로 나타나는 가짜뉴스 유통구조의 특징에 따른 것이

다. 전술한 바처럼 가짜뉴스는 그 자체로서 홀로 존재할 때는 어떠한 영

향력도 가지지 못하지만 그것이 확산됨과 동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

게 된다. 이는 가짜뉴스가 그 특징상 기만적이라는 점에 따라 해당 정보

가 사실이라고 신뢰한 이용자들로부터 그 영향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가짜뉴스의 효과적인 확산으로 영향력을 극대화하고자 한 케임브리지 애

널리티카 개인정보수집 사건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난다. 즉 가짜뉴스는

그 유통단계에 따라 생산과 확산으로 구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2) 가짜뉴스의 생산

1) 언론기관 및 언론인

언론기관 및 언론인이 정보생산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은 이견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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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없을 것이다. 다만 언론인이 개인 소셜 미디어 계정에 올린 게시물

이 뉴스의 생산에 해당하는지의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 생각건대 전

술한 뉴스의 정의에 따르면 협의의 뉴스는 언론보도의 형식을 요하나,

광의의 뉴스는 새로운 정보를 의미한다. 언론보도의 형식이 아닌 새로운

정보의 전달은 매체에 대한 접근권이 있다면 누구나 정보생산자가 될 수

있게 한다. 소셜 미디어는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한 인터넷 서비스 사업이라는 점에서 언론인 역시 정보생산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언론인과 언론인이 아닌 개인을 구별하여 서술하는 것은

언론인이 일반 개인과 달리 언론보도에 있어서 언론윤리 준수의무 및 법

적, 사회적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물론 언론인을 비롯한 공

인이 개인 소셜 미디어 계정에 작성하는 게시물은 일반 개인의 게시물에

비해 파급력이 있을 수는 있으나, 정식적인 취재·보도·편집 과정을 거치

는 협의의 뉴스 보도와 동일한 정도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언론인의 일

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다. 즉 언론

인이 개인 소셜 미디어 계정에 작성하는 게시물은 정식 취재 및 보도 절

차와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언론인이 아닌 개인의 표현과

유사한 정도의 일반적 보호를 받는다.

2) 언론인이 아닌 개인

일반 개인이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작성하는 게시물의 정보생산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당연하나, 전통적 매체 및 인터넷 신문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물론 개인은 제보, 사설 기고 등

의 형태로 전통적 매체 및 인터넷신문의 뉴스 생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

다. 하지만 제보는 그 자체로서 뉴스가 되는 것이 아닌 취재·보도·편집과

정을 거치게 되므로 뉴스 생산 과정에서 수동적 역할에 그친다는 점, 사

설 기고는 사실주장이 아닌 의견표현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 따라 개인이

뉴스 생산자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반면

인터넷신문사의 시민기자로서는 내용의 선택 및 편집에 주도성을 가진



- 32 -

다. 시민기자는 “특정 언론 매체에 고용된 전문적인 직업 기자와는 달리

자신이 직접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을

전파할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필명 혹은 실명의 기자 회원으로 가입해 소

속 언론 매체를 위해 유료 혹은 무료로 언론 활동을 하는 비직업적 기

자”로 기자가 독점해온 취재권과 편집권을 시민기자가 직접 행사하여 시

민 저널리즘의 저변을 확대한다.76) 즉 시민기자는 고용형태, 통상임금,

자발성 및 자율성의 면에서 직업 기자와 차이가 있으나, 뉴스 생산 주체

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내용적으로는 직업 기자와 차이가 없다. 시민기

자는 실질적으로 직업 기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 따라 시민기자로

서의 개인은 전통적 의미의 언론인과 유사한 수준의 언론윤리 준수의무

와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77)

3) 1인 미디어

1인 미디어(personal media)는 “개인이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

고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다.78) 1인 미디어는 과거 팟

캐스트 방송, UCC처럼 사전에 녹음 및 녹화한 파일을 개인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 스마트폰의 보급, 컴퓨터 편집 기술

의 일반화, 유튜브라는 동영상 공유 서비스의 등장으로 상업성을 가지게

되었으며,79) 최근에는 인터넷 개인 생방송이 각광받고 있다. 1인 미디어

를 운영하는 크리에이터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영상을 업로드하고 일

76) 김병철·최영, “시민기자 제도 도입에 따른 인터넷 신문의 시민 저널리즘 실

천”,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26호, 한국언론정보학회, 2004, 54-56쪽.
77) 실제로 시민기자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오마이뉴스

(OhmyNews)는 <시민기자 윤리강령>을 정하여 시민기자의 공정보도 의무, 사

실관계확인 의무, 정당한 취재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Help/srv/h_help_policy02.aspx, 최

종확인: 2019. 12. 7.
78) 한국콘텐츠진흥원, 「미국 콘텐츠 산업동향 19호」, 한국콘텐츠진흥원 미국

비즈니스센터, 2019, 4쪽.
79) 한국콘텐츠진흥원, 「케이콘텐츠 7, 8월호」, 2015, 14-15쪽.

http://www.ohmynews.com/NWS_Web/Help/srv/h_help_policy02.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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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 광고수익을 분배받으며, 크리에이터와 플랫폼

을 중개해주는 멀티 채널 네트워크(MCN)와 계약을 맺고 체계적인 지원

을 받기도 한다. 대부분의 1인 미디어는 동영상 기반 소셜 미디어 플랫

폼인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튜브는 1인 미디

어 시장의 확대로 2020년 미국 광고시장의 약 10퍼센트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80) 1인 미디어는 구독자

수와 자신이 업로드한 콘텐츠의 조회수를 늘리기 위하여 자극적이고 왜

곡된 내용의 영상을 만들어낸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다만 뉴스생산자

논의에 있어 1인 미디어는 직업 언론인이 아닌 개인에 의한 유사 방송이

라는 점에서 그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

4) 봇

봇(bot)은 알고리즘 저널리즘(algorithmic journalism) 혹은 로봇 저널

리즘(robot journalism)의 발달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주체이다. 인간과

같이 물리적인 취재를 하는 것은 불가하나, 뉴스 작성 알고리즘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독자가 관심을 가질만한 자료를 선별하여 기사를 작성할

수 있다.81) 다만 봇의 기반이 되는 알고리즘은 기존 축적된 뉴스에 의존

하기 때문에 비정기적이거나 축적된 데이터가 부족한 사건에 대해서는

뉴스 작성이 어렵다.82) 실제로 봇은 분기별 기업 성적을 분석한 경제 기

사, 스포츠 경기 결과 보도 기사, 일정 진도 이상의 지진 소식을 전하는

재난 관련 기사 등 문자 기반 기사의 자동 작성에 활용되고 있으며, 문

자 기반 기사와 관련된 영상을 자동으로 선별 및 편집하여 영상 뉴스로

80) 반면 텔레비전, 케이블 네트워크 등 기존 매체의 광고점유율은 2019년 40

퍼센트에서 2020년 29 퍼센트로 하락할 것이 예상되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앞

의 책, 2019, 5쪽.
81) Clerwall, Christer, Enter the Robot Journalist: Users’ perceptions of

automated content, Journalism Practice Vol. 8 Issue 5, 2014, 519쪽.
82) 김영주·오세욱·정재민, 「로봇 저널리즘: 가능성과 한계」, 한국언론진흥재

단, 2015, 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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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하기도 한다.83) 또한 봇이 작성한 기사는 일반인 뿐만 아니라 기자

조차 인간이 작성한 기사와 그 작성주체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정교하

며, 일반인과 기자 모두 인간이 작성한 기사에 비해 봇이 작성한 기사에

대해 후한 평가를 내렸다.84) 즉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자체적인 정보선별

및 기사작성을 하는 봇은 인간에 의해 축적된 데이터에 의존하면서도 일

정 정도의 독자성을 가지고 있으며, 취재부터 보도까지 전 과정이 인터

넷상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뉴스 정보생산자로 성립할 수 있다.

(3) 가짜뉴스의 확산

가짜뉴스의 확산은 정치·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확산되

지 않은 가짜뉴스는 어떠한 영향력도 갖지 못한다. 가짜뉴스가 생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짜뉴스가 확산되는데 이용될 수 있는 매체는 특정 매

체에 제한되지 않는다. 다만 2016년 대선에서의 사례로부터 가짜뉴스 확

산은 소셜 미디어에 기반한 타겟팅 광고의 형태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

다. 소셜 미디어 회사는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맞춤형 정보 제공 서

비스는 이용자가 어떤 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과거 검색기록을 참고하여

정보를 추천하는 소극적 방식과 검색에 직접 연관된 정보는 아니나 과거

기록을 참고하여 이용자가 선호할만한 정보를 추천하는 적극적 방식이

있다.85) 가짜뉴스는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와 인터넷 사용기록 등을

종합하여 광고형태의 맞춤형 정보로 제공된다. 소셜 미디어 상의 광고는

83) 기업실적을 분석한 경제기사는 AP 통신, 스포츠 기사는 야후 판타지풋볼

및 AP 통신, 재난 관련 기사는 LA 타임즈의 퀘이크봇(Quakebot)이 있다. 위비

츠(Wibbitz)는 문자 기반 기사를 10분 이내에 영상 뉴스로 변환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84) 김영주, “로봇이 기자를 대체할 수 있다 vs 없다”, 미디어이슈 제1권 제13

호,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2015, 2-5쪽.
85) 전련화·김연정·김보현·이민수, “소셜 네트워크 기반의 개인 맞춤형 정보추천

기법”, 정보과학회논문지: 컴퓨팅의 실제 및 레터 제19권 제12호, 한국정보과학

회, 2013, 6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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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적은 비용과 절차로 광고 대상으로 하는 이용자에게 전략적

으로 노출될 수 있고, 모든 광고의 적합성을 면밀히 살피는 것에 있어서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가짜뉴스 확산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4. 내용에 따른 유형

(1) 명예훼손

1) 고의 및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외부적 표출을 전제하

기 때문에 타인과의 권리충돌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연방대법원

이 확립한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는 원고가 공인(public figure)인지 사인

(private figure)인지에 따라 명예훼손 입증책임과 범위를 달리 하고 있

다. 만약 원고가 공인에 해당할 경우 피고 발언의 허위성과 현실적 악의

를 입증해야 하는 반면, 사인에 해당할 경우 피고의 과실만을 입증하면

된다. 단 원고가 사인이면서 문제된 표현이 공적인 것이라면 현실적 악

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86) 가짜뉴스는 정의상 허위의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고의적으로 꾸민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예훼손법상 고의 요건

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패러디나 풍자처럼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는 표현이 명예

훼손으로 지나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에 관한 실제 사실을 묘사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으

로 이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87) 즉 가짜뉴

스가 명예훼손에 의해 제한받지 않고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머무르

기 위해서는 패러디나 풍자처럼 표현이 허위임을 일반적으로 알 수 있어

86) 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 323, 327-328. (1974).
87) Klein, David, Wueller, Joshua, Fake News: A Legal Perspective, Journal

of Internet Law Vol. 20 No. 10, 2017,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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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다만 다수의 경우에는 가짜뉴스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거나, 현실적으로 불가할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될 수 있다.88) 실제

로 2015년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진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약 4분의 3의 학생들이 실제 방송국에서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 계정과

유사한 형태의 소셜 미디어 계정의 게시물 중 ‘진짜’ 게시물을 판별하는

데 실패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89) 또한 정보수용자는 정보생산자의

보도를 일방적으로 전달받는 입장에 있고, 정보생산자 혹은 취재자와 동

일한 지위에서 사실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의 사실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본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즉 가짜뉴스가

풍자, 패러디와 달리 허위성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사실적이라는 점은

명예훼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2) 의견표현과 사실주장의 구분

의견표현과 사실주장의 구분은 명예훼손으로부터 표현을 법적으로 보

호하기 위한 법리로 발전하였다. 양자를 구분하지 않았던 명예훼손에 관

한 초기 영미법이론은 엄격책임원칙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피고의 명예

훼손적 표현을 허위로 추정함으로서 피고에게 자신의 표현이 진실함을

입증할 책임을 부과하였으며,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고의, 과실 여부와 무

관하게 표현의 책임을 지게 하여 개인의 명예권을 표현의 자유보다 두텁

게 보호하는 경향을 보였다.90) 그러나 엄격책임원칙은 표현의 자유를 과

88) 허위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로는 진실과 허위가 결합되어 있는 진술, 사실과

의견이 결합되어 있는 진술 등, 허위성 판단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경우로는 국

가기밀, 보안사항처럼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차단된 상황 등을 생각해 볼 수 있

다.
89) 출처: Stanford researchers find students have trouble judging the

credibility of information online

https://ed.stanford.edu/news/stanford-researchers-find-students-have-trouble-

judging-credibility-information-online, 최종확인: 2019. 10. 29.
90) 박범영·한효주, “판례평석: 명예훼손에 있어 사실과 의견의 구별론 –서울고

등법원 2014. 8. 8. 선고, 2013나38444 판결에 대한 검토-”, 법조 제65권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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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게 제한하여 언론의 자유를 위협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91) 이

후 의견표현과 사실주장을 구분하는 법리가 발달하게 된다. 의견표현은

개인의 인격발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의견

의 내용이나 질과 관계없이 사실주장에 비하여 표현의 자유의 두터운 보

호를 받으나, 두 가치 중 어느 것에도 기여하지도 않고 다른 법익과 충

돌하는 단순한 선정적 보도, 사생활 관련 보도 등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

유에 의한 보호가 축소될 수 있다.92)

(2) 선동

선동은 불법행위 조장 가능성을 의미한다. 사회적 폭력이나 소요를 조

장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을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는 것으

로 볼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연방대법원은 불법행위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하여 다수의 법리를 정립하였

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원칙(clear and

present danger), 1920년대와 1930년대에는 합리성 심사(reasonableness

test)가 도입되었으며, 1950년대에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원칙에 대

한 재해석이 시도되었다.93) 원칙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나

법원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표현을 제한할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해당 표현이 즉각적인 불법행위를 유발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핀다.94)

가짜뉴스가 현실에서의 즉각적인 폭력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2016년 피자게이트 사건에서 나타났다. 대다수의 이용자는 해당 가짜뉴

스를 신뢰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짜뉴스를 신뢰한 소수의 이

용자가 믿음에 기반하여 행동에 옮기는 것은 사회의 위험으로 작용할 가

능성이 존재함이 증명되었다. 이외에도 2018년 인도에서는 아동납치에

법조협회, 2016, 308쪽.
91) 신평, 「뎡예훼손법」, 청림출판, 2004, 172쪽.
92) 한수웅, 앞의 책, 748쪽.
93) Chemerinsky, Erwin, 앞의 책, 1079쪽.
94) 이부하, “미국헌법상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원칙”, 헌법학연구 제12권 제2

호, 한국헌법학회, 2006, 199-2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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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가짜뉴스로 두 명이 군중에게 폭행을 당해 목숨을 잃었으며,95)

2019년 프랑스 파리에서는 집시들이 젊은 여성과 아이들을 납치하고 있

다는 가짜뉴스로 인해 실제 폭행을 당한 집시들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

여 20명의 용의자가 체포되었다.96) 이와 같은 사건의 공통점은 정보수용

자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유통된 가짜뉴스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였으

며, 최소한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사실상 자경단 역할을 수행했

다는 것이다.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가짜뉴스는 항상 언론보도의 형식을

갖춘 것은 아니었으며, 개인 이용자에 의한 일반적인 소셜 미디어 상의

게시물도 불법행위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음이 밝혀졌다. 즉 즉각적인 불

법행위를 조장하는 가짜뉴스는 표현의 제한을 받을 여지가 있다.

(3) 혐오표현

혐오표현(hate speech)은 “인종, 민족, 종교, 성별 및 성적지향·성별정

체성 등에 기하여 역사적으로 차별을 받아온 집단에 대한 부정적 편견에

기반한 적대적 표현행위”이다.97) 가짜뉴스의 내용으로서 혐오표현은 필

연적인 것이 아니며, 허위인 사실주장이 아닌 적대감이라는 의견표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가짜뉴스와 혐오표현이 구분된다는 의견도

존재하나,98) 이같은 주장은 가짜뉴스와 혐오표현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을지언정 내용상 가짜뉴스가 혐오표현에 해당하는 경우가 존재함을 의

미하기도 한다. 실제로 2016년 미 대선 당시 러시아 정부가 선거에 영향

을 미치기 위하여 페이스북에서 집행한 광고는 성소수자, 특정 인종, 이

95) 출처: India WhatsApp ‘child kidnap’ rumours claim two more victims

https://www.bbc.com/news/world-asia-india-44435127, 최종확인: 2019. 10. 29.
96) 출처: Roma attacked in Paris after fake news reports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9/mar/27/roma-call-for-protection-afte

r-vigilante-attacks-inspired-by-fake-news?CMP=share_btn_tw,

최종확인: 2019. 10. 29.
97) 이승현, “혐오표현(hate speech)에 대한 헌법적 고찰”,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43쪽.
98) 김종현, 앞의 책, 27-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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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등의 사안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99) 즉 가짜뉴스로서의 혐오표현은

역사적으로 사회 내에서 차별을 받아온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적대

심으로 그들에 관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사실

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다.

혐오표현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혐오표현 규제 반대론자는 표현의 자유의 두터운 보호를 주장

하는 반면, 규제 찬성론자는 Chaplinsky 판결요지에 따라 혐오표현이 수

정헌법 제1조의 보호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혐오표현 규제는 혐오

범죄 규제와 구분되어야 한고 주장한다.100) 미 연방대법원은 복수의 판

결을 통해 공격적인 언사는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판

시하였다. 그러나 공격적 언사를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법은 Chaplinsky

판결에 따라 막연하므로 무효의 원칙이나 과도한 광범성 원칙에 위배되

어 위헌의 소지가 있는 한편, 특정 종류의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R.A.V. 판결에 따라 내용기반규제에 해당하여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리상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규제는 쉽지 않다.101)

(4) 상업적 표현

상업적 표현(commercial speech)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

나 일반적으로 “상업적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광고와 연관이 있

는데, 광고가 항상 경제적 목적만을 위해 사용되는 표현형식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 범주를 정의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102) 가짜뉴스로서의 상업

적 표현은 불법행위나 허위·기만적 사실을 광고하여 이익획득을 목적으

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짜뉴스의 경제적 목적성과 일치하는 부분이

99) 출처: An Update On Information Opearations On Facebook

https://about.fb.com/news/2017/09/information-operations-update/, 최종확인:

2020. 01. 02.
100) Feldman, Noah, Sullivan, Kathleen, Constitutional Law, Foundation

Press, 2019, 1045-1046쪽.
101) Chemerinsky, Erwin, 앞의 책, 1105-1106쪽.
102) Chemerinsky, Erwin, 앞의 책, 11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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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 우선 불법행위에 대한 광고는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않음이 Pittsburgh 판결에서 정립되었으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법원은 해당 종류의 광고에 대해서는 선동 성립 여부를 검토할 여

지도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103) 마찬가지로 법원은 진실한 상업적 표현

만이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음을 수차례 설시하였으나, 실제 허위·

기만적 사실에 대한 광고에 대한 판결은 내린 적이 없다.104) 일반적인

허위표현은 개인의 인격발현에 기여함이 일정 부분 인정될 수 있기 때문

에 헌법상 보호를 받기도 하나, 그 전파력이 더 큰 광고에 의한 허위표

현은 사회적 해악이 더 크고 사상의 자유시장에 기여한다고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서 표현형식에 따라 보호정도의 차이가 나타난다.105)

5. 소결

가짜뉴스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용어로 자리매김하였으나 합의

된 정의를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언론의 개념과 언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한 것에서 기인한다. 대

표적으로 직업 언론인이 아닌 자가 사실상 언론인의 역할을 수행하여 언

론인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으며, 서로 다른 매체의 특징이 융합된 새로

운 형태의 매체가 등장하여 매체간 경계가 불분명해졌다. 즉 기존 표현

의 자유 법리와 변화하는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가짜뉴스

에 대한 선행연구는 여러 정의를 시도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허위성,

기만성, 정치·경제적 목적성을 일반적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

러한 특징을 가지는 사회현상은 일찍이 존재해온바, 가짜뉴스라고 새롭

게 명명된 것은 종전의 사회현상과의 차별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생

각할 수 있다.

본고는 가짜뉴스의 용례에 기반하여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우선 뉴스

의 정의에 따라 광의의 가짜뉴스와 협의의 가짜뉴스로 유형화할 수 있

103) Chemerinsky, Erwin, 위의 책, 1196-1197쪽.
104) Chemerinsky, Erwin, 위의 책, 1197쪽.
105) Chemerinsky, Erwin, 위의 책, 11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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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정보인 가짜뉴스는 전자에 해당하

며 대표적으로 역정보가 있고, 언론인에 의하여 신문, 방송, 라디오 등

공신력 있는 매체로 전달되는 새로운 정보인 가짜뉴스는 후자에 해당한

다. 다음으로 가짜뉴스의 전파단계에 따라 생산과 확산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양자의 구분은 가짜뉴스의 생산을 넘어 확산 단계에서 가짜뉴스의

영향력이 극대화되고 효과적인 확산을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가짜뉴스의 생산단계에서 전통적 의미의 언론인

뿐만 아니라 직업 언론인이 아닌 개인, 1인 미디어, 봇이 주체가 될 수

있으며, 확산단계에서는 인터넷상에서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소극

적 및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타겟팅 광고방식이 이용될 수 있다. 마지막

으로 가짜뉴스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선동, 혐오표현, 상업적 표현으

로 유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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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및 평가

제 1 절 가짜뉴스에 대한 규범적 대응

1. 수정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호

(1) 연방헌법 및 수정헌법의 제정배경

미국은 1607년 최초의 식민지 도시 제임스타운이 개척된 이래 약 170

년간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았다. 외지인들에 의해 식민지화와 개방정책

이 이루어진 미국은 인디언 원주민, 식민지 영국인, 본국 영국인, 기타

국가로부터의 이주민이 복잡한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식민지배 초기에

는 독자적인 식민지의회가 운영되어 식민지 영국인과 본국 영국인이 동

등한 지위를 가졌으나, 1760년 조지 3세가 즉위하여 중상주의와 조세정

책이 강화되면서 식민지인들의 불만이 쌓여갔다.106) 1773년 영국 정부는

당시 경영난을 겪고 있던 동인도회사가 파산할 경우 발생할 정부, 은행,

주주 등의 경제적 손해를 크게 우려하였다. 이에 해당 회사가 미국에 수

출하는 차(茶)를 독점하고 관세를 면제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세

법을 통과시켜 회사의 수입을 보전해주고자 하였다. 당시 미국은 타운센

드법(Townshend Act)이 1767년 제정되었다가 1770년 폐지되면서도 차

세(茶稅)는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107) 차 밀무역이 횡행하였는데, 동인

106) 앙드레 모루아 저, 신용석 역, 「미국사」, 154-155쪽.
107) 영국 재무장관 찰스 타운센드의 이름을 딴 이 법은 미국 식민지에 대한

증세로 영국 내부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만들어졌다. 과세품목은 영국에서 수

출하여 식민지에서 수입하는 물품 중 종이, 유리, 납, 차 등이었다. 이에 반발하

여 영국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과 수입금지운동이 일어났으며 보스턴에서는 시

민과 영국군 간 물리적 충돌이 일어난 ‘보스턴 학살’ 사건이 발생하였다. 결국

영국 정부는 1770년 해당 법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차는 제외하였다. 당시

차는 사치품에 해당하여 상류층 일부만이 소비하는 물품이었기 때문에 이 결정

에 대한 반발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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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회사가 미국에 수입되는 차를 독점하게 된다면 밀무역자의 생계가 끊

기고 장기적으로는 독점으로 인한 차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영국 정부의 결정에 대한 반발은 거세져 1773년 12월 16일 보스턴에서는

‘자유의 아들들(Sons of Liberty)’이라고 하는 일부 급진파가 인디언 분

장을 하고 항구에 정박한 배에 올라 차 상자를 바다에 던져버리는 ‘보스

턴 차 사건(Boston Tea Party)’으로 이어졌다.108) 영국 정부는 추후 미

국에서 ‘참을 수 없는 법(Intolerable Acts)’으로 불리기도 하는 강제법

(Coercive Acts)을 제정하여 보스턴 차 사건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때까지 보스턴 항구를 폐쇄하고 반체제적인 메사추세츠 주 식민지의회에

대한 왕실 주지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

다.109) 이에 맞서 미국 식민지는 13개 식민지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대

륙회의(Continental Congress)를 소집하였다. 1774년 9월 5일부터 동년

10월 26일까지 열린 제1차 대륙회의는 강제법 시행으로 인해 억압받는

식민지 자치권의 회복을 요구하였으나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지

는 않았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미국 식민지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으

며 식민지 내 급진파를 중심으로 무력독립투쟁의 필요성이 제기된다.110)

이는 1775년 4월 발발한 독립전쟁과 1776년 7월 4일 제3차 대륙회의에

서의 독립선언서(Declaration of Independence) 발표로 이어진다.

미국 식민지의 독립전쟁은 1783년 파리조약(Treaty of Paris)이 체결되

어 영국 정부에 의하여 미국 식민지의 독립이 공식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종식된다. 이후 미국 식민지 대표들은 본격적으로 건국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으며 1787년 필라델피아에서 헌법제정회의(Constitutional

Convention)를 개최하여 참석자 총 55명 중 39명의 서명으로 연방헌법을

제정하였다.111) 그러나 연방헌법은 10년 가까이 투쟁해온 독립전쟁으로

(출처: 미국 국무부 주한 미국대사관 공보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713990&cid=43938&categoryId=43951,

최종확인: 2019. 10. 05.)
108) 강준만, 「미국사 산책 1 –신대륙 이주와 독립전쟁-」, 인물과 사상사,

2010, 257-258쪽.
109) 앙드레 모루아 저, 신용석 역, 위의 책, 181쪽.
110) 이보형, 「미국사개설」, 일조각, 2005, 58-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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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쟁취되었고 독립을 공식화한다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의

참석자 대비 찬성 인원을 보아 전식민지적인 지지를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총 13개 주 중 6개 주만이 연방헌법을 지지하였으며, 서명하지

않은 대표자의 다수는 연방헌법이 중앙정부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부

여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기본권 보호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112) 연방헌법이 발효되기 위해

서는 총 13개 주 중 9개 이상의 주에서 비준되어야 했기 때문에 연방주

의자들은 이를 결코 간과할 수 없었으며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반연

방주의자들을 설득하고자 하였다.

하나는 연방헌법의 내용과 정당성을 설명하는 방법이었다. 1787년 10

월부터 1788년 8월까지 연방헌법을 기초한 제임스 메디슨, 알렉산더 해

밀턴, 존 제이는 더 페더럴리스트(The Federalist) 혹은 연방주의자 논집

(The Federalist Papers)이라고도 불리는 총 85개의 글을 인디펜던트지

(The Independent Journal)와 뉴욕 패킷지(The New York Packet)에 익

명으로 기고하여 연방헌법과 연방제를 설명하고 반연방주의자들을 설득

하고자 하였다.113) 다른 하나는 헌법에 의한 기본권 보호를 조문화 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헌법제정회의에서 채택된 연방헌법에 수정조항

을 넣는 것이었다. 실제로 메사추세츠 주를 비롯한 4개 주는 이를 조건

으로 연방헌법을 비준하였다. 연방주의자들의 노력은 성과를 거두어

1788년 6월 연방헌법이 발효되었으며 이듬해 3월 초대 연방의회

(Confederation Congress)가 구성되었다. 제임스 매디슨은 1789년 6월 열

린 첫 연방의회 회의에서 권리장전(The Bill of Rights)이 시민들에게 권

리의식을 깨우쳐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연방헌법 반대론자들의 의견을

수용함으로써 연방헌법에 생길 수 있는 더 큰 변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설득하였다.114) 의회는 매디슨을 주축으로 하여 12개의 수정조항

111) 강준만, 「미국사 산책 2 –미국의 건국과 ‘명백한 운명’-」, 인물과 사상

사, 2010, 11쪽.
112) 이보형, 앞의 책, 79-80쪽.
113) 앙드레 모루아 저, 신용석 역, 앞의 책, 293쪽.
114) The U.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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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마련하였으며, 1791년 12월 12개 수정조항 중 10개 조항이 전체 주

중 4분의 3의 비준되게 된다.

(2) 수정헌법 제1조의 내용

지금까지 연방헌법 수정조항은 총 27개 비준되었으며 이 중 제1조부터

제10조가 권리장전에 해당한다. 다만 수정헌법 제9조와 수정헌법 제10조

는 구체적인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권리장전에 해당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기도 한데,115) 본고에서는 일반적인 서술에 따

라 해당 두 조항을 권리장전에 포함하여 칭한다. 권리장전은 종교,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및 청원의 권리(수정헌법 제1조), 무기소지의 권리(수

정헌법 제2조), 군인의 주둔(수정헌법 제3조), 수색 및 체포영장(수정헌

법 제4조), 형사사건에서의 권리(수정헌법 제5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수정헌법 제6조), 민사사건에서의 권리(수정헌법 제7조), 보석금, 벌

금 및 형벌(수정헌법 제8조), 국민이 보유하는 권리(수정헌법 제9조), 주

와 국민이 보유하는 권한(수정헌법 제10조)을 내용으로 한다.116)

이 중 수정헌법 제1조는 “연방의회117)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

운 신앙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

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권리 및 고충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 청원

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118)고 하여

https://www.archives.gov/founding-docs/bill-of-rights/how-did-it-happen, 최

종확인: 2019. 10. 06.
115) 안경환, 「미국 헌법의 이해」, 박영사, 2014, 42쪽.
116) 수정헌법 번역어는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법률번역관리과, 「세계의 헌

법」, 2018, 445쪽의 표기를 따랐다.
117) 다수의 국내문헌은 congress를 연방의회로 해석하고 있으나 국회도서관 편

「세계의 헌법」은 주의회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수정헌법 제1조가 주정부에도

적용됨이 법원의 해석을 통해 인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안경환, 앞의

책, 40, 42-43쪽.) 다만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해석을 따라 연방의회라고 본다.
118) Amendment 1 (Freedom of Religion, Press, Expression)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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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종교의 자유(freedom of

religion),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 출판의 자유(freedom of

press), 집회의 자유(freedom of assemble), 청원권(right of petition)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연방헌법이 열거된 기본권만을 보호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법원의 해석을 통해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이 도출

및 보호될 수 있음을 내포한다.119) 또한 “Congress shall make no law

…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후략)”라고 하여

speech와 press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freedom of speech가 일반

적인 표현의 자유로 통용되기도 하였고 당시 speech와 press가 동의어처

럼 사용되었던 용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모두 사용한 입안자들

의 의도는 사료상 분명히 드러나지는 않으나, 각각 구어표현과 문어표현

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강조하는 의미가 담긴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120)

수정헌법 제1조는 출판 허가제를 시행하여 정부에 의한 사전승인을 받

지 않은 출판물은 유통될 수 없었으며, 허가의 과정에서 검열이 이루어

졌고, 정부비판적 발언은 선동적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여121) 표현의 자유

가 사전적, 사후적으로 부당하게 제한되었던 영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

로 한 역사적 산물이다.122) 영국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명예혁명에 성공

한 영국 의회가 1689년 권리장전을 제정하여 왕권을 견제하기 시작하면

서 의회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보호되기 시작하였으며,123) 표현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119) 대표적으로 De Jonge v. Oregon, 299 U.S. 353 (1937)에서 결사의 자유

(right of association)가 처음 인정되었다. Feldman, Noah, Sullivan, Kathleen,

앞의 책, 1418쪽.
120) Nimmer, Melville B., Is Freedom of the P ress a Redundancy: What

does it Add to Freedom of Speech, Hastings Law Journal Vol. 26 Issue 3,

1975, 639-640쪽.
121) Feldman, Noah, Sullivan, Kathleen, 앞의 책, 932쪽.
122) 안경환, 앞의 책, 330쪽.
123) Bill of Rights Article 9 The freedom of speech and debates or

proceedings in Parliament ought not to be impeached or questioned in 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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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유를 명문화한 영국 권리장전은 1776년 미국 독립선언서124)와 버지

니아 권리장전(The Virginia Declaration of Rights)125) 제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수정헌법 제1조는 제정 후 약 120년간 연방헌법 상의 상

징적인 조문으로만 존재하는데 그쳤다.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실질적인 보호가 실현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이다.126)

이는 당시 무정부주의자, 노예제도 폐지론자, 여성운동가 등에 의한 사회

참여운동이 활발해지고, 프랑스와의 전쟁에 대비한 선동죄처벌법이 제정

되면서 표현의 자유의 법적보호에 대한 인식과 요구가 높아진데 따른 것

이었다.127) 다른 일각에서는 수정헌법 제1조의 제정배경에 대한 역사적

논쟁의 일환으로 수정헌법 제1조가 권리장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

한 근본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기도 하였다.128) 이처럼 표현의

court or place out of Parliament.

(출처: Yale Law School Lillian Goldman Law Library

https://avalon.law.yale.edu/17th_century/england.asp, 최종확인: 2019. 10. 8.)
124)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that they are endowed by their Creator with certain unalienable Rights, that

among these are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출처: The U.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https://www.archives.gov/founding-docs/declaration-transcript, 최종확인: 2019.

10. 8.)
125) The Virginia Declaration of Rights Section 12 The freedom of press is

one of the great bulwarks of liberty, and can never be restrained but by

despotic governments.

(출처: The U.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https://www.archives.gov/founding-docs/virginia-declaration-of-rights, 최종확

인: 2019. 10. 8.)
126) White, Edward, The F irst Amendment Comes of Age: The Emergence

of Free Speech in Twentieth-Century America, Michigan Law Review Vol.

95 No. 2, 1996, 300쪽.
127) 이춘구,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가치 고찰”, 언론과 법 제13권 제1호,

한국언론법학회, 2014, 205쪽.
128) 이는 1798년 제정된 선동죄처벌법(Sedition Act)에 대한 해석관점의 차이

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Zechariah Chafee와 Leonard Le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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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에 관한 수정헌법 제1조는 상당 기간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

였으며 비교적 최근에서야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3) 표현의 자유의 일반원칙

1) 사전억제금지원칙

표현의 자유는 표현자가 표현을 통하여 그 자체로서 인격을 완성시킬

수 있으며, 자유로운 표현에 의한 사회 구성원 간의 토론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보호가치가 인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정

초기부터 현재 수준의 보호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근대 국가권력에

의한 허가 및 검열은 권력자 내지 통치자의 자의적인 표현 통제가 이루

어지게 하였으며, 이에 대응한 영국 언론사들의 투쟁으로부터 표현의 자

유에 대한 권리의식이 나타나게 되었다.129) 표현의 자유의 사전억제

(prior restraint)금지 원칙은 어떤 표현의 발생 이전에 정부가 행정행위

나 명령에 의하여 표현행위를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130)

즉 표현의 자유가 어떤 경우에도 제한이 불가한 절대적 권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정부는 표현을 사전억제하는 금지명령(injunction)을 부과할

수 없다.131) 다만 예외적으로 오직 재판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덜

제한적인 다른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때 사전억제가 정당화 될 수 있으

며,132) 이 때 정부는 사전억제를 위한 임시금지명령(interim restraining

order)을 발하는데 엄격한 입증책임을 진다.133) 현대 사회에서 표현의 자

의 논의가 대표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각주 참고. 이춘구,

위의 글, 204-205쪽; Chemerinsky, Erwin, 앞의 책, 1004쪽; Feldman, Noah,

Sullivan, Kathleen, 앞의 책, 933쪽.
129) Feldman, Noah, Sullivan, Kathleen, 위의 책, 1365쪽.
130) Chemerinsky, Erwin, 앞의 책, 1034쪽.
131) Near v. Minnesota, 283 U.S. 697, 708, 721, 722 (1931).
132) Nebraska Press Association v. Stuart, 427 U.S. 539, 569, 573 (1976).
133) New York Times Company v. United States, 403 U.S. 713, 725-727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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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에 대한 제한은 대개 사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해당 원칙의 무

용론이 제기되기도 하나, 언론에 대한 검열 여부의 기준으로 그 의의가

인정될 수 있다.134)

2) 막연하므로 무효의 원칙 및 과도한 광범성 원칙

막연하므로 무효의 원칙(Void-for-Vagueness Doctrine)과 과도한 광범

성 원칙(Overbreadth Doctrine)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 지나

치게 막연하여 발생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방지

하기 위한 원칙이다.135) 두 원칙은 법원이 어떤 법률에 대한 위헌선언을

하는 근거로 함께 인용되는 경우가 많고, 두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법률

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분명히 구분된다.136)

막연하므로 무효의 원칙은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을 상정하여 그

가 어떤 표현이 금지되고 허용되는지 알 수 있을만큼 법이 명확한지를

살피며, 형사적 제재에 있어서 적법절차의 원칙(due process) 및 형평의

원칙(fairness)이 준수되었는지가 문제된다.137) 독일 등 대륙법계의 명확

성 원칙(Bestimmtheitsgrundsatz)과 유사하기도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과도한 광범성 원칙을 명확성 원칙의 일부로 판단하고 있

고,138)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명확성 원칙을 도출하여 표현의 자유와 관련

한 법률 뿐만 아니라 일반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막연

하므로 무효의 원칙과 구별된다는 견해가 있다.139)

과도한 광범성 원칙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까지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140) 해당 원칙은 표현의 자

134) 박용상, 앞의 책, 박영사, 2013, 342-343쪽.
135) 임지봉, “미국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 및 막연하므로

무효의 원칙”, 미국헌법연구 제23권 제3호, 미국헌법학회, 2012, 278-279쪽.
136) Feldman, Noah, Sullivan, Kathleen, 앞의 책, 1363쪽.
137) Chemerinsky, Erwin, 앞의 책, 1025-1026쪽.
138) 임지봉, 앞의 글, 304쪽.
139) 한수웅, 앞의 책, 7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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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헌법이 허용하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광범위하게(substantially

overbroad) 제한되고, 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제3자의 표현의 자유가 위

헌적으로 제한됨을 주장할 수 있음을 특징으로 한다.141) 후자의 특징으

로 인하여 과도한 광범성 원칙은 제3자의 원고적격 문제로 혼동되기도

하나, 해당 주장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 과도하게 광범하다는

데서 기인하므로 표현의 자유 사안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142) 과도한

광범성 원칙에 의해 무효가 된 법률은 입법자가 재입법하거나 유권법원

이 더 좁은 해석을 하지 않는 이상 해당 법률 전체가 무효이다.143)

3) 절대적 권리론·형량론·범주화론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을 문언상 금지하고

있는 수정헌법 제1조의 해석에 대한 헌법적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대표

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절대적 권리론(Absolutism)과 우월적 권리론

이 있으며, 우월적 권리론은 표현의 자유가 다른 기본권과 충돌하는 문

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따라 법익형량론(Balancing)과 범주화론

(Categorization)으로 구분된다.144) 일부는 범주화론 역시 실질적인 법익

형량을 실시한다는 점에 따라 법익형량론과 범주화론을 각각 사례별 형

량론(ad hoc balancing test)과 Nimmer 교수에 의한 정의적 형량론

(definitional balancing test)·Ely 교수에 의한 유형별 형량론

(categorization and balancing test)으로 사용하기도 한다.145)

절대적 권리론은 휴고 블랙(Hugo L. Black, 1886-1971) 대법관146)과

140) Feldman, Noah, Sullivan, Kathleen, 앞의 책, 1348쪽.
141) Chemerinsky, Erwin, 앞의 책, 1028-1032쪽.
142) 임지봉, 위의 글, 298-299쪽.
143) Feldman, Noah, Sullivan, Kathleen, 앞의 책, 1048-1049쪽.
144) Feldman, Noah, Sullivan, Kathleen, 위의 책, 942-946쪽.
145) 박용상, 앞의 책, 박영사, 2013, 345, 347쪽
146) 앨라배마 주 출신의 법조인이자 정치가이다. 1937년 루즈벨트 대통령에 의

하여 대법관으로 지명되었으며 1971년까지 재임하였다.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과거 백인우월단체(Ku Klux Klan, KKK) 가입 이력이 신문기사로 보도되어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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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 더글라스(William O. Douglas, 1898-1980) 대법관147)에 의하여

주장 및 발전되었다.148) 블랙 대법관은 영국에 의한 식민지배 당시 자행

되었던 자유 탄압 및 종교 박해 등 역사적 사건에 근거하여 기본권이 헌

법조문으로 제정된 당위성을 설명하고자 하였다.149) 또한 법원에 의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과 이익형량 원칙 등의 적용이 기본권 보

장을 권리장전이 아닌 국가기관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한다며 비

판하였다.150) 권리장전을 제정한 연방헌법 입안자들(the Framers)의 입

법의도는 존중되어야 하며,151) “연방의회는 …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Congress shall make no law)”는 수정헌법 제1조는 문언대로 해석되어

야 한다.152) 더글라스 대법관은 임기 초 제2차 세계대전을 고려하여 국

가에 의한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을 인정하는 듯 보였으나, 종전 후 블랙

대법관과 함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절대적 보호론을 주장하였다.153) 절

란이 되었으며 이후 출연한 라디오 방송에서 인종과 종교에 대한 어떠한 편견

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명하였다. 자서전에 따르면 그는 KKK 가입 사실을

평생 후회했다고 한다. Cushman, Clare, The Supreme Court Justices,

Congressional Quarterly, 1995, 378-379쪽.
147) 미네소타 주 출신의 법조인이자 정치가이다. 1939년 루즈벨트 대통령에 의

해 브랜다이스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되었으며 1975년까지 재임하였다. 블랙

대법관과 함께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을 지지한 뉴딜주의자(New Dealer)

로 평가된다. Ball, Howard, Hugo L. Black: Cold Steel Warrior,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131쪽.
148) 표현의 자유의 절대적 권리론을 이론적으로 처음 주장한 자는 Chaffee 교

수와 Meiklejohn 교수이며, 연방대법원 Black 대법관과 Douglas 대법관에 의하

여 판례에 반영 및 적용되었다. 김한성, “언론·출판의 자유의 현대적 기능과 법

적 통제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 수정 제1조의 해석과 적응을 중심으로”, 연세대

학교 법학박사 학위청구논문, 1987, 155쪽.
149) Black, Hugo, The Bill of Rights, New York University Law Review

Vol. 35 No. 4, 1960, 867-869쪽.
150) Black, Hugo, 위의 글, 866-867쪽; Konigsberg v. State Bar of California,

366 U.S. 36 (1961)
151) Black, Hugo, 위의 글, 875-876쪽.
152) Black, Hugo, 위의 글, 874쪽.
153) 안경환, 앞의 책, 41-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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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 권리론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내용기반적 규제는 원칙적으

로 금지이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치적 사안을 다룬

것이 아닌 언론, 표현의 시간, 장소, 방법, 상징적 표현에 대한 제한이 합

리적 기준에 따를 경우 정당할 수 있다.154) 그러나 절대적 권리론은 표

현의 자유가 연방헌법에 의한 절대적 보호를 받는 가치임을 논증하는데

인용되고는 하면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으로 인하여 다수의 지지

를 얻지는 못하였다.

표현의 자유의 보호에 관한 논의는 법익형량론과 범주화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법익형량론은 권리보호를 주장하는 개인의 법익과 권리를

제한하고자 하는 정부의 법익을 형량하는 이론으로155) 각 사안에 따른

사실관계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보호정도를 달리한다.156) 공공장소에서

의 표현에 대한 내용중립적 규제를 심사하는데 있어서 시간, 장소, 방법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법(time, place, manner review)과 오브라이언

테스트(O’Brien test)와 같은 중간심사기준(Intermediate scrutiny)이 대표

적이다.157) 법익형량은 국가에 의한 기본권 제한에 대응하여 해당 기본

권에 대한 헌법적 보호가 요청되는 상황에서 양자를 조화(reconciliation)

시키는데 적용된다.158) 즉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및 반

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표현자의 지위가

불확실하고 판단에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며 법관에 의한

자의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159) 실제로

1990년대 스칼리아 대법관과 케네디 대법관을 중심으로 법익형량론을 적

용하기에는 판사의 재량이 지나치게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160)

154) 박용상, 앞의 책, 346쪽.
155) Blocher, Joseph, Categoricalism and Balancing in F irst and Second

Amendment Analysis, New York University Law Review Vol. 84 No. 2,

2009, 381쪽.
156) Feldman, Noah, Sullivan, Kathleen, 앞의 책, 944쪽.
157) Sullivan, Kathleen, Post-Liberal Judging: The Roles of Categorization

and Balancing, University of Colorado Law Review Vol. 63 No. 2, 1992, 297쪽.
158) Konigsberg v. State Bar of California, 366 U.S. 36, 51 (1961).
159) 박용상, 앞의 책, 박영사, 2013, 345-346쪽



- 53 -

범주화론은 보호영역에 속하는 표현과 속하지 않는 표현이 있음을 전

제하며 상이한 사안에서의 상이한 법익형량을 인정하지 않는다.161) 범주

화론에 적용되는 형량의 기준은 일반적·본질적 요소에 따라 정형화된 것

이기 때문에(per se balancing)162) 제한되는 권리와 제한방법이 특정되면

제한의 합법성이 자동적으로 도출된다.163) 미 연방대법원은 대표적으로

외설(obscenity)164)과 아동 포르노(child pornography) 사안에 범주화 모

델을 적용하여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있다. 범주화론은 엄격심사기준의 사전적 형식(prepackaged form)으로서

어떤 표현이 제한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익형

량법에 비해 명료하고165) 범주화 모델을 적용하는 판사는 법적판단에 있

어 주관적 요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66) 비슷한 견

지에서 범주화론자들은 법원의 법익형량론 적용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친

국가적인 판단을 내리게 하여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

다.167)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익형량론에 중간심사기준이 적극적으로 적

용되기 시작함에 따라 법익형량론이 범주화론에 우세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168) 즉 법익형량론과 범주화론으로 대표되는 형량론에 대한 논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 및 제한법리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160) Sullivan, Kathleen, 앞의 글, 294쪽.
161) Feldman, Noah, Sullivan, Kathleen, 앞의 책, 944쪽.
162) 박용상, 앞의 책, 347쪽
163) Sullivan, Kathleen, 앞의 글, 293쪽.
164) Chaplinsky 판결에서 처음 설시되었으며 이후 Roth 판결, Miller 판결에서

재확인되었다. Farber, Daniel A., The Categorical Approach to P rotecting

Speech in American Constitutional Law, Indiana Law Journal Vol. 84 No. 3,

2009, 921-923쪽.
165) Farber, Daniel A., 위의 글, 937쪽.
166) Blocher, Joseph, 앞의 글, 382쪽.
167) Ely, John Hart, F lag Desecration: A Case Study in the Roles of

Categorization and Balancing in F irst Amendment Analysis, Harvard Law

Review Vol. 88 No. 7, 1975, 1499-1501쪽.
168) Sullivan, Kathleen, 앞의 글, 2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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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짜뉴스 규제입법의 헌법적 이해

(1) 매체에 따른 표현의 자유

1) 신문·방송·라디오

미 수정헌법 제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을 금

지하여 언론의 자유를 비롯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헌법적 이념의 기

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언론산업 구조가 변화하고 그 역

할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책임 있는 이행이 요구

되었다.169) 1947년 언론자유위원회(Commission on Freedom of the

Press)의 뉴스위원회 설치 권고가 1970년대 주 및 국가 단위에서 실현된

것은 해당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170) 그러나 국가 단위로 운영된 국

가뉴스위원회(National News Council)는 법적 강제력의 부재, 언론의 자

유를 제한한다는 언론사들의 반발, 민간자본에 의존한 경영으로 인한 재

정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약 10년만인 1984년 폐지되었으며, 주 단위

뉴스위원회도 유사한 어려움을 겪었다.171) 언론매체의 책임있는 보도를

실질화 하기 위한 노력은 수정헌법 제1조의 절대적 보호에 대한 요구로

인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수정헌법 제1조를 해석 및 적용하는 사법부는 언론매체에 대한 직접

적·구체적 규제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미 연방대법원의 기본적 입

169) 언론자유위원회 지음, 김택환 옮김,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 중앙

M&B, 2001, 25-30쪽.
170) 대표적인 주 단위 뉴스위원회로는 미네소타 뉴스위원회(Minnesota News

Council), 워싱턴 뉴스위원회(Washington News Council), 호놀룰루 지역사회

미디어위원회(Honolulu Community Media Council), 국가 단위 뉴스위원회로는

국가뉴스위원회(National News Council)가 운영되었다. Ugland, Erik, The

legitimacy and moral authority of the National News Council(USA),

Journalism Vol. 9 No. 3, SAGE Publication, 2008, 285-286쪽.
171) Ugland, Erik, 위의 글, 288쪽; 언론중재위원회,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

서」 제1호, 2018, 33쪽.



- 55 -

장은 특정한 언론기관이 다른 행위주체에 비하여 헌법상 특권을 누리거

나 부담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으나, 최근 미디어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면서 명예훼손, 진실보도 등에 대한 언론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일부

인정하고 있다.172) 전통적 미디어 매체의 경우에는 방송전파의 희소성

(spectrum scarcity)을 이유로 상이한 태도를 취해왔는데, 방송 및 라디

오에 대해서는 미국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를 설치하여 통신법(Communications Act of 1934)에

근거한 규제를 실시하였던 반면, 신문 발간 기준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173)

2) 인터넷·소셜 미디어

인터넷은 미국에서 군사용으로 처음 개발되었으나 점차 상용화되어 민

간영역에까지 개방된 정보통신기술이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신매체의

등장은 취재와 보도의 시공간적 제약을 사실상 극복하게 하였으며, 신문,

방송, 라디오 등 전통적 언론보도 매체의 특징을 흡수 및 발전시키는 양

상을 보였다. 1997년 백악관은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원칙(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을 발표하여 인터넷 발달

을 위한 민간주체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선언하였으며,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174) 같은 해 법원은 Reno

판결을 통하여 정보통신 기술의 보편화와 높아진 인터넷 접근성은 인터

넷을 매체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환경이 조성되었음을 의미하며, 인터넷

은 이용자 누구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최

대한 보장되어야 함을 판시하였다.175) 즉 표현의 자유의 매체로서 인터

172) 박용상, 앞의 책, 83쪽; Minneapolis Star & Tribune Co. v. Minnesota

Commissioner of Revenue, 460 U.S. 575 (1983).
173) 이노홍, “미국 신문산업규제와 수정헌법 제1조”, 홍익법학 제10권 제1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116-119쪽.
174) The White House, 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

1997, 4-5쪽.
175) Reno v.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521 U.S. 844, 2334-2336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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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에 대하여는 시장주의모델을 적용하고 있으며, 인터넷상 아동보호와

같은 예외적 상황 외에는 국가개입을 최소화하는 특징이 있다.176)

최근 사진 및 영상 콘텐츠에서 서로 다른 인물의 얼굴과 몸을 하나로

합성하거나, 발언한 사실이 없음에도 영상 콘텐츠를 조작하여 해당 인물

이 실제로 발언한 것처럼 꾸미는 딥페이크(deepfake) 기술과 이용자를

상호 연결하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정보통신기

술이 발전하면서 해당 사회현상으로부터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기존 법

리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177)

Packingham 판결 재판부는 미국 내 소셜 미디어 이용자가 상당하다는

점, 정치참여 및 선거과정에서 자유로운 공적 토론장으로 기능하는 역할

의 중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 따라 소셜 미디어의 변화무쌍한

(protean) 매체적 특징을 고려하여 수정헌법 제1조와 관련한 판결에 신

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립하였다.178) 그러나 미 연방대법원이 고

수해오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매체중심적 접근법은 해당 매체의 사

회적 영향력이 평가되기 이전에 기술적 특징만으로 보호정도를 판단하여

매체가 보급된 이후의 현실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179)

(2) 내용에 따른 표현의 자유

1) 내용중립적 규제와 내용기반적 규제

내용중립적(content-neutral) 규제는 표현의 내용과 직접적 관련성이

적은 요소에 대한 규제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표현이 이루어지는 시간,

176) 서순복, “청소년보호를 위한 인터넷상 사이버음란물 표현내용규제 관련 미

국 입법과 판례에 관한 연구 –CDA, COPA, CIPA를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제21권 제2호, 미국헌법학회, 2010, 325-326쪽.
177) Feldman, Noah, Sullivan, Kathleen, 앞의 책, 1123-1126쪽.
178) Packingham v. North Carolina, 137 S.Ct. 1730, 1735-1736 (2017).
179) 이우영, 앞의 글, 134-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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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방법에 관한 사항, 본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입법된 법령이

아니지만 부수적 효과(incidental impact)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의 제한

이 나타나는 경우(O’Brien Test), 표현의 이차적 영향력을 규제하고자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180) 이 때 부수적 효과라 함은 일례로 집회

에서의 표현행위로 공개된 장소에서 소훼행위를 한 것에 대해 형법상 방

화죄를 적용할 경우 본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입법된 것이 아닌

형법상 방화죄가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효과가 나타남을

의미하며, 표현의 이차적 영향력을 규제하고자 함은 일례로 성인오락시

설이 입점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가치하락, 매춘, 범죄 등의 사회적

해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 해당 시설의 위치에 관한 규제법

령을 의미한다.181) 내용중립적 규제는 합리성 심사 내지 중간심사

(intermediate level of scrutiny)에 따른다.182)

내용기반적(content-based) 규제는 특정 주제에 관한 명시적 혹은 묵

시적인 표현에 대하여 처벌 등의 규제를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183) 수정

헌법 제1조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입법을 금지하고 있음에

따라 내용기반적 규제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추정되지만184) 정부가 엄격

심사(strict scrutiny)에 의해 긴절한(compelling) 정부의 이익, 세밀한

(narrowly-tailored) 규제입법, 최소한의 권리제한(less restrictive)을 입

증할 경우 유효하다. 내용기반적 규제의 경우 정부나 유권기관이 엄격심

사기준을 만족하기만 하면 직접적으로 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는 하나, 법원은 선동(incitement), 음란(obscenity), 상업적 표현

(commercial speech) 등 일부 제한이 불가피한 사안에 대한 규제가능성

을 인정하고 있다.185) 다만 언론의 주제사항(subject matter)이 음란, 상

업적 표현, 명예훼손, 선동·교사에 관한 것이거나, 보도가 이루어진 상황

180) 박용상, 앞의 책, 358쪽.
181) 박용상, 위의 책, 360-362쪽.
182) Turner Broadcasting System v.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512 U.S. 622, 635, 642, 662 (1994).
183) 박용상, 앞의 책, 353쪽.
184) R.A.V. v. City of St. Paul, 505 U.S. 377, 382 (1992).
185) Chemerinsky, Erwin, 앞의 책, 10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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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ing)이 비공적 포럼(nonpublic forum), 전파에 근거한 방송처럼 특수

한 경우에는 엄격심사 기준보다 다소 감경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2) 명예훼손 법리의 변천

① 사실주장과 의견표현

사실주장과 의견표현의 보호에 관한 초기 법리로는 영국 보통법에 따

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의견을 특권으로 보호하는 공정한 논평(fair

comment)의 법리가 등장하였다.186) 공정한 논평의 법리는 공익에 관한

공정한 논평에 현실적 악의가 존재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않는 법리이다.187) 나아가 표현자는 논평의 기반이 된 사실관계를 충분

히 설명하여 수용자가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하나, 반드시 표현

자 본인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이거나 누구

나 해당 사실에 접근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188) 즉 충분한 객

관적 사실에 기반한 공익에 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논평은 보호받을 수

있으며, 근거 없는 악의적 폄훼나 비난은 보호받지 않는다.189)

이후 1974년 Gertz 판결에서는 의견특권론(opinion rule)이 수립되어

의견에 대한 보호가 더 확대되게 되었다. 재판부는 수정헌법 제1조 하에

틀린 사상(false idea)은 존재하지 않으며, 유해한(pernicious) 의견은 다

른 의견과의 자유로운 경쟁에 맡기되 사실에 대한 거짓된 진술(false

statements of fact)은 헌법적 가치가 없다고 설시하였다.190) 즉 의견특

권론에 따르면 모든 의견은 명예훼손 제소로부터 면책되는 특권을 가지

며,191) 홈즈 판사가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을 주장하며 표현의 자유 보호

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192) 이후 1977년 개정된 ‘불

186) 박용상, 「명예훼손법」, 현암사, 2008, 82쪽.
187) 박범영·한효주, 앞의 글, 308-309쪽.
188) 박용상, 앞의 책, 2008, 83쪽.
189) 박용상, 위의 책, 2008, 84쪽.
190) 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 323, 339, 340 (1974).
191) 박용상, 앞의 책, 2008, 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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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의 재술(Restatement193) (Second) of Torts (1977), 이하 리스테이

트먼트)’은 ‘공정한 논평의 법리’ 항목을 ‘의견의 특권’ 항목으로 대체하

여 해당 법리를 인정하게 되었다.194)

그러나 의견특권론은 표현을 의견과 사실로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의견특권론을 수용한 이상 법원은 양자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혼합의견론이 발전하게 된다.195) 리스테

이트먼트 제2판은 의견을 순수의견(pure opinion)과 혼합의견(mixed

opinion)으로 구분하여, 전자는 의견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나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인 반면, 후자는 의견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 숨겨져 있는 경우(undisclosed)를 의미한다고 정하였

다.196) 순수의견은 명예훼손으로부터 면책되는 반면, 혼합의견은 의견의

근거가 된 숨겨진 사실이 허위이면서 명예훼손적이거나 묵시적으로 명예

훼손적 사실을 추론할 수 있는 경우 명예훼손의 책임을 진다.197)

1984년 연방항소 순회법원의 Ollman 판결198)은 법원이 의견과 사실의

구분 기준을 제시한 첫 판결이다.199) 해당 판결의 스타(Starr) 판사는 사

실과 의견의 구별요소를 다음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언어의 통

상적 용법 또는 의미(the common usage or meaning of the language),

192) 신평, 앞의 책, 197쪽.
193) Restatement는 판례를 중심으로 발전한 법 영역을 조문형식으로 정리하여

설명(comment)과 예시(illustration)를 덧붙인 것이다. 신평, 위의 책, 200-201쪽.
194) 박용상, 앞의 책, 2008, 86쪽.
195) 신평, 앞의 책, 199-200쪽.
196) 박범영·한효주, 앞의 글, 310-311쪽. 리스테이트먼트는 다음을 순수의견과

혼합의견의 예시로 제시하였다. 순수의견은 “1,300페이지에 해당하는 장광설”,

“가격이 2배나 비싼 맥도날드 햄버거를 떠올리게 하는 보잘 것 없는 작은 햄버

거”이며, 혼합의견은 근거사실을 제시하지 않고 “나는 A가 알코올 중독자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며 수용자로 하여금 알코올 중독자의 일반적 특성을

추론하게 하는 경우이다. Restatement (Second) of Torts §566 comment c,

illustration 3, 4 (1977).
197) 박용상, 앞의 책, 2008, 87쪽.
198) Ollman v. Evans 750 F.2d 970 (1984).
199) 신평, “한국에서의 의견과 사실의 이분론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

다49040 사건의 분석과 함께”, 법조 제55권 제8호, 법조협회, 2006, 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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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입증가능성(verifiability), 셋째는 문맥(context of the statement),

마지막은 표현의 사회적 맥락(broader context or setting in which the

statement appears)이다.200) 즉 Ollman 판결은 전체적 상황 기준에 따른

사실과 의견의 구분을 설시하였으나, 판단기준이 주관적이고 모호하여

의견특권론을 무제한적으로 확장하여 개인의 명예에 대한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201)

1990년 Milkovich 판결202)은 사실과 의견 구분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

한 회의로부터 비롯되었다.203) 해당 재판부는 의견특권론을 부인하고, 상

상적 표현(imaginative expression)이나 수사적 과장(rhetorical

hyperbole)에 해당하는 의견은 보호되지만 사실암시적(factual

implication) 의견은 그렇지 않다고 설시하였다.204) 즉 표현이 느슨하고

(loose), 묘사적이고(figurative), 과장적인지(hyperbolic)가 문제된다.205)

Milkovich 판결의 기준이 Ollman 판결의 기준을 대체한 것인지에 대해

서는 해석의 이견이 존재하나, 사실과 의견의 구분을 부정하고 있는 것

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과 의견이 결합된 표현에 대한 사실 해당 여부를

객관성과 입증가능성에 주목하여 판단하였다고 일반적으로 평가한다.206)

②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명예훼손(defamation)207)의 남용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실상의 억압

200) Ollman v. Evans 750 F.2d 970, 979 (1984).
201) 박용상, 앞의 책, 2008, 88쪽.
202) Milkovich v. Lorain Journal Co. 497 U.S. 1 (1990).
203) 신평, 앞의 책, 233쪽.
204) Milkovich v. Lorain Journal Co. 497 U.S. 1, 2 (1990).
205) Milkovich v. Lorain Journal Co. 497 U.S. 1, 21 (1990).
206) 박범영·한효주, 앞의 글, 314쪽; 신평, 앞의 글, 68쪽.
207) 영미법상 명예훼손은 defamation, libel, slander가 있으나 우리말 번역상

셋을 구분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defamation은 포괄적인 명예훼손, libel은 문

서 등 영구적 방법에 의한 명예훼손, slander는 말, 몸짓 등 일시적 방법에 의한

명예훼손을 의미하나 실제 구분이 어렵고 실익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실무상 libel은 원칙적으로 범죄이며 실질적 손해 발생을 요하지 않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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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나, 개인의 명예 또한 보호해야 할

중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가치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는 1735년 명예훼손의 면책요건으로 진실성(truth)을 인정한

Zenger 판결208)에서 시작되었으며, 1964년 Sullivan 판결209)에서 현실적

악의의 원칙(actual malice standard)을 확립하여 언론의 자유가 명예보

다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해당 판결은 동년 Garrison 판

결210)에도 영향을 미쳐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이 사실상 폐지되게 되

었다.211) 물론 현실적 악의의 원칙이 명예훼손 소송을 부추기고 소송비

용을 증가시킨다는 비판도 있으나,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될 위험으로부터 수정헌법 제1조의 가치를 보호한다는 점

에서 여전히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212)

Sullivan 판결은 공직자인 원고 설리번의 명예훼손 소송으로부터 피고

뉴욕타임즈 지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데 일조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재판부는 공직자(public official)인 원고는 피고에 의한 발언의

허위성(falsity)과 현실적 악의를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로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다.213) 명예훼손에 관한 종

전의 법리에 따르면 원고에 대한 피고의 발언이 허위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자신의 발언이 진실임을 입증해야 했고, 원고는 명예훼손

으로 인한 자신의 손해를 입증할 필요가 없었으며, 면책특권 등과 같은

피고의 잠재적 항변사유는 입증에 한계가 있었다.214) 즉 Sullivan 판결은

slander는 공표가 모반, 소요, 신성모독에 해당할 때 범죄로 되고 원칙적으로는

실질적 손해 발생을 요한다는 차이가 존재한다. 신평, 앞의 책, 115-119쪽.
208) Crown v. John Peter Zenger, 1735.
209) New York Times v. Sullivan, 376 U.S. 254 (1964).
210) Garrison v. State of Louisiana, 379 U.S. 64 (1964)
211) 손태규, “현실적 악의 기준의 현재: 한국과 미국 비교연구”, 공법학연구 제

19권 제2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8, 148쪽.
212) Weaver, Russell L., Bennett, Geoffrey, Is the New York Times “Actual

Malice” Standard Really Necessary? -A Comparative Perspective, Louisiana

Law Review Vol. 53 No. 4, 1993, 1153-1156쪽.
213) New York Times v. Sullivan, 376 U.S. 254, 285-286 (1964).
214) 김서기, “명예훼손에 관한 미국의 현실적 악의 법리 및 실질적 진실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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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소송에서 피고 언론의 과도한 입증책임을 원고 공직자에게 전

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가능케 하였다.

3) 선동 법리의 변천

① 러니드 핸드 선동기준

미국에서의 선동법은 정부 비판을 금지하고자 했던 영국 보통법상 전

통에서 유래하였으며, 1798년 제정된 외국인 및 선동죄에 관한 법(The

Alien and Sedition Acts)이 폐지되고 한동안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것을 계기로 1917년 방첩법

(Espionage Act of 1917)이 제정되었다.215) 러니드 핸드(Learned Hand)

판사는 1917년 Masses 판결216)에서 1917년 방첩법의 해석기준을 제시하

였다. 비록 핸드의 판결은 항소심217)에서 번복되었지만, 선동 여부를 판

단하는 기준의 객관성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218)

원고 매시즈 출판사는 뉴욕시에서 ‘더 매시즈(The Masses)’라는 월간

혁명잡지(revolutionary journal)를 발간하여 우편으로 배달해왔다. 그런

데 1917년 7월 피고 뉴욕시 우체국장 패튼은 원고에게 다음 달 잡지 배

달이 1917년 방첩법에 의거하여 거부될 것임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문제

가 된 부분을 정정할 의향으로 우정부총재(Postmaster General)에게 특

정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배달거부처분에 대한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발간하는 혁명잡지의 전반적인 취지가 위법

인 것은 아니나, 위법을 조장하고 미국의 적들을 고무시키고 정부가 전

고찰”, 비교사법 제16권 제4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9, 209-210쪽.
215) 김윤홍, “미국헌법상 표현의 자유 제한이론에 관한 일고찰 -매시즈 판결에

나타난 러니드 핸드 판사의 선동기준을 중심으로-”, 세계헌법연구 제20권 제2

호,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14, 128-129쪽.
216) Masses Publishing Company v. Patten 244 F. 535 (1917).
217) Masses Publishing Company v. Patten 246 F. 24 (1917).
218) Feldman, Noah, Sullivan, Kathleen, 앞의 책, 9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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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4개의 만화219)와 4개의

글220)이 1917년 방첩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221)

219) 4개의 만화는 다음과 같다. “자유의 종(Liberty Bell)”은 부숴진 자유의 종

(저자 주: 자유의 종은 1751년 펜실베이니아 주의회가 주문한 것으로, 독립선언,

노예제도 폐지 등처럼 자유를 쟁취해온 미국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을 그리고

있으며, 전쟁이 국가의 자유를 파괴하고 징병법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

했음을 암시한다. “징병(Conscription)”은 수레와 대포에 묶여있는 청년, 민주주

의라고 쓰인 여성, 노동이라고 쓰인 남성과 아이를 잃고 절망하는 여성의 모습

을 그린 것으로, 징병이 청춘, 민주주의, 노동, 가족의 황폐화를 야기함을 보여

준다. “자본주의를 위해 안전한 세상 만들기(Making the World Safe for

Capitalism)”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계획(Plan for a Genuine Democracy)’

을 들여다보고 있는 러시아 노동자, 그의 뒤에서 ‘충고’라고 쓰인 올가미를 들고

몰래 접근하고 있는 엘리후 루트 상원의원과 이에 동의하는 찰스 에드워드 러

셀(저자 주: 루트와 러셀은 1917년 우드로 윌슨 미 대통령으로부터 루트 미션

(Root Mission)을 부여받아 2월 혁명 이후의 러시아의 동태를 살피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 반대편에는 영국인(John Bull, 저자 주: 일반적으로 영국을 상

징적으로 나타낸다.)이 조정하고 있는 ‘위협’이라고 쓰인 칼을 든 일본 병사가

그려져 있다. 이는 러시아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명목으로 한 미국과 연합군에게

괴롭힘 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의회와 대기업(Congress and Big Business)”

은 뚱뚱한 재계인사들이 ‘전쟁계획’이라는 이름의 지도를 둘러싸고 있는 방에

소심하게 들어오려는 의회인사를 막아서는 다른 재계인사를 그린 그림이다.

Masses Publishing Company v. Patten 244 F. 535, 536, 537 (1917)
220) 4개의 기사는 다음과 같다. “의문(A Question)”은 징병제와 국가에 대한

개인의 희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찬사(A Tribute)”는 수감 중인 엠마 골

드만(Emma Goldman)과 알렉산더 버크만(Alexander Berkman)을 찬양하는 시

이다(저자 주: 1917년 두 사람은 사람들로 하여금 징병을 피하기 위해 신분등록

을 하지 않도록 선동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Conscientious Objectors)”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신념에 대한 지지와 정당

성을 나타낸 글이다. “미국의 자유의 친구들(Friends of American Freedom)”은

징병반대운동으로 기소된 엠마 골드만과 알렉산더 버크만을 칭송하고, 본 잡지

(The Masses)가 그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기금모금을 진행할 것임

을 알렸다. Masses Publishing Company v. Patten 244 F. 535, 543-545 (1917)
221) 본 문단은 Masses Publishing Company v. Patten 244 F. 535, 536 (1917)

을 요약 및 발췌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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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 판사는 더 매시즈가 1917년 방첩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판단하

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기준을 설시한다. 그는 표현과

표현이 선동한 행위 간의 긴밀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해당 표현에 대

한 제한이 가능함을 강조하였으며, 만약 표현이 직접적인 선동에 이르지

못했다면 1917년 방첩법에 의하여 제한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222) 특히

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표현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면, 표현과 선동적 행위 간 인과관계가 더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함

을 밝혔다.223) 표현은 각 수용자의 주관적인 해석을 거쳐 의미가 형성되

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표현이 선동적이라는 점이 선동적 사태로 귀결된

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224) 즉 표현이 선동을 야기할 가능성은 법원이

표현을 제한하기에 충분한 요건이 아니며, 불법행위를 직접적으로 선동

및 주창하여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이상 해당 표현은 보호된다.225)

②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clear and present danger)은 올리버

웬델 홈즈(Oliver Wendell Holmes) 판사가 Schenck 판결226)에서 처음으

로 제시한 기준이다.227) 쉥크는 ① 미국과 독일제국의 전시(戰時)에 미군

및 미 해군에 대한 불복종(insubordination)을 야기하고, 징병된 자를 대

상으로 병역의무이행을 거부하도록 독려하는 내용의 전단을 배포하여 모

222) Masses Publishing Company v. Patten 244 F. 535, 540 (1917)
223) Masses Publishing Company v. Patten 244 F. 535, 542 (1917)
224) Masses Publishing Company v. Patten 244 F. 535, 541, 542 (1917)
225) Gunther, Gerald, Learned Hand and the Origins of Modern F irst

Amendment Doctrine: Some Fragments of H istory, Stanford Law Review

Vol. 27 No. 3, 1975, 725, 726, 728쪽.
226) Schenck v. United States 249 U.S. 47 (1919).
227) 이에 관해 홈즈 판사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원칙의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그의 저서 The Common Law의 미수죄(Attempts)에 관한 견해로부터 비

롯되었으며, 채피와 주고 받은 서신에서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는 연구가 있다.

이병규, “미국헌법상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심사의 초기형성”, 미국헌법연구

제22권 제1호, 미국헌법학회, 2011, 235-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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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을 방해함으로써 1917년 방첩법을 위반한 혐의, ② 1917년 방첩법에서

우송(郵送)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해놓은 해당 전단을 배포하기 위하여 우

편을 사용함으로써 미국을 대상으로 한 위법을 저지른 혐의, ③ 해당 전

단을 배포하기 위해 우편을 불법적으로 이용한 혐의로 기소되었다.228)

홈즈 판사는 수정헌법 제1조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을 금지하

고 있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표현의 자유가 보호받는다는 것을 의미

하지는 않으며, 가령 극장에서 거짓으로 불이 났다고 외쳐 사람들을 공

포에 빠트리는 자의 표현은 보호되지 않는다고 하였다.229) 어떤 표현의

제한가능 여부는 발화된 상황(circumstances)과 의회가 방지해야 하는

실질적 해악을 야기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의 성질을 띠는지 여부에 대한 고려에 근거해야 한다.230)

즉 위험의 근접성(proximity)과 정도(degree)의 문제로 귀결된다.231)

Abrams 판결232)의 다수의견은 Schenck 판결에서 처음 도입된 명백하

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Schenck 판결 이전에 일

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위험한 경향의 원칙(bad tendency)을 적용하여 법

리가 후퇴하는 모습을 보인다.233) 홈즈 판사는 Schenck 판결에서 명백하

고 현존하는 위험 원칙을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뒤 선고한

Frohwerk 판결234)과 Debs 판결235)에서는 유사한 사건임에도 해당 원칙

을 적용하지 않아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으나,236)

Abrams 판결에서는 반대의견을 집필하며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원칙

의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228) Schenck v. United States 249 U.S. 47, 248 (1919).
229) Schenck v. United States 249 U.S. 47, 249 (1919).
230) Schenck v. United States 249 U.S. 47, 249 (1919).
231) Schenck v. United States 249 U.S. 47, 249 (1919).
232) Abrams v. United States 250 U.S. 616 (1919).
233) 임지봉,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과 표현의 자유”, 공법연구 제34집 제4

호 제1권, 한국공법학회, 2006, 183쪽.
234) Frohwerk v. United States 249 U.S. 204 (1919).
235) Debs v. United States 249 U.S. 211 (1919).
236) 문재완, “명백·현존위험의 원칙의 현대적 해석과 적용에 관한 연구”, 헌법

학연구 제9권 제1호, 한국헌법학회, 2003, 383-3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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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브람스는 미국과 독일제국과의 전쟁 상황에서 ① 미국 정부형태에

대한 불충성스럽고(disloyal), 악의적이고(scurrilous), 모욕적인(abusive)

표현, ② 미국 정부형태에 대한 모독(contempt), 멸시(scorn), 모욕

(contumely), 불명예(disrepute)를 야기하기 위해 의도한 표현, ③ 전쟁에

서 미국에 대한 저항을 선동(incite), 유발(provoke), 조장(encourage)하기

위한 표현을 불법적으로 발화(utter), 인쇄, 작성, 출판하여 방첩법을 위

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237)

다수의견은 피고인의 일련의 표현이 전쟁을 수행 중인 미국에 대한 저

항을 야기하고, 군수물자의 보급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탄약공장에

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유죄를 인정하였

다.238) 반면 반대의견의 홈즈 판사는 어떤 표현으로 인한 결과가 표현의

목적이 아니었다면 해당 표현이 그 결과를 의도(intent)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239)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표현에는 미국에 대한 저항이라는 구

체적인 의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240) 홈즈는 국가를 보호

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의견표현을 제한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였으

며,241) 의회는 오로지 즉각적인 해악이나 그것을 실현하려는 의도에 따

른 현존한 위험(present danger of immediate evil or an intent to bring

it)이 존재할 때만 정당하게 의견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다.242) 즉

홈즈는 앞서 Schenck 판결에서 정립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원칙에

급박성 요건(immediacy requirement)을 추가하여 표현에 대한 더 두터

운 보호를 주장하였다.243)

③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원칙의 후퇴

237) Abrams v. United States 250 U.S. 616, 617 (1919).
238) Abrams v. United States 250 U.S. 616, 623-624 (1919).
239) Abrams v. United States 250 U.S. 616, 627 (1919).
240) Abrams v. United States 250 U.S. 616, 629 (1919).
241) Abrams v. United States 250 U.S. 616, 630 (1919).
242) Abrams v. United States 250 U.S. 616, 628 (1919).
243) Feldman, Noah, Sullivan, Kathleen, 앞의 책, 9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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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대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 등으로 대두된 자유주의 진영

과 사회주의 진영의 전세계적인 대립은 1920년대와 1930년대의 미국 사

회에 적색공포(Red Scare)와 반공주의를 불러왔으며, 약 3분의 2의 주에

서 무정부주의(anarchy)와 생디칼리슴(syndicalism)244)의 지지를 금지하

는 법이 제정되었다.245) 이 일련의 법은 입법자가 중대한 해악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특정한 종류의 표현을 사전적으로 정하여 규제한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는데,246) 이전 Schenck 판결, Frohwerk 판결, Debs 판결에

서 문제가 되었던 법은 구체적인 행동(act)을 규제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247) 연방대법원은 Gitlow 판결248)과 Whitney 판결249)에서

입법자의 판단을 존중(deference)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확정하였으나, 홈

즈 판사와 브랜다이스(Louis Brandeis) 판사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원칙에 따른 판단의 필요성을 설시하였다.250) 즉 연방대법원은 위 두 판

결에서 위험한 경향의 원칙으로 회귀한 모습을 보이며,251) 오늘날 합리

244) 무정부주의적 노동조합운동을 의미하는 syndicalism은 일반적으로 신디칼

리즘, 생디칼리즘, 생디칼리슴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프랑스어 어원

과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라 생디칼리슴을 채택한다.
245) Feldman, Noah, Sullivan, Kathleen, 앞의 책, 960쪽.
246) Feldman, Noah, Sullivan, Kathleen, 위의 책, 969쪽.
247) 문재완, 앞의 글, 2003, 390쪽.
248) Gitlow v. People of State of New York 268 U.S. 652 (1925).
249) Whitney v. California 274 U.S. 357 (1927).
250) Chemerinsky, Erwin, 앞의 책, 1083-1084쪽. Gitlow 판결에서는 홈즈 판사

의 반대의견에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Whitney 판결에서는 브랜

다이스 판사와 홈즈 판사의 보충의견에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과 급

박성 요건을 찾아볼 수 있다. 다만 Whitney 사건에서 브랜다이스 판사는 피고

인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부존재로 인한 무효를 주장하지도, 명백하고 현

존하는 위험의 원칙이 유효하므로 표현 및 집회의 자유의 제한이 배심원의 판

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보충의견을 집필하는 것이 불가

피함을 설명하여 자신의 보충의견이 사실상 반대의견임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Whitney v. California 274 U.S. 357, 379 (1927); 임지봉,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과 우리 나라에서의 적용 실제”, 세계헌법연구 제12권 제2호,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6, 181-182쪽; 임지봉, 앞의 글, 2006, 176쪽.
251) Feldman, Noah, Sullivan, Kathleen, 앞의 책, 9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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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심사(rational basis review)와 유사한 합당성 접근법(reasonableness

approach)을 이용하였다.252)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이어진 제2차 세계대전은 사회주의 국가에 대

한 적개심과 반공산주의를 고조시켰다.253) 이는 1940년대 후반 미국 사

회에서의 대대적인 공산주의자 축출 운동과 반정부적 폭력운동에 대한

지지와 활동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스미스법(Smith Act)의 적극적

인 적용으로 이어졌다.254) 당시 미국 사회의 반공주의 정서는 1951년

Dennis 판결에 반영되어 있다. 해당 사건 피고인은 미국 공산당을 조직

하여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한 국가전복을 주창하고 모의한 혐의로 기소

되었다.255) 다수의견은 하급심을 담당한 핸드 판사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수용하여256) 피고인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였으나, 해당

판결에서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원칙은 기존 원칙과 차이가 있었다.

Dennis 판결의 다수의견은 국가전복시도로 인한 해악은 중대하기 때문

에 정부가 이와 같은 시도를 인지하였다면 어떠한 표현을 제한하는데 있

어서 성공가능성의 타당성(validity in terms of the probability of

success)이나 시도의 급박성(immediacy of a successful attempt)을 보일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257) 즉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원칙의 중요한 판

단 기준인 개연성(likelihood 또는 probability)과 급박성(imminence)이 해

악의 중대성에 의하여 간과되는 모습을 보인다.258)

④ 브란덴부르크 기준

1960년대 미국에서는 반공주의가 약화되고 시민권 운동이 전개되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호가 강력하게 요구되었으며, 법원은 변화하는 정

252) Chemerinsky, Erwin, 앞의 책, 1084쪽.
253) Feldman, Noah, Sullivan, Kathleen, 앞의 책, 970쪽.
254) Chemerinsky, Erwin, 앞의 책, 1085쪽.
255) Dennis et al. v. United States 341 U.S. 494, 497, 498 (1951).
256) Dennis et al. v. United States 341 U.S. 494, 510 (1951).
257) Dennis et al. v. United States 341 U.S. 494, 509 (1951).
258) Chemerinsky, Erwin, 앞의 책, 10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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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 상황과 사회적 요구에 응답하였다.259) 대표적으로 Brandenburg 판

결은 오하이오 주 범죄적 생디칼리슴법(Ohio Criminal Syndicalism Act)

을 위헌선언하고260) 기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원칙을 현대적으로 해

석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실현하는데 일조하였다. 해당

사건 재판부는 해악의 급박성(imminent harm), 불법행위 조장 가능성(a

likelihood of producing illegal action), 급박한 불법행위의 조장 의도(an

intent to cause imminent illegality) 요건이 충족될 때에만 선동에 의한

유죄선고가 합헌임을 설시하였다.261) 이 기준은 표현 자체에 대한 객관

적 판단에 근거할 것을 강조한 Masses 판결에서의 러니드 핸드 선동기

준과 홈즈 판사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원칙을 한층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받는다.262)

4) 혐오표현 및 상업적 표현의 법리

표현의 자유에 관한 미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르면 증오표현 내지 혐오

표현 역시 자유주의 및 개인주의를 중시하는 전통에 따라 헌법적 보호영

역 내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미 연방대법원도 같은 입장이다.263) 특히

미 연방대법원은 R.A.V. 판결에서 인종, 피부색, 교리, 종교, 성별에 따른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264) 이는 사

상의 자유시장 이론에 따라 표현의 자유는 우월적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하

며, 표현의 내용을 직접규제하는 법은 국가의 긴절한 이익보호를 위하여

최소침해적 수단을 채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엄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

어야 하기 때문이다.265) 대신 일부 주에서는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259) Feldman, Noah, Sullivan, Kathleen, 앞의 책, 978쪽.
260) Brandenburg v. State of Ohio 395 U.S. 444, 448 (1969).
261) Chemerinsky, Erwin, 앞의 책, 1089쪽.
262) Feldman, Noah, Sullivan, Kathleen, 앞의 책, 981쪽.
263) 박지원, “혐오표현의 제재 입법에 관한 소고 –주요국 입법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제27권 제3호, 미국헌법학회, 2016, 125-126쪽.
264) R.A.V. v. City of St. Paul, 505 U.S. 377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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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libel)을 규제하는 법을 두고 있으며 미 연방대법원이

Beauharnais 판결266)에서 해당 법이 합헌임을 인정한 바 있다.267)

상업적 표현은 본래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1976년 Virginia State Board of Pharmacy 판결268)에서 수정헌법 제1조

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이 처음 인정된 이래로 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다.269) 해당 판결이 전문직 종사자의 상업적 광고가 표현의 자

유에 해당하여 헌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함에 따라 약사, 변호

사 등의 광고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일련의 판결이 이어졌다.270) 비록

상업적 표현의 정의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Central

Hudson Gas & Electric Corporation 판결271)에서 광고금지명령이 정부

의 긴절한 이익에 합리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오도적인

(nonmisleading) 상업적 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에 반한다

고 설시한 바 있다.272)

3. 주요사건 및 경과

(1) 언론사 소셜미디어 계정 해킹혐의 기소

2016년 3월 미 연방검찰은 시리아 전자부대(Syrian Electronic Army,

SEA) 소속 해커 3명을 주요 언론기관 트위터 계정 해킹 및 미 해병대

265) 심경수, “증오언론(Hate Speech)과 십자가 소각(Cross Burning)에 관한 판

례경향”, 미국헌법연구 제18권 제1호, 미국헌법학회, 2007, 44-46쪽.
266) Beauharnais v. People of State of Illinois 343 U.S. 250 (1952).
267) 박지원, 앞의 글, 127-128쪽.
268) Virginia State Board of Pharmacy v. Virginia Citizens Consumer

Council, Inc., 425 U.S. 748 (1976).
269) Feldman, Noah, Sullivan, Kathleen, 앞의 책, 1137쪽.
270) 임지봉, “미국헌법과 상업적 표현의 자유”, 미국헌법연구 제17권 제2호, 미

국헌법학회, 2006, 237-238쪽.
271) Central Hudson Gas & Electric Corporation v. Public Service

Commission of New York 447 U.S. 557 (1980).
272) 임지봉, 앞의 글, 2006, 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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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해킹혐의로 기소하였다.273) SEA는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지원하는 단체로 반시리아 정부에 대한 사이버 공격 및 금전적

이익을 편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들은 2011년부터 스피어피

싱(spear-phishing) 기술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계정을 수집하고 개인 컴

퓨터를 해킹하여 데이터의 몸값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3년

AP통신 트위터 계정을 해킹하여 백악관에서 폭탄이 터져 대통령이 부상

을 입었다는 트윗과 미 해병대 모집 웹사이트에 “명령을 거부하라

(Refuse [their] orders)”는 문구를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통령 부

상에 관한 가짜뉴스는 증시에 즉각 영향을 미쳐 다우지수가 순간적으로

1퍼센트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였다.274)

(2) 온라인상 정치광고에 대한 규제시도

온라인상 정치광고에 대한 첫 규제시도는 2017년 10월 이루어졌다.275)

에이미 클로버샤(Amy Klobuchar), 마크 워너(Mark Warner), 존 매케인

(John McCain) 상원의원은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

하여 인터넷에 정치광고를 게시하는 자의 정보를 대중에 공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직한 광고법(Honest Ads Act)을 발의하였다. 이는

2016년 대선에 부적절하게 개입하려는 러시아 정부의 시도가 있었음이

다수의 조사 및 연구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된데서 기인하였다.

273) 출처: FBI “Syrian Cyber Hackers Charged: Two From ‘Syrian

Electronic Army’ Added to Cyber’s Most Wanted”

https://www.fbi.gov/news/stories/two-from-syrian-electronic-army-added-to-

cybers-most-wanted, 최종확인: 2020. 1. 14.
274) 출처: The Atlantic “Look What the Hacked AP Tweet About White

House Bombs Did to the Market”

https://www.theatlantic.com/technology/archive/2013/04/hacked-ap-tweet-whit

e-house-bombs-stock-market/315992/ , 최종확인: 2020. 1. 14.
275) 이하 내용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출처: https://www.congress.gov/115/bills/s1989/BILLS-115s1989is.pdf,

최종확인: 2019. 10. 30.



- 72 -

해당 법안은 연방선거운동법(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of 1971)

상 공공통신(public communication)의 범위를 기존 “위성통신(or

satellite communication)”에서 “위성통신, 유료 인터넷, 유료 디지털통신

(satellite, paid internet, or paid digital communication)”으로 확대하고,

한 해 500달러 이상의 정치광고를 판매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해당 광고

가 노출되기를 목표로 하는 대상자, 광고비용, 광고주 정보 일체를 보유

하고 공개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이 때 온라인 플랫폼은 정치광고를 판

매하고, 1년 중 다수 개월 간 5천만 명 이상의 방문자나 이용자가 있는

공공 웹사이트(public-facing website), 웹 애플리케이션(web

application), 디지털 애플리케이션(digital application)을 의미하며,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 광고 네트워크(ad network), 검색엔진(search

engine)을 포함한다.

결과적으로 해당 법안은 공화당이 상원을 차지하고 있던 정치적 상황

속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이 득세하면서 2019년

다시 발의되어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 회사의 지지도 얻었으나, 표현

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와 기술적 문제에 대한 지적, 인터넷협

회(The Internet Association)의 반대에 직면한 상태이다.276)

(3) 허위 소셜 미디어 계정을 이용한 이윤추구 처벌

2019년 1월 뉴욕 주 검찰은 허위로 소셜 미디어 게시물과 댓글을 만들

고 팔로워, 조회수, 좋아요 수를 조작, 판매하여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데부미(Devumi) 사에 대한 사기(deception), 사칭

(impersonation) 수사를 합의종결(settle a case) 하였다고 밝혔다.277) 취

276) 출처: Montellaro, Zach, The Honest Ads Act returns,

https://www.politico.com/newsletters/morning-score/2019/05/09/the-honest-ads

-act-returns-615586, 최종확인: 2019. 10. 30.
277) Jones, Athena, F irst on CNN: NY Attorney General targets fake social

media activity,

https://edition.cnn.com/2019/01/30/tech/new-york-attorney-general-social-m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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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에 따르면 데부미는 다른 사람의 계정을 도용하고 봇(bot)을 만들어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유명인, 정치인, 국가기관 등이 고객이었다.278) 동

년 10월 발표된 연방통상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자료는 데

부미가 허위의 소셜 미디어 지표를 판매하여 다양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행위는 FTC 법 위반이며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279) 법원은 데부미의 혐의를 인정하여 피고인의 소셜 미디어

계정 판매행위 및 판매행위의 조력을 금지하고, 저먼 카라스 주니어

(German Calas, Jr.)에게 250만 달러의 추징금을 선고하였다.280)

제 2 절 가짜뉴스에 대한 자율적 대응

1. 팩트체크

팩트체크(fact check)는 언론보도에 대한 사전적 혹은 사후적 사실검증

을 의미한다.281)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는 일반적으로 사후적 사실검

증을 의미하며, 신문이나 방송 같은 언론보도 외에도 인터넷신문, SNS

게시물 등 검증대상이 광범위하다. 미국의 팩트체크는 그 주체에 따라

팩트체크 전문기구와 소셜 미디어 사업자로 나뉠 수 있다. 전자는 전문

적인 팩트체크를 위해 설립된 단체로 독자적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반

a/, 최종확인: 2019. 10. 30.
278) Confessore, Nicholas, Dance, Gabriel J. X., Harris, Richard, Hansen,

Mark, The Follower Factory,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18/01/27/technology/social-media-bots.

html, 최종확인: 2019. 10. 30.
279) 출처:

https://www.ftc.gov/news-events/press-releases/2019/10/devumi-owner-ceo-s

ettle-ftc-charges-they-sold-fake-indicators, 최종확인: 2019. 10. 30.
280) 출처:

https://www.ftc.gov/system/files/documents/cases/devumi_settlement.pdf,

최종확인: 2019. 10. 30.
281) 장영수, 앞의 글, 217-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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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후자는 주로 SNS 운영 기업에 의한 자체적인 팩트체크 시스템 운영

을 의미한다. 미국의 주요 팩트체크 전문기구로는 FactCheck.org와

PolitiFact, 소셜 미디어 사업자로는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대표적이다.

FactCheck.org는282)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소속 아넨버그 공공정책센터

(Annenberg Public Policy Center)의 프로젝트로 시작되었다. 초당파적,

비영리적 기구를 표방하며 TV 광고, 토론회, 연설, 인터뷰, 언론보도에서

의 정치인 발언을 대상으로 한다. 설립 초기에는 해당 센터, 아넨버그 재

단(Annenberg Foundation), 플로라 가족재단(Flora Family Foundation)

의 후원으로만 운영되었으나, 2010년 이래로 정당, 이익단체, 기업 등을

제외한 개인적 후원과 페이스북의 후원283)도 받기 시작하였다. 부정확하

거나 오해를 일으킬 여지가 있는 발언에 대해 해당 기구에 속한 직원이

직접 출처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팩트체크가 이루어진다.

2015년부터는 스탠턴 재단(Stanton Foundation)의 후원으로 공공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과학적 사실에 대한 가짜뉴스 검증에도 나서고 있다.

PolitiFact는284) 2007년 플로리다 최대 일간지인 탐파 베이 타임즈 지

(Tampa Bay Times, 현 St. Petersburg Times)의 프로젝트로 시작되었

으며 2018년 비영리단체 포인터(Poynter)로 소속이 이전되었다. 자회사

로 PunditFact와 PolitiFact Florida를 운영 중이며, 다양한 언론보도 기

관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과거에는 탐파 메이

타임즈 지의 재원으로만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파트너십, 온라인 광고 수

익과 개인 후원도 받고 있다. 단 공정성의 유지를 위해 익명의 후원이나

정당, 이익충돌 문제가 예상되는 개인이나 단체의 후원은 받지 않는다.

282) 이하 설명의 출처는 FactCheck.org이다. 출처: https://www.factcheck.org/,

최종확인: 2019. 10. 30.
283) 페이스북은 페이스북을 통해 유통되는 바이럴 사기(viral deception)의 퇴

출을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팩트체크 기구에 재정적 후원을 하고 있다.

출처: Facebook News room “Addressing Hoaxes and Fake News”

https://newsroom.fb.com/news/2016/12/news-feed-fyi-addressing-hoaxes-and-

fake-news/, 최종확인: 2019. 10. 30.
284) 이하 설명의 출처는 PolitiFact이다.

출처: https://www.politifact.com/truth-o-meter/, 최종확인: 2019.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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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자체선정이나 구독자들의 요청으로 팩트체크 대상을 선정하며,

신빙성 있는 1차 자료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검증이 이루어진다. 검증한

뉴스는 정확도에 따라 Truth-O-Meter rating 방식285)으로 발표한다. 유

력 정치인과 각 주, 건강보험 관련 이슈,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주제

와 매체에 따른 분류도 제공하고 있다.

2. 소셜 미디어 사업자의 자율규제

가짜뉴스에 대한 자율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 소셜 미디어

사업자로는 페이스북(Facebook)과 트위터(Twitter)가 있다. 우선 페이스

북은 2004년 미국에서 설립된 소셜 미디어 회사로 가입시 이용자가 제공

하는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가족, 친구, 동료, 이웃 등 이용자가 알 수도

있는 사람을 추천해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용자는 자신의 계정에 게시

물을 게시할 수 있으며, 다른 관심 있는 계정 혹은 페이지를 팔로우하여

원하는 소식을 자신의 계정에서 구독해 볼 수도 있다. 2016년 대선에서

불거진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페이스북 내 가짜뉴스 유통문제가 대두되

었으며,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소셜 미디어 사업자의 적극적인 대

응과 대책 마련이 사회적으로 요구되었다. 이에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 페이스북 최고경영자는 페이스북 내 자유로운 표현이 보호

되어야 할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오정보(misinformation) 탐지 시스템

구축, 가짜뉴스의 경제적 유인 제거, 신고제도(reporting) 절차 간소화 등

의 제도 도입을 발표하였다.286) 또한 저널리즘 프로젝트(Journalism

285) 진실한 정도에 따라 True, Mostly True(정확하지만 설명이나 부가적 정보

가 필요), Half True(중요한 상세정보나 문맥을 생략하여 부분적으로 진실),

Mostly False(진실한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인상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정

보를 누락한 것), False, Pants on Fire(부정확하고 터무니 없는 주장)로 판정된

다. 출처: How we determine Truth-O-Meter ratings

https://www.politifact.com/truth-o-meter/article/2018/feb/12/principles-truth-o-m

eter-politifacts-methodology-i/#How PolitiFact Started, 최종확인: 2019. 10. 30.
286)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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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의 일환으로 양질의 사실적인 뉴스 제작에 직접 투자하여 장기

적으로 페이스북에서 유통되는 뉴스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287) 조

사에 따르면 위와 같은 페이스북의 자율적 대응은 가짜뉴스 확산 방지에

실질적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나나, 여전히 페이스북은 조직적인 가짜뉴

스 유포와 프로파간다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매체로 파악되고 있

다.288) 일례로 2019년 기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조작 활동은 2017년

대비 150퍼센트 증가하였는데, 소셜 미디어 플랫폼 중 페이스북이 사이

버 부대 활동(cyber troop activity)에 가장 많이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

다.289) 이에 페이스북은 2020년 대선에 대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였

다. 해당 정책은 기존 뉴스피드(자신이 게시한 게시물 외 다른 사람의

게시물이나 팔로우 한 페이지의 소식을 볼 수 있는 곳)에서 타 게시물과

함께 게시되었던 뉴스를 분리하여 독립적인 탭(tab)으로 옮기는 서비스

를 도입할 예정이며,290)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게시물에 팩트체크 표

시를 하고, 투표하지 않도록 독려하는 유료광고는 금지하는 것 등을 내

용으로 한다.291)

다음으로 트위터는 2016년 미국에서 창립되었으며 280자의 단문형

출처: https://www.facebook.com/zuck/posts/10103269806149061,

최종확인: 2019. 10. 30.
287) 출처: Facebook Journalism Project

https://facebookjournalismproject.com/about/, 최종확인: 2019. 10. 30.
288) Allcott, Hunt, Gentzkow, Matthew, Yu, Chuan, Trends in the Diffusion

of M isinformation on Social Media, Th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18, 3쪽.
289) Bradshaw, Samantha, Howard, Philip N., 2019 Global Inventory of

Organised Social Media Manipulation, The Computational Propaganda

Project at the Oxford Internet Institute, University of Oxford, 2019, 2쪽.
290) 출처: Introducing Facebook News

https://newsroom.fb.com/news/2019/10/introducing-facebook-news/,

최종확인: 2019. 10. 30.
291) 출처: Helping to Protect the 2020 US Elections

https://newsroom.fb.com/news/2019/10/update-on-election-integrity-efforts/,

최종확인: 2019.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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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이다.292) 2019년 발표한 선거 청렴성 정책(Election Integrity Policy)

은 투표일시, 장소, 방법에 관하여 사람들을 오도할 수 있거나 투표하지

않을 것을 장려하는 내용의 게시물에 대한 제한이 가능한 반면, 선출직

공무원, 후보자, 정당에 관한 부정확한 발언, 양극화되고, 편향되고, 논쟁

적인 관점에서의 선거나 정치에 관한 발언은 정책에 위반되지 않음을 밝

혔다.293) 만약 이용자가 선거 청렴성 정책에 반하는 어떤 게시물을 신고

하면 트위터 운영진이 검토하여 게시물 삭제 요구부터 영구적 계정 삭제

까지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294) 그러나 해당 정책에 위반되는 게시물이

선출직 공무원이나 정부관료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면 일반적 관심과 공

공의 이익(public interest)을 위해 삭제하지는 않되, 규정 위반 표시를

하고 트위터 알고리즘에 의해 다른 이용자에게 자동 추천되지 않게 하였

다.295) 선거 청렴성 정책은 선거의 공정한 시행을 위하여 트위터가 제재

를 가할 수 있는 트윗의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3.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란 정보수용자가 인터넷상 정보를 비판적으로

292) 당초 140자 제한으로 시작하였으나 2017년 글자 수 제한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를 제외하고 280자로 늘어났다. 세 언어를 제외한 이유는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에 비해 해당 언어가 같은 글자 수로 두 배의 내용을 담을 수 있어

서 해당 언어 사용자들은 140자 제한을 비교적 덜 받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출처: Giving you more characters to express yourself

https://blog.twitter.com/en_us/topics/product/2017/Giving-you-more-characters

-to-express-yourself.html, 최종확인: 2019. 10. 30.
293) 출처: Election Integrity Policy

https://help.twitter.com/en/rules-and-policies/election-integrity-policy,

최종확인: 2019. 10. 30.
294) 출처: Reporting False Information in France

https://help.twitter.com/en/rules-and-policies/france-false-information,

최종확인: 2019. 10. 30.
295) 출처: About Public-interest Exceptions on Twitter

https://help.twitter.com/en/rules-and-policies/public-interest, 최종확인: 2019.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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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고 수용하게 하기 위한 교육을 의미한다.296) 이 방법은 국가 강제

력 등 규범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나, 개인의 역량을 키워 알고리즘이나 시스템에 의존적이지 않

고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 기존 미디

어 리터러시 교육은 각 학교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최

근 가짜뉴스 확산과 소셜 미디어 영향력의 확대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의 의무화와 소셜 미디어 회사의 재정적 투자가 나타나고 있다.

2016년 미국 워싱턴주는 최초로 디지털 시민의식 교육의 실시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법안에 따르면 디지털 시민의식은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윤리, 에티켓, 보안을 총칭하는 것으로, 현행 기술에 대

한 적절하고, 책임성 있으며, 건전한 행위규범과 인터넷 안전, 사이버불

링 예방, 언론보도에 대한 비판적 해석 능력을 포함한다. 해당 입법으로

주 교육감은 2016년 12월 이전에 디지털 시민의식, 미디어 리터러시, 인

터넷 안전 지도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마련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가, 교사, 학부모 등 이

해관계자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적절한 교육 가이드라

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2018년 9월 캘리포니아주 주지사 제리 브라운(Jerry Brown)이 디지털

시민성(digital citizenship)과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을 위해 공립학교 학

생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법률안에 서명하였다.297) 해당 법

은 약 24개 주에 영향을 주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기초가 되었다.298) 미디어 리터러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 회사로는 페이스북이 대표적이다. 페이스북은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 등과 협업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라이브러리(Digital

296) 김창화, 앞의 글, 12쪽.
297) 출처:

http://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1720180SB83

0, 최종확인: 2019. 10. 30.
298) 출처: https://medialiteracynow.org/your-state-legislation/washington-d-c

/, 최종확인: 2019. 10. 30.

http://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1720180SB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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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cy Library) 서비스를 오픈소스로 제공하고 있다.299)

제 3 절 소결

가짜뉴스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규범적 대응 및 자율적 대응으로 나타

나고 있다. 우선 규범적 대응은 해당 가짜뉴스의 매체, 주체, 내용에 따

라 적용될 수 있는 법리가 달라질 수 있다. 매체에 따른 적용기준은 신

문, 방송 및 라디오, 인터넷 및 소셜 미디어로 구분될 수 있다. 특히 가

짜뉴스의 급속한 전파를 가능하게 한 인터넷 및 소셜 미디어의 경우에는

그 자율성을 인정하여 국가개입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기존 매체중심적

표현의 자유 법리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현실성이 떨어지

고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내용에 따른 적용기준은 명예훼

손, 선동, 혐오표현, 상업적 표현에 관한 법리를 생각해볼 수 있다. 각 법

리의 발전은 표현의 자유 보호 확대와 맥락을 함께하였다는 특징이 있

다. 이 외에도 고의적인 정서적 학대(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나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이 적용가능한 구체적 법리로 제시

되고 있다.300) 다만 기존 법리를 적용하는 것 외에 구체적으로 가짜뉴스

를 규제하는 입법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이는 수정헌법 제1조 및

내용기반적 규제를 위한 입증의 현실적 어려움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가짜뉴스를 직접적으로 명시하여 제한하고자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면 사전억제금지원칙, 막연하므로 무효의 원칙 및 과도한 광범성 원칙

등 표현의 자유 일반원칙에 대한 검토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짜뉴스에 대한 자율적 대응으로는 팩트체크, 소셜 미디어 사업자의

자율규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자유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상황은 규범적 대응이 아닌 자율적 대응 위

주의 가짜뉴스 대응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자율적 대응은 이용자의 정보

진위판별능력을 함양하고 정부의 개입을 자제하게 하여 사상의 자유시장

299) 출처: https://www.facebook.com/safety/educators, 최종확인: 2019. 10. 30.
300) Klein, David, Wueller, Joshua, 앞의 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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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현 및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다음

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우선 소셜 미디어 사업자에 의한 사적검열 가능성이다. 사적검열은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정부)가 아닌 사인 혹은 제3자에 의한 검열”을

의미하며, 검열 시점에 따라 사전적 사적검열과 사후적 사적검열로 구분

될 수 있다.301) 과거의 사적검열은 독립적 보도를 실현하고자 하는 기자

와 광고주 및 기타 이익단체와의 관계를 고려하고자 하는 매스 미디어

소유주가 편집권을 두고 갈등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302)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 매체의 등장에 따른 사적검열 문제는 기하급수적

으로 생산되는 위법 소지가 있는 표현물, 유통경로의 복잡화, 온라인 커

뮤니티의 폐쇄적 운영 경향에 따라 정부주도적 규제에 대한 한계를 인식

한 점에서 시작되었다.303) 일반적으로 포털 사이트 이용을 위해 포털 사

이트 사업자와 서비스 이용자가 합법적인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를 존중하여 해당 약관에 따른 포털 사이트 사업자의 사적검열은

허용되는 것으로 본다.304) 그러나 소셜 미디어에 대한 사적검열은 일부

소셜 미디어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구조상 검열을 당한 이용자는 의사

표현을 위한 대체재를 찾기 어렵다는 점, 특정 접속점(node)을 검열할

경우 위축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정치적 표현에 대한 검열이

가능하다는 점, 검열과정과 기준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에 따라 재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305)

현재 소셜 미디어 회사의 가짜뉴스 및 오정보에 관한 정책은 이용자들

의 신고를 담당자가 검토하는 방식에서 자체적으로 알고리즘을 구축하여

자동적으로 필터링이 이루어지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검토하

301) 황성기, “사적 검열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세계헌법연구 제17권 제3호,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1, 170쪽.
302) 문재완, “인터넷상 사적 검열과 표현의 자유”, 공법연구 제43권 제3호, 한

국공법학회, 2015, 183-184쪽.
303) 최규환, 「인터넷콘텐츠호스트의 사적 검열에 대한 헌법적 검토」, 헌법재

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연구보고서, 2019, 38-40쪽.
304) 황성기, 앞의 글, 171쪽.
305) 문재완, 앞의 글, 2015, 192-1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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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이용자와 게시물에 대해 담당자가 일일이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

가능하나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함에 따

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알고리즘은 기업의 영업의 자유와 비밀에

해당하여 그 작동원리가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담당자 혹은 소셜

미디어 회사의 주관적 기준이 개입될 여지가 존재하고, 알고리즘에 의한

제재는 다양한 의견의 표출을 제한하는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

에 알고리즘에 대한 법적기준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306) 구체적으로는

알고리즘의 책임성(accountability), 투명성(transparency), 설명가능성

(explainability)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307)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

을 일차적으로 선별하여 제재를 가하거나, 알고리즘에 의하여 게시물이

제한된 이용자의 이의제기를 이차적으로 검토하는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

이 개입할 우려가 있음은 당연하다.

다음은 즉각적 대응과 공권력 동원의 한계이다.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

은 전파력에서 기인한다. 어떤 등록된 게시물은 그 공개범위에 따라 자

신의 팔로워 혹은 불특정다수에게 노출됨과 동시에 타 이용자에 의한 공

유의 가능성이 발생한다. 공유된 게시물은 동일한 기제에 따라 공유한

자의 팔로워 혹은 불특정다수에 의하여 재차 공유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전파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실제로 텍스트 위주의 소

셜 미디어인 트위터에 관한 선행연구는 게시물의 단순한 등록에 따른 노

출보다도 공유(트위터상 용어로는 ‘리트윗’)가 정보전파에 핵심적인 역할

을 수행함이 밝혀진 바 있다.308) 소셜 미디어상 공유를 통해 전파된 가

짜뉴스로 발생한 폭력사태, 주가변동, 선거 후보자의 지지율 변화 등은

실제 현실적 위험으로 드러난 가짜뉴스의 영향력이다. 즉 가짜뉴스는 생

306) 이부하, “알고리즘(Algorithm)에 대한 법적 문제와 법적 규율”, 과학기술과

법 제9권 제2호,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220-221쪽.
307) 고학수·구본효·김종윤, “민주주의는 위협받고 있는가?”, 서울대학교 인공지

능정책 이니셔티브 <미디어 알고리듬과 민주주의> 발표문, 2019. 11. 7., 28쪽.
308) 이원태·차미영·박현유, “모바일 소셜미디어에서 유력자(influentials)의 역

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0,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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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는 자신의 정치·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정보수용자의 게

시물 조회를 유도하고 정보수용자가 공유할만한 내용으로 구성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으며 공유가 정보전파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음도 입증되었

다. 이러한 점에서 현행 자율적 대응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이용자들의 능력을 함양하고 자기주도적인 진위여부 판별

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으나, 가짜뉴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에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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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한국의 가짜뉴스 논의와

미국 논의의 시사점

제 1 절 등장배경과 경과

1. 등장배경

가짜뉴스는 2016년 미국 대선과정에서 등장한 사회현상으로 우리나라

를 비롯하여 전세계의 공통적인 사회문제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미

국에서 가짜뉴스가 처음 등장했을 때 그것이 과연 새로운 사회현상인지

에 대한 물음이 제기되었던 것처럼 가짜뉴스에 관한 문제는 2016년 이전

부터 우리나라에 존재해왔다. 다만 우리나라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 보도(이하 ‘국정농단 사태’)를 시작으로 국회

의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이듬해인 2017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결정과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1년여 만에 모두 겪는 정치적 혼

란기를 겪어 사회적으로 분열과 대립이 극심하였다. 이러한 불투명성과

불확실성은 가짜뉴스가 등장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였다. 즉 가짜

뉴스가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된 시점은 국정농단 사태가 언론보

도로 사회에 드러난 때라고 할 수 있다.

사건은 2016년 7월 26일 TV조선이 민간 문화재단 미르가 설립 두 달

만에 30개 기업으로부터 486억을 모금할 수 있었던 배경에 당시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안종범의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을 단독보도 한 것으로부

터 시작된다.309) 8월 2일 체육재단 K스포츠가 미르와 같은 방법으로 약

380억 원을 모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310) 이어 9월 박근혜 대통령의 오

309) 출처: [TV조선 단독] 청와대 안종범 수석, ‘문화재단 미르’ 500억 모금지원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26/2016072690265.html,

최종확인: 2019. 12. 31.
310) 출처: [TV조선 단독] ‘케이스포츠재단’ 400억 모아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02/2016080290166.html,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26/2016072690265.html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02/20160802901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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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 지인으로 알려진 최순실이 두 재단의 실정권자였다는 의혹,311) 삼성

이 승마선수인 최순실의 자녀 정유라의 승마 연수 비용을 별도로 지원하

였다는 의혹,312)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국정감사에

서 정유라가 이화여자대학교에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하고 재학하던 과정

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313) 등이 연이어 제기되었다. 교문위 국정감사

는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최순실 등의 증인 채택을 두고

갈등을 겪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이 외에도 최순실이 정유

라의 독일 승마훈련 지원을 위해 K스포츠재단을 전용하는 과정에서 페

이퍼 회사 비덱(Widec)과314) 더블루K를315) 설립한 사실이 밝혀지고, 최

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직접 수정하였다는 증언이 있었으

며,316) 최 씨가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태블릿 PC에서 박 대통령의

연설문 파일을 비롯하여 국정운영과 관련된 문서가 다수 발견되었다.317)

최종확인: 2019. 12. 31.
311) 출처: [단독] K스포츠 이사장은 최순실 단골 마사지 센터장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61796.html, 최종확인: 2019.

12. 31.
312) 출처: [단독] “최순실 딸 승마 독일연수, 삼성이 지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9230600175&cod

e=910100, 최종확인: 2019. 12. 31.
313) 출처: “최순실 딸 입학특혜 의혹” 이대 찾아간 野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60929/80534026/1, 최종확인: 2019.

12. 31.
314) 출처: [단독] 대기업 돈, K스포츠 통해 ‘최순실 모녀회사’로 유입 정황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180600025&cod

e=910100, 최종확인: 2019. 12. 31.
315) 출처: [단독] ‘최순실 비밀회사’ 국내에도 있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182014001&cod

e=910100, 최종확인: 2019. 12. 31.
316) 출처: [단독] 최측근의 증언 “최순실, 대통령 연설문 고치기도”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37111, 최종확인:

2019. 12. 31.
317) 출처: 자신의 태블릿 아니라지만 … 흔적들이 말하는 것은?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43440, 최종확인: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61796.htm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9230600175&code=910100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60929/80534026/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180600025&code=91010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182014001&code=910100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37111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4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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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는 사안의 특성상 소재가 다소 자극적이고, 실제 사실관

계를 알고 있는 자는 극소수에 불과하여 제삼자가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는 쉽지 않고, 실질적인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이 문제와 관련한 검찰 및 특검 수사,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인용결정 등 일련의 모든 후속 조치의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짜뉴스는 합리적·이

성적 사고에 의한 주장이 아닌 근거가 없거나 조작된 근거에 의한 주장

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국정농단 사태의 경과와 그 과정에서 등장한

대표적 가짜뉴스는 다음과 같다.

2. 주요사건 및 경과

(1) 박영수 특검 임명

2016년 11월 17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같은 달 30일 특별검사로 박영수 전 서울고등검찰청장이 임명

되었다. 특검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국무총리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2017년 2월 28일 종료되었다. 같은 해 3월

6일 발표된 수사결과에 따르면 특검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및 배임 사건, 문화

계 블랙리스트 사건, 정유라 입시 및 학사비리 사건, 최순실 민간인사 및

이권개입 사건, 비선진료 및 의혹 사건, 청와대 차명폰 개통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최순실을 비롯한 관련자를 기소하고 최순실의 보

유재산에 대하여 법원에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하였다.318)

수사기간 동안 박영수 특검을 대상으로 하는 가짜뉴스가 소셜 미디어

2019. 12. 31.
318) 출처: [전문] 박영수 특검 ‘국정농단’ 최종 수사결과 발표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061450001&cod

e=940301, 최종확인: 2019. 12. 3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061450001&code=9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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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 다수 유통되었다. 대표적으로 박영수 특검이 여기자를 성추행하

여 1999년 9월(1998년 9월로 제작된 자료도 있음) 징계를 받았다는 소식

이 페이스북 및 카카오톡에서 유포되었으나, 법무부는 해당 사실이 없다

고 밝혔다.319) 특검 연장 신청이 반려되자 박영수 특검이 자진 사퇴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으며,320) 박영수 특검이 박지

원 국민의당 대표에 90도로 인사하는 사진은 합성된 사진으로 드러났

다.321)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이 2013년 성추문으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

을 받았다는 보도도 있었으나,322) 실제 징계사유는 ‘국정원 댓글사건’ 수

사 당시 항명하였기 때문이었다.323) 특검 종료 후 특검이 당시 사용하였

던 건물에서 발생한 투신사망사고가 박 전 대통령 지지자의 ‘애국적인

투신’이었다는 주장은 정치와 전혀 무관한 사정에 따른 것이었으며, 함께

게시된 동영상은 특검이 사용했던 건물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324)

(2)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및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인용결정

319) 출처: 페이스북 하태경 의원 페이지 [가짜뉴스 파헤치기] 특검흔들기

https://www.facebook.com/pg/radiohahapage/posts/?ref=page_internal, 최종확

인: 2019. 12. 31.
320) 출처: ‘특검 사퇴’ 가짜뉴스 급속 유포 … “사실무근”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224_0014726414&cID=10330&pID=1

0300, 최종확인: 2019. 12. 31.
321) 출처: 박지원에 90도 인사하는 박영수 특검 … 사실은 가짜뉴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728566615862008&mediaCodeNo=

257&OutLnkChk=Y, 최종확인: 2019. 12. 31.
322) 출처: [특검의 실체<3>]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 자신의 성추문 비위 관련

국회에서 위증죄 범해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1462,

최종확인: 2019. 12. 31.
323) 출처: 법무부 “윤석열 정직 1개월”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31219/59649392/1, 최종확인: 2019.

12. 31.
324) 출처: “특검 사무실에서 애국동지 투신?” … SNS 타고 번지는 가짜 정보

https://www.yna.co.kr/view/AKR20170401069800004?input=1195m, 최종확인:

2019. 12. 3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224_0014726414&cID=10330&pID=10300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1462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31219/59649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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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언론보도로 처음 알려지게 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방면에 걸쳐 있었음이 지속적인 취

재를 통하여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같은 해 10월 25일 발표한 대국민

사과문을 통하여 최순실에게 연설문 작성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음을 인

정하고 사과의 뜻을 표하였으나,325)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긍정 응답률

은 10월 4주차 17퍼센트에서 11월 1주차 5퍼센트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

하게 된다.326) 최순실과 박 대통령의 측근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요구의 목소리가 커졌다. 같은 해 11월 4일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여 검찰 수사 협조와 특별검사 수용 의

지를 밝혔으며, 사이비종교나 굿에 관한 의혹은 부인하였다.327) 그러나

박 대통령은 세 차례에 걸친 검찰의 대면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으

며,328) 촛불집회 및 정계의 하야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11월 29일 대국

민담화에서 자신의 거취를 국회에 맡긴다고 밝혔다.329) 2016년 12월 3일

국회의원 171인은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에 의거하여 박근혜 대

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으며(의안번호 2004092), 같은 달 9일 총 투

표수 299표 중 찬성 234표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이로써 박 대통

령의 권한행사는 정지되었으며 헌법 제71조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이듬해인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325) 출처: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사과 [전문]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61025/80994274/1, 최종확인: 2020.

01. 01.
326) 출처: 한국갤럽 2016년 12월 2주 대통령 탄핵,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https://panel.gallup.co.kr/Gate/Panel/F021.aspx, 최종확인: 2020. 01. 01.
327) 출처: [전문] 박근혜 대통령 사과 대국민담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1041048021&cod

e=910100, 최종확인: 2020. 01. 01.
328) 출처: 검찰 “대통령 대면 조사 불응 유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85596&ref=A, 최종확인: 2020. 01. 01.
329) 출처: 朴대통령 3차 대국민담화 전문

https://www.yna.co.kr/view/AKR20161129113700001?input=1195m, 최종확인:

2020. 01. 01.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61025/80994274/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1041048021&code=910100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85596&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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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탄핵심판 인용결정을 내렸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주

목을 받았다. 박 대통령에 비판적인 입장의 국민들은 소위 ‘촛불집회’에

참여하여 검찰 및 특검의 공정한 수사, 박 대통령의 하야, 국회의 박 대

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등을 요구하였다. 반면 박

대통령을 옹호하는 입장의 국민들은 소위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여 박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비판하였다. 양 측의 정치적 대립은 합리

적 의문제기를 넘어 각종 가짜뉴스를 양산하였다. 촛불시위 북한배후

설,330) 촛불시위 북한군 침투설, 헌법재판관 3인 탄핵기각설331) 등이 카

카오톡, 밴드, 블로그, 카페 등에서 유통되었다. 표현형식도 집회 참가자

의 발언, 카카오톡 및 밴드 메시지, 블로그 및 카페 게시물 등으로 다양

하였으며,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조작된 북한 일간지 로동신문이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교수 혹은 의원의 말을 인용하기도 하였다. 2017

년 1월 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2차 변론 당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는 로동신문을 증거로 제시하며 북한이 촛불집회에 배후임

을 주장하였으나 해당 로동신문은 조작된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였다.332)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가짜뉴스 유포행위가 만연해짐에 따

라 그것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발표되었다. 2017년 2월 이철성 경찰청

장은 가짜뉴스전담반을 설치 및 운영할 계획이며 문제의 소지가 큰 가짜

뉴스 제작·유포 행위는 검토를 거쳐 수사할 수 있으며, 경미한 가짜뉴스

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차단 및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333) 같은 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

330) 출처: “촛불집회 배후는 북한”? … 출처 보니 ‘수상한 단톡방’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79617, 최종확인:

2020. 01. 01.
331) 출처: 탄핵 기각설…북한요원 침투설…가짜 뉴스 퍼뜨리는 ‘태극기 극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2100485816461, 최종확인: 2020.

01. 01.
332) 출처: 하태경 “박근혜 변호인 서석구, 가짜 뉴스 만들어 촛불 매도”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208042&code=61111111&cp=n

v, 최종확인: 2020. 01. 01.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79617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208042&code=611111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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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에서 가짜뉴스의 사회적 해악을 지적하며 ‘강력하고 선제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334)

제 2 절 가짜뉴스에 대한 규범적 대응

1. 현행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현행 헌법은 ‘표현의 자유’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

으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 제21조 제1항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을 의미

한다고 본다.335) 따라서 해당 조항은 개인을 상대로 한 표현의 자유로운

전파, 알 권리의 보장, 정기간행물 발행의 자유, 방송 및 영상보도의 자

유를 내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336) 동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

여 허가제 및 사전검열 금지 원칙을 나타내고 있으며, 동법 제21조 제3

항에서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언론기관시설 법정주의를 채택함을 보인

다. 나아가 동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언론·출판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한다. 종래 헌법상 표

현의 자유는 소극적 의미로서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였으나,

333) 출처: “가짜뉴스, 악의적·반복적이면 수사…그 밖엔 차단·삭제”

https://www.yna.co.kr/view/AKR20170213091900004?input=1195m, 최종확인:

2020. 01. 01.
334) 출처: 황 권한대행 “가짜 뉴스 확산하지 않도록 모니터링·단속 강화”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067812&plink=ORI&coo

per=NAVER, 최종확인: 2020. 01. 01.
335) 한수웅, 앞의 책, 745-746쪽.
336) 박용상, 앞의 책, 2013, 1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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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수집·처리·유통할 수 있게

하는 적극적 의미도 가지게 되었다.337) 표현은 그 내용과 질을 막론하고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되지만 다른 법익과의 충돌하는 경우 헌법 제37

조 제2항 내지 법률에 의한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개인의 인격발

현 내지 공적 여론형성에 기여하지 못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보호영역이

달라질 수 있다.338)

2. 유관기관에 따른 대응

(1)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우리나라에서 가짜뉴스가 처음 주목을 받은 2005년 당시 인터넷신문사

라는 새로운 경제주체의 등장은 기존 언론사의 수익저하를 야기하였으

며, 기존 언론사를 사칭하거나 허위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문제

가 발생하였다.339) 이에 같은 해 5월 효과적인 수익창출 및 저작권 문제

에의 공동대응을 목표로 한국언론재단, 온라인신문협회, 포털사이트사(네

이버, 네이트)가 참여하는 디지털 뉴스 콘텐츠 아카이브 구축 사업인 ‘아

쿠아 프로젝트’가 출범하였다.340) 즉 인터넷신문의 저작권 의식을 제고하

여 언론사의 수익보전 문제와 가짜뉴스 유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

다. 이에 문화관광부는 문화콘텐츠식별체계(Content Object Identifier,

COI) 적용을 결정하고 같은 해 12월 COI 등록기관으로 한국언론재단 등

6개 기관을 선정하였다. COI는 개별 디지털 콘텐츠에 부여되는 고유번

호로 생산자, 저작권자, 관리기관 등의 정보를 담아 전재되거나 재편집된

기사의 진위를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된다.341) 다만 COI가 본격적으로 도

337)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7, 1202쪽.
338) 한수웅, 앞의 책, 748쪽.
339) 출처: 신종 사이버폭력 ‘가짜 인터넷 뉴스기사’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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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d=0001046848, 최종확인: 2019. 12. 28.
340) 한국언론재단, 「신문과 방송」 제414호, 2005, 162-164쪽.
341) 한국언론재단, 「신문과 방송」 제418호, 2005, 148-1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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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된 2006년 이래로 서로 다른 콘텐츠식별체계를 도입한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가 통일된 체계 수립에 합의하지 못하고 갈등하면서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이어졌는데,342) 2008년에야 합의에 이르러 양자를

통합하되 주무부처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하고 정보통신부의 명칭을 따르

는 국가콘텐츠식별체계(Universal Content Identifier, UCI)가 완성되었

다.343) 2012년부터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UCI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으

며, 2019년 11월 말을 기준으로 약 3억 2천만 건의 콘텐츠에 UCI가 적

용된 것으로 집계되었다.344)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10년 이상 앞선 2005

년에 일찍이 가짜뉴스 문제에 직면하였다. 비록 가짜뉴스에 대한 이해는

지금과 다른 점이 있겠으나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뉴스의 진위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문제의 본질은 동일하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방침

2017년 3월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인용결정을

내렸으며,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되

어야 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이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짧은

선거운동 기간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

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일찍이 조기 대선 가능성

에 대비하여 같은 해 1월 비방·허위사실공표·특정 지역 비하·모욕행위를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비방·흑색선전 전담 TF팀·검토자문단’을 구

342) 출처: “디지털 식별체계, 문화부-정통부 주도권 신경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604181743401&cod

e=940705, 최종확인: 2019. 12. 30.
343) 출처: “정통·문화부, 콘텐츠 식별체계 논란 종결…문화부, 국가 식별체계

완성” http://www.inews24.com/view/346519, 최종확인: 2019. 12. 30.
344)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s://www.copyright.or.kr/business/uci/index.do,

최종확인: 2019. 12. 3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604181743401&code=940705
http://www.inews24.com/view/34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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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였으며,345)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복수의 사안에서 가짜뉴스

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했다.

같은 해 3월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결정 후 제19대 대선일이 정해짐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침을 발표하였다. 우선 가짜뉴스를 “겉으로 보기에는 기사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조작된 내용과 허위사실로 포장하여 블로그 등 인터넷에

게시·유포되는 콘텐츠”로 정의하고 가짜뉴스 제작 및 유포행위가 허위사

실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으며, 가짜뉴스를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회사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따

라 가짜뉴스 자진 삭제 및 일부 기능 제한을 안내하였다.346) 또한 사이

버선거범죄 모니터링 인원을 증원하고, 검찰·경찰, 네이버·다음카카오·페

이스북 코리아,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언론중재위원회 등

12개 기관과의 협력 및 공동대응 방침을 발표하였다.347)

2) 구체적 사례

중앙선관위가 2017년 3월 15일 발표한 <제19대 대통령선거 비방·허위

사실공표 조치현황>에 따르면 사이버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고발, 수사의

뢰, 경고 등의 조치와 삭제요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삭제요청의 유형으

로는 허위사실공표·후보자 등 비방, 여론조사실시 및 공표 방법 등 위반,

345)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http://www.nec.go.kr/cmm/dozen/view.do?atchFileId=5bb491526c9ca528c9eae1c1

df6e7e6856e73596b33c0daea78ae48b2c431f11&fileSn=1, 최종확인: 2020. 01. 01.
346)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http://www.nec.go.kr/cmm/dozen/view.do?atchFileId=5bb491526c9ca528c9eae1c1

df6e7e6842c371dda8afd800b602a7726b2eb5f2&fileSn=1&bbsId=B0000245, 최종확

인: 2020. 01. 02.
347)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http://www.nec.go.kr/cmm/dozen/view.do?atchFileId=5bb491526c9ca528c9eae1c1

df6e7e6897035f92ac9f121c71c3e998ec43619c&fileSn=1&bbsId=B0000342, 최종확

인: 2020. 01. 02.

http://www.nec.go.kr/cmm/dozen/view.do?atchFileId=5bb491526c9ca528c9eae1c1df6e7e6856e73596b33c0daea78ae48b2c431f11&fileSn=1
http://www.nec.go.kr/cmm/dozen/view.do?atchFileId=5bb491526c9ca528c9eae1c1df6e7e6842c371dda8afd800b602a7726b2eb5f2&fileSn=1&bbsId=B0000245
http://www.nec.go.kr/cmm/dozen/view.do?atchFileId=5bb491526c9ca528c9eae1c1df6e7e6897035f92ac9f121c71c3e998ec43619c&fileSn=1&bbsId=B000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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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 등 비하모욕, 기타가 있다.348) 해당일을 기준으로 중앙선관위가

제재를 가한 사이버선거범죄는 총 5,879건이었으며, 구체적으로는 고발 5

건, 수사의뢰 0건, 경고 등 4건, 삭제요청 5,870건으로 나타났다. 삭제요

청의 유형 중에는 허위사실공표·후보자 등 비방이 4,662건으로 가장 많

았으며, 여론조사실시 및 공표 방법 등 위반 1,192건, 특정지역 등 비하

모욕 5건, 기타 11건이었다. 중앙선관위가 가짜뉴스에 대응한 구체적 사

례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제재이다. 중앙선

관위 보도자료는 고발 조치된 사례만을 소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유

튜브를 통해 입후보자가 ‘인민군 상좌 출신’이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빨갱이’, ‘인간말종’, ‘북한으로부터 조종당하는 로봇’이라고 비방한 자,349)

위키백과 홈페이지에 입후보예정자의 국적을 대한민국에서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으로 수정·편집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350)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 A의 당선을 위하여

‘경쟁 후보자 B가 사퇴하고 A를 지지하기로 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인터

넷 게시판에 최초 게시한 자 및 소셜 미디어와 홈페이지에 전파한

자,351) 밴드에 총 60회에 걸쳐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계속적·

348)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http://www.nec.go.kr/cmm/dozen/view.do?atchFileId=5bb491526c9ca528c9eae1c1

df6e7e6897035f92ac9f121c71c3e998ec43619c&fileSn=1&bbsId=B0000342, 최종확

인: 2020. 01. 02.
349)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http://www.nec.go.kr/cmm/dozen/view.do?atchFileId=5bb491526c9ca528c9eae1c1

df6e7e682e4d3311c316829f74b0026252c32cb9&fileSn=1&bbsId=B0000342, 최종확

인: 2020. 01. 02.
350)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http://www.nec.go.kr/cmm/dozen/view.do?atchFileId=5bb491526c9ca528c9eae1c1

df6e7e6898480604bca0721e1399ab520f813245&fileSn=1&bbsId=B0000342, 최종확

인: 2020. 01. 02.
351)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http://www.nec.go.kr/cmm/dozen/view.do?atchFileId=5bb491526c9ca528c9eae1c1

df6e7e6857ebdfcb5768668ba883ba2f4265118c&fileSn=1&bbsId=B0000342, 최종확

http://www.nec.go.kr/cmm/dozen/view.do?atchFileId=5bb491526c9ca528c9eae1c1df6e7e6897035f92ac9f121c71c3e998ec43619c&fileSn=1&bbsId=B0000342
http://www.nec.go.kr/cmm/dozen/view.do?atchFileId=5bb491526c9ca528c9eae1c1df6e7e682e4d3311c316829f74b0026252c32cb9&fileSn=1&bbsId=B0000342
http://www.nec.go.kr/cmm/dozen/view.do?atchFileId=5bb491526c9ca528c9eae1c1df6e7e6898480604bca0721e1399ab520f813245&fileSn=1&bbsId=B0000342
http://www.nec.go.kr/cmm/dozen/view.do?atchFileId=5bb491526c9ca528c9eae1c1df6e7e6857ebdfcb5768668ba883ba2f4265118c&fileSn=1&bbsId=B000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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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으로 공표한 자352)가 있다.

두 번째는 허위의 여론조사결과를 내용으로 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제

재이다.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상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 홈

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다. 여심위는

2017년 5월 5일 기준 제19대 대선과 관련하여 고발 3건, 과태료 4건, 경

고 23건, 준수촉구 25건의 조치를 내렸으며, 구체적으로는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전 홈페이지 미등록 31건, 여론조사결과 왜곡보도 8건, 공표·

보도시 준수사항 위반 4건, 여론조사 시 준수사항 위반 4건, 표본의 대표

성 미확보 2건, 가중값 배율범위 미준수 2건, 질문지 작성위반 등 4건으

로 나타났다.353)

마지막은 허위사실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제재이다. ① 고발

된 사례로는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에 입후보예정자 A에 대하여 ‘A는

이러고도 대권도전을 … 이를 추방해야’라는 제목의 기사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것이 있다.354) ② 경고문 게재에는 아무개가 제19대 대

선 입후보예정자에게 입당원서를 건네는 사진의 입당원서를 ‘더러운 잠’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작품)으로 합성한 가짜 사진을

최초 보도한 인터넷언론사가 있다.355) ③ 경고 및 주의조치로는 입후보

인: 2020. 01. 02.
352)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http://www.nec.go.kr/cmm/dozen/view.do?atchFileId=5bb491526c9ca528c9eae1c1

df6e7e6897035f92ac9f121c71c3e998ec43619c&fileSn=1&bbsId=B0000342, 최종확

인: 2020. 01. 02.
353)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http://www.nec.go.kr/cmm/dozen/view.do?atchFileId=d9385d27b8c762fa43e45b57

073bb381997da90151b0ac653759c43ab1f23176&fileSn=1&bbsId=B0000342, 최종확

인: 2020. 01. 02.
354)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http://www.nec.go.kr/cmm/dozen/view.do?atchFileId=5bb491526c9ca528c9eae1c1

df6e7e6897035f92ac9f121c71c3e998ec43619c&fileSn=1&bbsId=B0000342, 최종확

인: 2020. 01. 03.
355)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http://www.nec.go.kr/cmm/dozen/view.do?atchFileId=5bb491526c9ca528c9eae1c1df6e7e6897035f92ac9f121c71c3e998ec43619c&fileSn=1&bbsId=B0000342
http://www.nec.go.kr/cmm/dozen/view.do?atchFileId=d9385d27b8c762fa43e45b57073bb381997da90151b0ac653759c43ab1f23176&fileSn=1&bbsId=B0000342
http://www.nec.go.kr/cmm/dozen/view.do?atchFileId=5bb491526c9ca528c9eae1c1df6e7e6897035f92ac9f121c71c3e998ec43619c&fileSn=1&bbsId=B000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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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자의 동생과 조카가 뇌물 혐의로 기소된 사안을 입후보예정자의 사

기행각인 것처럼 과장·왜곡하여 불공정 보도를 한 인터넷언론사와356) 전

술한 입당원서 조작 가짜 사진을 퍼나르기 한 인터넷언론사가 있다.

3. 현행법에 의한 대응

(1) 가짜뉴스 생산자에 대한 규제

가짜뉴스 생산자는 현행법상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

다. 우선 가짜뉴스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 제307조 제2항 허

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

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민법 제750조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357) 사자에

대한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형법 제308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가 되는 가짜뉴

스가 특정 언론사나 방송사의 형식을 차용하여 연상하게 하여 신용을 훼

손한 경우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민법 제750조에 따른

http://www.nec.go.kr/cmm/dozen/view.do?atchFileId=5bb491526c9ca528c9eae1c1

df6e7e6837d54d06b44855d2d09cac1473601feb&fileSn=1&bbsId=B0000342, 최종확

인: 2020. 01. 01.
356)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http://www.nec.go.kr/cmm/dozen/view.do?atchFileId=5bb491526c9ca528c9eae1c1

df6e7e686498df91a0664331c4e07d7212115e6e&fileSn=1&bbsId=B0000342, 최종확

인: 2020. 01. 01.
357)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모욕은 구체

적인 사실적시 없이 상대에 대한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가

짜뉴스는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허위사실이 문제되므로 모욕죄보다는 명예훼손

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장휘일, 앞의 글, 46쪽.

http://www.nec.go.kr/cmm/dozen/view.do?atchFileId=5bb491526c9ca528c9eae1c1df6e7e6837d54d06b44855d2d09cac1473601feb&fileSn=1&bbsId=B0000342
http://www.nec.go.kr/cmm/dozen/view.do?atchFileId=5bb491526c9ca528c9eae1c1df6e7e686498df91a0664331c4e07d7212115e6e&fileSn=1&bbsId=B000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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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손해배상을 질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2호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

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동법 제70조 제2항

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위 절차의 개시를 위해서는 게시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통상 방송통신위원회의 명예훼손 분쟁조정절

차를 우선적으로 거치게 된다.358)

만약 가짜뉴스가 선거와 관련된 경우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

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2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

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250조 제1항과 제2항은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의한 허위사실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96조는 방송ㆍ

신문ㆍ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ㆍ취

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가 특정한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왜곡적인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것을 금지하여 공정한 선거를 위한 언론인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2)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규제

정보통신망법(이하 ‘동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359)는 자신

358) 지성우, “허위조작정보(소위 ‘가짜뉴스’)에 대한 헌법적 평가와 대안”, (사)

한국헌법학회·대법원 헌법연구회 2019년 공동학술대회 <인터넷상 허위정보와

표현의 자유> 발표문, 2019. 11. 15., 11-12쪽.
359)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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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이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동법 제44

조 제2항) 위 사항에 해당하여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인정되면 임의

로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동법 제44조의3 제1항, 제2항)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권리침해

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정

보의 삭제나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동법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단, 정보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

침해 여부 판단이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30

일 이내의 임시조치가 가능하다.(동법 제44조의2 제4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동법 제44조의2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동법 제44조의2 제6항)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서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각급선거

관리위원회나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이하 ‘동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

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

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당해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에게 정보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

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법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동법 제82조의4 제3항 전단) 위의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없이 요청에 따라야 하며,(동

법 제82조의4 제4항) 요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요청을 한 선거관리위

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동법 제82조의4 제5항)

만약 인터넷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후보

자의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해당 후보자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에 서면으로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으며,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

회는 후보자가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을 요청한 정보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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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ㆍ

정지ㆍ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동법 제82조의4 제3항 후단) 선거관리위

원회의 요청에 즉시 응해야 할 의무나 이의신청 절차는 위와 같다.(동법

제82조의4 제4항, 제5항)

(3) 기사형 광고

상업광고가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직업의

자유 중 영업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부정설, 상업광고도 의사표현

및 정보전달의 역할을 하여 표현에 해당한다는 긍정설, 공익적인 내용의

광고만이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다는 절충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헌

법재판소는 긍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360) 가짜뉴스의 목적성 중 하

나는 경제적 이익의 획득이며, 수용자의 게시물 조회 등을 유도하여 경

제적 이익을 올린다는 점에서 상업광고와 유사한 점이 확인된다.

실제로 실제 기사와 형식 및 내용이 유사한 기사형 광고가 독자의 오

인이나 혼동을 일으키기도 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은 “신문, 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

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고 하여 기사형 광고에 대한 관련자의 적절한 편집의

의무를 명시하였으며, “기사형 광고를 보도기사로 신뢰한 독자가 광고주

와 상거래하여 입은 피해에 대해 기사형 광고 게재행위와 독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신문사 등도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361)

(4) 허위인 표현

어떤 표현은 사실과 의견으로 구성되며, 의견은 평가적 의사와 사실에

360) 성낙인, 앞의 책, 1205쪽.
361)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102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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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의사를 포함한다.362) 다만 가짜뉴스처럼 고의적으로 허위인 표현도

표현의 자유에 따른 헌법상 보호를 받는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헌법재

판소는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 통신을 금지하는 전기통신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제1항을 “표현의 자유에 대

한 제한입법”이라고 한 것은 허위 통신이 표현에 해당한다는 점을 반증

한다.363) 다만 민주적 여론형성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

직선거법」 제96조 제2항 제1호상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

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나 동법 제110조상 “후보자(후보자

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

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

는 행위는 금지된다.

4. 법률 제·개정에 의한 대응

가짜뉴스는 2016년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으며, 2018

년 우리나라에서 가짜뉴스 내지 허위조작정보로 명명되어 문제에 대한

인식과 범정부적 대응방안 마련이 시작되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10월 당내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이후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

위원회’로 개칭)를 구성하고 6개 분과 중 제도개선단을 마련하여 가짜뉴

스에 대한 정당 차원의 대응을 추진하였다. 우리 국회는 가짜뉴스를 법

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왔다.

2019년 11월 23일을 기준으로 총 28개의 법안이 제20대 국회에서 발의

되어 있다.364) 발의된 법안을 살펴보면 총 28개 법안 중 일부개정법률안

362)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8, 614쪽.
363) 김종현, 앞의 책, 69쪽; 헌재 2010. 12. 28. 2008헌바157등 결정.
364) 제헌국회부터 제20대 국회까지 발의된 의안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키

워드로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허위사실공표’를 검색한 관련 법률안과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임의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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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5개, 법률제정안이 3개로 나타난다. 25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10

개, 「공직선거법」 5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3개, 「국가정보화 기본법」 2개, 「방송법」 2개, 「초·

중등교육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

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 각 1개로 파악

된다. 3개의 법률제정안은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 「가

짜뉴스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미디어교육 활성

화에 관한 법률안」이다.

(1) 일부개정법률안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최종확인: 2019. 11. 23.

의안명 제안일자 의안번호 제안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7. 4. 11. 2006708 김관영의원 등 26인

2017. 4. 25. 2006804 주호영의원 등 10인

2017. 5. 30. 2007095 안호영의원 등 17인

2017. 7. 26. 2008194 이은권의원 등 12인

2017. 8. 4. 2008392 송희경의원 등 10인

2017. 9. 1. 2008920 이장우의원 등 16인

2018. 4. 23. 2013195 김성태의원 등 13인

2018. 4. 25. 2013251 박완수의원 등 15인

2018. 5. 9. 2013492 강효상의원 등 14인

2018. 7. 30. 2014625 김성태의원 등 110인

공직선거법

2017. 3. 3. 2005983 장제원의원 등 10인

2017. 4. 25. 2006807 주호영의원 등 10인

2017. 5. 8. 2006839 기동민의원 등 25인

2018. 4. 9. 2012985 박범계의원 등 27인

2018. 4. 23. 2013190 김성태의원 등 13인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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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우리나라의 가짜뉴스 관련 일부개정법률안

1) 팩트체크 인증기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편으로 「신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23824)이 발의되어 있기도 하다. 다만 해당

법안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가짜뉴스가 아닌 ‘허위조작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독자의 권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인증법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상 ‘민간 자율 팩트체크 인증기구’)가 일정한 요건

을 갖춘 경우 언론진흥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을 받은 인증기구

는 연 1회 기금사용결과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보고해야 한다.

2)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

우선 국회에 발의된 가짜뉴스 관련 일부개정법률안 중 「방송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17. 4. 25. 2006805 주호영의원 등 10인

2017. 8. 4. 2008394 송희경의원 등 12인

2018. 5. 9. 2013494 강효상의원 등 14인

국가정보화 기본법
2017. 5. 30. 2007093 안호영의원 등 17인

2017. 9. 14. 2009383 하태경의원 등 11인

방송법
2017. 6. 20. 2007485 안호영의원 등 10인

2017. 9. 14. 2009377 하태경의원 등 11인

초·중등교육법 2018. 4. 5. 2012925 박광온의원 등 10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9. 10. 31. 2023469 이종걸의원 등 13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19. 11. 15. 2023824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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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짜뉴스

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해결의 필요성을 환기하

되 개별법에 따라 주체와 범위를 달리하고 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

률안은 공통적으로 「방송법」 제90조의2 시청자미디어재단에 관한 개정

을 다루고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이라는 재단의 설립목적에 “미디어를 통한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의 유통 방지”를 추가하고 “미디어를 통한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의

유통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가한 안(의안번호 2007093)과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목적은 유지하되 미디어에 관한 교육 사업에 대

하여 “미디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해·분석 및 비판에 관

한 교육을 포함한다”고 상술한 안(의안번호 2009377)으로 구분된다. 「국

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

여 국가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 방향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국

가기관 및 지방단체가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의 유통 방지 등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함을 의무규정으로 정한 안

(의안번호 2007093)과 인터넷중독 교육과 더불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해·분석·비판”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의 실시

의무를 명시한 안(의안번호 2009383)이 존재한다. 「초·중등교육법」 일

부개정법률안은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할 때

“미디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해·분석 및 비판에 관한 내

용”을 포함해야 함(의안번호 2012925)을 명시하였다.

3) 딥페이크에 의한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행위 처벌

영상 형식의 가짜뉴스의 일종인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및 유포하는 행

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정한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23469)도 있다. 해당 개정안은 딥페이크 영상을 “허위 영상물”로 칭하

고 있으며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 또는 영상물을

다른 사람의 영상물등과 합성·편집 또는 가공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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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영상물을 제작하여 영상물등의 대상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영상물 또는 그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을 유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

역에 처한다.

4) 정보통신망법상 규제

① 정의조항

의안번호 정의

가짜뉴스

명시

2007095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업적 또는 정치적으로 정보를 매개

로 타자를 속이려는 기만적 의도성을 가진 행위로 수용자

가 허구임을 오인하도록 언론보도의 양식을 띤 정보 또는

사실검증이라는 저널리즘의 기능이 배제된 가운데 검증된

사실로 포장하는 행위

2008392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

는 내용의 정보

2013492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거짓 또는 왜

곡된 사실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

보
2014625

가짜뉴스

비명시

2006708
거짓의 사실을 언론보도의 형식으로 제공해 이용자들이

오인하게 하는 정보

2006804

3.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거짓의 사

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포함하는 내용의 정보

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

호에 따른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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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의조항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의조항을 각각 살펴보면 총 10개

법안 중 4개의 법안에서만 ‘가짜뉴스’ 용어를 직접 명시하고 있다. 그러

나 김성태의원 안(의안번호 2013195)을 제외하면 가짜뉴스의 직접 명시

여부와는 무관하게 ‘허위의 정보를 언론보도 양식으로 제공하여 수용자

가 오인하게 하는 것’이라는 정의상 공통점이 나타난다. 김성태의원 안은

「신문법」의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게시물

에 대한 작성 및 조작 행위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댓글조작을 염두하

였음이 나타난다. 각 정의조항은 목적성 및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차

이를 보인다. 정치·경제적 이익을 명시한 법안(의안번호 2007095,

2013492, 2014625, 2006804, 2008920), 여론조작 및 타인의 명예훼손을 명

시한 법안(의안번호 2013195), 구체적인 목적성을 명시하지 않은 법안(의

안번호 2008392, 2006708, 2008194, 2013251)으로 구분된다.

② 권리 및 의무조항

2008920

본인 또는 제3자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언론보도로 오인하

게 하는 내용의 정보

2013195

여론을 조작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종

업원 수,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

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제공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에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2008194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언론보도로 오인하

게 하는 내용의 정보201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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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살펴본다. 정보통

신서비스 이용자의 의무에 관하여 다수의 법안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가짜뉴스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됨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의안번호 2006708, 2006804, 2008194, 2008392, 2008920, 2013195,

2013251, 2013492, 2014625) 권리에 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상 거짓 정보로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가 해당 정보

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정보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안(의안번호 2006708)과 구체적인 권리침해의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삭제 요청안(의안번호 2013251, 2013492, 2014625)

이 있다.

다음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이다. 우선 정보통신서비

스 제공자가 가짜뉴스 작성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하며(의안번호 2013195, 2014625), 나아가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짜뉴스가 게재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

터링 해야 하고(의안번호 2013492, 2014625), 가짜뉴스 유통 방지 업무

책임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에 따라 지정해야 함(의안번호

2013492, 2014625)을 정한 안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가짜뉴스에 해당한다

고 인정될 경우 임의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는 안(의안번호 2008194)

과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짜뉴스가 게재되어 있음을 인

지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삭제해야 함을 명시한 안(의안번호

2007095, 2008194, 2008392, 2013492, 2014625)이 존재하며, 절충적으로

가짜뉴스에 해당할 경우 지체 없이 삭제 및 차단해야하나 가짜뉴스 해당

여부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안(의안번

호 2013251)이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가짜뉴스 유통방지를 위

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는

안(의안번호 2014625)도 존재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

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된 가짜뉴스 통계 및 조치결과를 방송통

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안은 보고주기에 따라 1년 안(의안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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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51)과 6개월 안(의안번호 2013492)으로 구분된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상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책의 마련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의안번호 2008194, 2013251, 2013492, 2014625), 가짜뉴스에 해당하는 정

보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

판 관리·운영자에게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는 안(의안번호 2008920, 2013251, 2013492, 2014625)이 일반적이다. 정보

통신망상 유통되는 정보가 가짜뉴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위원회가

심의 중일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심

의 중을 알리는 표시를 명해야 함을 정한 법안(의안번호 2006804)과 정

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가짜뉴스 유통 방지를 위한 일련의 의무를 미이

행한 경우 이행을 명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를

일정 횟수 이상 위반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영업정지 또

는 폐쇄조치를 할 수 있다는 안(의안번호 2013492, 2014625)도 존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짜뉴스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

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정보보호 지침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고시

해야 함(의안번호 2014625)을 정한 법안도 있다.

③ 처벌조항

가짜뉴스를 유포한 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안번호 2008392, 2013492),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의안번호 2014625),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안번호 2008920, 2013251)에 처한다는 법안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가짜뉴스를 작성, 조작, 교사한 자(의안번호

2013195), 가짜뉴스를 작성 및 조작하거나 해당 과정을 위한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개발·유통·배포·수입·판매·사용한 자(의안번호 2014625)에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안도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삭제 및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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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하지 않은 자(의안번호 2006708, 2007095, 2008194, 2008392)와 방

송통신위원회의 심의 중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의안번호

2006804)가 대상이 되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였다.

정보 삭제 요청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자, 가짜뉴스 게재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자, 삭제 및 임시조치 등의 필

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 가짜뉴스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자(의안번호 2013492, 2014625), 방송통신위원회에 가짜뉴스 처리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자(의안번호 2013492)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안도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짜뉴스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시한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정보보

호 지침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한다.

5) 공직선거법상 규제

가짜뉴스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고 있는 법안은 1개로, “특정 개인이

나 집단이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포함된 기사의 형식으로 포장해 다중에게 뉴스로 오인시

킬 목적으로 작성해 유통시키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의안번호

2006807). 가짜뉴스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아

니하게 할 목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제

공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 게시글을 작성 및 조작하는 것”라고 정의하여

‘댓글조작’을 규정한 법안도 있다(의안번호 2013190).

「공직선거법」상 규제는 가짜뉴스로부터 선거과정의 공정성을 도모하

기 위하여 논의되고 있다. 현행 선거일 전 6일부터 여론조사 결과공표를

금지하는 조항을 선거일 전일로 완화하고자 하는 법안은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가능한 기간을 확대하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유포되는 가

짜뉴스가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고자

발의되었다(의안번호 2006839). 가짜뉴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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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정보가 가짜뉴스임을 표시하도록 요청하고 각

급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 결과 가짜뉴스에 해당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

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의 가짜뉴스

해당 표시해 줄 것을 요청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에 즉시 응해야

한다는 법안도 있다(의안번호 2006807).

처벌조항을 살펴보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하되 가

짜뉴스 최초유포자와 재유포자를 구분하여 최초유포자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재유포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있다(의안번호 2006807). 댓글조작을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안

도 있다(의안번호 2013190).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통보한 가짜뉴스 표

시 요청에 따르지 않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

스 제공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의안번호 2006807).

선거운동과정에서 가짜뉴스의 영향력은 연속적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의

특성상 당선자가 정해지는 시점은 정해져 있다. 즉 어떤 후보자의 당선

에 영향을 주었을 가짜뉴스가 선거 이후 밝혀진 경우 당선자에 대해 어

떻게 보아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하여 “대통령선거에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행위 가운데 국가기관, 공공기관, 정당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익

을 얻는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그 당선자의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의안번호 2012985). 가짜뉴스 혐의 입증 및 수사를 위하여 디지털

자료의 신속한 확보 및 절차를 정한 법안도 있다(의안번호 2005983).

6) 언론중재법상 규제

「언론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가짜뉴스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한

법안은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거짓이나 왜곡된 사

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내용의 정보”로 정의하였으며(의안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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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94), “허위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의 보도”라고 하여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모습도 나타난다(의안번호 2008394). 「언론중재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공통적으로 언론사의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며, 가짜뉴스를 보

도한 언론사에 대하여 중재위원회의 시정명령 요청이 있는 경우 문화체

육관광부 장관의 시정명령이 가능함을 명시하거나(의안번호 2013494),

해당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려야 할 의무가 발생함을 정하고 있다(의안번호 2006805, 2008394). 시

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정하고 있는 법안(의안번호 2006805, 2008394)과 평시와 「공직

선거법」상 선거기간에 차등을 두어 평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선거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하는 법안도 있다(의안번호 2013494).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 법안 모두 추후보도 청구기간을 3개월에서 6

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정보도 청구기간도 마찬가지로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법안도 있다(의안번호 2008394, 2013494).

(2) 제정안

[표 3] 우리나라의 가짜뉴스 관련 법률제정안

1) 유기적 대응을 위한 법률제정안

가짜뉴스에 관한 2개의 법률제정안은 가짜뉴스가 보도되는 매체에 따

의안명 제안일자 의안번호 제안자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
2018. 4. 5. 2012927 박광온의원 등 29인

가짜뉴스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18. 5. 9. 2013495 강효상의원 등 15인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18. 5. 17. 2013618 유은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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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관 부처 및 적용가능한 법률이 상이하여 발생하는 혼동을 해소하

고, 가짜뉴스 문제에 대하여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모색되었다. 우

선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기관 등에서 명백하게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보”를 의미하는 ‘가짜정보’라는 용

어를 사용하며, 가짜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제2조). 가짜정보에 대응하는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정보

내용을 공고하고(제3조), 3년마다 가짜정보 유통방지계획을 수립(제5조)

하며, 매년 가짜정보 유통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제6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매 분기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와 관련된 가

짜정보 관련 사항을 보고서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제14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가짜정보 처리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방

송통신위원회가 판단주체가 된다(제11조). 가짜정보를 유통하여 타인에

게 손해를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며(제19조) 그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제16조). 사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제18조).

「가짜뉴스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가짜뉴스를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신문·인터넷신문·방송 또는 정보통

신망에서 생산된 거짓이나 왜곡된 내용의 정보로서 「언론중재법」 제2

조제15호에 따른 언론보도 또는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

로 정의한다(제2조). 가짜뉴스에 대한 종합적 대응은 국무총리 소속의

가짜뉴스대책위원회(제5조, 이하 ‘위원회’)가 담당하며, 구체적으로는 신

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해서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정보통

신망·방송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주관한다(제6조, 이하

‘주관기관’). 위원회 및 주관기관은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계

획을 수립 및 평가하며(제7조 및 제9조), 가짜뉴스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제8조).

2)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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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미디어 리터러시를 함양하여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소통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며(제4조), 미디

어교육과 관련된 정책 또는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

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공공기관을 시행기관으로 한다(제2조,

이하 ‘시행기관’). 종합적 정책을 담당하는 국무총리 소속 미디어교육위

원회를 설치하며(제8조, 이하 ‘위원회’), 주관기관으로 교육부, 문화체육관

광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있다(제9조, 이하 ‘주관기관’). 위원회, 주관기관,

시행기관은 미디어교육을 위한 일련의 계획을 수립, 시행, 평가, 지원한

다(제10조 내지 제13조).

5. 소결

2016년 미국 대선 과정에서 대두된 가짜뉴스는 새롭지만 새롭지 않은

사회현상으로 인식되었다. 해당 사회현상은 우리나라가 2016년부터 2017

년에 이르는 약 1년간 국정농단 사태, 현직 대통령의 탄핵, 탄핵결정 후

약 두 달만에 조기대선 실시라는 정치적 혼란기를 겪음에 따라 낯설지

않은 사회현상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허위성, 기만성, 정치·경제적 목적

성은 가짜뉴스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양 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

으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가짜뉴스가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

역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지가 실질적

인 문제로 발생한다. 우선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호를 살펴보면,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의회의 입법을 금지함을 명

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헌법 제21조에서 비교적 세부적으로 표현

의 자유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제한규정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두고 있다.

위와 같은 양 국의 헌법 규정상의 차이는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의 차

이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주로 자율적 대응에 의존

하여 팩트체크, 소셜 미디어 사업자의 자율규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

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써 미국은 가짜뉴스의 허위표현을 원칙적으로 금



- 112 -

지하고 처벌하기보다는 가짜뉴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치·경제적 문제를

방지 및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주체 주도 하에 가짜뉴스 제작 및 유통의

유인을 제거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원칙적으로 불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권력의 개

입이 필요한 사안에 한하여 제한적인 표현의 자유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

다. 구체적으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항하는 전통적 법리인 명예훼손을 비

롯하여 선동, 불법행위 및 허위사실에 대한 광고, 허위 소셜 미디어 계정

을 이용한 이윤추구가 성립할 경우 해당 표현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규범적 대응 위주의 가짜뉴스 대응이 나타나고 있다.

2018년 10월 2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를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공적(公敵)”이자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비판하며 검

찰과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데서 비롯하여 이튿날 여당인 더불

어민주당이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같은 달 4일 국무

총리비서실 민정실장 주재로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석하여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비공개 간담회가 열렸다. 이

어 같은 달 16일 법무부가 ‘알 권리 교란 허위조작정보 엄정대처 방안’을

발표하였다.365)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국가 차원의

대처방안이 마련되기까지는 채 한 달이 걸리지 않은 것이다. 이는 헌법

규정상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하여 표현의 자유 제한 가능성이 명백히 조

문으로 존재하여 법적·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짜뉴스

에 대한 대표적 자율적 대응 수단인 팩트체크,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자

율규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미국만큼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

기 때문이다. 이는 단지 해당 사업자의 문제라기보다는 자율적 규제를

위한 사회적 투자와 인식이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짜뉴스는 허위성, 기만성, 정치·경제적 목적성이라는 일반적 특징에

어떤 유형화 기준을 적용하는가에 따라 그 논의의 범주가 달라질 수 있

다. 이는 가짜뉴스의 정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특성상

365) 출처: [형사기획과] 알 권리 교란 허위조작정보 엄정 대처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631763, 최종확인: 2019.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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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법리를 적용하여 주체와 매체를 살피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

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리에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가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전통적 표현의 자유 보호 및 제한 법리에 따라 유형화된 가짜뉴스를 살

피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공백이 확인된다.

우선 직업 언론인이 아닌 자가 뉴스의 형식을 빌어 제작 및 유포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 언론사를 모방하

여 제작한 가짜뉴스의 사례는 없었으나, 실제 기사와 같은 형식으로 가

짜뉴스를 제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이 확인

되었다. 가짜뉴스가 뉴스 형식을 가질 경우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하여 수

용자가 신뢰할 가능성과 사회적 파급력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에서 가짜

뉴스의 뉴스 형식 여부가 표현의 자유 제한 정도에 있어 고려될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앞서 종전 직업 언론인에게 적용

해 온 언론보도의 직업윤리적 책임을 직업 언론인이 아닌 자가 그와 비

슷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같은 수준에서 물을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이다. 1인 미디어 등의 등장으로 직업 언론인이 아닌 자가 사실상

언론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는 전통적

언론보도와 사회적 신뢰의 정도에 차이가 있고 관련 법제도 정비되어 있

지 않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가짜뉴스 생산 및 확산 주체로서 봇의 등장이다. 봇으로 대표

되는 허위 소셜 미디어 계정은 부당한 광고수주를 통한 이익추구나 여론

조작 등이 확인될 경우 소셜 미디어 회사 및 유관기관에 의해 제재받을

수 있으며, 실제 미국에서 처벌된 사례도 존재한다. 다만 봇은 기계적으

로 학습하여 명령어에 따라 작동하고 외관상 사람이 운영하는 계정과 구

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인력 충원을 통한 모니터링으로는 규제에 한계

가 존재한다. 봇을 이용하면 게시물 도배, 포털 사이트 검색 순위 올리

기, 댓글 순위 조작 등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고, 소셜 미디어의 필터

버블 및 확증편향으로 인하여 어떤 개인의 주관적 인식 형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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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단속은 선거기간에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법정

선거기간에 선거의 공정성 유지도 중요한 업무이나, 모든 사안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평가는 선거기간에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인식이 축

적되어 선거라는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봇을

동원한 가짜뉴스 제작 및 배포, 여론조작행위에 대한 처벌이 선거기간에

한정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제3절 가짜뉴스에 대한 자율적 대응

1. 팩트체크

팩트체크는 우리나라에서 가짜뉴스 대응을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대표적인 팩트체크 기구로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가 운영하고 있는 SNU팩트체크가 있다.366) 비정치적, 비영리적 기구를

표방하며, 팩트체크 대상 선정과 검증에는 관여하지 않고 언론사가 각자

선정한 팩트체크 주제와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역할

에 그친다. 검증결과에 따라 전혀 사실 아님, 대체로 사실 아님, 절반의

사실, 대체로 사실, 사실, 판단유보로 나타난다. 단 두 개 이상의 언론사

가 참여한 동일 주제에 대한 판단이 3단계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면 ‘논

쟁 중’ 판정을 내린다.

각 언론사 및 국가기관의 팩트체크는 활발한 편이다. 대표적인 언론사

로는 JTBC의 뉴스룸 팩트체크, KBS NEWS의 팩트체크K가 매일 특정

주제에 대한 팩트체크 결과를 방송으로 송출하고 있으며, 연합뉴스, 경향

신문 역시 비슷한 형식의 보도를 하고 있다. 가짜뉴스에 공식적으로 대

응하는 국가기관은 사실상 모든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만큼 적극적

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례로 관세청, 시흥시청 홈페이지에는 오해

의 소지가 있는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하는 ‘팩트체크’ 게시판

366) 이하 내용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출처: http://factcheck.snu.ac.kr/home/snufactcheck, 최종확인: 2019. 10. 30.

http://factcheck.snu.ac.kr/home/snufact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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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기도 하다.

2.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자율규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페이스북, 트위터, 유투브 등의 소셜 미디어는 외

국계 기업이기 때문에 해당 매체에 있는 부적절한 게시물을 이용자가 신

고를 해도 그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즉 소셜 미디어 상

의 게시물에 대해서는 본사 소속 국가와의 제도적 차이 등으로 인하여

즉각적인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 기반을 두고 있

는 대표적인 검색 엔진인 네이버와 다음에 대해서는 해당 어려움에서 자

유로울 것을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회원사 간 협의를 통한 인터넷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는 자율기구이며, 네이버와 다음 외 10개 회사가 참여

하고 있다. 2018년 3월 신설된 KISO 정책규정 제5절 ‘언론보도 형식의

허위 게시물 관련 정책’에 따라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언론

사 명의나 직책 등을 사칭 또는 도용하여 기사 형태의 허위 게시물이 신

고될 경우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자율기

구의 한계로 회원사가 아닌 소셜 미디어 등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의 준

수를 요구할 수 없고, 정책규정에 따른 가짜뉴스 대응방식이 세밀하지

못하여 선언적인데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2019년 7월 교육부는 ‘학교 미디어 교육 내실화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

다. 해당 계획은 기존 주체에 따라 각자 이루어지던 미디어 교육을 종합

하여 통일된 미디어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 교과 연계 및 관심 진로 중

심 자료를 개발하며, 수업에서 실제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해볼 수 있도

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같은 해 8월 경인교육대학교, 언론진흥재단,

한국초등교육학회가 학교 교육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방안을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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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다만 아직까지

실제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통합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은 없으며, 교육방향과 방법에 관한 논의에 머무르고 있다.

4. 소결

한국과 미국은 가짜뉴스의 생산과 확산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나 그 대응방식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

인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을 금지한 수정헌법 제1조의

존재에 따라 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규범적 개입은 최소한으로 하는 대

신, 소셜 미디어 사업자의 자율규제나 가짜뉴스 생산자의 경제적 이익추

구를 제한하는 등의 간접적 개입방식 및 정보수용자의 비판적 문해력을

강화하기 위한 미디어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짜뉴스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결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양상

을 보이며, 가짜뉴스 규제를 위한 구체적인 입법도 이루어지고 있다.

일견 가짜뉴스에 대한 규범적 대응은 가짜뉴스 생산자 및 유포자에 대

한 민·형사적 처벌을 가능케하여 가짜뉴스가 발생시키는 불필요한 사회

적 비용을 절감하고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가짜뉴스가 상징하는 허위사실의 표현이 그 자체

로서 개인의 인격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짜뉴스에

대한 규범적 대응은 필요최소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필

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규범적 대응은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속도에 비

하여 문제 해결까지 오랜 시간을 요한다는 점, 인터넷상의 익명성으로

인하여 상대방을 특정하는 일도 쉽지 않다는 점, 현행 매체중심적인 관

점에서의 표현의 자유 제한은 빠르게 발전 및 병합되는 정보통신기술 발

전 속도와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의 문제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즉

가짜뉴스에 대한 미국의 자율적 대응으로부터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팩트체크는 한국과 미국의 차

이가 뚜렷하면서도 제도적 보완이 비교적 쉬운 자율적 대응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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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팩트체크 기구는 대학교 소속 연구센터, 시민단체 및 비영리단체,

언론기관의 협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유관

기관간 협력을 찾아보기 어렵다. 팩트체크 기구의 재정적 독립성 확보는

팩트체크의 자율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수적이다. 이 문제에 대

하여 미국은 팩트체크에 정치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개인 및 단체

의 후원은 거절하고 예산집행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등의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팩트체크가 언론기관이나 정부 주도로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정치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후원절차나 예

산집행내역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의 팩트체크 기구

정책로부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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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가짜뉴스는 허위성, 기만성, 정치·경제적 목적성을 일반적 특징으로 한

다. 이러한 특징은 가짜뉴스가 기존 사회 현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처

럼 보이게 한다. 그러나 가짜뉴스가 명명된 2016년 미 대선 상황과 정보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의사소통구조의 변화는 가짜뉴스만의 고유한 특

징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였다. 본 연구는 수정헌법 제1조에 의거하여 표

현의 자유에 대한 자유주의적 보호를 실현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가짜뉴

스 논의로부터 우리나라 가짜뉴스 논의에의 시사점과 의의를 찾고자 하

였다. 총 5장으로 구성된 본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2장에서는 미국에서의 가짜뉴스 등장배경을 살펴보고 가짜뉴스

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가짜뉴스는 2016년 미 대선 과정에서 러시아

정부의 선거 개입으로 인하여 그 존재가 공식화되었으며, 피자게이트 사

건 및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개인정보수집 사건으로 인터넷상의 가짜뉴

스가 현실의 범죄로 이어지고 이용자로 하여금 특정한 정보에 노출되게

하여 의식 및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드러났다. 가짜뉴스

에 대한 선행연구의 정의는 허위성, 기만성, 정치·경제적 목적성을 공통

적 특징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양식, 단계, 내용에 따른 분류가 가

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양식에 따른 분류는 가짜뉴스의 언론보도

양식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언론보도 양식을 요하지 않는 광

의의 가짜뉴스와 언론보도 양식을 요하는 협의의 가짜뉴스로 구분하였

다. 단계에 따른 분류는 가짜뉴스의 생산과 확산단계를 기준으로 하였다.

생산단계에서는 모든 형태의 매체에서 언론기관 및 언론인, 언론인이 아

닌 개인, 1인 미디어, 봇이 모두 주체가 될 수 있으며, 확산단계에서는

소셜 미디어상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타겟팅하는 마케팅에 주목

하였다. 마지막으로 내용에 따른 분류로는 명예훼손, 선동, 혐오표현, 상

업적 표현이 해당할 수 있다.

제3장은 전술한 논의에 기반하여 미국에서의 가짜뉴스 대응을 살펴보

았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을 금지하고 있는 수정헌법 제1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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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표현내용에 기반한 법적규제는 입법과 입증이 쉽지 않다. 가짜뉴

스에 적용가능한 구체적 법리로는 현행법상 명예훼손, 선동, 혐오표현,

상업적 표현이 있으며, 가짜뉴스를 직접 규제하는 법률안은 내용기반적

규제에 따라 엄격심사를 만족해야 할 것이며 정의가 막연하므로 무효의

원칙과 과도한 광범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면밀할 필요가 있다. 실

례를 살펴보면 언론사 및 국가기관의 계정 및 홈페이지를 해킹하여 가짜

뉴스를 게시한 자, 허위 소셜 미디어 계정을 이용해 이윤을 추구한 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으며, 온라인상 정치광고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이

시도되었다. 반면 미국의 자율적 대응방식은 유관기관의 협력에 의한 독

립적인 팩트체크 기구운영, 소셜 미디어 사업자의 자율규제, 청소년에 대

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의무화로 나타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자율적

방식은 소셜 미디어 사업자에 의한 사적검열의 가능성, 공권력 부재로

인하여 가짜뉴스에 대한 즉각적 대응의 어려움, 팩트체크의 실효성에 대

한 의문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제4장은 우리나라에서의 가짜뉴스 논의를 정리하고, 미국 논의로부터

의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가짜뉴스가 우리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일어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박근

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인용결정,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적 격동

기에 의한 것이었다. 다만 가짜뉴스에 대하여 자율적 대응이 중심적으로

이루어진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국가주도에 의한 규범적 대응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회에 가짜뉴스와 관련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법

률 제·개정안이 2019년 11월 23일을 기준으로 총 28개에 달하고 있는 점

은 특기할만하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상이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고, 표현

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합의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양 국의

제도를 직접 비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다만 표현의 자유의

일반적 논의를 생각해보면 가짜뉴스에 대한 우리나라의 규범적 논의가

기존 법리의 적용보다는 법률의 제·개정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재고의

여지가 있어보인다. 또한 미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자율적 대응은 다

소 아쉬움이 많다는 점에서 유관기관 및 다국적 기업인 소셜 미디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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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의 정책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가짜뉴스가 본격적으로 등장한지 만 5년 만에 가짜뉴스는 전세계적인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기에 이르렀다. 가짜뉴스는 인터넷상의 익명성, 허

위와 진실의 구분을 불가하게 하는 딥페이크 기술, 소셜 미디어 이용확

대로 어려워진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

히 선거 과정에서 여론을 왜곡하여 한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

음이 복수의 사건을 통해 증명되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사결정과정

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사회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본질적으로 추구되어

야 하는 가치에 해당한다. 표현의 자유의 자유주의적 논의는 표현의 자

유에 대한 국가의 제한으로부터의 자유를 획득할 수 있게 하였다는 의의

가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사회가 다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주체 및 수단

에 의하여 의사결정과정을 왜곡하는 표현에 대한 법적보호의 문제가 제

기되고 있으며, 가짜뉴스가 대표적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가짜뉴스는 단순한 권리침해적 표현을 넘어 민주주의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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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Fake News: With the focus on

the discussion of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U.S.

Kang, Jung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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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Fake news emerged as a social issue during the 45th U.S.

presidential election held in 2016. This was due to the advent of the

post-truth era, the declining credibility of traditional media outlets,

the digitalization of news, the spread of social media and the

deepening of ideological extremism. Fake news has difficulty in a

single definition due to similarities with existing social phenomena,

history of short discussions, widespread use, expansion of the scope

of journalists as a result of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the emergence of complex media

outlets. However, it is possible to derive from preceding research and

usage cases that falsity, deceptiveness, political purpose and economic

purpose correspond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fake news. 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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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above general characteristics, this study has characterized

examples of fake news in terms of form, phase and content.

Responses to fake news appear as normative and autonomous

responses. The U.S. response is based on a liberal viewpoint on

freedom of expression, which has traditionally been shaped under the

First Amendment. As a general principle of freedom of expression,

there have been discussions on the Prior Restraint Doctrine,

Void-for-Vagueness Doctrine, Overbreadth doctrine, the scope and

limit, and individual laws may be applied according to the media and

content. Autonomous responses include fact check, self-regulation of

social media operators and media literacy education. The U.S.

response to fake news is characterized by a liberal tradi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focusing on autonomous responses rather than

normative ones. But there is a limit to the possibility of private

censorship by social media operators and the difficulty of quickly

mobilizing public authority to cope with immediate risks.

On the other hand, Korea’s response appears to be more about

normative responses than autonomous ones. While the existing law

allows sanctions against producers and Internet service providers,

news-type advertisements, false representations, etc. concerning fake

news, the Act is actively enacted and amended concerning fake news.

Specifically, discussions on the revision of the law are more active

than discussions on enactment, and subject to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Although there are discussions on autonomous

response, there are limitations such as the fact that the fact-che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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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is not favorable compared to the U.S. and that if it is

not a member of the 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 it

cannot ask for participation in joint response to fake news, and there

is only basic discussion of media literacy education.

The protec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enables the development of

individuals' personalities and can develop and practice democracy

through a free exchange of views in the marketplace of ideas.

However, since the absolute protec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is

not recognized, a fundamental review of whether fake news

constitutes a protected scope of freedom of expression is needed. In

particular, social changes such as anonymity on the Internet, the

development of deep-fake technology that makes it not possible to

distinguish true from false information, and the issu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esulting from the expansion of social media

make it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existing laws of freedom of

expression can be applied to new expressions on the Internet,

including fake news. A cautious approach to the issue will also be

needed, given that if the distortion of public opinion caused by fake

news gains democratic legitimacy through elections, it could turn into

a national issue.

Keywords : fake news, freedom of expression, marketplace of

ideas, democracy,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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