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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타인의 명예를 침해할만한 표현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명예훼손죄

는, 국가에 따라 죄가 아니기도 하고, 적시한 사실의 진실성이 인정되

면 면책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양태로 존재하고 있다. 생각건대, 통상

표현행위는 그 자체로 직접적인 법익 침해를 야기한다고 보기 어려우

므로 이에 대한 국가의 제재는 보다 신중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

런데 우리나라는 명예훼손행위를 형사 처벌할 뿐 아니라 진실한 사실

의 적시 또한 처벌하고 있고, 이러한 환경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제대

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타당한 점이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제재방안이 지니는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사실의 허위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명예침해의 위험이 큰 사안임에

도 책임을 물 수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

명예권이 보다 광범위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

역시 명예권과 마찬가지로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 중 하나이고, 이

러한 기본권을 국가가 나서서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한 제재가

보충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모두에 비추어 보아 정

당한 것이어야 한다. 즉, 명예훼손죄의 면면 중에는 개인의 명예권

을 보호한다는 일면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또 다른

면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현행 명예훼손죄가 후자의 측면에서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특히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우리나라

의 형사제재 현황은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만한 지점이 많다.

우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발생한 명예훼손행위를 뜻하

는 ‘사이버명예훼손’은 현행법 상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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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의 규제를 받고

있다. 동조는 일반 형법전 상의 명예훼손죄 조항들에 비해 보다

가중된 형량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 구성에 있어서는 명예훼손죄

의 일반구성요건에 ‘비방할 목적’이 추가로 명시되어 있다는 차이

가 존재할 뿐이다. 이러한 구조에 따르면, 비방목적이 인정되는

사이버명예훼손 사례에는 정보통신망법 제 70조가, 비방목적이 인

정되지 않는 사이버명예훼손 사례에는 형법 제 307조 일반명예훼

손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처럼 비방목적의 인정 여부에 따라 적

용법조가 달라질 수 있는 바,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제재의

문제에서 비방목적 요건의 해석 및 적용방법은 중요한 논제이다.

현재 판례는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의 ‘비방할 목적’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 상반된 관계에 있는 개념으로 해석하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진실성’과 ‘상당성’, ‘공익성’과 관련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그 유무를 판단하고 있다. 또한 비방목적 판단방법에 대한 판

례의 설시는 명예훼손죄에 특유한 위법성조각사유조항인 형법 제 310

조의 판단방법과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한 바, 법원이 비방목적의 해석으

로 이러한 위법성조각사유조항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도 보인다.

그러나 비방목적이라는 구성요건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통상 위법

성 조각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검토하는 요소들을 구체적 기준 없

이, 단지 종합하여 보기만 하는 판례의 입장은 구성요건 해석의 불

명확성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수정될 필요가 있다. 형법의 구성요건

은 불법을 결정짓는 1차적 지표라는 점에서 최대한 명확히 기술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그런데 ‘공익에 관한 것’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개

념을 통해 비방목적을 해석하는 것은 물론, 이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 또한 제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은 이러한 요구에 위배된다. 영

국, 미국, 독일, 일본 모두 ‘공익성’을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면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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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규정하고 있고, 그 중 미국의 판례는 표현 대상인이 공인인지 여

부에 따라 공익성을 판단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표현 대상사안의 공

공성에 따라 사례를 어느 정도 유형화해볼 수 있는 법리가 발달해

있고, 영국의 판례는 공익성을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명예훼손죄

의 구성요건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공익성’에 대한 판단을 같이 하는

사례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고, 적어도 상기한 국가들에서는 공익

성의 판단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려는 시도가 어느 정도 적재되어 있

는 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공익성’으로 비방목적을 해석하려는 판례의 시도는 내용적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은 점이 있다. 공익성은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로 분절해 볼 수 있는데, 이 중 특히 공익성의 객관적 요소는 비

방목적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전자는 행위의 객관적

정당화 사유인 반면, 비방목적은 주관적 요소로 이 둘은 충분히 병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익을 위하는 의사 즉, 공익성의 주관적 요소

또한 언제나 비방목적과 상반되는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일부 권리침해사실에 대한 진실한 사실의 적시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비난의 목적이 개입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발화자가 피해당사자거나 그 영향권 내에 있

는 사람이라면, 이를 무책임한 발언이라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

익 목적 또한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비방목적과 공익성은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정리하자면, 사이버명예훼손에 관한 현행법제와 판례는 1) 구성요

건해당성을 판단하는 단계에서부터 필요 이상의 불명확성을 초래한다

는 점, 2) 비방목적과 공익성이 항상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이 더 나아가 ①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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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죄의 고유한 위법성조각사유인 ‘공익성’을 판단과정에서 오히려

소외시킬 수 있고 ② 비방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곧바로 유죄가 확정

될 수 있어 가벌성이 확장될 수 있다는, 2차적 문제들을 낳기도 한다.

이에 판단컨대, 정보통신망법에도 형법 제 310조와 유사한 위

법성조각사유조항을 신설하고, 구성요건 중 하나인 ‘비방목적’은 공

익성과 별도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또한 해당 위법성조각사유조항

을 적용할 때, 미국과 독일처럼 인물과 영역에 따른 기준을 정립

한다면 법원의 판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으리라 생

각된다. 한편, 공익성의 주관적 요소에 대해서도 구체적 기준과 그

에 따른 판단사례를 적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

듯, 비난 목적과 공익 목적은 경우에 따라 상호 병존할 수 있다.

이에 법원은, 표현의 과격성과 같은 지표들을 통해 직관적으로 비

난 목적이 추단된다 해도, 이로부터 공익 목적의 유무에 대한 판

단이 오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사례에 따라 이들을 균형

있게 판단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영국의 경우,

언론과 비언론, 표현대상사안과 발화자의 관계에 따라 공익성의

주관적 요소에 대한 판단기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논의가 최근의

판례를 통해 전개되고 있다. 이처럼 명예훼손죄의 고유한 위법성

조각사유인 ‘공익성’에 대한 논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보다 활성화되고, 또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렇듯 위법성조각사유조항을 신설하게 된다면,

이때의 비방목적은 표현의 어조나 사용한 매체와 같은 외표를 통

해서 판단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비방’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하다”이고, 현재 학계에서는 ‘비방할 목

적’을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해 인격적 평가를 저하시키려

는 목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명예훼손적 표현들

에는 그로 인해 피해자의 인격적 평가가 저하될 위험이 내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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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바, ‘비방’은 명예훼손과 별도의 행위이기 보다는 법익 침해

의 위험성을 높이는 행위라고 이해해 볼 수 있다. 이에 비방목적

의 판단 역시 ‘정도’의 관점에서 접근함이 타당하고, 이러한 관점

에서 본다면 표현의 필요성과 사용한 매체, 전체적 어조와 같이

‘상당성’ 과 관련된 지표들은 그로부터 행위자가 의욕한 법익 침

해의 정도를 직접 추단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비방목적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만하다고 생각된다.

이렇듯 정보통신망법에 위법성조각사유조항을 신설하고, 비방목적

을 상당성과 관련된 요소들로 판단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우선, 공적 성격이 큰 사안에서는 ‘공익성’이 명시적

으로 우선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 제언한 개선안에 따르면 표현이 다

소 과격하고, 전파성이 큰 방법을 사용하여 비방목적이 인정되더라도

이어진 위법성조각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공익성이 긍정된다면, 그러

한 표현은 결국 처벌되지 않는다. 또한, 비방목적의 해석으로 가중적

구성요건인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의 적용범위를 적절히 제한할 수 있

다. 예컨대 적정한 수준에서 이루어졌으나 명예침해의 위험은 인정되

는 경우, 이러한 행위에는 형법 제 307조가 적용된다. 그리고 그 과정

에서 다시 형법 제 310조가 적용되어 공익성이 인정되는 표현은 보호

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해석방법은 개인적인 대화를 위해 사

용되기도 하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표현에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의 가중형량이 일률적으로 적용되

고 있는 현상에 대한 보충적 해결책이 되어줄 수도 있을 것이다.

핵심어 : 사이버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명예훼손죄, 비방할 목적, 공익성, 위법성조각사유

학번 : 2018-2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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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오늘날 사이버 공간은 기존의 기성 언론이나 고전적 의미의 출판물을

대체하는 새로운 매체로서 주목받고 있다.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는 점에서 개방적․대중적이고, 쌍방향의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장

민주적인 매체라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매체

라고 해서 긍정적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표현들이 다수의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고, 이렇게 야기되는 갈등사례

의 수 역시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2019년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신고된 사건의 수는 1만 6633건에 달했다고 하고1),

사이버 공간에서의 악성 댓글에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이러한 현상이 목격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

다. 첫 번째는 휴대폰이나 컴퓨터 같은 정보통신기기의 사용이 보편화됨

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소통의 양이 증가했기 때

문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이 충분히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중 어

떠한 설명을 채택하든 간에 분명한 점은 표현의 장으로서 사이버 공간이

지니는 대중성과 영향력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에 사이버 공간에서 금

지되는 표현의 기준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통계자료 

(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e/publice0204.jsp) 

(최종방문일 : 2020.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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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표현들 중에서도 사이버 공간에

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표현, 소위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한다. 이는 사이버명예훼손이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는 대표

적인 표현 유형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필자가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우

리나라의 형사규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현행법 상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 표현에는 정보통신

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정보통신망법 제 70조는 형법 제

307조 일반명예훼손죄는 물론, 형법 제 309조 출판물등명예훼손죄와 비교

해서도 가중된 형량을 규정하고 있는 바, 수사기관과 법원은 동조를 보다

제한적으로 적용하거나 적어도 그 규제대상을 명확히 제시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필자는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의 구성요건을 일반

형법전 상의 명예훼손죄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의

규제대상 행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한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에는 ‘비방할 목적’ 이라는 요건이 명시되어

있고, 해당 요건의 해석 및 판단기준은 판례로서 정립되어 있다. 그러나

판례가 제시하는 해석 및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필

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판례는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 주관적으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는 것”이라는 해석을 전제로 ‘비방할

목적’에 대한 판단기준을 몇 가지 설시하고 있는데, 본 논문은 위와 같은

해석의 타당성에 우선 문제를 제기하고, 설시된 판단기준 역시 충분히 구

체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명예훼손죄에 특유한 위법

성조각사유로서 ‘공익성’이 지니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금과 같이 ‘비방

할 목적’을 해석하는 대신 정보통신망법에 형법 제 310조와 같은 위법성조

각사유 조항을 제정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전개해보고자 한다.

생각건대, 현대사회에서 대표적인 표현매체로 대두되고 있는 사이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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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때로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표현들에 대해서는 분명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표현행위는 그

자체로 직접적인 법익 침해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국가가 직접

이를 처벌하고자 하는 때에는 형벌의 최후수단성을 새겨야 할 필요가 있

다. 이는 곧 일반인의 입장에서 행위의 가벌성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

을 정도로 법집행이 명확해야 하고, 필요 이상으로 가벌성이 확장되어서

도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사이버명

예훼손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형사규제는 무엇일지 고민하였고,

본 논문을 통하여 그 고민을 풀어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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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논문은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한국의 형사적 규제현황을 알아보

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사이버명예

훼손은 명예훼손의 한 유형으로, 이에 대한 형사규제를 논하려면 그

이전에 우선 명예훼손죄 일반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사

이버명예훼손에 대한 형사규제에서도 결국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권 사이의 이익형량이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에 제 2장에서는

명예훼손법제 일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명예훼손죄와

함께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명예훼손법제를 살펴봄으로써 명예훼손

에 대한 규제가 가지는 의의와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내

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제 3장에서는 사이버명예훼손이라는 현상과 그에 대한 형사

처벌조항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본 장에서는 ‘사이버명예

훼손’ 이 정확히 어떠한 현상을 지칭하는 것인지 알아보고, 이에 적용될

수 있는 처벌조항에 대해 살펴본다. 현행법 상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제 70조가 우선적으로 적용된

다고 하나, 이론 상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형법 제 307조가

적용될 수도 있다. 이에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의 내용을 구성요건별로

분석해본 다음, 동조와 형법의 명예훼손죄 조항들 간의 적용 관계를 알

아보기 위해 이들을 상호 비교해보고자 한다.

제 4장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의 구성요건 중에서도 비방목적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는 비방할 목적이 형법 제 307조

와 비교하여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에 추가되어 있는 가중적 구성요건

요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비방목적 요건이 긍정된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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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판례 2건과 부정된 대법원 판례 2건을 선별하여 비방목적에 대한 판

례의 해석 및 판단기준을 분석해 보도록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판례

의 해석 및 판단기준에 따르면, 비방목적의 가중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의의를 충분히 구현해낼 수 없고, 판결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

다고 생각된다. 이에 같은 장에서 비방목적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비판

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제 5장에서는 제 4장에서 드러낸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에 대한 입법적․법해석적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필자는 명예훼손적 표현의 공익성에 관한 타국의 법리들을 소개하도

록 한다. 이는 공익성이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면책사유로서

지니는 중요성이 매우 큰데, 공익성 판단이 소외되지 않으면서 최대한 객

관적․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정보통신망법에도 공익성

을 내용으로 하는 위법성조각사유 조항을 신설하고, 이와 함께 해당 조항

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한편, 입법적으로 정보통신망법 제 70조를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는 논의

도 있다. 사이버명예훼손에 관한 규율 역시 일반형법의 명예훼손죄 조항들

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일반형법의 명예훼

손죄 조항 중에서도 어떠한 조항으로 사이버명예훼손 행위를 의율해야 할

것인지, 형법 제 307조를 적용해야 할 것인지, 형법 제 309조를 적용해야

할 것인지, 형법 제 309조를 적용한다면 정보통신망을 ‘기타 출판물’에 포함

시켜서 해석해야 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조항을 신설해야 하는지 등의 논의

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는 본 논문의 연구 목적과 연구 범위를 넘어서는 것

이라고 생각되므로, 본 논문은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언하는 데 있어서는 정

보통신망법 제 70조의 개정에 관한 것으로 논의를 한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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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명예훼손죄 일반

제1절 명예훼손죄의 의의 및 연혁

Ⅰ. 명예훼손죄의 의의

우리나라는 헌법으로 ‘표현의 자유’ 라고 하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지

만, 그것의 오용 및 남용으로 개인의 명예권이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명예훼손죄는 바로 이러한 사례들을 제재하기 위한 조항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한다.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인격권 중 하나인 ‘명예권’이다. 여기서

명예권이란 개인의 ‘외적 명예’를 일컫는 것으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

적 평가’ 로 설명될 수 있는 개인적 법익2)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은 명예의 주체가 되는 사람의 ‘진가’ 보다는 사회에서 인정되는 그의

가치이고 그 중에서도 부정적 가치를 제외한 인격적 가치이다.3) 한편, 명

예훼손죄는 판례4)와 다수설에 의해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된다. 성립하

기 위해서는 보호법익이 실제로 침해되었을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고, 명예

권 침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만 있어도 된다. 이렇듯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발생하

였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그 배경에는 개인적 법익인 명예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자리하고 있다.

2)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3) 김성돈, 형법각론(제 3판), 성균관대학교출판부(2013), 198면.

4) 대법원 2007. 10. 25. 2007도5077; 대법원 2008. 11. 27. 2008도672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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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할 점은 ‘명예훼손죄’란 ‘표현의 자유’ 에 대한 제한으로, 그 보호

법익 뿐만 아니라 제한 대상인 기본권 역시 명확하다는 것이다. 명예훼

손죄의 한 쪽 끝에는 헌법 제 10조에 근거한 기본권인 인격권, ‘명예권’

이 있고 다른 한 쪽 끝에는 헌법 제 21조에 근거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

유’ 가 위치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이기도 하지

만,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 되는 권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

서 이를 무한정 허용하게 되면 개인의 비밀 등 사생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 사회적으로는 정제되지 못한 표현들이 표현의 장을 교란

시킴으로써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민주주의가 오히려 훼손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과 상기한 명예훼손죄의 면

면을 고려했을 때, 명예훼손죄의 의의는 결국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설

정하고, 명예권과 표현의 자유, 이 두 기본권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

하는 데에 있다 할 것이다.

Ⅱ. 명예훼손죄의 연혁

명예훼손죄의 기원은 고대 로마법의 ‘injuria’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

다.5) 로마법에서 Injuria는, ‘의도적인 모욕행위’에 대한 제재를 뜻했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명예훼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상해

나 주거침입 등이 독립된 범죄로 발전함에 따라 점차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대한 처벌’을 그 본질로 하게 되었다.6)

중세시대 영국에서 명예훼손은 ‘de Scandalis Magnatum’이라는 법률로

처벌되었다.7) ‘de Scandalis Magnatum’ 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

위에 대한 처벌조항으로, 당해 법률은 적시된 내용이 사실인 경우는 포괄

5) 이재상, 형법각론(제8판), 박영사, 180-181면.

6) 조희경, “저작인격권에 대한 연혁적 분석 연구”, 저작권정책연구, 2018, 8-10면.

7) 허순철, “영국의 명예훼손법 개정과 그 의미”, 공법학연구 제 16권 제 4호(2015),

126-1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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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안’ 에 대

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도 적용되었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본

‘de Scandlis Magnatum’ 의 입법목적은 개인 명예권에 대한 보호보다는

사회의 평온을 지키고자 했던 것에 더 가깝다. 실제로 17세기 영국의 저

명한 법관이자 법학자였던 에드워드 쿡은 헨리 3세의 재임기에 허위 사

실 유포로 전쟁이나 시위 등, 사회적 불안정이 초래되었고, 이를 통해 영

국사회가 얻은 깨달음과 경각심이 결국 당해 법률의 제정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하였다.8)

이후 ‘de Scandalis Magnatum’ 은 명예훼손법(Libel Act 1843)이 제정

되면서 아예 폐지되기에 이르렀고, 영국의 명예훼손법제는 이때부터 비로

소 현대의 명예훼손법제와 비슷한 의의 및 내용을 지니게 된다. 영국 대

법원 또한 Gleaves v Deakin 사건에서 기존의 명예훼손죄는 평화로운 절

차를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그러한 목적은 더 이

상 명예훼손을 형사 처벌하는데 주요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하며 명예

훼손죄의 성격을 재천명하였다.9)

이 외에도 영국과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들은 같은 명예훼손 행위여도

문서에 의한 명예훼손과 구두에 의한 명예훼손을 각각 ‘libel’ 과 ‘slander’

로 구별하여 파악하였다. 특히 영국은 ‘R v Penny’ 사건에서 구두 명예훼

손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불과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판

시하여10), 명예훼손 행위는 사용한 매체에 따라 위법한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현대 한국의 명예훼손법제 역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별도의 조항으로 규율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러한 관점은 특히 주지할만하다.

독일의 명예훼손죄 역시 영국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사회 안정’ 이라

는 공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고 한다.11) 또한 그것은 주로 높은 계급의

8) John Carroll Lassiter, “Scandalum Magnatum : The ”Scandal of Magnates“ in

English Law, Society, and Politics”(1974), 4-6pg.

9) Gleaves v Deakin (1980)

10) 허순철, 전게논문, 126면.

11) Ann Goldberg, “Honor, Politics, and the Law in Imperial Germany, 1871-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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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을 수호하는데 사용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독일제국형법 더 나아가,

현재의 독일형법의 모태로 간주되며 1794년 처음 제정된 일반란트법

(Allgemeines Landrecht) 에서는 피해자의 계급에 따라 피해자가 높은 계

급의 사람일 경우에는 상급 법원에서 사안을 다룰 수 있게 하고, 선고될

수 있는 법정형 역시 달리 규정하였다.12) 이는 법으로서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명예’의 가치가 다르다는 사상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19세기 들어 독일 사회가 사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근대화되기 시작하

자 기존 명예훼손죄의 내용 및 구조는 권력의 오남용에 취약하고, 이에 이

러한 비근대적 내용들을 철폐해야 된다는 지적이 일었다.13) 실제로 독일제

국(Kaiserreich)은 피해자의 계급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하는 내용을 삭제

하였으나 이후에도 명예훼손죄의 악용에 따른 문제들 예컨대, 민사 절차

대비 형사 절차 사용의 남용, 국가 차원의 오용, 노동 운동의 위축14) 등

에 대한 제기는 계속되었다. 제 3장에서 살펴볼 형법 제 185조 내지 제 200

조의 명예훼손법제는 이렇듯 독일 사회가 명예훼손죄 오남용의 실례를 직접

경험하고, 이에 그 위험을 의식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정립된 것이다.

한국에서도 명예훼손죄의 기원은 위에서 언급한 국가들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조선시대에는 대명률이나 경국대전에 노비가 주인을 모욕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었고, 이 외에도 높은 신분의 사람들의 명예를

보호하는 규정이 다수 있었다고 한다.15) 이렇듯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명

예훼손죄는 전근대 사회, 기득권층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출발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1953년 대한민국 형법 307조 1항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같은 조 2항에서는 “공연히

Cambridge University Press(2010), 14pg.

12) I HA Rep.84a Nr. 49524, GStPK p.4ff : Ann Goldberg, “Honor, Politics, and the

Law in Imperial Germany, 1871-1914”, Cambridge University Press(2010), 20-21pg

에서 재인용

13) Ann Goldberg, 위의 책, 26pg.

14) Geoff Eley, “Reshaping the German Right : Radical Nationalism and Political

Change after Bismark”, Yale University Press(1980), 4pg.

15) 김성돈, “진실적시명예훼손죄 폐지론”, 형사정책연구 제27권 제4호, 2016, 1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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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라고 규정됨으로써 비로소 지금

과 비슷한 의의와 내용을 띠게 되었다. 당 조항에서도 알 수 있듯, 한국

의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의 적시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

우에도 처벌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한편 1995. 12. 29. 의

형법 개정은 명예훼손죄의 기본 구성요건은 그대로 두되, 허위사실명예

훼손죄에도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게끔 법률을 개정하였다.16)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명예훼손죄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인정되는

인격권인 ‘명예권’을 보호하는 규정으로,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이자 어

떠한 자격이나 지위를 막론하고 적용될 수 있는 비신분범이다. 그러나

그 역사를 들여다보면, 전근대 사회에서 명예훼손죄는 개인적 법익보다

는 사회의 평온이나 질서라는 사회적 법익 또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에 보다 가까웠고 비민주적 정치 환경에서는 오남용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며 그러한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기도 하였다. 명예훼손죄를 둘러

싼 오늘날의 논의들 역시 이러한 명예훼손죄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무

관하지 않다. 현대 사회의 명예훼손죄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중요한 두

16) 1995. 12. 29. 형법 일부 개정을 통해 가능한 형벌로 징역형과 자격정지만을 규정하

고 있었던 허위사실명예훼손죄 조항에 벌금형이 추가되었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제307조(명예훼손)연혁판례문헌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

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

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출처 : 형법일부개정 2016. 12. 20. [법률제14415호, 시행 2016. 12. 2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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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사이의 긴장을 본질로 하는 규제로, 이것이 어느 한쪽으로 지나

치게 치우칠 시에는 전근대 사회 명예훼손죄가 보여준 폐해를 답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2절 명예훼손에 관한 한국의 형사법제

명예훼손에 관한 한국의 형사법은 일반형법전 상의 규정인 형법 제 307

조 내지 형법 제 312조와 공직선거법 제 251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 70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본 논문에서 논하고자 하는 규정은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죄’ 라

고도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역

시 명예훼손에 관한 한국 형사법제의 일부로서 일반 형법전 상의 명예훼

손죄와 함께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 조항

이고,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단일 조항뿐만 아니라 그

조항이 속해있는 한국의 형사법제 전반을 조망해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 70조뿐만 아니라 일반형법

전 상의 명예훼손죄와 공직선거법 제 251조까지를 모두 살펴봄으로써 명

예훼손에 관한 한국 형사법제의 구조와 내용을 검토해보도록 한다.

Ⅰ. 일반형법전 상의 명예훼손죄

일반형법전 상의 명예훼손죄는 처벌조항인 형법 제 307조(명예훼손),

형법 제 308조(사자의 명예훼손), 형법 제 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

훼손)와 명예훼손에 특유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

310조(위법성의 조각), 고소권자에 대한 규정인 형법 제 312조로 구성되

어 있다.17) 일반형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명예훼손죄의 구조와 개별 조항

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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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 307조 명예훼손죄

가. 조문의 구성

한국 형사법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 307

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그 중 형법 제 307조 제 1항은 진실한 사실의 적시가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하는 ‘사실적시명예훼손죄’ 에 대한 규정이고, 형법 제

307조 제 2항은 허위사실의 적시가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하는,

이른바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에 대한 규정이다.

형법 제 307조와 같이 진실한 사실의 적시에 의해 사람의 명예가 훼손

된 경우 역시 처벌하고, 허위사실의 적시에 의해 사람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는 법정형을 가중하여 별도의 항에 명시해 놓은 구조는 우리나라

에서 취하고 있는 명예훼손죄의 기본 구성으로, 뒤에서 살펴볼 형법 제

309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나 본 논문의 주제인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역시 같은 구조를 띠고 있다. 즉, 한국의 명예훼손법제에서 ‘허위사

실의 적시’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18)

17) 모욕죄에 대한 규정인 형법 제 311조 역시 ‘명예에 관한 죄’에는 포섭되나, 명예훼손

죄 그 자체는 사실을 적시하였을 때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판단이나 감정의

표현으로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대한 모욕죄와는 엄연히 구분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

는 모욕죄를 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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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우리나라는 진실한 사실의 적시 또한 처벌하면서도 허위사실의

적시는 별도의 항을 통해 가중 처벌하므로, 이러한 구조에서는 ‘진실성’이

사실적시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를 가르는 요건으로 기능하

게 된다. 어떠한 표현의 ‘진실성’은 당해 표현의 중요부분을 중점으로 전

체적인 맥락을 살펴 판단한다. 이에 세부사항에서 객관적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어느 정도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중요부분의 내용이 객관

적 진실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면,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다.19)

나. 구성요건

형법 제 307조의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소는

크게 ‘사실의 적시’, ‘사람의 명예를 훼손’, ‘공연성’, 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전술하였듯 형법 제 307조는 우리나라 명예훼손죄의 가장 기본

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의 구성요건요소들은 모든 유형

의 명예훼손죄에 공통된다.

그 중 우선 ‘사실’은 기본적으로 구증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사건이

나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장래의 사실 역시 과거나 현재의 사건을 기

초로 또는 그에 대한 주장과 함께 적시된 경우에는 본죄에서 말하는 ‘사

실’ 에 해당될 수 있다.20) ‘사실’은 추상적 가치판단과 구별되는 개념이

기 때문에 입증 가능할 정도로 구체화되어 있어야 하고, 어떠한 표현이

입증 가능한 경우에는 그 표현에 일부 주관적․추상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실에 해당된다. 한편, 명예훼손죄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실의

적시’ 행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표시하는 것으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나 그 방

법에는 제한이 없어 암시와 같은 우회적 표현21)도 이에 포함된다.

18) 김성돈, 앞의 책, 197면.

19) 대법원 2001. 10. 9. 2001도3594.

20) 이재상, 형법각론(제8판), 박영사(2012), 188면 ; 정성근·박광민, 형법각론(전정2판),

성균관대학교출판부(2015), 217면 ; 김성돈, 앞의 책, 203면.

21) 대법원 1991. 5. 14. 91도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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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죄의 보호법익이자 행위객체인 ‘명예’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

한 사회적 평가를 뜻하며22)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23) 법인격 없는 단체 역시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도 명예주체성을 인정해

야 된다는 긍정설과, 인정해선 안 된다는 부정설이 나뉘는데, 판례는

법인 및 인격을 가진 단체에 대해서는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거

듭 설시하고 있으나 법인이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인지 명

확하지 않다.24) 통설은 법인격 없는 단체의 경우에도 일정한 사회적 기

능을 담당하고, 통일된 의사를 형성할 수 있다면 명예주체성을 긍정해

야 한다는, 긍정설의 입장에 있다.25)

법인이 아닌 집합을 가리키며 사실을 적시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명예

훼손이 성립하지 않으나, 사용된 집합명이 그 집단의 모든 구성원을 지

칭하는 경우 또는 집합의 크기나 규모가 적거나 정황적으로 집단 내 개

별 구성원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다.26)

한편,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위와 같은 명예훼손

성 사실의 적시가 ‘공연히’ 행해졌을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즉, ‘공연성’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판

례는 이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로 해석한다.27)

구체적으로 몇 명에 달해야 ‘다수’ 라고 할 수 있는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다수’란 명예 훼손의 위험성이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 있

22) 김성돈, 앞의 책, 198면; 정성근·박광민, 앞의 책, 213면.

23) 배종대, 형법각론(제7전정판), 홍문사(2010), 278면(자연인과 법인은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나, 법인격 없는 단체는 될 수 없다고 보는 견해) ; 정성근 박광민,

앞의 책, 213면 ; 김성돈, 앞의 책, 199면.

24) 대법원 1959. 12. 23. 292형상539; 대법원 2000. 10. 10. 99도5407 등에서도 ‘법인’ 또

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 의 경우만 명시하고 있어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대해서도

명예주체성을 긍정하는 입장인지 불분명하다.

25) 김일수·서보학, 형법각론(제6판), 박영사(2004), 187면.

26) 대법원 2000. 10. 10. 99도5407.

27) 대법원 1976. 4. 25. 75도273; 대법원 2005. 12. 9. 2004도2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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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도의 ‘상당한 다수’를 뜻한다.28)

2. 형법 제 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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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1995. 12. 29.>”

형법 제 308조는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관한 조항이다. 본 조항

은, 살아 있지 않은 ‘사자’의 명예를 그 객체로 한다는 점에서 여타 명예

훼손죄와 구별되고, 그렇기에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자에게

도 명예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견해가 분분하나 통설 및

판례는 사자 역시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긍정설’29)의 입장에 있

다.30) 그러나 형법상 권리 및 법익의 주체가 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

람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사자의 명예주체성을 부

정하고, 사자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을 사자의 유족․지인 및 일반 대중의

추모감정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31)

한편, 사자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의 적시는 처벌하지 않고 친고죄라

는 점에서도 다른 명예훼손죄 조항들과 구별된다. 또한 본 조항에서 말하

는 ‘사자’ 에는 자연인인 사자만 포함되고, 해산된 법인은 포함되지 않는

다. 사자인 줄 오인하고 살아 있는 인물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

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 제 307조 제 2항의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가 본

조보다 중한 죄이므로 형법 제 15조 제 1항32)이 적용, 사자명예훼손죄가

28) 김성돈, 앞의 책, 201면.

29) 김일수 서보학, 앞의 책, 196면.

30) 대법원 1983. 10. 25. 83도1520.

31) 김성돈, 앞의 책, 200면.

32) 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

①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②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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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한다. 반대로 살아 있는 인물을 사자라고 오인한 채 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경한 고의를 인정하여 사자명

예훼손죄가 적용된다고 한다.33)

3. 형법 제 30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형법 제 309조는 ‘출판물’ 에 의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적용되

는 조항이다. 본 조항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형법 제 307조와 같으나 사용한 수단 또는 방법이 달라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형법 제 309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

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이하 출판물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인 형법 제 307조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이다.34) 특기할

점은 형법 제 309조를 형법 제 307조와 비교했을 때, ‘비방할 목적’ 이라

는 구성요건이 추가되었고 반면에 ‘공연히’ 라는 공연성 요건은 제외되었

다는 점이다.

그 중 우선 ‘비방 목적’ 이라는 구성요건에 대해 살펴보면, 명예훼손죄

33) 정성근·박광민, 앞의 책, 224면 ; 김성돈, 앞의 책, 214-215면.

34) 김성돈, 앞의 책, 1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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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비방 목적’이라는 구성요건표지35)는 단순한 명예 훼손의 고의를 초

과하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이다.36) 통설37)에 따르면, 이러한 ‘비방목

적’의 구체적 내용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해 인격적 평가를 저

하시키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다소 추상적이고, 그 내용이

명예훼손의 고의와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일부 판례가 ‘비방

목적’의 내용과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시도를 보여주었는데, 이

들 판례에 따르면 비방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38)이고, 문제된 표

현의 제반사정과 그 표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침해 정도를 비교, 고려

하여 결정되어야 하며39) ‘공익 목적’ 과 양립할 수 없는 것40)이다.

출판물명예훼손죄에 ‘비방목적’ 이라는 요건이 추가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가중적 구성요건인 출판물명예훼손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는 견

해가 있다.41) 이러한 견해는, ‘비방목적’ 이라는 표지가 출판물명예훼손죄

나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의 사이버명예훼손죄와 같은 가중적구성요건에

만 명시되어 있는 점과 이들 조항에는 뒤에서 살펴볼 위법성조각에 관한

조항, 형법 제 3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타당한 해석

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출판물명예훼손죄에는 공연성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 이라는 매체에 ‘높은 전파성’ 이라

는 특징이 내재되어 있고, 이를 이용하여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에 공연성

에 대한 고의가 당연히 존재한다고 간주되기 때문이다.42)

35) 명예훼손법제 내 ‘비방목적’ 이라는 구성요건은 조항에 따라 달리 해석되고 있지는 않

다. 즉, 출판물명예훼손죄의 ‘비방목적’과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의 ‘비방목적’은 기본적으로

같은 의미의 구성요건이다.

36) 김성돈, 앞의 책, 217면.

37) 정영일, 형법각론, 박영사, 2006, 156면 ; 정성근·박광민, 앞의 책, 225면 ; 김성돈, 앞

의 책, 217면.

38)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6371 판결.

39)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40)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41) 최정일,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분석 및 형사법적 규제방안에 대한 소고”, 법

학연구 제23권 제 2호, 2015, 219면.

42) 정성근·박광민, 앞의 책, 2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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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출판물명예훼손죄의 조문에는 공연성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

기 때문에, 당 조문의 ‘출판물’은 그 범위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

다. 판례는 조문의 내용 중 ‘기타 출판물’이라는 부분에서 가리키는 ‘출판

물’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제본 인쇄물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엄밀한 의미의 출판된 제본인쇄물이나 제작물은 아니라도 적어

도 그와 같은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가진,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통용될

수 있는 인쇄물43)’이라고 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오늘날 출판된 인쇄물

과 비슷한 정도의 기능을 하는 매체는 TV, 영화, 녹음비디오테이프, 인터

넷의 통신망 또는 게시판 등 다수이고,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본죄의 출판물을 예시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44)와 이러한 견

해는 피고인에 불리한 유추해석이라는 견해45)가 대립한다. 판단컨대, ‘라

디오’의 경우에는 조문에서도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현행법제가

정보통신망에서 일어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는

점, 출판물의 일반적 사전적 정의는 판례가 제시한 바와 비슷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기타 출판물’ 에 TV나 영화 등의 매체도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해석은 무리한 확장해석일 수 있고, 가벌 및 형벌

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린다. 다만,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통한 명예훼손

행위의 불법을 더 높이 평가한, 출판물명예훼손죄의 입법의도를 반영하기

위해 TV나 영화와 같은 시청각매체도 가중적구성요건에 포함할 수 있도

록 법제를 재정비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4. 형법 제 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

명예훼손죄에도 당연히 일반적인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지만, 명예훼손

죄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있고, 이는 형법 제 310조에 명시

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43) 대법원 1997. 8. 26. 97도133.

44) 김일수·서보학, 앞의 책, 201면.

45) 임웅, 형법각론(4정판), 법문사, 2012, 2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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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조문의 내용으로부터도 알 수 있듯, 형법 제 3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은 적시사실의 ‘진실성’과 당해 사실적시행위의

‘공익성’46) 이다.

우선 ‘진실성’ 요건에 대하여 판례는, 세부 내용에서 다소 진실과 합치

되지 않거나 약간의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그 중요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여 전체적으로 진실하다고 볼 수 있으면 그 ‘진실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47) 또한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어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법

성이 조각된다고 한다.48)

다음으로 형법 제 310조는 문제된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언 그대로의 의미와 이에

관한 판례의 태도49)로 보건대, 어떠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라고 인정받으려면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공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주

관적 동기 역시 공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즉, 공익성에는 주관적 요건

과 객관적 요건이 있고, 이 두 요건이 모두 인정되어야 형법제 310조의

‘공익성’ 요건이 충족된다. 특기할 점은, 비록 조문은 ‘오로지’ 공공의 이

익에 관한 때라고 하고 있지만 판례는 주된 목적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사익을 목적하였다고 해도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이다.50) 여기에 ‘상대방의 범위, 표현방법, 훼손되는 명

예침해 정도’를 고려하여 공익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또 다른 판시 내용을

46) 정성근 박광민, 앞의 책, 221면; 김성돈, 앞의 책, 209면.

47)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48)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49)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942 판결에서 대법원은, 구체적 내용과 상대방의 범

위, 표현방법, 훼손되는 명예침해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공익성 여부를 판단해

야 한다고 하였고,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은 주된 목적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50)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942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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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결국 우리 법원은 공익성을 ‘정도’의 문제로 보고

있다고 판단된다. 즉, ‘공익성’의 판단기준 중 하나로 상당성을 차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입장은 본 논문의 쟁점이 되는 ‘비방목적’

요건의 판단과정에서도 거의 동일한 논리구조로서 드러나는데, 이에 대

해서는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자세히 논하

고자 한다.

한편, 형법 제 310조는 형법 제 307조 제 1항 사실적시명예훼손죄에만

적용되고 허위사실명예훼손죄를 비롯, 기타 다른 명예훼손죄 유형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51) 다만, 출판물을 매체로 사실을 적시하여 문제된 행위

라 하여도 비방목적이 없었다면 형법 제 307조가, 그리고 이에 따라 형

법 제 310조의 적용을 생각해볼 수 있다.52) 본 조문에 기재된 요건들이

모두 인정되면 문제된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데, 당 요건들에 대한 입

증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53) 그러나 그와 동시

에 판례는, 당해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입증의 정도는

자유로운 증명에 의한 것이면 족하고,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고 한다.54)

표현의 자유는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꼭 보장되어야 하

는 기본권이다. 그리고 자유로운 토론은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가능

케 한다. 그런데 어떠한 표현의 본질을 고려하지도 않고 명예훼손죄를 적

용하면, 사람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표현조차 하기를 주저할 것이

고 자유로운 토론이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 형법은 형법

제 310조를 통해 공익에 관한 표현은 위법하지 않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

고, 이로써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보인다.

51)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52) 대법원 1970. 3. 31. 선고 70도43 판결 ;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등.

53)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54)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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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형법 제 312조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

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

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명예훼손죄는 기본적으로 반의사불벌죄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형법

제 308조 사자명예훼손죄는 예외로, 우리 형법은 형법 제 312조에서 형법

제 307조와 형법 제 309조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고 사자명예훼손

죄는 친고죄임을 규정하고 있다.

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

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

법) 제 70조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진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으로 ‘사이버명예훼손죄’라고도 불린다.55) 여기서 ‘사이버명예

훼손’이란, 명예훼손에 대한 기존의 정의 및 개념범주에 포함되는 행위

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을 일컫는 개념56)이다. 이렇듯 우리

나라는 사이버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 즉, 범행

수단의 특수성을 들어 이들 행위를 독립구성요건으로, 더 나아가 특별

법으로 규율하고 있다.

최초의 정보통신망법은 1987. 1. 1.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

55) 최정일,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분석 및 형사법적 규제방안에 대한 소고”, 법

학연구 제23권 제2호, 2015, 208면.

56) 박광민,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 형사법연구 제24호, 200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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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률’이었는데, 이는 동법이 제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선진기술이었

던 전기통신기술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었다.57) 당시에는 벌

칙조항도 ‘전산망의 안정을 침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제

29조, ‘전산망에서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

는 제 30조, 제 30조에 대한 양벌규정인 제 31조, 총 3개밖에 없었다.

이렇듯 최초의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사이버명예훼손죄 조항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후 사이버명예훼손죄는 2001. 1. 16. 의 법률개정을 통해 처음 정

보통신망법에 등장하게 되었다.58) 당시 제정된 사이버명예훼손 조항이

자 현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의 전신인 구 정보통신망법 제 61조는, 동

조 제 1항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행해진 사실적시명예훼손 행위를,

제 2항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행해진 허위사실명예훼손 행위를 규

율하였고, 제 3항에서 이들 사이버명예훼손이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

고 있었다.59) 이러한 구조는 동 조항이 두 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의 조

문으로 수정되는 데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현 정보통신망법 제 70조는

구 정보통신망법 제 61조로부터 일부 표현만 수정60)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완성되었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

57)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신규제정이유에 따르면, 당해 법률의 제정

목적은 ‘전기통신과 전자계산조직의 균형적인 발전 및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정

보화사회의 기반조성과 고도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우위확보는

물론 다가온 정보화사회의 물결을 능동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국가선진화의 목표를 달

성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 이라고 한다.

58) 2001. 1. 16. 의 법률개정(법률 제 6360호)으로 기존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었던 법명이 지금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고, 조문의 개수, 구성, 내용 등이 전면 개정되었다.

59) 구 정보통신망법 제 61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

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

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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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

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한편, 형법 제 310조(위법성의 조각)를 두고 있는 일반형법전 상의

명예훼손죄와 달리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동법 제 70조에 특유한 위법

성조각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Ⅲ. 공직선거법 상의 명예에 관한 죄

공직선거법은 제 250조61)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제 251조62)에서

61)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

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

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

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

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

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

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1. 13.,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2004. 3. 12., 2010. 1. 25., 2015.

12. 24.>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

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

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 1. 13.>

③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

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

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신설 2005.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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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비방죄를 규정하고 있다. 두 조항 모두 명예에 관한 죄의 일종

으로 분류되는 특별법 상의 규정이고, 선거와 관련된 명예훼손행위에

적용된다. 두 조항의 내용을 간추려 보자면,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

에서의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

고, 후보자비방죄는 후보자와 그 친족을 ‘비방’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

항이다.

허위사실공표죄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 인 경우에만 적용되나 후

보자비방죄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에

후보자비방죄는 단서 조항으로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

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는데, 판례

는 당 단서 조항의 효과가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데 있다고

한다.63) 이처럼 공직선거법 상의 명예에 관한 죄는 일반형법전 상의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처벌에 있어 사실의 진위 여부는 불문하

고, ‘공익성’에 기한 위법성조각사유를 두고 있다.

62)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

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

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63) 대법원 1999. 6. 28. 선고 96도9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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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외국의 명예훼손법제

Ⅰ. 미국

미국의 경우, 일반 명예훼손에 관한 법제 외 사이버명예훼손만을 특별

히 규율하는 법률은 없다.64) 또한 연방 법률에는 명예훼손을 형사 처벌

하는 규정이 따로 없고,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규정을 둘 것인지 여부는

각 주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데, 대부분 주가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적 규

제 대신 불법행위(tort) 에 관한 민사적 규율방법을 채택하고 있다고 한

다.65) 한편, 진실한 사실의 적시 역시 처벌할 수 있는 한국의 법제 및 법

리와 달리 미국은 허위사실적시의 경우만을 문제 삼고 있다.

미국은 본래 보통법상의 엄격책임원리를 받아들여66) 우선 문제된 표

현이 명예훼손적 표현임이 인정되면, 고의나 과실의 유무를 검토하지 않

고 행위자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에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엄

격책임원리를 따를 때에도 몇 가지 면책사유는 두고 있었는데 이는 각각

행위자가 적시사실이 진실임을 입증함을 그 내용으로 하는 ‘진실의 항

변’, 공익에 관한 사안이나 공적 관심의 대상인 사안에 대한 공정한 논평

은 면책된다는 내용의 ‘공정한 논평’67), 입법, 사법 절차에서 이루어진 진

술은 면책된다는 ‘절대적 특권의 항변’, 특정 상황에서 행위자에게 문제

된 행위를 해야 하는 법적 사회적 도덕적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면

64) 박정난, “사이버명예훼손의 형사법적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9, 23

면.

65) 김주영, “미국의 명예보호 관련 법제”, 최신 외국법제정보, 2009, 33면.

66) Richad J. Larson, “Defamation at the Workplace Employers Beware”, Hofstra

Labor and Employment Law Journal Volume 5 Issue 1, 1987, 52pg.

67) 이승선,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요인으로서 공정한 논평의 ‘사실성’ 에 관한 연구”, 언

론과 정보 제 6호, 200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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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된다는 ‘제한적 특권의 항변’68) 이다.

그러나 이후 미국에서는 본 논문의 제 4장에서 소개할 NewYork

Times v. Sullivan 판결을 기화로 기존의 엄격책임원리를 떠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리를 발전시켰다. NewYork

Times v. Sullivan 판결에서 대법원은, 공직자에 관한 명예훼손이 문제된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악의 또는 현저한 중과실’ 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만 피고의 책임을 물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이른바 ‘현실

적 악의’ 법리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현실적 악의’ 법리는 Gertz v.

Robert Welch, Inc. 판결69) 등을 거쳐 그 적용대상을 공직자에서 공인

(public figure)으로 넓혔고, 결국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피고

의 ‘악의’를 입증할 책무가 원고에게 있다는 내용으로 정립되었다.

이처럼 미국은 명예훼손의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있다는 점, ‘진실성’을

독자적 면책 사유로 두어 허위사실적시의 경우에만 문제를 삼고 있다는

점, 공인에 관한 표현 에 있어서는 제한적으로 책임을 인정한다는 점 등

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를 보다 강하게 보장하고자 하는 입장에 있

다고 보인다.

Ⅱ. 영국

   영국은 2010년까지는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

었으나, 2010. 1. 1. 부로 이를 폐지하였다.70) 영국의 명예훼손죄는 명예

훼손에 관한 민사재판에서는 인정되는 보통법상의 ‘실질적 진실’ 면책사

유가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진실성과 공익성 모두를 입증해야 했으

며, 고의 및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명예훼손적 행위가 인정되면 처벌받

68) 최재민, “형법 각칙상 명예훼손죄의 가벌성과 한계”,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제27집,

2012, 465면.

69) 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 323 (1974).

70) Coroners and Justice Act 2009, s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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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었는데,71)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널리 비판받으며 결국 폐지된

것이다.

현재 영국은 명예훼손법(Defamation Act 2013)으로 명예훼손 사례들을

의율하고 있다. 당해 법률에 의거, 영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허위사실적

시만을 명예훼손으로 문제 삼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

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한다.72) 또한 영리단체가 원

고인 경우에는 문제된 표현이 당해 기관에게 심각한 금전적 손실을 야기

했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73) 더 나아가 동법에는 ‘실질적 진실’, ‘정직한 의견’, ‘공익에 관한

사안의 공표’, ‘웹사이트 운영자를 위한 면책사유’, ‘동료심사를 거친 학술

지’ 등 다양한 면책사유들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보통법 상

의 면책사유들을 수정 발전시킨 것이거나 새로운 유형의 명예훼손에 대

한 대응책으로서 마련된 것이었다. 이들 면책사유 중 일부는 본 논문의

제 4장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개인의 명예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개인의 명

예권을 더 중시하는 입장에 서 있었다고 한다.74) 그러나 이러한 영국 역

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개정 명예훼손법(Defamation Act 2013)에서 면

책사유들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시키거나 발전시킴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다 보호하고자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Ⅲ. 독일 

  독일은 ‘통신서비스법(TDG)’를 제정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일어나는 행

71) 정태호 김훈집, “영국의 명예훼손죄 폐지와 그 교훈”, 경희법학 제50권 제1호, 2015,

5-6면.

72) Defamation Act 2013, s 1(1).

73) Defamation Act 2013, s 1(2).

74) 허순철, 전게논문, 1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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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들을 별도로 규율할 수 있게 하였으나 명예훼손에 관해서는 통신서비

스법 제 5조 제 1항에서 “서비스제공자47)는 이용에 제공한 자신의 콘텐

트에 대해서는 일반법에 따른 책임을 진다.”라고만 명시하여75) 직접 발

화자에 대한 책임이 문제되는 통상의 명예훼손 사례들을 일반형법전 상

의 명예훼손죄로 일괄 의율하고 있다.76)

이에 독일의 일반형법전을 살펴보면, 독일은 독일형법 제 14장, 185조

이하에서 명예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다.77) 그 중 제 185조는 우리 형

법의 모욕죄에 가깝고, 제 186조(Üble Nachrede)는 사실적시명예훼손죄,

제 187조(Verleumdung)는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와 유사한 내용을 담

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 186조와 우리나라 형법 제 307조 제 1항은, 각

조문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다. 형법 제 186

조가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행위는 허위와 진실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하였거나 행위자가 적시사실의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이고, 사실의 진실성이 입증된 경우에는 동조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

다. 또한 동조는 기본적 구성요건에는 ‘공연성’ 요건을 두지 않아 문제된

표현이 반드시 공연하게 이루어졌을 요구하지 않지만, 같은 조문에 “(문제

된 행위가) 공연하게 또는 문서의 유포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중

된 법정형을 적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제 187조는 제 186조와 거의 동일한 구조를 띠고 있으나 허위사실적시

등의 내용에 관한 조항이다. 동조는 허위의 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1)그 허위의 사실을 주장 또는 유포한 경우, 2)다른 사람의 신용

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경우, 3) 이를 집회에서 주장 또는 유포한 경우

를 처벌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한편, 조문에는 “허위의 사실임을 알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라고 명시되어 있어 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동조를 적용할 수 있다.

제188조는 문제된 행위가 정치인에 대하여 그의 공적 활동을 현저히

75) 황태정,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모욕 실태와 대응방안”, 대검찰청, 2015, 45면.

76) 박정난, 전게논문, 28면.

77) 이하에서 기술한 법문 관련 내용은 독일 법무부에서 2016년 발행한 독일 형법 영문

본을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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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태롭게 하는 표현이고, 공연히, 집회 또는 문서의 유포를 통하여 이루

어진 경우에 관한 조항이다. 동조 제 1항은 제 188조가 전제하는 요건들

이 독일 형법 제 186조의 형태로 범해진 경우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

의 자유형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제 2항은 같은 요건들이 제 187

조의 형태(고의적 허위사실적시)로 범해진 경우에는 6개월 이상 5년 이

하의 자유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78)

  마지막으로 독일 형법 제 189조는 사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처벌하는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다.79)

한편, 독일 또한 위의 명예훼손죄 조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장과 같은

장에서 명예훼손에 특유한 위법성조각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독일

형법 제 193조이다. 독일형법 제 193조는 “학술적, 예술적 또는 영업적 능

력에 대한 비판,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발언 또는 정당한 이익을

지키기 위한 발언, 상사의 부하직원에 대한 비난과 질책, 공무원들의 직무

상 결정 또는 공적 보고 그리고 그와 유사한 사례들은 이로부터 모욕의

결과가 발생되는 경우에 한하여만 책임을 물 수 있다”고 규정한다.

동조는 고의적 허위사실적시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형법 제 186조

와 같은 (허위성과 진실성이 불분명한) 사실적시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

중에서도 사실 확인에 현저히 소홀하여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또한 적시사실의 정당성 또는 수용가능성은

결국 문제된 표현으로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이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개

인의 명예권 사이의 이익형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80)

이처럼 우리나라와 같은 성문법국가인 독일은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고, 한국의 경우와 같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을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하며, 명예훼손에 특유한 위법성조각사유 또한 규정하

78) 이재일, “독일 형법전 체계내에서의 명예훼손 및 모욕에 관한 죄”, 최신 외국법제정

보, 2008, 15-16면.

79) 이재일, 전게 논문, 16-17면.

80) 한지혜, “명예훼손의 법리 –각국의 이론과 한국에서의 수용에 관하여”, 서강법학 제

9권 제2호, 2008, 292-2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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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독일 명예훼손죄와 한국 명예훼손죄의 다른 점은 독일의 경우에는

‘공연성’이 가중적 구성요건일 뿐, 공연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표현이라도 명

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81) 또한 독일에서 명예훼손죄는 기본

적으로 친고죄이다.82)

독일의 위법성조각사유 관련 규정인 독일 형법 제 193조에는 행위의 정

당성을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 고려해야 할 사안들이 명시적으로 드

러나 있지 않으나 연방헌법재판소가 공적 토론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

의 우월적 지위가 추정된다는 원칙을 제시한 적이 있었다.83) 그러나 일

단 독일은 ‘현실적 악의’ 이론, 다른 말로 ‘공인 이론’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드러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별로 이

익형량을 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Ⅳ. 일본

  일본은 사이버명예훼손의 방지를 위한 지침서를 발간, 실행하고 있긴 하지

만 사이버명예훼손에만 적용할 수 있는 형사처벌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다.84)

이에 본 항에서도 일반형법전 상의 명예훼손죄를 대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일본 역시 독일이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반 형법전의 명시적 규

정을 통해 명예훼손 사례들을 규율하고 있다. 일본 형법은 제 230조 제

1항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이 명예를 훼손한 자는 그 사실의

유무에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 2항에는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한 경우가 아니면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

81) 그러나 특정된 내용의 표현을 통해 피해자 또는 제 3자가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어

야 한다고 한다.

82) 독일 형법 제 194조.

83) Vgl. Scholz/ Konrad, AöR 123(1998), S. 102ff ; Schmitt Glaeser, NJW 1996, 

S.874. 

84) 박정환, “사이버명예훼손과 관련된 각국의 대응방안”,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

대회 논문집 제 18권 제 2호, 2010, 3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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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다.85)

  한편, 일본은 동법 제 230조의 2에서 명예훼손에 특유한 위법성조각사

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 1항에서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관계

되고 또한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위함에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여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벌하

지 아니한다.”고 하여 ‘진실성’과 ‘공익성’을 그 내용으로 하는 위법성조

각사유 일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 2항에서는 “아직 공소가 제기

되지 아니한 사람의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제 3항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선(公選)에 의한 공

무원의 후보자에 관한 사실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사실의 진실 여부를 판

단하여 진실하다는 증명이 있을 때에는 이를 벌하지 아니한다.”라는 내

용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 형법의 이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해서는 본 논

문의 제 4장에서 더욱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일본의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적시를 처벌대상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전반적인 조문의 구성에 있어 우리나라와 비슷한 모습을 보

인다. 그러면서도 일본은 공익에 관한 사안 중 특히 중대하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여(일본형법 제 230조

의 2 제 2항과 제 3항을 말한다) 상대적으로 명확한 법적용을 가능케 한

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Ⅴ. 소결

미국에서는 명예훼손을 형사적으로 의율하는 것을 지양하고, 대부

분 민사에서 판단하고 있다.86) 또한 ‘진실성’을 독자적 면책사유로 구

85) 본 항에서 언급한 일본형법 조항들은 법무부에서 발간한 ‘일본형법’ 번역본을 참조한

것이다. 일본형법, 법무부, 2007. 93면.

86) 이는 미국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같이 피해를 보전할 뿐 아니라 가해자에

게 상당한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제도가 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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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여 진실한 사실의 적시는 문제 삼지 않는다.

이는 영국 또한 마찬가지이다. 영국은 명예훼손에 대한 형법 규정

을 아예 폐지하였고, 민사 재판에서는 ‘진실성’을 독자적 면책사유로

두고 있다. 이에 더해 영국은 2013년 명예훼손법을 개정하여, 실제 손

해의 발생 또는 그러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구체적 위험을 원고

가 입증하여야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였다.

진실한 사실의 적시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독일 역시 마찬가지

이다. 독일은 위의 두 영미법 국가들과 달리 일반 형법전 상에 명예훼

손죄를 두고 있는데 그 구성은 우리나라 형법전의 명예훼손죄와 전체

적으로 비슷하다. 다만, 독일에서는 ‘공연성’을 명예훼손죄의 기본적인

구성요건요소로 요구하지 않고, 가중적 구성요건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진실한 사실의 적시를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고, 공연성 요건도 기본적으로 요구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명예훼손

법제와 가장 비슷한 법제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명예훼

손죄를 친고죄로 하고, 일부 중대한 공적 사안에 있어서는 진실성만

입증되어도 위법성을 조각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구별된다.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의 명예훼손법제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의 위험성을 인정하고

있다.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지 않는 미국과 영국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같은 제도를 통해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

한 제재를 두고 있다. 독일 역시 피고인이 허위성에 대한 직접적 고의

를 가지고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고 있다.

다음으로, 공익성을 위법성조각사유나 면책사유로 한다. 독일과 일

본은 공익성을 내용으로 하는 위법성조각사유 조항을 두고 있고, 영

국에서도 공익성은 면책사유들 중 하나로서 명시되어 있다. 미국은

공익성에 관한 독자적인 이론을 정립하여 구체적 사례의 판단에 적

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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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명예훼손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진실성’ 과 ‘공익성’은 중요한 고려요소임을 추단해볼 수 있다. 이들

두 요건은 명예훼손법제에서 허용할 수 없는 표현과 허용할 수 있는

표현을 가르는 역할을 담당한다. 판단컨대 우리나라에서는 진실한 사

실의 적시 또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이를 처벌하지 않는 미국, 독

일, 영국 등에 비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더 크다고도

볼 수 있다. 이에 현행 법률을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물론, 향후 개

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필요 이상

의 침해가 초래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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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이버명예훼손죄

제1절 사이버명예훼손

Ⅰ. 개념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 ‘사이버명예훼손’ 이라는 용어는 ‘사이버 공

간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통칭으로 사용되었다. 즉,

‘사이버 공간’이라는 매체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여타 명예훼손행위

들과 구별되는, 명예훼손행위의 한 유형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이버명예훼손’의 정의이기도

하다.87) 그러나 이러한 정의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고, 또 사용하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이버 공간’의 개념을 정의하는 일이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사이버 공간(Cyberspace)’의 사전적 정의는 ‘컴퓨터에서 실제 세계

와 비슷하게 가상적으로 구축한 환경’이다. 학계에서는 정의하는 학자

와 놓여진 맥락에 따라 ‘컴퓨터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확보된 일정한

통신공간’88), ‘컴퓨터나 전자기술을 이용하여 만들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가상공간의 일종’89) 등 조금씩 다른

87) 채희정,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현행법상 규제와 그 한계”, 과학기술과 법 제5권

제 1호, 2014, 42-43면 ; 강동범, “사이버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형법적 대책”, 형사정

책 제19권 제1호, 2007, 40면 ; 박광민, 전게 논문, 99면 ; 박정난, 전게 논문, 8면 등.

88) 김혜경,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행위와 형사책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제

5권 제15호, 200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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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가 사용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정의가 컴퓨터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한다는 점, 통신이 이루어지는 가상의 공간이라는 점을 들어 ‘사이버

공간’을 설명하고자 하고 있다. 한편, 2008. 3. 21. 개정되기 이전의 ‘무

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는 ‘사이버 공간’이라는 용어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사이버공간’ 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하

였다.90) 여기서 ‘인터넷’은 ‘전 세계의 컴퓨터가 서로 연결되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 통신망’ 즉, 컴퓨터 네트워크를

의미하고, 법적 용어로서 ‘정보통신망’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

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라고 정의된다.91) 결국 ‘사이버 공간’은 컴퓨터와 같은 전기

통신설비 간의 망(network)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가상의 공간을 의미하

는 개념이라고 파악해 볼 수 있고,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행위인

‘사이버명예훼손’은 ‘컴퓨터와 같은 전기통신설비를 통해 이루어지는 명예훼

손’ 행위로 정의해 볼 수 있다.

Ⅱ. 특성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기본 태양으로 한다는 점에

서는 사이버명예훼손 역시 공연한 장소에서의 발언이나 출판물 등으

로 행해지는 기타 명예훼손 행위들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사이버명

예훼손은 컴퓨터와 같은 전기통신설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명예훼

손을 가리키는 개념이고, 이에 기타 명예훼손행위들과는 사용하는

89) 배덕현, “사이버공간의 정의와 특징-몇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제27권

제1호, 2015, 130-131면.

90) 구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 제6조 제2항 제1호.

91) 정보통신망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 1. 29., 2007. 1. 26., 2007. 12. 21., 2008. 6. 13., 2010. 3. 22., 2014. 5. 28.>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

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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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가 다르다는 차별점을 지니고 있다. 이하에서는 그러한 차별점

으로 인해 생겨나는 사이버명예훼손의 특성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1. 전파성

사이버명예훼손의 잠재적 위험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견

해들은 대부분 사이버명예훼손의 대표적 특징으로 ‘높은 전파성’을

가리킨다.92) 실제로 사이버 공간에서는 ‘펌’ 이나 ‘공유하기’93)와 같

은, 사이버 공간에 특유한 기능들을 통해 정보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가 전파되는 속도는, 지금까지 존재했던

어떤 매체의 경우보다도 빠르다. 전파의 용이함 측면에서도 마찬가

지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가 기타 명예

훼손의 경우에 비해 발생 가능한 피해의 정도가 높다고 평가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듯 사이버 공간의 ‘높은 전파성’은 사이버명예훼손

에 고유한 위험으로 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높은 전파성이 항상 좋지 않은 결과만을 불러오는 것은

아니다. ‘전파성’은 그와 비슷하게 매번 비난받고 있는 ‘익명성’과 함

께 사이버 공간의 의의이기도 하다. 뒤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인터넷

은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 가능하다는 개방성과 상호 간

의 신속한 피드백도 가능하다는 쌍방향성이라는 특성도 지니고 있

는데, 이러한 특성들과 함께 결합했을 때 전파성은 사회 전체에 필

요한 논의를 환기시키는 순기능적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행위태양의 다양성

사이버명예훼손은 일반명예훼손보다 다양한 형태로 행해질 수 있

92) 정완, “사이버명예훼손 피해의 심각성과 법적 대응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6권 제2

호, 2008, 169면.

93) 블로그 등 SNS 매체에서 다른 사람의 계정에 게시된 글을 손쉽게 나의 계정에서 게

시할 수 있는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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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컨대 사이버 공간에서는 사진, 녹음파일, 영상파일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게시하기가 쉽고, 이에 어떠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기

술하지 않아도 사실을 드러낼 수 있다. 이에 몇몇 사이버명예훼손

사례에서는 사이버명예훼손죄뿐 아니라 음란물유포죄의 적용 여부94)

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함께 문제되기도 한다. 게시글 당

글자 수가 한정되어 있는 일부 SNS 매체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게

시글로 하나의 사실을 적시할 수도 있다.95)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표현들에는 구술적 성격과 출판

물적인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 몇몇 매체에서는 올릴 수 있는 글자

수가 제한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출판물’을 통한 방식과는 다른 양상

으로 표현이 이루어지고, 표현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관

계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개인적 대화를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소셜 미디어와 같은 매체들은 ‘사적인 구술생활’을 재현하고 공적 성

격보다는 사적 성격이 강하다는 견해도 있다.96) 그러나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표현이 기록으로 남고, 인터넷 기사나 전체 공개인 게시판

의 게시글과 같이 표현을 널리 알리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서는 출판물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

3. 개방성과 쌍방향성

마지막으로, 사이버 공간의 개방성, 쌍방향성 등의 특징에 주목하

는 견해는 사이버명예훼손의 사례에서는 ‘쌍방향성’ 또는 ‘반박가능

94) ‘딥페이크 포르노’가 유통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제 2항과 정보통신망법 제

74조 제 1항 제 2호(음란물 유통 등 금지)의 적용 가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한다. 배

상균,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검토”, 외법논집 제43권 제3호,

2019, 175면 참조.

95) 안성조, “SNS를 이용한 명예훼손의 법리적 검토”, 형사정책 제25권 제3호, 2013,

131-132면. 당 논문에서는 이렇듯 다수의 게시물로 하나의 사실이 적시되는 경우는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이 1회 충족된 것 즉, ‘단순일죄’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96) 박경신, “SNS의 매체적 특성과 법적용의 한계”, 법학연구 제 15권 제 3호, 2012, 136

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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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이라는 특징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97) 신문이나 책

등 기타 전통적 매체에 비해, 정보통신망의 개방성은 상당히 높은 편

이다. 정보통신망이 그 자체로 사회적·문화적 출신을 불문하고 모두

에게 개방되어 있을 것을 지향하는 매체이기도 하고, 실제로 오늘날

일반 대중은 큰 어려움 없이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사이버명예훼손의 행위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또는 제 3자 역시

사이버 공간을 비교적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인터넷 게시판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게재됐을

때에는 피해자나 제 3자가 공개적 또는 즉각적으로 이에 대한 반박

을 게시할 수도 있고, 당 게시판의 관리자에 일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판단컨대, 정보통신망이 개방성을 표방하는 매

체임은 사실이나 아직까지 모든 이들이 정보통신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들고,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표현이 확산되기 전

에는 반박 역시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한 설사 공개적인 반박이 가능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닌 바, 이러한

사이버 공간의 ‘쌍방향성’을 들어 사이버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을 달리

하거나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에 특유한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

사유를 도입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다만, 사이버 공간이 사회적·경

제적 지위를 불문하고 모든 이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장(場)으로서, 오늘날 가장 민주적인 매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규제는, 사이버 공간의

이러한 순기능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으면서 피해의 확산을 효과적으

로 저지하는 것에 그 핵심이 있다고 보인다.

97) 이러한 견해는 이재진,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갈등해결 방식에

관한 연구”, 방송연구, 2003, 254-255면에서 소개되었는데, 당 견해에 따르면 사이버명

예훼손에 특유한 위법성조각사유로 ‘반박 가능성’을 고려해볼 필요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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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한국의 사이버명예훼손 실태

우리나라의 사이버명예훼손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형별 범죄발생(접수)건수 및 검거건수에 대한 경찰청의

통계자료를 보면, 2018년 한 해 동안 ‘사이버명예훼손·모욕’ 으로 접

수된 형사사건은 총 15,926건이었고98), 2014년에는 8,880건99)이었으

나 2015년부터 15,043건100)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2008년도

2,939건과 2009년도 4,016건과 비교하면 더욱 놀라온 증가세이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정보통신망법 제 70조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송

치한 사건의 수 역시, 2014년 2,361건에서 2018년 2,625건으로 소폭

상승했다.101) 학생과 성인 7562명을 대상으로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결과, 조사참여자의 30%가 사이버 공간에서 언어폭력과 명예

훼손 등의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하기도 했다.102) 이러한 자료들로

미루어 볼 때,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인식되는 또는 인식될만한 사례

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최근에 특히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는 ‘SNS에서의 명예훼손

증가’ 와 ‘새로운 유형의 위법한 표현 출현’을 들 수 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라고 정의되는 SNS는 그 자체로 커뮤니케이션 즉, 소통과 정

보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이고. 이렇듯 정보 공유를 목

적으로 하는 매체인 만큼, 정보의 생성 및 전파를 용이하게 하는 기제

를 지니고 있다. 정보를 생성하기 전에 편집 등 검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고, 한 번 게시글을 올리면 그 시점에 접속하고 있던 다른

98) 경찰통계연보 2018, 경찰청, 226면.

99) 경찰통계연보 2014, 경찰청, 210면.

100) 경찰통계연보 2015, 경찰청, 210-211면.

101) https://www.crimestats.or.kr/portal/stat/easyStatPage.do

102) 2018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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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용자들이 바로 이를 확인하고 거의 동시에 이를 공유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자유로운 표현을 가능케 했지만, 그와 동

시에 자극적인 정보의 생산과 유포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실제로 이러

한 환경을 배경으로 ‘인터넷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경향이 늘어났

고103), 최근에는 원본 동영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음성과 얼굴

을 영상에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포르노’들이 제작·유통되는 현상

이 문제되기도 하였다.

제3절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현행법제는 사이버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제 70조가 우

선적으로 적용되고,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일반 형법의 명

예훼손죄 조항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이원적 규율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에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처벌법규’를 의미한다

고 한다면, 여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뿐만 아니라 형법 제 307조

또한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제 70조는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 명시적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유일한

조항인 바, 사이버명예훼손 사례에 대한 특별구성요건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이 사이버명예훼손죄라는 개념의 범주를 넓게 설정할

경우, 해당 용어만으로는 그것이 가리키는 법규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이를 사용하는 실익이 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명예훼손죄를 ‘사

이버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처벌법규’로 정

103) 인터넷 가짜뉴스(Fake News)는 SNS가 정보 생산에 수반되는 비용은 적으나 영향

력은 크기 때문에 주로 페이스북과 같은 플랫폼을 통하여 유통된다고 한다. 또한 사

용자의 기호에 맞는 정보를 자동 선별하여 제공하는 일부 SNS의 기제가 확증편향을

더욱 조장하고, 이를 배경으로 가짜뉴스 및 자극적 정보에 대한 수요가 창출된다고

한다. 강정민, “가짜뉴스 규제에 관한 헌법적 연구 : 미국 표현의 자유 논의를 중심으

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학위논문, 2020, 1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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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이를 정보통신망법 제 70조를 가리키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사이

버명예훼손에 대한 처벌법규 전반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와

일반형법전 상의 명예훼손죄 조항들을 비교해보는 다음 절에서 함께 논

해보도록 한다.

Ⅰ.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의 구조 및 내용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

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

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본 논문의 2장에서도 잠시 살펴보았듯, 정보통신망법 제 70조는 제 1

항에서는 사실적시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 2항에서는 허위사

실적시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해 놓았다는 점에서 형법 제

307조 일반명예훼손죄를 비롯, 일반형법전 상의 명예훼손죄와 기본적으

로 동일한 구조를 띠고 있다. 또한 일반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정보

통신망법 제 70조 역시 반의사불벌죄이다. 단, 형법에서 명예훼손죄의

고소권자에 대한 조항은 형법 제 312조로 별도 규정되어 있는 반면, 정

보통신망법의 경우는 동조 제 3항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에서는 구 정보통신망법 제 61조와 비교

하여, ‘공연히’ 라는 표현이 ‘공공연하게’로 바뀌었고, ‘사실을 적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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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내어’ 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는 주로 표현상

의 차이이고, 조문 구조나 구성요건의 내용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 형법이 ‘사이버명예훼손죄’에 내리는 정의는, 적어도 개괄적으로는,

비교적 명확하다. 그것은 조문 그대로 ‘비방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

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행해진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한 처벌규정이다.

문제는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사이버명예훼손의 이러한 구성이 그 자

체로 타당한 것인지, 각각의 요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

의이다. 어떠한 구성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규범적 해석을 통해 정립되는 것이다.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경

우도 그 구조는 일반명예훼손죄와 거의 동일하고, 그 구성 역시 최초

제정 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어 명확하다고 하나, 각 구성요건의 판단

기준까지도 명백한 것은 아니다. 조문을 구성하는 각각의 표현들은 사

이버명예훼손죄의 맥락에서 의미를 생성하고, 이는 판례와 해석으로 확

인되지만, 이렇듯 정립된 기존의 법리가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바

로 이러한 점 때문에 ‘구성요건 분석’의 작업은 계속적으로 필요한 것

이 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분석 작업의 첫 단계로 사이버 명예훼손죄

의 구성요건- ‘비방목적’, ‘정보통신망’, ‘공연성’, ‘사실 적시’, ‘사람의 명

예 훼손’- 각각에 대한 기존의 해석을 정리해보도록 한다.

Ⅱ.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분석

1. 비방목적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의 조문에는 형법 제 307조 일반명예훼손죄와

달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라는 표지가 명시되어 있다. 당해 표

지가 가리키는 ‘비방목적’ 이라는 요건은, 명예훼손죄 중 형법 제 309

조 출판물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사이버명예훼손죄에 특

유한 구성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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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목적’ 구성요건의 성격에 관하여, 통설은 당해 요건이 ‘정보통신

망’과 ‘출판물’이라는 높은 전파성을 가진 매체를 사용한다는 요건과

함께 불법을 가중시키는 ‘불법가중요건’ 이라고 한다.104) 이러한 통설에

따르면 ‘비방목적’은 명예훼손의 고의를 넘어서는 것이어야 한다. 실제

로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일반명예훼손죄에 비해 가중된 법정형을 규정

하고 있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목적범을

가리키는 표지인 바, 이러한 조문의 구성에 따르면 ‘비방목적’을 명예

훼손의 고의와 구별되는 초과주관적 요소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례는 사이버명예훼손죄의 ‘비방목적’을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 이라

고 판시한 바 있는데105) 이는 대법원이 출판물명예훼손 사례에서 내린

‘비방목적’ 요건에 대한 정의와 동일한 것이다.106) 이렇듯 우리 법원은

출판물명예훼손죄의 ‘비방목적’과 사이버명예훼손죄의 ‘비방목적’을 동일

한 개념으로 보고, 이를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 으로 정의한다. 그런데

이러한 정의는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비방목적’이 정말 어떠한 목적을

가리키는지, 그 의미에 대한 충분한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107)

한편, 판례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

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

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

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108)고 하고, 더 나아가 ‘비방목적’은 공익을

위하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와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

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이 부인된다고 하여 ‘비방목적’ 에 일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

104) 정성근 박광민, 앞의 책, 225면 ; 오영근, 형법각론(제2판), 박영사, 2009, 225면 ; 김

성돈, 앞의 책, 197면 ; 김일수·서보학, 앞의 책, 206면.

105)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6371 판결.

106)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6 판결.

107) 이에 대하여 판례의 ‘비방목적’ 에 대한 정의는 ‘타인의 명예에 해를 가하는 것’으로

명예훼손의 고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견해(최정일, 앞의 논문, 218면)가 있다.

108)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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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09) 이와 같은 판례들에 따르면, 어떠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

야 하고,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당해 사실을 적시했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공인인지 사인인지,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

인지 사적 영역의 것인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

을 자초한 것인지,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고 한다. 즉, 우리 법원은 ‘비방목적’을 판단함에 있어 ‘공익성’ 이라는

기준을 차용하고, 여기서의 ‘공익성’은 이익형량의 방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 310조 위법성조각사유와의 관계에 있어 정보통

신망법 제 70조에 해당하는 행위는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

각되지 않는다. 정보통신망법에는 위법성조각사유 관련 조항이 없고,

형법 제 310조는 형법 제 307조 제 1항에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통설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진 어떠한 명예훼손행위에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판정되면, 이는 형법 제 307조 일반명예훼손죄의 적용

대상이 되며, 이러한 때에는 형법 제 310조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한

다.110) 그러나 이러한 통설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결국 비

방목적이 인정되면 형법 제 310조와 같은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되지는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죄가 곧바로 인정될 것이다. 이렇듯 정보

통신망법에 별도의 위법성조각사유를 두지 않고, 형법 제 310조의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가벌성을 오

히려 확대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111)

판단컨대, ‘비방목적’은 조문의 구성 및 내용으로 보아 초과주관적

109) 대법원 2005. 10. 4. 선고 2005도5068 판결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110) 김성돈, 앞의 책, 197면; 오영근, 앞의 책, 226면; 정성근·박광민, 앞의 책, 225면.

111) 박수희,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 및 개선방안”, 한양법학 제27권 제1

집, 2016, 150면; 최정일, 전게 논문, 2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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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라고 봄이 타당한데, 그에 비해 명예훼손의 고의와 그 내용이 명

확히 구별되지 않는다.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이라는 정의보다 더 구

체적으로 ‘비방목적’의 내용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또한 판례

가 이에 대한 판단기준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일반명예

훼손죄에서 위법성조각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판단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처럼 ‘비방목적’ 에 대한 현재의 해석 및 판단기준

에는 비판적으로 고찰해 볼 점이 많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구체

적 논의는 본 논문의 ‘제 5장’에서 전개해보도록 한다.

2. 정보통신망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진 명예훼손 행위에만 특별

히 적용되는 죄이고, 이러한 점은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라는 표현으로 확인된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이라는 용어를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

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

신하는 정보통신체제’ 라고 정의하고11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

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이다113). 즉, 대표적인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설비’인 컴퓨터를 포함, 휴대전화 등의 설비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모든

112) 정보통신망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

정 2004. 1. 29., 2007. 1. 26., 2007. 12. 21., 2008. 6. 13., 2010. 3. 22., 2014. 5. 28.>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

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11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19,

2013.3.23, 2013.8.13, 2014.10.15, 2017.7.26, 2018.12.24>

1. "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2.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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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는 정보통신망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사

이버명예훼손죄는 인터넷 게시판 등의 익숙한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진 표

현 외, 채팅 어플리케이션, 게임114), 기업 등 조직의 내부망(인트라넷)에서

행해진 표현에도 적용된다.

3. 공연성

정보통신망법 제 70조는 ‘공공연하게’ 라는 표지를 사용하여 사이버명예

훼손죄의 경우에도 표현의 ‘공연성’을 요구하고 있다. 사이버명예훼손에서

의 공연성에서 논의될 수 있는 사항은 크게 두 가지이다.

우선, 사이버명예훼손 조문에 공연성 요건이 명시될 필요가 있는지의 문

제이다.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에 ‘공연성’ 표지를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견해는, 형법 제 309조 출판물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사이버명예훼손죄

에서도 공연성은 모든 사이버명예훼손행위에 당연 내재된 것이라고 한

다.115) 정보통신망은 그 자체로 전파가능성이 있는 매체이고 이러한 매체

를 통한 표현이라면 어떤 경우든 이미 공연성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사이버명예훼손죄 조문에도 일반명예훼손죄와 같

이 공연성 요건을 명시해야 한다는 견해 즉, 현행법의 조문 구성이 타당하

다는 견해는 정보통신망을 통했다고 하여 공연성을 의도하고, 공연하게 사

실이 드러나는 효과도 실제로 발생했다고 당연 전제할 수 없다고 한다.116)

판단컨대, 현행법이 ‘공공연하게’ 라는 표지를 통해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으로 ‘공연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또한 정보통신망

법 제 70조에는 이렇듯 공연성 요건이 조문에 명기되어 있는 반면, 형법 제

309조 출판물명예훼손죄에서는 ‘공연히’ 나 ‘공공연하게’ 등 공연성을 나타내

는 표지가 전무하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공연성’ 표지를 포함하고

114)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도9033 판결

115) 정대관,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죄”, 성균관법학 제 1회 학술대회논문집, 2005,

44면.

116) 최정일, 전게논문, 215면 ; 박정난, 전게논문, 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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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현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의 구성은 출판된 표현과 달리 사이버 공간에

서의 표현들에는 공연성을 당연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에 공연히

행해진 사실적시행위가 아니라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입법 의도가 반영된 것

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사이버 공간’은 단일한 장(場)이 아니고, 그 안에는

Social Network Service(이하에서는 SNS라고 줄이도록 한다.)부터 인터넷

기사, 인터넷 게시판 등 다양한 성격의 매체들이 병존한다. 그리고 이러한

매체들은 그 공표적 성격에 있어 층위를 달리한다. 이에 모든 사이버공간에

서의 표현에 행위자가 공연성을 의도했다고 전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객관적 공연성 역시 모든 경우에 당연 실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

한 점을 고려했을 때, ‘공연성’은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조문으로 명확히 한 현행법의 구성은 타당하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일반 형법전 상의 명예훼손죄

즉, 형법 제 307조 및 제 308조에서의 공연성과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 70조는 ‘공공연하게’ 라는 표현

으로 공연성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일반 명예훼손죄 조문은 ‘공연히’ 라

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의 ‘공공연하게’ 가

일반명예훼손죄와 같은 의미와 정도의 공연성을 가리키는 표현인지 논의

가 되는 것이다. 일반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나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공연

성은 같은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는, ‘공공연하게’ 라는

표현의 사전적 정의 역시 “숨김이나 거리낌 없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인

바, 결국 일반적인 의미의 공연성과 같은 의미를 칭하는 것이라고 한

다.117) 반면, 이와 대립되는 견해는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일반

명예훼손죄와 달리 전파가능성의 측면에서 해석되면 안 되고, 정보통신

망법 제 70조가 ‘공연히’ 가 아닌 ‘공공연하게’ 라는 표지를 사용하고 있

는 것 역시 이러한 취지의 반영이라고 한다.118)

117) 류화진, “스마트폰 단체대화방 내의 형법상 공연성의 인정 문제”, 법학연구 제25권

제 2호, 2017, 124면; 정정원, “인터넷상 명예훼손행위와 명예훼손적 표현물의 전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논문, 2013, 101면.

118) 류부곤, “SNS 상에서의 정보유통과 ‘공연성’ 개념”, 형사정책 제26권 제1호, 2014,

2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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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역시 일반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대한 해석과 마찬가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해석하고 있다.119) 또한 일반명예훼손의 경우에 적용하는 전파가능성이론

을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적용한다.120) 이렇듯 판례는 사이버명예훼

손죄의 공연성과 일반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같은 개념으로 보고, 구체적

판단기준 역시 같은 것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개정이유서에 구 정보통신망법 제 61조의 ‘공연히’라는 표현이 현 정보

통신망법 제 70조의 ‘공공연히’ 라는 표현으로 변경된 계기를 비롯, 사이버

명예훼손죄 조문의 개정이유가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다. 다만, ‘공연히’

라는 표현이 ‘공공연하게’ 로 수정된 2008. 6. 13. 개정 당시의 개정이유서

를 보면, “법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121)이

라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공연히’ 라는 표현은 ‘쓸데없이’, ‘이유 없이’

라고도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바,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에서 ‘공공연하

게’ 라는 표지를 사용한 것은 표현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였을 가

능성이 있다. 생각건대, ‘공공연하다’라는 표현의 의미가 ‘공연성’의 내용과

거의 동일한 만큼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일반명예훼손죄에서의

‘공연성’과 그 의미가 다르다고 볼 근거는 지극히 미약하다. 단, 사이버공

간에서의 표현에는 일반적 공간에서의 표현과 구별되는 면모들이 있는 것

이 사실이고, 이에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에서 공연성에 관한 기존의 법리

에 대한 비판이 새롭게 발견되거나 강화될 수는 있을 것이다.

4. 사실적시

‘사실의 적시’ 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들의 전형적인 태양이라고 할

119)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120)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121)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법률 제9119호, 2008.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서의 일부를 발췌함.

(http://www.law.go.kr) (최종방문일 : 2020.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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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에서는 이에 대한 표시로 ‘사실을 드러내어’ 라

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구 정보통신망법에서 ‘사실을 적시하여’ 이었던 표현이 ‘사실을 드러내

어’ 라는 표현으로 수정된 이유는 개정이유서에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당 구성요건에 있어 사이버명예훼손죄에

특유한 현상은, 그림이나 사진, 동영상 등을 게재하거나 ‘링크’와 같은 메

타데이터를 게재하는 방식이 사용될 수 있고, 실제로 많이 사용된다는 것

이다. 판례는 그림, 사진, 동영상 등을 게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

우는 물론,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한 링크를 게재한 경우에도 사이버명예

훼손죄를 적용하였다.122) 즉, 글이나 말로써 한 직접적 사실 적시가 아니

더라도 사이버명예훼손죄 조문의 ‘사실을 드러낸’ 행위 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 법원이 일반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 와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를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실

제로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적용이 문제된 사례에서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법 상의 명예훼손죄에 있어 ‘사실의 적시’ 및 ‘사실을 드러내어’라는 표현

은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로서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이

고, 시간과 공간적으로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한다고 정의123)하고, “당해 게시물의 객관적 내용과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게시물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게시물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의미, 게시물의 전체적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

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당해 게시물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

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도 고려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124)하여 사이버명

예훼손죄의 ‘사실 적시’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일반명예훼손죄의 경우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판례의 내용으로 보면, 우리 법원이 사

이버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를 달리 본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사이버

공간에 특유한 태양들도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에 포섭될 수 있다는

122)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도1335 판결.

123)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5699 판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도607 판결.

124)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36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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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을 제시한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의 ‘사실을

드러내어’ 라는 표현은 이렇듯 다양한 사이버명예훼손의 태양을 포섭할

수 있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보인다.

5. 사람의 명예 훼손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이다. 일반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동

조에서 말하는 ‘사람’ 즉,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고125), 동조의 보호법

익인 ‘명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 ‘외부적 명예’

로 국한된다. 그렇기에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은,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한 사회의 가치 평가를 저해함을 의미한다.

사이버명예훼손죄에서는 동 구성요건 관련, ‘ID’ 에도 명예 주체성을 인

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주로 논의된다. ID 란, 사이버 공간이라는 가상

공간에서만 사용되는 가명 또는 별명이다. 사람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실

명 대신 주로 이 ‘ID’를 사용하여 활동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ID’에도 명예주체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다.126)

우선, 판례는 일반명예훼손죄의 경우에서도 행위자가 반드시 피해자의

이름을 적시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의 이름을 명시

하지 않았더라도 표현 내용과 표현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제 3자가 피해자를 어느 정도 특정할 수만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한

다.127) 이러한 판례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 ‘ID’ 가 실명이 아니라는 이유

만으로 명예주체성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ID’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 중 하나인, ‘익명성’을

보장해주는 장치이다. 그것은 실제 사용자의 실명을 대체하여 그의 신

125)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4171 판결.

126) 강동범, “사이버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형법적 대책”, 형사정책 제19권 제1호, 한국

형사정책학회, 2007, 48면.

127) 대법원 1982.11. 9. 선고 82도12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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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보호’하고, 그로부터 보다 자유로운 표현을 가능케 하기도 한다.

실제로 관련 없는 제 3자가 ‘ID’ 만으로 실 사용인을 특정하기란 극히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ID’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어떠한 ‘ID’를 비방

하는 표현의 효과가 당해 ID의 실 사용인한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

기는 힘들다. 판단컨대, 이미 당해 ‘ID’ 사용인의 인상 또는 실명, 실제

인물을 특정할 수 있는 일체의 인적 정보가 알려져 있는 경우라면, 실

명이 아닌 ‘ID’를 지칭하였다고 해도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28) 그러나 이러한 사례들은 ‘인식·특정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

는 기존의 법리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ID’ 에도 명예주체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는 ‘ID’라는

개념의 의의를 오히려 도외시하고,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가벌성을 필요

이상으로 확장하는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128) 오늘날 ‘Youtube’ 나 ‘Instagram’ 과 같은 매체들에서는 실명이 아닌 별명을 사용하

면서도 본인의 인상을 거리낌없이 공개하고, 사회적으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영향력

을 미치는 일명 ‘인플루언서’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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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일반형법전 상의 명예훼손죄와의 비교

Ⅰ.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의 구성

앞서 살펴본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의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정보통신

망법 제 70조와 일반 형법전 상의 명예훼손죄가 거의 동일한 구성을 취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제 70조는 1항

에서는 진실한 사실 적시의 경우를, 2항에서는 허위사실적시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형법전의 명예훼손죄 구조를 그대로 차용

하고 있고, 개별 조문 역시 ‘사실적시’, ‘공연성’, ‘명예의 훼손’ 이라는 형

법 제 307조 일반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들을 전부 포함하고 있다. 이 외

에도 사자명예훼손죄를 제외하고 모두 반의사불벌죄인 형법 내 명예훼손

죄와 마찬가지로,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역시 3항에서 “ 제1항과 제2항

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다.”라고 하여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 70조는 일반명예훼손죄와 비교하여 ‘비방목적’ 이

라는 구성요건이 추가되었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졌을 것을 요하는

등 특정 매체를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인 바, 형법 제 309조 출판물명

예훼손죄와 가장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Ⅱ. 출판물명예훼손죄와의 비교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의 구조는 형법 제 309조 출판물명예훼손죄의

구조와 동일하다. 두 조항 모두 일반명예훼손죄의 기본적인 구성요건에

더해 ‘비방목적’과 특정 매체를 사용했을 것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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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다. 다만, 출판물명예훼손죄에는 ‘공연성’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이는 출판물을 통해 이루어지는 표현의 경우 ‘공연성’은 당연 충

족되기 때문이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에 규정된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출판물명예훼손죄에 규정된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의 법정형이 더 높다.

이 때 형법 제 309조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라는 문언의 ‘기타 출판물’ 에 정보통신망이 들어갈 수 있는지가 문제된

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망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견해는129), 형법 제

309조의 ‘기타 출판물’은 예시규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예시규정으

로 보게 된다면 정보통신망 또한 그 범위 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고 한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제 70조는 형법 제 309조의

특별구성요건이고, 1차적으로는 여전히 정보통신망법 제 70조를 적용해야

하겠지만, 보다 본질적으로 정보통신망법 제 70조가 필요한 입법인지에

대해서까지도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기타 출판물에 정보통신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는, 위

의 견해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비롯한 다수의 매체가 형법 제 309조의

적용범위에 포섭되게 되는데, 이는 피고인에 불리한 유추해석이므로 타당

하지 않다고 한다.130)

판단컨대, 기타 출판물에 정보통신망 또한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는 형

법 제 309조의 가벌성을 확장시킬 수 있다. 출판물명예훼손죄의 ‘출판물’

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해석 또한 “적어도 인쇄물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가지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로 볼 수

있어야 하며 적어도 인쇄한 물건의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한다.”131)는 것

129) 김혜경,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행위와 형사책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제

5권 제 15호 2005, 90면. 

130) 최정일, 전게논문, 212면 ; 김성돈, 앞의 책, 216면.

131) 대판 2000.2.11, 99도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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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에 출판물명예훼손죄의 ‘기타 출판물’에 정보통신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체계 상 출판물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 제

70조는 독자적인 구성요건으로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의 구성요건이 충

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 제 309조가 아니라 형법 제 307조의 적용이

문제될 것이다.

Ⅲ. 위법성조각사유 조항의 부재

형법에는 명예훼손에 특유한 위법성조각사유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

는 반면, 정보통신망법 상에는 그와 같은 규정이 없다. 게다가 형법

제 310조 위법성조각사유 조항은 그 조문에 형법 제 307조 제 1항의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명기하고 있어 적어도 문언 상으로는 정보통신

망법 제 70조에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판례 역시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사

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2항 소정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132)고 하여 형법 제 310조의 적용범위에서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를 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와 해석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결국 사이버명예훼손 사례에서는 구성요건만 충족되면 바로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에서 정한 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지는 장에서 후술하겠지만, 판례는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의 구성요건

인 ‘비방목적’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해석하

여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 즉, ‘비방목적’ 의 판단이 위법성조각사유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제 70조가 비교적

높은 형량을 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가중된 구성요건의 성립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는 데 ‘비방목적’의 의의가 있다고도 보이는 바,

현행 법제와 판례의 견해는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32)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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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비방할 목적’의 의미와 판단기준

제1절 ‘비방목적’의 개념 및 의의

Ⅰ. 개념

정보통신망법 제 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

여 공공연하게 사실/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그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 “비방할 목적”(이하 ‘비

방목적’ 요건)은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이를 해석하고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일은 판례에 맡겨져 있다.

‘비방목적’에 대한 판례의 정의는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이다. 판례는

‘비방목적’을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으로 정의하고, 그 유무는 “적시 사

실의 내용과 성질, 피해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판단해야 한다”133)고 판시하고 있다. 이는 형법 제 309조 출판물

등명예훼손죄의 ‘비방목적’ 요건에 대한 판시 내용과 동일한 바, 우리 법

원은 동조의 ‘비방목적’과 형법 제 309조 출판물명예훼손죄의 ‘비방목적’

을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134)

그런데 판례가 제시하는 이러한 정의만으로는 ‘비방목적’의 의미를 이

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단순한 명예훼손의 고의와

133)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

134) 정진수 외 2인, “명예훼손죄·모욕죄에 대한 판례의 판단 기준 연구 – 최근 10년간

(2005~2015)의 판례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5-AB-07, 2015,

55-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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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목적’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는 견해가 대표적이다.135) 타

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가 결국 ‘가해’의 개념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 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비방목적의 의미

를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우리 형법이 ‘비방목적’ 이라

는 구성요건요소를 추가한 데에는 ‘비방목적’을 명예훼손의 고의를 넘어

서는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보고, 이를 통해 가중된 법정형을 정당화하

면서도 죄의 성립범위를 제한하고자 한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도, ‘비방목적’은 결국 명예훼손의 고의와 유의미하게 다른 개념일 수

없고, 이러한 한계를 판례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위와 같이 판례를 비판하는 견해의 지적은 분명 타당한 지점이 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그 정도나 비난가능성과는 상관없이 일

단 모두 가해 즉,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생각건대, ‘비방목적’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방’

이 어떠한 행위를 일컫는 개념인지에 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명예훼손죄 조문의 ‘비방’을 정의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용어의 일반적 의미와 명확성의 원칙에 비추어 그 정의의 타당성 역시

인정된다면, 문자 그대로 비방하려는 목적을 뜻하는 ‘비방목적’의 의미

는 그로부터 자연스레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의의

  ‘비방목적’의 의의는 해당 요건이 일반명예훼손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와 같은 특별구성요건에만 포함되어 있다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들어 학자들은 ‘비방목적’이 정보통

신망의 전파성과 더불어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의 죄책을 무겁게 하는 가

중적 요소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보기도 한다.136) 한편, ‘비방목적’은 정

135) 주승희, “현행 사이버 명예훼손죄 법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관련 최근 논의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1호, 2009, 600면 ; 최정일, 전게 논문, 218면.

136) 정성근 박광민, 앞의 책, 225면 ; 오영근, 형법각론(제2판), 박영사, 2009, 225면 ; 김

성돈, 앞의 책, 197면 ; 김일수·서보학, 앞의 책, 2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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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신망법 제 70조의 적용범위를 제한할 수도 있다. 비방목적이 인정되

지 않는 사이버명예훼손 행위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의 가중

형량을 적용할 수 없고, 현행법체계와 이론 상 형법 제 307조로의 의율

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방목적’은 가중적 구성요건요소라

고 볼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의 적용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제2절 ‘비방목적’ 요건의 분석

  지금까지 판례가 ‘비방목적’을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으로 정의한다는

점,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의 적용범위를 구성요건판단의 단계에서 제한

할 수 있다는 데에 ‘비방목적’의 의의가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이렇듯 ‘비방목적’에 대한 현재의 정의와 그 의의를 알아

보는 데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 사례에서 ‘비방목적’이 어떻게 해석, 판

단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하에서는 ‘비방목적’ 요건

의 유무가 논해진 판례들을 소개하고, 그 내용을 분석해 볼 것이다.

Ⅰ. ‘비방목적’ 에 관한 판례

  아래에서는 문제된 사례에서 ‘비방목적’의 유무가 문제되었으며 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판단기준이 제시되었던 대법원 판결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본 논문에서 인용한 대법원 판례들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

이트에서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에 관한 판결들을 검색하고, 그 중 ‘비방

목적’ 요건에 대해서 판단한 판결들을 다시 한 번 추리는 방식으로 수집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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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방목적’이 인정된 대법원 판결

가.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대법원은 자신 아들의 유학을 맡긴 유학원에 대하여 “1년을 캐나다

에서 보낸 아이의 반응은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단호했다. 그런데 유학

원의 실수 등으로 다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 결국은 갔다.

아이는 혼자 캐나다로 갔다.” 라는 글을 개인 블로그에 남긴 학부모가

피소된 사건에서 ‘비방목적’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본 사건

의 피고인에게는 ‘비방목적’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다음은 본 사건 판

결문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구법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

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

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

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

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

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

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

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

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

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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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

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 유학원

및 위 유학원의 대표공소외 3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의 각 글을 피고인 개인 블로그 등에 게시하였고, 공소외 4는

유학원의 실수로 다시 캐나다로 유학을 간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글에서 적시한 내용은 허위이고, 위

글이 허위임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

해 등의 위법이 없다.”137)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문에는 ‘비방목적’의 일반적 판단기준이 설시되

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 때문에 ‘비방목적’을 인정했는지 제시

되어 있지 않다. 대신,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

을 인정한 다음’이라고 하여 원심 판결문에 그 내용이 드러나 있음을 언급

하고는 있는 바, 동일 쟁점에 관한 원심 판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① 피고인은 교육사이트인 ◇◇◇로부터 유학관련 칼럼의 작성을

부탁받아 이 사건 제1항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위 글을 ◇

◇◇ 사이트 외에 피고인의 개인블로그 등에 게시하였고 그 내용 또

한 유학에 관한 정보 제공에 중점을 두기 보다 이 사건 유학원 및

대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제1항 글이 게시된 피고인의 개인블로그(http://blog.□□

□.com/oyes/), 조선닷컴 등은 불특정 다수의 누구나 접속할 수 있

는 사이트인 점, ③ 이 사건 유학원 및 대표의 명예침해의 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제1항 글의 첫머리에

‘우리 두 아들은 ○○○○(www.△△△.com)를 통하여 캐나다를 갔

다’라고 밝힌 후 이하 글에서 ‘DR**에듀’, ‘**에듀’, ‘DR**edu’ 등 이

사건 유학원을 나타내는 것임이 명백한 것으로 보이는 표현을 사용

137) 출처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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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 사건 유학원을 지칭한 점, ⑤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자신의 추측을 보태어 이 사건 제1항 글을 게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138)

본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 법원은 ‘비방목적’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문제된 표현의 내

용과 성질뿐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명예 침해의 정도를 함께

고려, 비교해야 된다고 하며 이익형량의 관점에서 비방목적의 유무를 파

악하고 있다.

다음으로, 판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이라는 개념을 ‘비방목적’

에 대한 또 하나의 판단기준으로 차용하고 있다. 그리고 당 개념은 또

어떻게 인정될 수 있는가 하면, 특정한 사회집단의 관심사에 관한 것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포함될 수 있고, 사적인 동기가 부수적으로 개

입했다고 하여도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면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판결의 대상 사건은 문제된 표현이 허위였던 경우로,

대법원은 이러한 적시사실의 ‘허위성’을 근거로 비방목적을 인정하였다.

실제로 출판물명예훼손죄나 사이버명예훼손죄 사건에서는 적시사실이

허위인 경우, 대부분 ‘비방목적’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139)한편, 본 사

건의 원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노1510 판결이 ‘비

방목적’ 인정의 근거로 제시한 사정들은 ‘표현이 행해진 사이트’, ‘표현의

전체적 맥락’, ‘당해 표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명예침해의 정도’로 정리

될 수 있어 원심이 이익 형량의 방법으로 ‘비방 목적’의 유무를 판단하

고자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38)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노151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종합법률정보 판례

139) 장호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인 비방할 목적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2009,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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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

본 판결은 이주노동자방송국의 기자였던 피고인이 당해 방송국의 대

표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상한 주장으로 다른 이주인들을

현혹했다”는 취지로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

과 면담하면서 방송국의 공동대표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이

주노동자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처럼 편

집한 녹취파일을 첨부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건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비방목적’ 이 있었다고 인정된

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

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

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

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

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도329 판결, 대

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53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정

보통신망인 인터넷 이주노동자방송국 홈페이지에 피해자와의 면담내

용을 편집한 녹취파일을 첨부한 게시글을 올린 경위와 과정, 그 필요

성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이 채

증법칙을 위배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140)

140) 출처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

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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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동 판결은 그 원심인 서울남부지법 2008. 5. 14. 선고 2007노1698

판결에서 당해 법원이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글을 게

시하였고, 이러한 분쟁은 운영에 관한 견해 차이에 불과할 뿐”이라고 하며

“이주노동자방송국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기보다는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

정된다.”141) 라며 내린 판단을 긍정한 것이었다. 여기에서 대법원과 원심은

표현이 행해진 전후의 사정 즉, ‘그 표현 자체의 제반 사정’을 살펴봄으로

써 비방목적을 구성하는 주관적 요건에 대해 우선 판단하였고, 그러한 제

반 사정과 함께 ‘게시글을 올려야 할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여 상당성 요건

에 주안점을 두어 비방목적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 ‘비방목적’이 부정된 대법원 판결

가.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경찰인 피고인이 사이버경찰청 사이트의 게시판에 본인과 함께 승진

대상자였던 피해자가 승진시험 응시의 요건인 경찰특공대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했다, 피해자가 의경을 구타하여 대기발령을 받았다, 등의 사실

을 적시하여 피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에서 언급한 판례들과 같은 내

용으로 ‘비방목적’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본 사건 피고인의 경우에는

비방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

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것이 경찰관 승진시험의 공정성과 투명

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졌음을 부정하기 어렵고, 경찰

관 승진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경찰청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사회에서 경찰이 차지하

는 위상과 중요성에 비추어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14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5. 14. 선고 2007노16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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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아울러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통하여

피해자가 승진시험 응시를 위한 요건인 경찰특공대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응시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은, 경찰관

승진제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면 부수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것에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다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

으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경감승진시험의 경쟁자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의경을 구타하여 대기발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적시하면서 피해자를 승진시킬 경우에 예상되는 폐해를 비교적 상세

히 나타내어 강조함으로써 이 사건 글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훼

손될 우려가 없지 아니하나, 이는 피해자가 승진시험 응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찰특공대 의무복무기간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할 목적으로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하면서 다소 과장된 표

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사이버경찰청’ 인터넷 사이트 가운데 ‘알림마당’에는 ‘주요비위

사례공개’란이 개설되어 있어 대상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비위사례에 관한 게시가 이루어짐으로써 경찰청 내에서 일정한 자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글

은 그러한 게시물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명예훼손의 우려 정도가

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사이버경찰청’ 인터넷 사이트 가운데 경찰청으로부터 부

여받은 일정한 ID를 가진 사람만이 접근이 가능한 ‘경찰가족사랑방’란

의 ‘국관과의 대화방’ 게시판에 이 사건 글을 올린 것이므로,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도 넓지 아니하다고 볼 수 있다. 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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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인은 이 사건 글에서 일부러 피해자의 이름과 근무지를 명시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를 비하하는 등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

지도 아니하였다 (‥중략‥) 원심판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이 정한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요소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

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142)

위와 같이 동 판결은 적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

으로 볼 수 있는지를 우선 판단한 다음, 주관적으로도 공공의 이익을 위

하는 목적이 주를 이루었다고 판단하였다. 문제된 행위의 동기가 주로 공

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였는지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나, 적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객관적·주관

적 공익성 외에도 대법원은 표현이 게시된 사이트의 성격, 표현의 맥락

및 방법,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명예 침해의 정도를 검토하였는데,

이는 ‘비방목적’의 판단기준 및 방법에 있어 우리 법원이 계속해서 제시

하고 있는 이익형량의 관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나.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피고인이 자신이 이용한 산후조리원에 대하여 불편했던 점을 한 인터넷

카페에 “환불을 요구하며 이용 후기에 올리겠다는 항의에 (피해자 측이)

막장으로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게시한 사건

에서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개념의 판단기준을 앞에 소

개한 판례들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비방할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공공의 이익을

142) 출처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

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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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

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

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

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

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

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

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중략‥)”143)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형법 제 310조의 위법성조각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과 거의 동일하다. 또한 위와 같은 판시 내용은 ‘공

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개념이 순수한 의미의 공익성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상당성’ 또한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이렇듯 동 판결이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눈

여겨볼 만한 내용이 또 있다.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

여야 하며( 헌법 제124조),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고( 소비자기본법 제4

조), 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사업

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143) 출처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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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과 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므

로,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

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앞서 든 제반 사정을

두루 심사하여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적시 사실이 공적 사안으로서 가지는 중요성이 크다는 점 즉,

객관적 공익성의 정도가 크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비자의 권리 구제에 관한 사안에 있어서는 비방목적의 유무가 ‘더욱 신

중히 판단되어야 한다.’ 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표현도 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환불

요구를 거절한 직후 게시물 및 댓글을 계속적으로 게시하였던 점 등 에 비

추어 보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원심의 결론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 환송하였다. 동 판결이 비방목적의 판단기준을 새로이 제시한

것은 아니었으나, 공적 성격이 객관적으로 큰 사안의 경우 비방목적을 제

한적으로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원칙을 제시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러한 판시내용은 결국 사안의 객관적 공익성이

큰 경우와 작은 경우에 요구되는 이익형량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으로 해

석되고, 이러한 관점이 ‘비방의 목적’을 ‘공익에 관한 것’ 이라는 개념으로

판단하는 현재의 판단기준을 거치면 결국 ‘비방할 목적’ 이라는 내심의사

에 대한 판단기준을 사안의 객관적 성격에 따라 달리해야 된다는 결론으

로 이어진다. 판단컨대, 사안의 객관적 공익성에 따라 이익형량의 정도를

달리해야 된다는 관점 자체는 타당하나, 그로 인해 도출되는 위와 같은 결

론에는 의문이 남는다. 때에 따라 해당 표현이 다룬 사안의 객관적인 성질

에 피의자의 의사가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로부터 일반적으로 ‘비

방목적’을 추론할 수 있다고 간주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예컨대 본 사건

과 같이 소비자 의견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사안 자체의 공익성과는 별개

로, 현실적으로는 행위자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일수록 ‘비방목적’ 이 더

강할 수 있을 것이다.



- 67 -

Ⅱ. 판례의 ‘비방목적’ 판단기준 검토

  지금껏 살펴본 대법원 판례들과 이들 판례가 인용하였거나 이들 판례

를 인용한 판례들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한 ‘비방목적’의 판단기준은 ‘진실

성’, ‘상당성’, ‘공익성’으로 정리될 수 있다.144) 대법원은 이러한 내용을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

현의 방법’, ‘명예 침해의 정도’ 등으로 구체화하고,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비방목적’을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이 중 ‘적시 사실의 내

용과 성질’ 은 진실성과 공익성,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명예 침해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함은 상

당성에 해당하는 내용일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처럼 비방목적의 판단기준

으로 제시되는 ‘진실성’, ‘상당성’, ‘공익성’ 이라는 요소 각각에 대하여, 그

의미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1. 진실성

  위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과 같이, 판례는 적시

사실이 허위인 경우에는 ‘비방목적’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인다.145) 특히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은, 적시사실의 허위성은 인정

하면서도 공익성과 상당성 요건은 충족하였다고 하여 ‘비방목적’은 부인

하고, 형법 제 307조 제 2항을 적용한 원심 판결146)을 파기하며 “만약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할 수 있는 이 사건 적시사실

자체가 허위이고 위 피고인이 위 적시사실의 주요 부분이 허위임을 충분

히 인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에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

적이 있다고 볼 것”이라고 명시하기도 하였다.

144) 장호순, 전게 논문, 43면.

145)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7도210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

결 ; 서울중앙지법 2017. 4. 14. 선고 2016고정3950 판결 등.

146) 서울고등법원 2007. 6. 13. 선고 2006노25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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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목적’의 판단기준으로서 ‘진실성’은 적시된 표현의 모든 부분이

입증 가능한 진실일 것을 요하는 개념은 아니다. 명예훼손죄에서의 ‘진실

성’이 의미하는 바에 대하여 판례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

되기만 하면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진실한 사실’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147) 더 나아가

판례는 허위의 사실이더라도 행위자가 이를 진실로 믿었고 진실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이를 객관적 진실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마찬

가지로 취급한다. 이는 허위성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 즉, 미필적 고의조

차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인데, 진실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

부는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

분한 조사를 다하였는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

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지148)’, ‘발생 가능한 피해 정도149)’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참고로 일부 민사 판례는 전술한 기

준들에 더해 ‘사실 확인의 용이성’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였다.150)

한편, 적시한 사실의 진실인지 허위인지 여부와, 허위성에 대한 인식

여부를 입증하는 것은 검사의 책임이다. 그러나 기간 및 장소 등 내용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

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다.151)

2. 상당성

판례가 ‘비방목적’ 판단에 대하여 제시한 구체적 참작 사정들 중에는

147)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310

판결 ;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판결 등.

148) 서울고등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노1607 판결.

149)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150)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3483 판결.

151) 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

결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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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방법’, ‘명예 침해의 정도’ 등이 있었다. 이에 더해 위에서 살펴본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에서는 ‘문제된 행위의 필요성’

이라는 사정을 기준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결국, 피해자의 명예와 행위자의 표현의 자유 사

이 이익형량을 통해 당해 표현의 상당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기

판례들 중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은 ‘게시글을 올려야

할 필요성’, ‘표현의 방법’ 등을 비방목적을 인정하는 데의 주된 근거로 삼

아 상당성 요건에 대해 판단하였고,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또한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전파의 위험이 높지 않고, 자

정적 성격을 가진 인트라넷 게시판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하나의 근거로

하여 비방목적을 부인하였다.

3. 공익성

명예훼손죄의 ‘공익성’은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눠볼 수 있다. 하나는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광의의) 공익성이고, 다른 하나는 이 (광의의) 공

익성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인 (협의의) 공익성이다. 그 중 위의 판례

들에서 언급된 ‘공공이 이익에 관한 것’ 이라는 개념은 진실성과 상당성

개념까지 포괄하는 (광의의) 공익성에 해당된다.152) 본 항을 비롯, 이하에

서 본 논문이 사용할 ‘공익성’ 개념은 협의의 공익성을 말하고, 그 외에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명시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협의의) ‘공익성’의 내용은 정확히 무엇일까. ‘공익성’은 적

시된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익에 관한 사안인지의 문제인 객관적 요소와

행위자 역시 적시한 사실을 공익에 관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였는지의 문

제인 주관적 요소로 나뉜다. 판례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을 판단할 때

살펴보아야 할 사정들로 피해자가 공인인지 사인인지 여부, 적시된 사실

152) 이재진·이성훈, “명예훼손 소송의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공익성에 관한 연구”, 한국

언론정보학보, 2003, 143-144면에서도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공익성’ 즉, ‘공공의 이익

에 관한 것’ 이라는 개념과 그의 구성요소로서의 공익성 개념을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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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

험을 자초하였는지 여부,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을 제시하고 있다.153) 이들 중 ‘피해자가 공

적 인물인지 여부’, ‘적시된 사실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여부’

는 공익성의 객관적 요소에 관한 사정들이다. 한편, 주관적 요소는 행위

자가 표현의 공익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사정을 통하여 판단해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적시사실이 객관

적으로 공적인 사안이고, 제반 사정 등의 간접 사실로 드러나는 행위자의

행위동기가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협의의) 공익성 요건은 충족된다고

할 수 있다.154)

4. 소결

판례는 사이버명예훼손죄의 ‘비방목적’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개념의 유무로 판단하고 있고, 이에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판례들이 제시하고 있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의 판단기준은 형법 제 310조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라는

문언에 대한 해석과 그 내용에 있어 동일하다.155) 이에 사이버명예훼손죄

의 ‘비방목적’은 사실상 형법 제 310조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도

보인다.

또한 앞서 ‘비방목적’에는 ‘진실성’, ‘상당성’, ‘공익성’ 이라는 세 가지 판

단기준이 있다고 분석하였는데, 판례는 이들 세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

해야 한다고 할 뿐, 구체적인 판단방법과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특히 ‘공익성’ 의 경우 ‘비방목적’의 판단기준으로서 독립하여 검토되지

않고 표현의 적절성과 필요성 등의 내용만이 주로 설시된 경우도 있었는

153)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154) 백경일,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 –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 강원법학 제51권, 2017, 470면.

155)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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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2012도10392 판결과 같은 몇몇 판결들이 공적인 사안에 대한 명예훼

손에 있어서는 이익 형량의 정도가 다를 필요가 있다는 관점을 제시하기

도 하였으나 이들 판결에서조차 공익성의 판단기준은 명확히 설시되지 않

았다.

한편, ‘진실성’이 인정되어도 ‘비방목적’을 긍정한 판례들은 있지만, ‘진

실성’이 부정되었음에도 ‘비방목적’을 부인한 판례는 찾기 어렵다. 실제로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제 2항이 적용된 최근 판례들인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4. 14. 선고 2016고정3950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

원 2013. 10. 11. 선고 2013고단1577 판결은 모두 사실의 허위성이 인정

됨에 따라 이를 주된 근거로 하여 비방목적을 인정하였다.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제 2항으로 기소되었으나 비방목적이 부인된 사건으로는 인천지

방법원 2010. 12. 24. 선고 2010노3288 판결이 있었는데, 해당 판결은 “적

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뒤, 대상표

현은 일부에 있어서만 허위이고 전체적으로는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문

제 제기로 보인다고 판시하였다. 즉, 해당 판결 역시 사실상 적시사실의

허위성을 부인하고 이를 주된 근거로 하여 비방목적을 부인한 판결이었

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진실성’ 요건은 비방목적이 부인되는 데에 충분

조건은 아니나 필요조건 정도로는 판단되고 있는 듯하다.156) 이는 형법

제 310조의 내용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벌

하지 아니한다.’ 와도 상통하는 것이다.

156) 유사한 분석 및 견해로 백경일, 전게 논문, 4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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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기존의 ‘비방목적’ 판단기준에 대한 비판적 고찰

Ⅰ. 문제의 제기

제 2절에서는 사이버명예훼손죄의 ‘비방목적’에 관한 판례들을 살펴보고,

이들 판례를 통해 현재까지 정립된 ‘비방목적’의 판단기준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판례는 사이버명예훼손죄의 ‘비방목적’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과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정의하고, 진실성과 상당성, 공익성을 기준으로 ‘공공

의 이익에 관한 것’을 판단하여 비방목적의 유무를 간접적으로 심사하는 모

습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판단기준은 그 구체적 내용이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위법성조각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기준의 내용과 다르

지 않고, 그렇다면 법원은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판단으로 ‘비방목적’의

유무에 대한 판단을 갈음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러한 판례

의 입장은 구성요건의 판단과정에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판단을 끌어들

이고 있다는 점에서 형식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또한 대부분의 판례에서 법원은 ‘진실성’과 ‘상당성’, ‘공익성’이라는 판

단기준 각각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열거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데, 기

본적으로 명예훼손죄에서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이익

형량이라는 것이 핵심이긴 하지만, 단순히 이들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비방목적’을 판단하겠다는 판례의 견해는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

고 판단된다.

이하에서는 비방목적 요건에 관하여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해석 및 판

단기준을 위와 같은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비판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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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구성요건으로서 ‘비방목적’의 역할 및 의의

판례는 ‘비방목적’을 해석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위

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개념을 차용하고 있다. 우리 형법은 정보통

신망법에 형법 제 310조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를 따로 두고 있지 않

기 때문에, 판례의 견해가 이러한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효

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구성요건에 대한 판

단에서 위법성조각사유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구성요건과 위법성, 책

임 3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범죄론체계에 비추어 봤을 때 타당하지 않

다.157) 구성요건은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어떠한 행위가 불법이고, 어떠

한 행위가 불법이 아닌지 명백히 알 수 있게끔 기술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이에 반해 위법성은 형식적 위반을 넘어서 어떠한 행위가 법질

서 전반에 실질적으로 모순되는지의 문제이고, 성문법규 뿐 아니라 사

회상규 등도 위법성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구성요건의 판단 역시

어느 정도 규범적인 판단과정이라 할 수 있겠지만, 위와 같은 구성요

건과 위법성 각각의 성질을 고려했을 때, 각 영역에서 요구되는 명확

성 사이에는 정도의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158) 그런데 이러한 차

이를 무시하고 구성요건을 위법성조각사유를 기준으로 해석하고 판단

하게 되면, 해당 법률로 금지하고자 한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형법 제 310조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데 반하여 판례는 ‘비방목적’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157) 유사한 견해로 윤종행, “사이버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비방의 목적과 공익관련성”, 형

사정책 제18권 제1호, 2006, 318면.

158) 김영환, “한국 형법학의 두 가지 방법적 착안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개념법학적인

사유형태와 일반조항에로의 도피”, 학술원논문집(인문 사회과학 편) 제58집 제2호,

2019, 2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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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바, 이러한 판례의 해석에 따

른다면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가 아니더라도 공익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면 형법 제 307조가 적용될 수 있다는 데에 ‘비방목적’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159) ‘비방목적’ 요건이 ‘비방목적이 인정되

는 명예훼손 행위’(정보통신망법 제 70조로 처벌), ‘비방목적은 없었지

만 형법 제 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은 인정할 수 없는 행위’(형법

제 307조로 처벌), ‘비방목적이 없고, 형법 제 310조에 의해 위법성 또

한 조각되는 행위’(불벌)로 불법의 경중을 구별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판례에서 제시하는 ‘비방목적’의 판단기준과 ‘공

공의 이익을 위한 것’의 내용은, 국가적·사회적 이익뿐 아니라 특정 사

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고, 행위자의 ‘주

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인정된다는 것160)으로, 형법

제 310조의 판단기준과 동일하다. 이러한 판시내용에 따르면, 결국 ‘비

방목적’은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일 뿐, 여기에 불법가중요건으로서나 가중형량의 적용을 제한하는 구

성요건으로서의 의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Ⅲ. ‘비방목적’ 의 판단기준에 대한 비판

1. 비방목적과 진실성 요건

비방목적의 판단과정에서 ‘진실성’은 결정적인 기준으로 고려되고 있다.

일부 판례는 “피해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할 수 있는 보도내용의 주

된 부분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보도하였다면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거기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것”161)이라고

판시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비방목적 요건은 사이버 공간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159) 유사한 견해로, 최정일, 전게 논문, 220면.

160)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161)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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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제 2항에도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현행

법의 구조를 생각한다면, 판례의 이러한 판단방법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

각된다. 위의 판시 내용과 실제 판례의 경향과 같이 ‘진실성’을 비방목적

이 부인되는 데에 대한 사실상의 필요조건으로 보게 되면,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제 2항의 ‘비방목적’ 요건은 그 존재의의가 퇴색될 수 있다.

2. 비방목적과 공익성 요건

판례에서 공익성은 비방목적과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하여 비방목적을

간접적으로 해석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 비방목적의 판단기준 중 하나로

서 검토되기도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판례의 견해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

로 비판해 볼 여지가 있다.

첫째, ‘공익성’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을 기준으로 구성요건을 해석함

으로써 형사처벌규정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이러한 불명확성

의 문제는 ‘공익성’ 판단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실제로 이러한 기

준에 따라 공익성이 판단된다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

나 판례가 공익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문제가 가중된다. 정보통신망법에는 형법 제 310조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 조항이 없기 때문에 구성요건 판단의 단계에서 비방목적

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의 가중

형량이 적용된다. 이에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명확히 판별, 예측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는데, 현행법제에

대한 판례의 위와 같은 해석은 이러한 요구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

각된다.

둘째, 공익성은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로 분절해 볼 수 있는데, 그

중 공익성의 객관적 요소는 행위의 객관적 정당화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객관적 정당화사유를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비방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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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

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

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여부”와 같은 내용들은 그야말로 문제된 표현의 화제와 그 화제

의 공공성에 관한 것인 반면 구성요건에서의 목적은 ‘내심의 의사’로, 그

중에서도 특히 강한 의욕이 있었을 것을 요하는 요건이다. 그런데 공익성

의 객관적 요소는 표현의 공공성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표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행위자의 ‘의욕’과는 거의 무관하다. 그

럼에도 판례는 ‘비방목적’의 판단기준 중 하나로 공익성의 객관적 요소에

관한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비방목적’이 공익을 위하는 의사와 항상 상호 반대되는 것

은 아니라고 생각된다.162) 예컨대 어떠한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의 지인

이 가해자의 범행을 공개적으로 고발했을 때, 그러한 표현에 이르게 된 경

위에는 가해자를 비난하고자 하는 의사 및 목적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

다. 실제로 이러한 표현들은 과격하거나 단정적인 어조를 띠고 있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전파력이 강한 방법 및 매체를 사용해서 이

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러한 표현을 행한 행위자들에게 공익을

위하는 의사가 없었거나 적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처럼 공

익을 위하는 의사와 비방목적은 상호 병존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공익

목적과 사익 목적 중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또한 있을 수 있다. 그럼

에도 판례와 같이 ‘공익을 위하는 의사와 비방목적은 상반되는 것’이라고

보게 되면, 사익 목적이 일정 수준 이상 인정되는 경우 곧바로 공익을 위

하는 의사 또한 없었다고 오판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최근의 한 판례 중에서는 성형수술 부작용에 대한 글에 있어서,

피고인이 더 많은 보상금을 요구하던 상황이었고, 전파성이 강한 매체를

162) 본 논문과 같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개념과 ‘비방목적’은 양립할 수 없다

고 한 판례의 입장을 비판하고, 둘은 양립할 수 있다고 본 견해로는 주승희, “현행 사

이버 명예훼손죄 법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관련 최근 논의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

20권 제1호, 603면 ; 2009, 최정일, 전게 논문, 221면 ; 김성돈, 앞의 책, 2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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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했으며,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비방목적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다.163)그러나 성형수술 부작용이라는 사안은 일반적으

로 상당히 중한 의제라고 볼 수 있고, 소비자의 알 권리라는 측면에서도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피고인

의 항변은 눈여겨볼만한 것이었다. 특히 동 사례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

당사자로서 자신의 피해에 관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배상을 받으려

는 목적, 상대방을 비난하려는 목적이 크게 개입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공익을 위한 의사가 없었거나 현저히 작았을 것이라 추단

해서는 안 되고, 사안이 중하면 중할수록 공익을 위하는 의사 역시 비슷

한 정도로 병존한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3헌바105, 2015헌바234

결정의 소수의견 또한 유사한 관점을 내비친 바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

과 같다.

“ ‘비방할 목적’이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

하거나 인용 또는 감수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명예에 대한 가해

의 의사 내지 목적을 의미하고, ‘비판할 목적’은 사물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밝히려는 목적을 의미하므로, 양자는 개념상 서로 구분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양자의 구별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다. (‥중

략‥)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일수록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

도 함께 강해지기 때문에,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공공의 이

익을 위하여 비판하려는 목적과 비방할 목적이 서로 공존하는 경우

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표현이 이루어진 제반 사정과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어느 목적이 더 주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

하는 것이 항상 명확하다고 볼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난가능성

이 높은 행위일수록 공개로 인한 공공의 이익과 피해자의 명예에 대

한 비난의 목적이 동시에 커지게 될 수도 있어 오히려 공개할 공익

163) 대전지방법원 2014. 7. 16. 선고 2013고정2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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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큰 행위일수록 비방할 목적이 더 커지게 되는 모순적인 상황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을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인된다고 보고 있는데(대법원 2009. 5. 28. 선

고 2008도8812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대

법원 2012. 1. 26. 선고 2010도8143 판결 등 참조), 비방할 목적과 공

공의 이익이 항상 상반되는 관계에 있지 않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대

법원의 설시만으로 비방할 목적이 가지고 있는 불명확성이 해소된다

고 보기 어렵다.”164)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제 1항의 위헌 여부를 다툰 해당 결정에서 헌법재

판소는 결국 동조가 합헌이라는 다수의견을 인용하였다. 그 중 특히 ‘비방

목적’ 요건에 대한 논의에서 다수의견은, 비방목적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려는 가해의 의사나 목적’으로 정의될 수 있고

이는 ‘비판할 목적’ 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

되는 관계에 있다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에 따른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한 가지도 없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결국 중요한 것은 이유의 정당성이 어느 정도에 이

르러야 비방목적을 부인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고, 이에 관하여는 구체적

해석방법 및 판단방법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법원은 비방목적을 공익

을 위하는 의사와 상반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공익성’을 비방목적 판단기

준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소수의견은 이러한 법원의 해석 기준이 이론

적․규범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실제 사례에 적용할 때에는 오히려

불명확성을 더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한 것이었다.

한편, 위에서 지적한 문제들은 구체적 사례의 판단에서 실재하는 부정적

164) 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3헌바105, 2015헌바23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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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낳을 수 있다. 우선, 불명확성의 문제는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판

결이 좌우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재판부마다 ‘비방목적’ 에 대

한 결론이 다른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대법원에 이르러서야 비방목

적이 부인되는 경우도 많다.165) 또한 ‘공익성’의 판단이 진실성과 상당성의

판단에 종속되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있다. 진실성 판단은 객관

적 사실판단에 가깝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행해질 수 있고, 표현의 어조, 사

용매체와 같이 상당성에 관한 일부 지표들은 드러난 외표로 곧바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익성’의 판단은 그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

은 이상 소외되기 쉬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들이 드러난 사례로는 대법원 2005. 4. 19. 선고 2003도2137 판

결의 경우를 들어볼 수 있다. 여성단체에 소속된 피고인들이 성추행 피해자

의 진술을 듣고 한 대학의 교수였던 가해자의 성추행 사실을 알림으로써 그

를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소식지에 게시하여 기소된 이 사건에

서 대법원은 피해자 실명의 거론, 표현의 어조 등의 이유를 들어 비방목적을

인정한 원심166)과 달리,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수사기관과 학교 당국

을 상대로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 그리고 학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비방

목적을 부정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타당한 결론이었다고 보이나,

문제는 원심의 판단과 그 판단이 대법원에 이르러서야 수정되었다는 점

에 있다. 판단컨대, ‘성추행 피해’란 의제는 해당 피해사실을 알림으로써

성추행 가해자에게는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을 촉구하고, 추가적 피

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공익성이 크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어조나 명예훼손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했다는 점과 같

이 ‘상당성’과 관련된 사정들을 주된 근거로 비방목적을 인정하였던 바,

이는 공익성의 판단이 상당성의 판단과정에 종속되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던 사례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165)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도3112 판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0도8143 판결 ;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도

10392 판결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등.

166) 대구지방법원 2003. 4. 11. 선고 2002노36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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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예로 제주지방법원 2014. 9. 24. 선고 2014고정576 판결에서는 피

고인이 회사 노조 내부의 인터넷 게시판에 명예훼손 피해자가 부하직원

을 성희롱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는 사실관계로 유죄가 선고되었

다.167) 해당 판결과 항소심인 제주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4노513

판결의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사

실을 적시하였다는 점, ‘전무도 미쳐가나 봅니다’, ‘어떻게 생겨먹은 개말

종이기에’ 라는 등의 과격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비방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사안의 공익성에 대한 판단은 아예 명시하지 않았

다.168) 본 사건은 이후 피고인이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정리하자면, 판례는 비방목적을 공익에 관한 의사와 상반된 관계에 있

는 것으로 보고, 공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목적은

부인된다는 입장에 있다. 또한 판례는 각각 진실성, 상당성, 공익성에 해

당하는 사정들을 들어, 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비방목적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 이렇듯 판례는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인

공익성으로 비방목적을 해석하면서도, 공익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하지는 않고 개별 사안에서의 이익형량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비방목적이란 본래 주관적 요소이므로 객관적 요소를 포함한

공익성의 개념으로 이를 판단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또한 공익성

의 주관적 요소와도 반드시 상반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비방목적과

공익을 위하는 의사가 병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의 입장을 견지하게 되면, 자신 또는 주변인의 피해를 알리려는 사람

은 본인이 이해관계자이고 상대방을 사적으로 비난할 목적이 있다는 이

유로 표현을 주저할 수 있고, 반대로 공익과 관련 없는, 예컨대 타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상당성 요건을 어느 정도 준수

했다면 불법이 아니라는 잘못된 암시를 줄 수도 있을 것이다. 판단컨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표현은 명예훼손법제 전반에 비추어 원칙

적으로 불법이고, 그렇지만 그러한 표현의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

167) 제주지방법원 2014. 9. 24. 선고 2014고정576 판결.

168) 제주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4노5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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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으로 불벌이라는 관계를 일관되게 설정해 주는 것이 명예훼손죄의

본질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시일 것이다. 이에 구성요건인 ‘비방목적’은

공익성과 별도로 판단하고, 공익성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정립하여 그에 따른 판단사례를 집적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 소결

비방목적을 판단하는 데 있어 ‘진실성’을 1차적 기준에 준할 정도로

중요시하고, ‘공익성’에 대한 판단을 비방목적 판단의 일환으로 제한하

고 있는 판례의 입장은 수정을 요한다.

우선, ‘진실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허위의 사실

을 드러낸 경우라 해서 반드시 당해 행위자에게 ‘비방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는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별도의 사

실 확인 없이 공유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하는 바, 이러한

경우들이 모두 비방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욱

이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제 2항 또한 ‘비방목적’ 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는 점을 고려한다면, ‘허위성’이 인정되는 대부분의 경우 이를 주된 근거

로 하여 비방목적을 인정하고 있는 판례의 경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공익성’은 명예훼손죄에 특유한 위법성조각사유이기도 하다. 그

런데 이러한 위법성 판단의 지표를 구성요건의 판단과정에 가져오는 판

례의 입장은 현행법 구조 안에서는 가벌성을 확장시킬 위험이 있다. 또

한 공익성의 요소를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로 분절하여 보면, 우선

전자는 주관적 요소인 목적과 일정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

성의 주관적 요소 역시 비방목적과 항상 상반되는 관계에 있는 것은 아

니다. 판례의 입장은 이러한 사실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비

방목적에 대한 규범적 해석으로서 바람직하다기 보다는 비방목적과 공익

성 간 ‘임의적으로’ 관계를 설정한 것에 더 가깝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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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관계 설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도 않아 일반인의 입장

에서 구성요건해당성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판단컨대, ‘비방’은 명예훼손적 표현에 수반될 수 있는 전형적 위험인

바, ‘비방목적’은 명예훼손적 표현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위

험에 대한 의욕으로 이해할 수 있다.169)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비방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익성에 기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여지는 남

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로 공직선거법 제 251조 후보자비방죄는 비

방행위를 규제대상으로 하면서도 공익성에 기한 위법성 조각 또한 인정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공익성’은 위법성 판단에 관

한 요소로서 별도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169) 손지선, “목적범에 관한 고찰 – 불완전한 이행위범과 단축된 결과범 분류기준의

제고”, 형사법연구 제30권 제1호, 2018, 126-1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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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

제1절 법제와 법 해석 개선의 필요성

Ⅰ. ‘비방목적’ 요건의 의의에 대한 고찰

사이버 공간에서는 다른 어떤 매체에서보다도 정보가 빠르게 전파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러한 ‘높은 전파성’으로 막심한 피해가 발생한다

는 분석도 지극히 타당한 지적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망이라는 매체에 이

렇듯 치명적인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다수인이 동시에 이용

할 수 있고, 사회적 소수자들을 비롯한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다는 점

에서 ‘소통’에 가장 유용하고 어쩌면 가장 민주적인 매체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사이버명예훼손죄를 살펴보면, 정보통신망법 제

70조는 그 조문 안에 ‘높은 전파성’이라는 특성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개방성’에 대한 고려 역시 담겨있다고 보인다. 해당 조문은 가중된 형량

으로 정보의 빠른 전파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을 경계하는 한편,

‘비방목적’ 이라는 구성요건으로 높은 형량을 정당화하고 그와 같은 형량

으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의 한계를 적절한 수준에서 제한하고자 한다.

판단컨대 ‘비방목적’이라는 구성요건의 의의는 ① 어떠한 표현이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행해졌고, 명예훼손의 위험을 내재하고 있어도 필요하

고도 상당한 표현이었다면 가중형량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과, ②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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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지 않은 표현이라면 그것이 ⅰ) 빠르게 전파될 수 있고, ⅱ) 기록으로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중형량을 적용해볼 수 있다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Ⅱ. 현행법제와 판례의 문제점

위 ‘Ⅰ’항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구조적으로만 본다면 ‘비방목적’ 이라

는 요건이 추가됨으로써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적용범위를 적절히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현행법의 구조와 지금껏

판례가 제시해 온 판단기준으로는 비방목적의 이러한 의의가 제대로 구

현되기 힘들다.

우선, 판례는 ‘비방목적’을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

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라고 하고, 비방목적이 부인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 310조가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에 있다. 해당 판시내용에 대해서는 비

방목적이 부인되더라도 형법 제 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판례가 비방목적과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한 개념은 단순히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인 반면, 형법 제 310조에 사

용된 표현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 이기도 하다. 이처럼 판례는

비방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의, 보다 무거운 형량이

아닌 일반명예훼손죄의 형량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있고 이는 곧

비방목적의 가중적 요소로서의 의의를 설시한 것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판례는 비방목적의 구체적 판단기준에 대해 “당

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

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형법 제

310조의 판단기준과 다른 점이 없다. 이러한 판단기준에 따른다면, ‘비

방목적’이 형법 제 310조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있어도 정보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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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0조의 적용을 제한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

고 이는 판례가 비방목적의 판단과정에 검토해야 할 사안들을 위와 같

이 열거하는 데 그치고, ‘진실성’, ‘공익성’, ‘상당성’ 으로 요약될 수 있는

이들 사안들을 단순히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비방목적을 판단

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더욱 문제가 된다. ‘진실성’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이기도 하여 적용 법조를 가를 수 있는 요소이고, ‘공익성’은 명예

훼손죄에 특유한 위법성조각사유이며 ‘상당성’은 대상행위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를 추단케 하는 요소이다. 이렇듯 각각 다른 함의를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동일 단계에서, 중요성에 있어서도 차이를 두지

않고 그저 함께 검토하기만 하는 방식은 충분히 명확하지 않고,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현행법체제에서는 이러한 판단

의 결과로 결국 비방목적이 인정되면, 공익성에 기한 위법성조각의 여

부는 다투어지지도 않고 바로 유죄가 확정될 수 있다. ‘비방목적’ 요건

이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의 적용을 제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가벌성을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궁극적 해결책은 결국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에

도 형법 제 310조와 유사한 위법성조각사유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비방목적’ 요건을 존치하거나 이를 발전시킨다면, 해당

구성요건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도 새로이 논의되

어야 할 것이다.

본 장에서는 위법성조각사유로서 ‘공익성’이 가지는 중요성, 명예훼손죄

의 ‘공익성’에 관한 타국의 법제 및 법리를 살펴봄으로써 위법성조각사유

조항의 필요성과 그 내용에 대해 논해볼 것이다. 또한 가능한 입법적 개선

방안 중 ‘비방목적’과 같은 초과주관적 요건이 존치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의 내용을 어떻게 구체화시켜야 할지에 대해서도 논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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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위법성조각사유 조항의 신설과 적용

Ⅰ. 판단기준으로서 ‘공익성’ 이 지니는 중요성

입헌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구성원 개개인이 주권을 가지고 주권행사

의 결과는 공동으로 책임지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수결의 원칙

을 취하고 있지만, 다수의 횡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이렇듯 모든 구성원이 사회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서

는 주체적으로 사회를 운영해 나가야 하는 만큼, 입헌 민주주의가 이상

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각 구성원이 옳고 그름에 대해 판단할 수 있

어야 하고 이에 대한 공적 토론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공적 토

론 활성화에 필요한 조건에는 무엇이 있을까. 제대로 된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 내에 정보와 의견이 충분히 환기되

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점에서 공적 사안과 공익에 관한

표현들은 그 보호가치가 매우 크다.

이처럼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한계 짓는데 있어 ‘공익성’은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을 수 없는 요소이다. ‘공익성’ 요건의 이러한 중요성

은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이미 한 번 설시된 바 있다.

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공적 인

물이 그의 공적 활동과 관련된 명예훼손적 표현은 그 제한이 더 완화되

어야 하는 등 개별사례에서의 이익형량에 따라 그 결론도 달라지게 된

다.”,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의 여부에 따라 헌법적 심사기준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170)라

170) 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결정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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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여 공적 사안에 관한 표현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가 보다 보장되

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또한 명예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 이익형량을 할 때에는 ‘공공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고, 공

적토론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의 우위가 추정된다고 하여 비슷한 내용

의 판시를 하였다.171)

그러나 현재 우리 판례가 명예훼손죄의 판단에서 ‘공익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남는다. 전술한 바 있듯, 우리 판

례는 사이버명예훼손죄의 비방목적의 판단기준으로 진실성, 상당성, 공익

성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도 각 요소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사정들을 나열하는 데 그치고 있다. 결국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비교형

량하자는 것인데, 이러한 판단방법을 따르면서 ‘공익성’ 의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그 비교형량의 과정에 ‘공익성’이 종속될 위험이 있다. 실

제로 우리나라의 명예훼손 판례에서 ‘공익성’ 요건은 ‘진실성’ 요건과 ‘상

당성’ 요건에 비해 독자적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적고, 종종 종속적 지위

로 전락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한 선행연구도 있었다.172)

일부 판례가 ‘적시 사실이 공적 관심 사안인지 여부’, ‘피해자가 공인인

지 사인인지 여부’ 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들

은 공익성 판단에 대한 1차적 기준일 뿐, 실질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1차

적 기준 각각에 대한 기준 즉, 2차적 기준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현재

대부분 판례는 ‘공익성’ 판단의 지표로서 ‘적시사실의 구체적 내용’ 이라는

사정을 제시하면서도 그 내용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

서는 설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공익성’ 요건에 대한 실질적 기준이 될 수

없어 결국 공익성 요건을 소외시킬 수 있다.

판단컨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알 권리가 있고 이에 대해 자유롭게 논할 권리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다소 과격한 방식으로 행해진 표현이더라도 사회에 필요한 논의를 환기시

171) 한지혜, 전게논문, 291-292면.

172) 이재진 이성훈, 전게 논문, 143면 ; 윤종행, 전게 논문, 3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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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 있다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진실한 사실의 적시에 수반될 수 있는 개인적 법익의 침해는, 그와 같

은 침해를 궁극적으로 초래한 사람이 표현의 대상자라는 점에서 극히 미미

하다 할 것이다. 만일 대상표현이 공적 토론을 활성화시키고, 어떠한 사실

을 알리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회 전체에서 예방할 수 있

게 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면,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공익이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초래될 수 있는 법익 침해를 상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이버명예훼손과 관련된 법제와 법해석 또한 판단기준으로서

‘공익성’이 가지는 이러한 중요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절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위법성조각사유 조항과 ‘공

익성’ 해석의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가장 첫 번째로, 명예훼손죄의 ‘공익성’ 에 관한 외국의 법제 및 법리를 참조

할만한 자료로 살펴보도록 한다.

Ⅱ. 명예훼손죄의 ‘공익성’ 에 관한 타국의 법제 및 법리

우리나라가 형법 제 310조를 두고 있고, 출판물명예훼손죄나 사이버명

예훼손죄에서는 ‘비방목적’ 에 대한 판단으로 죄의 성부를 결정하고 있

는 것처럼, 영국과 미국, 독일 등의 국가들도 면책사유 또는 위법성조각

사유를 두고 있다. 미국과 독일 같은 경우는 위법성 판단에 참고할만한

독자적 법리를 발전시키기도 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이들 국가들의 ‘공

익성’ 면책사유와 ‘공익성’ 판단에 대한 각국의 법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영국의 면책사유

영국에서는 2013년 한 차례의 개정을 거쳐 지금의 명예훼손법

(Defamation Act 2013)173)을 정립하였다. 영국의 명예훼손법은 몇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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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각각 ‘실질적 진실성(Substantial

Truth)’, ‘정직한 의견(Honest Opinion)’, ‘공익에 관한 사안의 공표

(Matter of Public Interest and Concern)’, ‘동료심사를 거친 학술지(Peer

reviewed statement in scientific or academic journal etc)’ 이다.

그 중 ‘실질적 진실’ 면책사유는 피고가 적시사실의 본질적 내용이 진

실임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러 개의

사실을 적시하였는데 그 중 일부만 실질적 진실임을 입증하였다면, 진실

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실에 의해 원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는지

를 판단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정직한 의견’ 면책사유는 문제된 행위가 어떠한 사항에 대한 정당한

논평일 경우에는 면책된다는 것이다. 이는 당해 행위가 전체적 맥락에서

볼 때 일정한 의견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에 문제되는데, ‘정직

한 의견’ 사유에 의해 면책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표

현되었을 것, 실제로 존재했던 사실 및 사실로 확인된 것들을 근거로 하

여 논평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공익에 관한 사안의 공표’ 사유는 적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익

(Public Interest)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 역시 해당 사실이 공익에 관한

것이라고 믿었던 때에는 면책된다는 것이다. 규정에서는 공익성의 객관

적 요소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그 기준

이 판례로서 어느 정도 정립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174) 실제로 한

판례에서는 공익성의 객관적 요소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들로 ‘범죄 혹

은 중대한 비리(부적절한 행동, impropriety)에 관한 내용’, ‘공중의 보건

과 안전에 관한 내용’, ‘개인이나 집단으로 인해 일반 대중이 선동, 오도

173) 법률의 내용은 법의 전문을 제공하고 있는 ‘legislation.gov.uk’에서 확인함.

(http://www.legislation.gov.uk) (최종방문일 : 2020. 5. 8.)

174) Explanatory Notes of Section 4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3/26/notes/division/5/4) 

(최종방문일 : 2020.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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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 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175)

한편, 해당 사유는 행위자가 적시사실의 공익성을 ‘합리적인 이유로

믿었다(reasonably believed)’는 점이 확인되어야만 인정될 수 있다. 그리

고 이러한 공익성의 주관적 요소에 대해서는, 언론(제도 언론뿐만 아니

라 블로그 등 비제도권에 있는 언론도 포함된다고 한다)의 경우에는 보

도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가능한 범위 내 성실히 하였는지, 보도를 할

때 관계인들의 입장을 두루 조사하려 하였는지, 등의 사정을 고려해야

하나 정보 제공자에 가까운 일반인에게는 그 정도의 의무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설시한 판례가 있었다.176) 즉, 공익성의 주관적 요소에 대한 판

단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확인의 노력, 보도윤리의 준수 여부 및 정도,

보도의 공정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비언론인에 대해서는 언론에 비해

이러한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구체적 사안별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입

장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동료심사를 거친 학술지’ 면책사유는 학술지에 실린 진술

이 학술적인 것에 관련된 진술이고, 이에 대한 심사가 사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진술이 설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유발하였다

고 해도 그 책임을 면한다는 것이다.

2. 미국의 ‘현실적 악의’ 법리

미국의 경우 ‘공익성’, 특히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사적 인물인지에

따라 판단기준을 달리하는 ‘현실적 악의’ 법리가 발전하였다. 당 법리는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판결로 본격 도입되었다고 평가되는

바, 본 항에서는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판결을 간략히 소개

한 뒤 ‘현실적 악의’ 법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175) Jameel(Mohammed) v Wall Street Journal Europe Sprl [2006] UKHL 44.

176) Economou v de Freitas [2018] EWCA Civ 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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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New York Times Co. v. Sullivan’7) 판결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사건은 뉴욕 타임즈가 흑인들의 비

폭력 시위를 경찰이 가혹하게 진압했다는 내용의 비난 광고를 실자, 몽

고메리시의 경찰국장이 신문사와 광고주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

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제 1심에서는 광고 내용의 일부가 허위였다고 인

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으나 연방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공무

원에 대한 명예훼손은 그것이 ‘현실적 악의’ 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원고가 명백한 증거에 의해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다수의견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토론은 최대한 제한 없이 이루어져

야 하고, 이러한 이유로 공적인 인물에 대한 표현은 그것이 다소 과격하

더라도 용인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또한 해당 판결은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사례에 있어 ‘진실성’은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며

입증 책임을 전환하였다.

나. ‘현실적 악의’ 법리

위의 판례를 시작으로 본격 도입된 ‘현실적 악의’ 법리는 결국 공직자

에 대한 명예훼손은 기타 인물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해 법리는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 사례에서는 행위

자가 문제된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알거나 허위인지 여부를 무모하게 무

시했다는 것 즉, 행위자에게 ‘현실적 악의’가 있었다는 것을 원고가 증명

해야 한다고 하였다.177)

이후 ‘현실적 악의’ 법리는 ‘공적 인물’ 에 대한 원칙으로 발전되었고,

‘공적 인물’ 이라는 개념 또한 전면적 공적 인물과 제한적 공적 인물,

비자발적 공적 인물, 사인으로 세분화되었다.178) 이러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들은 전면적 공적 인물은 저명인사나 공적인 관심사에 대해 큰 영

177) 한지혜, 전게논문, 285면.

178) Harris v. Tomczak, 94 F.R.D. 687, 8 Media L.Rep. 2145(E.D.Cal. 1982) ; 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 323(1974) 등. 



- 92 -

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하고, 제한적 공적 인물은 학자,

시민단체의 일원 등 어떠한 공적 사안에 자발적으로 관여한 사람, 비자발

적 공적 인물은 우연히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된 사람이라고 한다.179) 결국

미국의 판례는 ‘사회적 영향력’과 ‘공적 사안에 대한 관여의 자발성’이라

는 기준에 따라 인물의 공공성을 판단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다. 현실적 악의 법리의 근거

미국의 법원이 ‘현실적 악의’ 법리를 채택한 데에 대한 근거는 ‘Gertz

v. Robert Welch Inc.’ 판결180)에 잘 드러나 있다. 미국의 변호사였던

Elmer Gertz을 가리켜 한 잡지사가 ‘마르크스주의자동맹’ 이라고 하여

문제된 해당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의 다수의견은, 공직자와 공적인물은

사인보다 언론매체에 대한 접근의 기회가 많아 그 내용을 상대적으로

쉽게 반박할 수 있고, 스스로 공중의 주목을 받거나 비판의 대상이 될

위험을 다소 감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다수의견의 견해는 미국의 ‘현실적 악의’ 법리 및 ‘공인 이론’

의 근거가 무엇인지 잘 보여준다. 어떠한 사람이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사인보다 특별히 더한 명예훼손의 위험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

당하다는 비판에 대하여 ‘현실적 악의’ 법리는, 공적인 인물일수록 명예훼

손의 위험을 본인이 감수 초래했을 가능성이 크고, 반박이나 해명을 하기

도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위와 같은 근거를 들어 반박할 수 있을 것이다.

3. 독일의 ‘인격영역론’

독일에서는 보호대상으로서의 인격권을 ‘내밀영역’, ‘비밀영역’, ‘사적

영역’, ‘사회적 영역’, ‘공개적 영역’ 으로 나누어 침해된 인격권의 내용이

179) 김진, “공적인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고찰”,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36호,

2012, 295-299면.

180) 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 323(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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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밀영역’ 에 가까울수록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고, 반대로 ‘공개적

영역’에 가까울수록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인격영역’론이 발전

되었다.181) 인격영역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역 분류와 각 영역의 구체

적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내밀영역’은 사생활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불가침

의 영역이다. 개인의 성생활 등이 이러한 ‘내밀영역’ 에 포함된다. ‘비밀

영역’은 일반적으로 공공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영역으로, 일기, 개인

적으로 주고받은 편지나 통화 내용 등이 이에 포함된다. ‘비밀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은 원칙적으로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사적영역’은 가족,

친구와 같은 가까운 관계 안에서의 일상생활을 의미한다. 이 또한 모두

에게 공개되고, 공유되는 사안은 아니라는 점에서 사생활로 보호받아야

하지만,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사적영역’ 공개 및 침해의

타당성은 제반사정을 통하여 이익형량의 방법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한다. ‘사회적 영역’은 개인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생성되는 정보들이 속하

는 영역으로, 사회적 영역에 대한 보도부터는 이전의 영역들에 대한 보도

에 비해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공개적 영역’은 공공장소

와 같이 모든 사람이 인식할 수 있고, 또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 사안들

을 의미한다. 사회 정치적, 국가적 문제들은 ‘공개적 영역’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있다.

4. 일본의 법제 및 법리

일본 형법은 제230조 1항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

를 훼손한 경우, 적시사실의 진실여부를 불문하고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 230조의 2에서 명예훼손죄에 특유한 위법성조각사유를

181) 이하는 주로 김재형, “언론의 사실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서울 법학 제39권 제1

호, 1999, 196-200면; 김진, 전게논문, 306-307면에서 인용한 ‘Wenzel’ 의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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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 230조의 2의 내용은 각각, ① 전조 제1항의 행

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관계되고, 또한 그 목적이 전적으로

공익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의 진부를 판단하여

진실인 것의 증명이 있는 때는 이를 벌하지 아니한다(제1항), ② 전항

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소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사람의 범죄행

위에 관한 사실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로 본다(제2항)”. ③ “전조

제1항의 행위가 공무원 또는 공선에 의한 공무원의 후보자에 관한 사

실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사실의 진부를 판단하여 진실인 것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벌하지 아니한다(제3항)” 이다.182)

본래 일본에서는 위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를 두고도 그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여 개인의 명예권을 더 보호하는 태도가 지배적이었으

나, 1969년 최고재판소가 ‘夕刊和歌山’ 사건183)에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 사실이 진실이라고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

한 것을 계기로 표현의 자유가 보다 확장되었다. 1981년 ‘월간 펜’ 사건

에서는 사생활에 관한 내용일지라도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

려해서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공익에 관한 사실로 인정된

다는 취지로 판시하기도 하였다.184) 한편, 해당 위법성조각사유의 입증책

임은 피고인에게 있다는 것 일본의 통설 입장이다.185)

이처럼 일본의 경우 사실적시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것이나 거증책임을

전환하고 ‘진실성’과 ‘공공의 이익’을 구성요소로 하는 위법성조각사유를

두고 있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와 비슷하나, 형법 제 230조의 2 제 2항과

182) ‘일본형법’, 법무부, 2007. 93면.

183) 最高裁判所　昭和41年(あ)第2472号 昭和44年6月25日 大法廷　判決. 행위자가 피해자

의 뇌물수수 의혹사건에 대해 ‘흡혈귀 S의 죄업(罪業)’이라는 표제로 게재한 것이 문

제된 사건이었다.

184) 이재진, “언론과 공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8, 348면. 해당 사건은 일본의 종교

중 하나인 ‘창가학회’ 회장의 여성편력에 대해 보도하여 문제된 사건이라고 한다.

185) 배상균, “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의 규제 문제와 개선방안의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

29권 제3호, 2018, 1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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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항에서 진실성의 입증만으로도 면책될 수 있는 공공사안을 명시적

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어도 공적 사안에 대한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우

리나라보다 명확한 면이 있다고 보인다.

5. 소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공인 또는 공익에 관한 사안인 경우에는 제한적

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판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

다. 위에서 살펴 본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이 대표

적인 예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민 형사 판결에서 위법성조각사유로

서 ‘공익성’이 지닌 또는 지녀야 할 지위와 그 내용은 명시적으로 논해

지지 않았다.

물론, 명예훼손죄란 기본적으로 명예권과 표현의 자유라는 두 기본권

사이의 이익형량이 핵심인 죄이기 때문에 구체화된 판단기준 안에서도

이익형량을 해야 하는 경우가 다수일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개의 고려할

만한 사정들을 제시할 뿐인 현 판례의 입장은, 본래도 모호할 수밖에 없

는 표현의 한계를 더욱 예측할 수 없게 만든다. 그리고 이러한 불명확성

은 표현에 대한 자기검열과 그로 인한 표현의 위축 효과(chilling effect)

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명확한 법적 근거 하에 표현의 한계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표현의 자

유가 최대로 보장받을 수 있을 때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와 같은 관점에서 본 논문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어쩌면 가장 강력한 제

재인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때에는, 그 판단과정에서 ‘공익성’의 중요성을

높이고, 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의 경우 ‘공익성’은 면책사유로서 법문에서

부터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로 나뉘어져 있고, 판례는 각각을 판단하

는 데 고려될 수 있는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

형법 제 310조와 유사한 위법성조각사유 조항을 두고 있으나 중대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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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사안의 경우는 아예 법률로서 별도 규정하였다. 한편, 미국은 인물의

공공성 즉, 어떠한 인물이 공적 사안들에 관여되어있는 정도를 기준으로

공익성을 판단하며, 독일에서는 사안의 공공성을 기준으로 공익성을 판단

하고자 하는 ‘인격영역론’이 정립되었다. ‘공공성’은 ‘공익성’과 완전히 같

은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공익성 판단에 중요한 지표가 되어줄 수

있는 기준이다. 공인이 관여하고 있는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표현 중 공

익에 기여하지 않는 표현을 상정해 보기란 어렵다. 그러한 표현은 적어도

그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분명

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그렇게 활성화된 논의를 바탕으

로 다른 피해를 예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공익에 기여하는 바

가 더 크다. 이처럼 어떠한 표현의 ‘공공성’ 이 인정되면, 해당 표현의 공

익에 기여할 가능성 역시 커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익성’은 중요한

개념이지만, 도덕적․추상적 개념이기도 하다. 반면 공공성은 비교적 객

관적, 사실적 개념이다. 이에 ‘공공성’을 ‘공익성’의 판단지표로 삼게 되면

공익성 판단과정에 있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불명확성을 일정 부분 해

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종합하여 보컨대, ‘공익성’에 대한 판단을 할 때에는 이를 객관적 요소

와 주관적 요소로 나누고, 그 중 전자는 ‘인물’과 ‘사안의 공공성’을 기준

으로 사건을 유형화해볼 수 있게 함이 타당하다. 또한 공익성의 주관적

요소에 있어서는 사실 확인의 노력, 적시사실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내

용들의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Ⅲ. 사이버명예훼손에서의 위법성조각에 관한 개선방안 제언

명예훼손죄의 판단에서 ‘공익성’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적절한 보호 범

위를 설정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이에 미국과 영

국의 경우에는 공익성에 기한 면책을 인정하고 있고, 성문법 국가인 일본

과 독일은 공익성을 내용으로 하는 위법성조각사유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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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우리나라 또한 일반명예훼손죄의 경우 형법 제 310조를 통해 위법

성이 조각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사이버명예

훼손죄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정보통신망법에는 그러한 위법성조각사유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비록 판례가 ‘비방목적’의 해석

을 통해 형법 제 310조를 적용할 때와 유사한 판단과정을 거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과연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점이

남는다. 위법성조각사유 조항을 별도로 제정하는 경우에 비해 현행법제와

판례는 무엇이 죄가 되고, 무엇이 죄가 안 되는지에 대해 명확히 알기 어

렵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명예훼손죄의 가벌성을 확장할 위험까지 있다

고 생각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명예훼손죄 조문에 형법 제 310

조와 유사한 위법성조각사유를 신설하는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 형법 제 310조는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진실성’과 ‘공

익성’을 그 조건으로 하고 있다. 판례는 형법 제 310조가 “진실한 사실로

서”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지만, 세부 내용에서 다소 진실과 합치되지

않거나 약간의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그 중요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

하면 되고,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어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진실성’을 인정할 수 있다

는 입장에 있다.186) 생각건대, 행위자가 본인이 적시하려는 사실이 허위임

을 알았던 경우에도 행위자에게 공익을 위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공익성을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범위

는 적시 사실이 진실한 경우, 진실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 허위성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경우로 제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보통신

망법 제 70조에도 위법성조각사유조항을 신설한다면, 형법 제 310조와 마

찬가지로 ‘진실성’ 요건 또한 그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형법 제 310조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는 문언으로

186)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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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표현 자체만으로는 적시사실이 공

인과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의 의사 역시 오직 공익을 위

한 것이었던 일부의 사례들만 설명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

례들은 포괄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오로지’

는 ‘공익을 위하는 의사가 주가 되는 때’로 해석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

한 때’는 그 내용을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로 나누어 해설함으로써

규문의 불명확성을 보충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은 가능한 한 명확해야 하

는 바, 이러한 표현 대신 공익성의 구체적 내용이 드러나고, 지칭하는 바

가 보다 명확한 표현을 사용함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적시 사실

이 객관적으로 공익(Public Interest)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 역시 해당

사실이 공익에 관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믿었던 때에는 면책된다.”187)

고 규정한 영국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위법성조각사유 조항의 해석 및 적용방법은 판례로서 구체적으

로 정립되어야 할 것인데, 우선 공익성의 객관적 요소에 대한 판단은 ‘인

물’과 ‘사안’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차용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인물’

을 기준 중 하나로 삼는 이유는 첫 번째, 표현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 공적

인 인물인 경우 그에 관한 내용 또한 공적 관심 사안일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 공적인 인물일수록 명예훼손의 위험을 본인이 감수 초래했을 가능성

이 크고, 반박이나 해명을 하기도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물’이라는 기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용의 명확성과 정확

성을 위해 ‘사안의 공공성’이라는 기준을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피해자가 공직자이고 사안 역시 그의 직무 수행에 관한 것이면 두 개의 기

준 모두에서 높은 단계에 있으므로 객관적 공익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

편, 피해자는 제한적 공적인물의 분류에 들어갈 수 있고, 사안은 사적 영역

187) Defamation Act 2013 s.4-1)

1) It is a defence to an action for defamation for the defendant to show that—

(a)the statement complained of was, or formed part of, a statement on a matter of

public interest; and

(b)the defendant reasonably believed that publishing the statement complained of

was in the public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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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것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피해자가 명예침해의 위험을 직접 초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즉, 적시사실이 피해자의 잘못에 관한 사실인지), 그 잘못의

경중은 어떠했는지, 일정 범위의 사람들이 알 필요가 있었던 사안인지 등을

표현의 전파성, 과격성 등과 비교하여 피해자의 인권과 얻을 수 있는 공익

에 대한 구체적인 이익형량의 과정을 명시적으로 거쳐야 할 것이다. 꼭 미

국의 인물 분류와 독일의 영역 분류를 따르지 않아도 판례가 이처럼 공익

성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립해 준다면,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

양한 사례들에 대한 유형화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공익성의 주관적 요소에 대한 판단은 행위자의 ‘진정성’에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행위자의 ‘진정성’에 대해 판단할

때에는 사실 확인 노력, 근거 수집 노력, 사실적시에 이르게 된 경위를 검

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행위자가 표현 대상자에게 직접 어떠

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거나 그 내용을 보고 들은 사람인 경우, 명예훼손피

해자의 입장을 청취하고자 했던 등 보도윤리를 어느 정도 준수한 언론인

인 경우, 자신의 사실적시행위를 통해 어떠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했거나

해결하려고 했던 경우에는 공익을 위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해 볼 수

있다. 이에 공익성의 주관적 요소는 행위자가 적시사실이 공익에 관한 사

안이라고 생각한 근거와 사실 확인, 근거 수집의 과정에 관한 증거를 제

시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들 진술과 증거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방식

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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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비방목적에 대한 해석

명예훼손죄에서 공익성은 표현의 사회적 정당성과 관련된 문제로, 여

기에는 객관적 정당화사유와 주관적 정당화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이에

대한 판단은 개별 사안을 법질서 전체에 비추어 검토해 보는 가치판단의

과정을 그 본질로 한다. 이에 반해 비방목적과 같은 구성요건요소는, 비

록 어느 정도 규범적 해석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최대

한 명확히 기술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이에 비방목적과 공익성은 별도로

판단되어야 하고,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정보통신망법에

위법성조각사유조항을 신설하는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한편, 이

처럼 공익성에 대한 판단을 따로 하게 된다면 비방목적에 대한 기존의

해석방법 또한 당연히 수정되어야 할 것인바, 본 절에서는 위법성조각사

유조항이 신설된다고 했을 때의 비방목적 해석방안에 대한 필자의 소고

를 담아보고자 한다.

Ⅰ. ‘비방’의 해석

‘비방’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하다”188)이다. 한편,

형법에서 ‘비방’이란 단어는 공직선거법 제 215조 후보자비방죄에서도 찾

아볼 수 있는데, 판례는 후보자비방죄의 비방을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비록 후보자비방죄

의 비방은 구성요건적 행위 즉,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라는 차이가 있지만

각 조문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후보자비방죄의 비방과 정

보통신망법 제 70조의 비방은 동일한 개념으로 보여진다.

188)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가져옴

(https://ko.dict.naver.com) (최종방문일 : 2020.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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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법원은 비방의 사전적 의미와 거의 동일한, ‘상대방을 깎아내리

거나 헐뜯는 것’이라는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라는 문구로 수식함으로써 규범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와 같이 비방을 정의하는 방식의 효용과 타당성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남

는다. 우선, 후보자비방죄에서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사실상 구성요건

판단의 단계가 아닌 위법성 판단의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후

보자비방죄에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위법성조각사유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무죄 판결이 나는 대부분의 경우가 대상표현이 의견 표명에 가깝다거나

공익성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에 따른 결과였다.189) 공익성 외에도 ‘정

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을만한 사정들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사정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분명히 알기 어렵다.

즉, 공익성 판단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조건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표현이 불명확성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판단

컨대, 만일 정보통신망법에도 위법성조각사유조항을 추가하게 된다면, 이

때의 ‘비방’은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이라는 문언적 의미 그

대로 정의되어도 충분할 것이다.

Ⅱ. 비방목적의 판단

한편,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와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비방행위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와 비방은, 비록 그 둘이 완전히 별

도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내재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에서 그 차이

를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학계에서는 비방목적을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해 인격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목적’으로 정의하

189) 김경호,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의혹제기와 후보자비방죄의 위법성조각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13권 제3호, 2013, 13면-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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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데, 대부분의 명예훼손적 표현들에는 그로 인해 피해자의 인격적

평가가 저하될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바, 이러한 해석은 ‘법익을 더 크게

침해하려는 목적’ 또는 ‘법익 침해의 위험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이해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출판물등명예훼손죄가 목적범의

유형 중 ‘단축된 결과범’에 속한다고 하면서, 추상적 위험범에 목적이 추

가되면 ‘구체적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본 견해도 있었다.190) 후보자비방

죄에서의 비방은 사실의 적시에서 더 나아간 개념으로, 이에 따라 불법

이 인정되는 경우는 비방행위라고 할 수 있는 때로 명백히 축소되어야

한다고 본 견해 또한 유사한 관점에서의 지적이라고 생각된다.191)

종합하여 보건대, ‘비방’은 명예훼손 행위와 구별되는 별도의 행위가

아니라 법익 침해의 위험성을 높이거나 법익을 보다 크게 침해시킬 수

있는 행위로 이해해볼 수 있고, 이에 비방목적의 판단 역시 ‘정도’의 관

점에서 접근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에서 표현의 필요성과 사용한 매

체, 전체적 어조와 같이 ‘상당성’ 과 관련된 지표들은 그로부터 행위자가

의욕한 법익 침해의 ‘정도’를 직접 추단해 볼 수 있어 비방목적의 판단기준

으로 삼을 만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해석기준을 적용해 본다면, 예컨대,

소수의 지인들과의 채팅에서 명예훼손적 표현을 한 경우나 인트라넷과 같

이 전면 개방되어 있지는 않은 매체에 중립적 어조를 사용한 표현들은 비

방목적이 부인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위와 같이 ‘비방목적’을 해석하고 위법성조각사유조

항을 신설하는 제언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이러한 방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선, 공적 성격이 큰 사안에서는 ‘공익성’이 명시적으로 우선하게 된

다. 지금까지는 판례가 개별 사례에서 이러한 원칙을 설시하기만 할 뿐,

190) 손지선, “목적범에 관한 고찰 – 불완전한 이행위범과 단축된 결과범 분류기준의

제고”, 형사법연구 제30권 제1호, 2018, 126-127면.

191) 박지현, “명예훼손 또는 사실공표 행위의 면책을 위한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기준에 대한 재해석”,민주법학 제57호, 2015, 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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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이나 법의 구조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언한 개선안에 따르면, 표현이 다소 과격하고, 전파성이 큰 방법을 사

용하여 비방목적이 인정되더라도 이어진 위법성조각 여부에 대한 판단에

서 공익성이 긍정된다면 그러한 표현은 결국 처벌되지 않는다. 이에 더해

판례가 공익성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립해 줄 수 있다면, 일반인의 입

장에서는 공익성의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스스로

를 방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비방목적의 해석으로 가중적 구성요건인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의

적용범위를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 예컨대 적정한 수준에서 이루어졌으

나 명예침해의 위험은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 70

조가 아닌 형법 제 307조의 적용대상이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시

형법 제 310조가 적용되어 공익성이 인정되는 표현은 보호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표현은 위법성이 조각되지는 않겠으나 가중형량의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 더 나아가 이러한 해석방법은 전파성이 다양한 매체가 병

존하고 있고 사실상 ‘사적인 구술생활’이 재현되기도 한다는192) 사이버

공간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표현에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의 가중형

량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현상에 대한 보충적 해결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192) 박경신, 전게논문, 136면.



- 104 -

제6장 결론

모든 유형의 명예훼손을 일반형법의 명예훼손죄로 의율하는 다수의 다

른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특별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추측해보건대, 이러한 이원적 규율 체계

의 배경에는 아마도 사이버 공간의 높은 전파성과 표현 양태의 다양성에

국가가 효과적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이와 같이 가중 특별구성요건을 신설함으로써 사

이버명예훼손이 가지는 일반적인 위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에는

공감한다 해도, 사이버명예훼손에 관한 논의 전체가 높은 전파성과 그에

따라 증가하는 법익침해가능성이라는 일면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이버공간에는 개인적인 대화부터 가장 공개적인 표현까지,

전파성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정도의 표현행위들이 병존하고 있고, 높은

전파성과 신속성이라는 특성이 오히려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도 많기 때

문이다. 따라서 사이버명예훼손죄를 제정하고 집행함에 있어서는, 해당

법규가 명예훼손죄의 본질을 충분히 반영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는 해

당 규정의 가중형량이 남용될 위험은 없는지, 일반인들에게 처벌에 대한

불필요한 우려를 야기하지는 않는지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충분히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위 사이버명예훼손죄라고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와 그에 대한 해석이, 위와 같은 문제의식

에 비추어 최선이라고 볼 수 있는지 논해보고자 하였다. 현 정보통신망

법 제 70조는 기타 구성에 있어서는 일반명예훼손죄와 동일하나 ‘비방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가 덧붙여져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

다. 또한 일반 형법의 명예훼손죄와 달리 별도의 위법성조각사유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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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판례는 비방목적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 상

반된 관계에 있는 개념으로 해석하여 이러한 조항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

는 듯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법제와 판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판이

가능하다.

우선, 구성요건 해석의 불명확성을 초래한다. 형법의 구성요건은, 그

것이 죄를 결정하는 데의 1차적 지표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규범적 해

석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최대한 명확히 기술되고 해석되어야 할 필요

가 있다. 그럼에도 판례는 일반명예훼손죄에서의 위법성 판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성요건을 판단하고 있고, 이러한 방법이 수반하는 공익성에

대한 판단과 비교형량의 과정은 구성요건 해석의 단계에서 가능한 규범

적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비방목적과 ‘공익성’이 판례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은 정도로 일

정한 관계성을 보이는 개념인지 의문이 든다. 공익성은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로 분절해 볼 수 있는데, 이 중 특히 공익성의 객관적 요소

는 비방목적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전자는 행위의 객관

적 정당화 사유인 반면, 비방목적은 주관적 요소로 이 둘은 충분히 병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익성의 주관적 요소는 언제나 비방목

적과 반대된다고 볼 수 있을까. 필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생각

한다. 예컨대 일부 범죄피해사실이나 권리침해사실에 대한 진실한 사실

의 적시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그 외관으로 보아도, 상대

방과 발화자의 관계라는 제반 사정으로 보아도 비난의 목적이 크게 개입

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발화자가 피

해당사자거나 그 영향권 내에 있는 사람으로 무책임한 발언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공익을 위한 의사 또한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일

부 판례가 비방목적과 공익을 위하는 의사 중 ‘주된’ 의사가 무엇이었는

지 판단하고, 사안의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성의 심사기준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을 보충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 ‘주됨’을

파악하는 과정이 종종 표현의 과격성에 대한 강조로 귀결되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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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큰 의미가 없다.

본 논문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익성에 기한 위법성조각사유조항

을 정보통신망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제언한다. 또한 이러한 위법성조각

사유조항의 해석 즉, 명예훼손죄에서의 ‘공익성’ 판단이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자 하였다. 판단컨대, ‘공인’이라는 기준을 통

해 어느 정도 사례를 유형화하고자 하는 미국의 판례,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사안을 분류하는 독일의 법리는 공익성의 객관적 요소에 대한 판단

방법으로 참고할 만하다. 또한 영국의 경우, 언론과 비언론, 표현대상사

안과 발화자의 관계에 따라 공익성의 주관적 요소에 대한 판단기준을 달

리해야 한다는 논의가 최근의 판례를 통해 전개되고 있는 바, 우리나라

또한 ‘공익성’의 판단기준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논의를 더욱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이러한 논문의 주장에 대하여 현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에 따르

면 공익에 관한 표현의 경우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논문의 제

언방안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다는 반박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러나 본 논문의 요지는 명예훼손죄에 고유한 위법성조각사유로서 ‘공익

성’이 지니는 중요성을 환기하는 것이며, 피고인을 포함한 일반인의 입장

에서 구성요건해당성을 판단하는 단계에서부터 불필요한 혼란이 야기되

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위해 공익성의 판단을 위법성 판단의 단계로 되

돌리는 대신 그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립하자는 것이다. 판단컨대,

명예훼손죄에서의 가벌성 축소와 관련된 문제는,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

한 민사적 행정적 제도를 발전시켜 진실적시명예훼손죄를 점진적으로 폐

지해 나간다거나 하는 등의 논의를 통해 해결되어야지, 위법성의 판단을

구성요건 판단의 단계로 끌어옴으로써 해결할 것은 아니다.

더 나아가 필자의 제언은 상당성의 심사를 하지 말자거나 축소하자는

취지의 주장이 아니다. 논문의 제언을 따르더라도, 상당성은 위법성조각사

유조항에 기한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하게 검토된다. 다만, 이때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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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성은 해당 행위가 내포하고 있는 공익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선한 영

향력이, 동 행위의 불법을 희석시킬 수 있을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지 비방 목적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생각건대, 명예훼손죄는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은 표현에

대한 형사적 규제이고, 실제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닐 수 없는

바, 그 자체로 형벌의 보충성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고도 볼 수 있

다. 이에 필자가 지적하고 있는 문제나 제안하는 방안 역시 종국적 해결

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위법성조각사유조항을 신설한다면 비방목

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해서 본 논문은, ‘비방’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와 정도의 차이가 있는 행위라고 보아 어조나 매체와 같

은 외표를 통해서 판단해 볼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를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논의가 보다 발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본 논문과 같이 우리나라 명예훼손법제와 판

례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논의는 분명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중한 형을 규정하고 있고,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실제로 많은 사례에 적용되고 있는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더욱 더

그렇다. 이에 지금의 법제와 판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를

다양한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는 논의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본 논문이 그러한 논의의 일부로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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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amation, which means injuring one’s reputation by speech, is

represented in numerous ways as a punitive provision. Normally, a

speech seldom leads to direct harm and hence should be addressed

discreetly, especially when it comes to the matter of laying criminal

sanction. However in South Korea, there is a penal code punishing

defamation and it can be applied to all kinds of “specifying facts”, no

matter whether its false or true. So in this environment, the society

should be always aware of harms that can be done to one of our

fundamental rights, ‘freedom of speech’.

This does not mean that there are only negative sides to Korea’s

way of punishing defamation. Compared to other nations where only

falsehood is punished, one’s right of reputation can be protected more

widely in Korea. However freedom of speech is a fundamental right

that needs to be protected thoroughly as much as right of repu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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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when a nation attempts to restrict one of these fundamental

rights, it should be well aware of basic principles of criminal

sanctions such as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principle of clarity, and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other words, as defamation is bound to

elicit a certain degree of restriction over freedom of speech, attempts

to justify the penal code itself and its appliance with good reasons

should be made continuously. In this point of view, Korea’s way of

punishing defamation needs to be critically examined in some parts.

First, a phenomenon called ‘cyber defamation’ refers to a defamation

that takes place in a cyber space such as internet. In Korea, this kind

of behaviour can be punished by a special penal code, article 70. An

aggravated punishment is stated in this article compared to what is

stated in criminal law. And besides that feature, the only difference

between the two is that a structural element called ‘slanderous purpose’

is added in the special penal code, article 70. According to this

structure, even though a defamation is taken in cyber space, without

‘slanderous purpose’, it cannot be punished under the special penal code

and its aggravated sentence. All of these make ‘slanderous purpose’ an

important topic when it comes to the matter of criminal sanction on

‘cyber defamation’.

Until now, our judicial precedents are defining ‘slanderous purpose’ as an

intention that is on the opposite side of ‘a purpose of making contribution

to public interest’. And to be more specific, it is examined in a way of

reviewing contents that are related to each, ‘veracity’, ‘proportionality’, and

‘public interest’. This method of defining and examining ‘slanderous

purpose’ is identical to what our precedents use to make decisions about

justifications in traditional form of defamation – whether the act can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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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fied or not – under article 310 of criminal law. This seems to

indicate that the court is considering ‘slanderous purpose’ as a term

which can substitute the role of article 310.

However making a judgement about a structural element without a

detailed criterion can cause uncertainty and this is a consequence that

should be avoided since a structural element is a primary indicator to

an action’s illegality. The problem lays in that the term ‘public

interest’, used in defining slanderous purpose, is quite abstract and the

process of deciding whether a slanderous purpose existed is carried

out without a specified standard. For example, in case of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public interest’ is

stated as an exemption provision or a justification provision. The

precedents of United States are making decisions about it under the

criteria of whether the subject person can be deemed as a public

figure or not. In Germany, a theory that provides a way to categorize

cases under ‘publicity of the issue’ is developed. And in the United

Kingdom, the court and the legislation divide ‘public interest’ into two

parts – an objective element and a subjective element – and a

considerably specified criterion about these elements is presented in

court rulings. As these examples show, examining something that

originally belongs to the matter of justification along with structural

elements is exceptional and it seems that the countries mentioned

above can be great reference cases for Korea.

Moreover defining slanderous purpose using the term ‘public

interest’ has another weakness considering its validity. Public interest

can be divided into two parts, an objective element which is about the

publicity of the topic, and a subjective element which is roughly about

whether the actor had an intention to make contribution to public

interest. And among those, the objective element especially, cannot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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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med as directly related to slanderous purpose. The former is

literally about an objective reason for justification whereas the latter

is a component of our mind. Two of them can coexist. For example, a

statement about infringement, when it is presented in a rather violent

way, can be evaluated as having slanderous purpose. However, when

that statement is based on truth and when it is presented by the

victim himself, one cannot predicate that it is an irresponsible

statement. And all these put together, we can reach a conclusion that

decisions about slanderous purpose and public interest should be made

separately.

To summarize, the precedents and the legislation concerning cyber

defamation should be modified because it elicits unnecessary uncertainty

from an early stage of deciding illegality. Also, the main substance

which says that slanderous purpose is a term opposite to the purpose

heading for public interest, lacks validity. These problems can cause

secondary problems as well in that they can isolate the examination on

‘public interest’ itself, carried out along with examination on both

veracity and proportionality. Moreover as one can be punished when the

action is deemed to have had slanderous purpose without a chance of

going through a thorough review about its justifiability, the range of

punishment can be expanded.

Consequently, it is adequate to establish a justification provision in

the special penal code as well and slanderous purpose should be

examined separately with public interest. Also if we establish a specific

criterion for examining public interest, like in the case of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it would help improve predictability of the court’s

rulings. As previously mentioned, slanderous purpose and purpose

heading for public interest can coexist. Hence the court, even in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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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one can intuitively assume that slanderous purpose did exist,

should be careful not to make hasty decisions about public interest.

Lastly, when the justification provision is newly established,

slanderous purpose can be reviewed examining external elements such

as the tone of the speech, the medium used for that speech, etc. The

lexical meaning of ‘slander’ in Korea means to speak ill of someone

and the definition made by Korea’s academia about ‘slanderous purpose’

is ‘a purpose that intends to injure one’s personality in order to defame

that person’. And by these accounts, ‘slanderous purpose’ can be

understood as a ‘strong’ intention to defame, which makes it reasonable

to decide its presence through examining elements which indicate the

‘degree’, the proportionality of a speech.

Suggested modification of the present legislation and judicial

precedents has its own meaning for that it connotes a perspective that

in the matter of defamation, a speech’s relation to public interest is

prioritized. This perspective is valid and important at the same time

in a democratic society because the general public has the right to

know matters about public interest and one of the main premise of an

ideal form of democracy is free discussion on public issues. According

to this paper’s suggestion, a rather aggressive speech using an open

medium will be evaluated as containing slanderous purpose, however,

when it is reviewed as a speech about public interest, objectively and

subjectively, it will eventually remain protected.

Also, following the suggestion, the scope of article 70’s appliance

can be moderately restricted. For example a cyber defamation carried

out in a moderate way will be ruled by the criminal law, not the

special penal code for cyber defamation. Also this way of interpreting

slanderous purpose might work as an alternative solution for nowa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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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dency to apply article 70 to every case of cyber defamation reported,

not considering whether it was a personal communication or an open

presentation.

keywords : Cyber defamation, special penal code, Defamation, 

slanderous purpose, public interest, justification pro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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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타인의 명예를 침해할만한 표현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명예훼손죄

는, 국가에 따라 죄가 아니기도 하고, 적시한 사실의 진실성이 인정되

면 면책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양태로 존재하고 있다. 생각건대, 통상

표현행위는 그 자체로 직접적인 법익 침해를 야기한다고 보기 어려우

므로 이에 대한 국가의 제재는 보다 신중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

런데 우리나라는 명예훼손행위를 형사 처벌할 뿐 아니라 진실한 사실

의 적시 또한 처벌하고 있고, 이러한 환경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제대

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타당한 점이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제재방안이 지니는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사실의 허위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명예침해의 위험이 큰 사안임에

도 책임을 물 수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

명예권이 보다 광범위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

역시 명예권과 마찬가지로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 중 하나이고, 이

러한 기본권을 국가가 나서서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한 제재가

보충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모두에 비추어 보아 정

당한 것이어야 한다. 즉, 명예훼손죄의 면면 중에는 개인의 명예권

을 보호한다는 일면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또 다른

면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현행 명예훼손죄가 후자의 측면에서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특히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우리나라

의 형사제재 현황은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만한 지점이 많다.

우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발생한 명예훼손행위를 뜻하

는 ‘사이버명예훼손’은 현행법 상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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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의 규제를 받고

있다. 동조는 일반 형법전 상의 명예훼손죄 조항들에 비해 보다

가중된 형량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 구성에 있어서는 명예훼손죄

의 일반구성요건에 ‘비방할 목적’이 추가로 명시되어 있다는 차이

가 존재할 뿐이다. 이러한 구조에 따르면, 비방목적이 인정되는

사이버명예훼손 사례에는 정보통신망법 제 70조가, 비방목적이 인

정되지 않는 사이버명예훼손 사례에는 형법 제 307조 일반명예훼

손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처럼 비방목적의 인정 여부에 따라 적

용법조가 달라질 수 있는 바,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제재의

문제에서 비방목적 요건의 해석 및 적용방법은 중요한 논제이다.

현재 판례는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의 ‘비방할 목적’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 상반된 관계에 있는 개념으로 해석하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진실성’과 ‘상당성’, ‘공익성’과 관련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그 유무를 판단하고 있다. 또한 비방목적 판단방법에 대한 판

례의 설시는 명예훼손죄에 특유한 위법성조각사유조항인 형법 제 310

조의 판단방법과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한 바, 법원이 비방목적의 해석으

로 이러한 위법성조각사유조항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도 보인다.

그러나 비방목적이라는 구성요건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통상 위법

성 조각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검토하는 요소들을 구체적 기준 없

이, 단지 종합하여 보기만 하는 판례의 입장은 구성요건 해석의 불

명확성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수정될 필요가 있다. 형법의 구성요건

은 불법을 결정짓는 1차적 지표라는 점에서 최대한 명확히 기술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그런데 ‘공익에 관한 것’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개

념을 통해 비방목적을 해석하는 것은 물론, 이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 또한 제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은 이러한 요구에 위배된다. 영

국, 미국, 독일, 일본 모두 ‘공익성’을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면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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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규정하고 있고, 그 중 미국의 판례는 표현 대상인이 공인인지 여

부에 따라 공익성을 판단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표현 대상사안의 공

공성에 따라 사례를 어느 정도 유형화해볼 수 있는 법리가 발달해

있고, 영국의 판례는 공익성을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명예훼손죄

의 구성요건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공익성’에 대한 판단을 같이 하는

사례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고, 적어도 상기한 국가들에서는 공익

성의 판단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려는 시도가 어느 정도 적재되어 있

는 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공익성’으로 비방목적을 해석하려는 판례의 시도는 내용적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은 점이 있다. 공익성은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로 분절해 볼 수 있는데, 이 중 특히 공익성의 객관적 요소는 비

방목적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전자는 행위의 객관적

정당화 사유인 반면, 비방목적은 주관적 요소로 이 둘은 충분히 병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익을 위하는 의사 즉, 공익성의 주관적 요소

또한 언제나 비방목적과 상반되는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일부 권리침해사실에 대한 진실한 사실의 적시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비난의 목적이 개입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발화자가 피해당사자거나 그 영향권 내에 있

는 사람이라면, 이를 무책임한 발언이라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

익 목적 또한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비방목적과 공익성은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정리하자면, 사이버명예훼손에 관한 현행법제와 판례는 1) 구성요

건해당성을 판단하는 단계에서부터 필요 이상의 불명확성을 초래한다

는 점, 2) 비방목적과 공익성이 항상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이 더 나아가 ①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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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죄의 고유한 위법성조각사유인 ‘공익성’을 판단과정에서 오히려

소외시킬 수 있고 ② 비방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곧바로 유죄가 확정

될 수 있어 가벌성이 확장될 수 있다는, 2차적 문제들을 낳기도 한다.

이에 판단컨대, 정보통신망법에도 형법 제 310조와 유사한 위

법성조각사유조항을 신설하고, 구성요건 중 하나인 ‘비방목적’은 공

익성과 별도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또한 해당 위법성조각사유조항

을 적용할 때, 미국과 독일처럼 인물과 영역에 따른 기준을 정립

한다면 법원의 판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으리라 생

각된다. 한편, 공익성의 주관적 요소에 대해서도 구체적 기준과 그

에 따른 판단사례를 적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

듯, 비난 목적과 공익 목적은 경우에 따라 상호 병존할 수 있다.

이에 법원은, 표현의 과격성과 같은 지표들을 통해 직관적으로 비

난 목적이 추단된다 해도, 이로부터 공익 목적의 유무에 대한 판

단이 오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사례에 따라 이들을 균형

있게 판단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영국의 경우,

언론과 비언론, 표현대상사안과 발화자의 관계에 따라 공익성의

주관적 요소에 대한 판단기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논의가 최근의

판례를 통해 전개되고 있다. 이처럼 명예훼손죄의 고유한 위법성

조각사유인 ‘공익성’에 대한 논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보다 활성화되고, 또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렇듯 위법성조각사유조항을 신설하게 된다면,

이때의 비방목적은 표현의 어조나 사용한 매체와 같은 외표를 통

해서 판단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비방’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하다”이고, 현재 학계에서는 ‘비방할 목

적’을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해 인격적 평가를 저하시키려

는 목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명예훼손적 표현들

에는 그로 인해 피해자의 인격적 평가가 저하될 위험이 내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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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바, ‘비방’은 명예훼손과 별도의 행위이기 보다는 법익 침해

의 위험성을 높이는 행위라고 이해해 볼 수 있다. 이에 비방목적

의 판단 역시 ‘정도’의 관점에서 접근함이 타당하고, 이러한 관점

에서 본다면 표현의 필요성과 사용한 매체, 전체적 어조와 같이

‘상당성’ 과 관련된 지표들은 그로부터 행위자가 의욕한 법익 침

해의 정도를 직접 추단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비방목적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만하다고 생각된다.

이렇듯 정보통신망법에 위법성조각사유조항을 신설하고, 비방목적

을 상당성과 관련된 요소들로 판단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우선, 공적 성격이 큰 사안에서는 ‘공익성’이 명시적

으로 우선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 제언한 개선안에 따르면 표현이 다

소 과격하고, 전파성이 큰 방법을 사용하여 비방목적이 인정되더라도

이어진 위법성조각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공익성이 긍정된다면, 그러

한 표현은 결국 처벌되지 않는다. 또한, 비방목적의 해석으로 가중적

구성요건인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의 적용범위를 적절히 제한할 수 있

다. 예컨대 적정한 수준에서 이루어졌으나 명예침해의 위험은 인정되

는 경우, 이러한 행위에는 형법 제 307조가 적용된다. 그리고 그 과정

에서 다시 형법 제 310조가 적용되어 공익성이 인정되는 표현은 보호

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해석방법은 개인적인 대화를 위해 사

용되기도 하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표현에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의 가중형량이 일률적으로 적용되

고 있는 현상에 대한 보충적 해결책이 되어줄 수도 있을 것이다.

핵심어 : 사이버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명예훼손죄, 비방할 목적, 공익성, 위법성조각사유

학번 : 2018-2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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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오늘날 사이버 공간은 기존의 기성 언론이나 고전적 의미의 출판물을

대체하는 새로운 매체로서 주목받고 있다.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는 점에서 개방적․대중적이고, 쌍방향의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장

민주적인 매체라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매체

라고 해서 긍정적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표현들이 다수의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고, 이렇게 야기되는 갈등사례

의 수 역시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2019년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신고된 사건의 수는 1만 6633건에 달했다고 하고1),

사이버 공간에서의 악성 댓글에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이러한 현상이 목격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

다. 첫 번째는 휴대폰이나 컴퓨터 같은 정보통신기기의 사용이 보편화됨

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소통의 양이 증가했기 때

문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이 충분히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중 어

떠한 설명을 채택하든 간에 분명한 점은 표현의 장으로서 사이버 공간이

지니는 대중성과 영향력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에 사이버 공간에서 금

지되는 표현의 기준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통계자료 
(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e/publice0204.jsp) 
(최종방문일 : 2020.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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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표현들 중에서도 사이버 공간에

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표현, 소위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한다. 이는 사이버명예훼손이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는 대표

적인 표현 유형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필자가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우

리나라의 형사규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현행법 상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 표현에는 정보통신

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정보통신망법 제 70조는 형법 제

307조 일반명예훼손죄는 물론, 형법 제 309조 출판물등명예훼손죄와 비교

해서도 가중된 형량을 규정하고 있는 바, 수사기관과 법원은 동조를 보다

제한적으로 적용하거나 적어도 그 규제대상을 명확히 제시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필자는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의 구성요건을 일반

형법전 상의 명예훼손죄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의

규제대상 행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한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에는 ‘비방할 목적’ 이라는 요건이 명시되어

있고, 해당 요건의 해석 및 판단기준은 판례로서 정립되어 있다. 그러나

판례가 제시하는 해석 및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필

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판례는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 주관적으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는 것”이라는 해석을 전제로 ‘비방할

목적’에 대한 판단기준을 몇 가지 설시하고 있는데, 본 논문은 위와 같은

해석의 타당성에 우선 문제를 제기하고, 설시된 판단기준 역시 충분히 구

체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명예훼손죄에 특유한 위법

성조각사유로서 ‘공익성’이 지니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금과 같이 ‘비방

할 목적’을 해석하는 대신 정보통신망법에 형법 제 310조와 같은 위법성조

각사유 조항을 제정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전개해보고자 한다.

생각건대, 현대사회에서 대표적인 표현매체로 대두되고 있는 사이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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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때로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표현들에 대해서는 분명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표현행위는 그

자체로 직접적인 법익 침해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국가가 직접

이를 처벌하고자 하는 때에는 형벌의 최후수단성을 새겨야 할 필요가 있

다. 이는 곧 일반인의 입장에서 행위의 가벌성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

을 정도로 법집행이 명확해야 하고, 필요 이상으로 가벌성이 확장되어서

도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사이버명

예훼손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형사규제는 무엇일지 고민하였고,

본 논문을 통하여 그 고민을 풀어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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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논문은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한국의 형사적 규제현황을 알아보

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사이버명예

훼손은 명예훼손의 한 유형으로, 이에 대한 형사규제를 논하려면 그

이전에 우선 명예훼손죄 일반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사

이버명예훼손에 대한 형사규제에서도 결국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권 사이의 이익형량이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에 제 2장에서는

명예훼손법제 일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명예훼손죄와

함께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명예훼손법제를 살펴봄으로써 명예훼손

에 대한 규제가 가지는 의의와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내

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제 3장에서는 사이버명예훼손이라는 현상과 그에 대한 형사

처벌조항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본 장에서는 ‘사이버명예

훼손’ 이 정확히 어떠한 현상을 지칭하는 것인지 알아보고, 이에 적용될

수 있는 처벌조항에 대해 살펴본다. 현행법 상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제 70조가 우선적으로 적용된

다고 하나, 이론 상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형법 제 307조가

적용될 수도 있다. 이에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의 내용을 구성요건별로

분석해본 다음, 동조와 형법의 명예훼손죄 조항들 간의 적용 관계를 알

아보기 위해 이들을 상호 비교해보고자 한다.

제 4장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의 구성요건 중에서도 비방목적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는 비방할 목적이 형법 제 307조

와 비교하여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에 추가되어 있는 가중적 구성요건

요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비방목적 요건이 긍정된 대법



- 5 -

원 판례 2건과 부정된 대법원 판례 2건을 선별하여 비방목적에 대한 판

례의 해석 및 판단기준을 분석해 보도록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판례

의 해석 및 판단기준에 따르면, 비방목적의 가중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의의를 충분히 구현해낼 수 없고, 판결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

다고 생각된다. 이에 같은 장에서 비방목적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비판

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제 5장에서는 제 4장에서 드러낸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에 대한 입법적․법해석적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필자는 명예훼손적 표현의 공익성에 관한 타국의 법리들을 소개하도

록 한다. 이는 공익성이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면책사유로서

지니는 중요성이 매우 큰데, 공익성 판단이 소외되지 않으면서 최대한 객

관적․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정보통신망법에도 공익성

을 내용으로 하는 위법성조각사유 조항을 신설하고, 이와 함께 해당 조항

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한편, 입법적으로 정보통신망법 제 70조를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는 논의

도 있다. 사이버명예훼손에 관한 규율 역시 일반형법의 명예훼손죄 조항들

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일반형법의 명예훼

손죄 조항 중에서도 어떠한 조항으로 사이버명예훼손 행위를 의율해야 할

것인지, 형법 제 307조를 적용해야 할 것인지, 형법 제 309조를 적용해야

할 것인지, 형법 제 309조를 적용한다면 정보통신망을 ‘기타 출판물’에 포함

시켜서 해석해야 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조항을 신설해야 하는지 등의 논의

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는 본 논문의 연구 목적과 연구 범위를 넘어서는 것

이라고 생각되므로, 본 논문은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언하는 데 있어서는 정

보통신망법 제 70조의 개정에 관한 것으로 논의를 한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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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명예훼손죄 일반

제1절 명예훼손죄의 의의 및 연혁

Ⅰ. 명예훼손죄의 의의

우리나라는 헌법으로 ‘표현의 자유’ 라고 하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지

만, 그것의 오용 및 남용으로 개인의 명예권이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명예훼손죄는 바로 이러한 사례들을 제재하기 위한 조항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한다.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인격권 중 하나인 ‘명예권’이다. 여기서

명예권이란 개인의 ‘외적 명예’를 일컫는 것으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

적 평가’ 로 설명될 수 있는 개인적 법익2)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은 명예의 주체가 되는 사람의 ‘진가’ 보다는 사회에서 인정되는 그의

가치이고 그 중에서도 부정적 가치를 제외한 인격적 가치이다.3) 한편, 명

예훼손죄는 판례4)와 다수설에 의해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된다. 성립하

기 위해서는 보호법익이 실제로 침해되었을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고, 명예

권 침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만 있어도 된다. 이렇듯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발생하

였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그 배경에는 개인적 법익인 명예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자리하고 있다.

2)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3) 김성돈, 형법각론(제 3판), 성균관대학교출판부(2013), 198면.
4) 대법원 2007. 10. 25. 2007도5077; 대법원 2008. 11. 27. 2008도672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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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할 점은 ‘명예훼손죄’란 ‘표현의 자유’ 에 대한 제한으로, 그 보호

법익 뿐만 아니라 제한 대상인 기본권 역시 명확하다는 것이다. 명예훼

손죄의 한 쪽 끝에는 헌법 제 10조에 근거한 기본권인 인격권, ‘명예권’

이 있고 다른 한 쪽 끝에는 헌법 제 21조에 근거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

유’ 가 위치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이기도 하지

만,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 되는 권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

서 이를 무한정 허용하게 되면 개인의 비밀 등 사생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 사회적으로는 정제되지 못한 표현들이 표현의 장을 교란

시킴으로써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민주주의가 오히려 훼손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과 상기한 명예훼손죄의 면

면을 고려했을 때, 명예훼손죄의 의의는 결국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설

정하고, 명예권과 표현의 자유, 이 두 기본권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

하는 데에 있다 할 것이다.

Ⅱ. 명예훼손죄의 연혁

명예훼손죄의 기원은 고대 로마법의 ‘injuria’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

다.5) 로마법에서 Injuria는, ‘의도적인 모욕행위’에 대한 제재를 뜻했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명예훼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상해

나 주거침입 등이 독립된 범죄로 발전함에 따라 점차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대한 처벌’을 그 본질로 하게 되었다.6)

중세시대 영국에서 명예훼손은 ‘de Scandalis Magnatum’이라는 법률로

처벌되었다.7) ‘de Scandalis Magnatum’ 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

위에 대한 처벌조항으로, 당해 법률은 적시된 내용이 사실인 경우는 포괄

5) 이재상, 형법각론(제8판), 박영사, 180-181면.
6) 조희경, “저작인격권에 대한 연혁적 분석 연구”, 저작권정책연구, 2018, 8-10면.
7) 허순철, “영국의 명예훼손법 개정과 그 의미”, 공법학연구 제 16권 제 4호(2015),
126-1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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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안’ 에 대

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도 적용되었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본

‘de Scandlis Magnatum’ 의 입법목적은 개인 명예권에 대한 보호보다는

사회의 평온을 지키고자 했던 것에 더 가깝다. 실제로 17세기 영국의 저

명한 법관이자 법학자였던 에드워드 쿡은 헨리 3세의 재임기에 허위 사

실 유포로 전쟁이나 시위 등, 사회적 불안정이 초래되었고, 이를 통해 영

국사회가 얻은 깨달음과 경각심이 결국 당해 법률의 제정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하였다.8)

이후 ‘de Scandalis Magnatum’ 은 명예훼손법(Libel Act 1843)이 제정

되면서 아예 폐지되기에 이르렀고, 영국의 명예훼손법제는 이때부터 비로

소 현대의 명예훼손법제와 비슷한 의의 및 내용을 지니게 된다. 영국 대

법원 또한 Gleaves v Deakin 사건에서 기존의 명예훼손죄는 평화로운 절

차를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그러한 목적은 더 이

상 명예훼손을 형사 처벌하는데 주요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하며 명예

훼손죄의 성격을 재천명하였다.9)

이 외에도 영국과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들은 같은 명예훼손 행위여도

문서에 의한 명예훼손과 구두에 의한 명예훼손을 각각 ‘libel’ 과 ‘slander’

로 구별하여 파악하였다. 특히 영국은 ‘R v Penny’ 사건에서 구두 명예훼

손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불과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판

시하여10), 명예훼손 행위는 사용한 매체에 따라 위법한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현대 한국의 명예훼손법제 역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별도의 조항으로 규율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러한 관점은 특히 주지할만하다.

독일의 명예훼손죄 역시 영국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사회 안정’ 이라

는 공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고 한다.11) 또한 그것은 주로 높은 계급의

8) John Carroll Lassiter, “Scandalum Magnatum : The ”Scandal of Magnates“ in
English Law, Society, and Politics”(1974), 4-6pg.

9) Gleaves v Deakin (1980)
10) 허순철, 전게논문, 126면.
11) Ann Goldberg, “Honor, Politics, and the Law in Imperial Germany, 1871-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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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을 수호하는데 사용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독일제국형법 더 나아가,

현재의 독일형법의 모태로 간주되며 1794년 처음 제정된 일반란트법

(Allgemeines Landrecht) 에서는 피해자의 계급에 따라 피해자가 높은 계

급의 사람일 경우에는 상급 법원에서 사안을 다룰 수 있게 하고, 선고될

수 있는 법정형 역시 달리 규정하였다.12) 이는 법으로서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명예’의 가치가 다르다는 사상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19세기 들어 독일 사회가 사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근대화되기 시작하

자 기존 명예훼손죄의 내용 및 구조는 권력의 오남용에 취약하고, 이에 이

러한 비근대적 내용들을 철폐해야 된다는 지적이 일었다.13) 실제로 독일제

국(Kaiserreich)은 피해자의 계급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하는 내용을 삭제

하였으나 이후에도 명예훼손죄의 악용에 따른 문제들 예컨대, 민사 절차

대비 형사 절차 사용의 남용, 국가 차원의 오용, 노동 운동의 위축14) 등

에 대한 제기는 계속되었다. 제 3장에서 살펴볼 형법 제 185조 내지 제 200

조의 명예훼손법제는 이렇듯 독일 사회가 명예훼손죄 오남용의 실례를 직접

경험하고, 이에 그 위험을 의식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정립된 것이다.

한국에서도 명예훼손죄의 기원은 위에서 언급한 국가들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조선시대에는 대명률이나 경국대전에 노비가 주인을 모욕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었고, 이 외에도 높은 신분의 사람들의 명예를

보호하는 규정이 다수 있었다고 한다.15) 이렇듯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명

예훼손죄는 전근대 사회, 기득권층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출발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1953년 대한민국 형법 307조 1항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같은 조 2항에서는 “공연히

Cambridge University Press(2010), 14pg.
12) I HA Rep.84a Nr. 49524, GStPK p.4ff : Ann Goldberg, “Honor, Politics, and the
Law in Imperial Germany, 1871-1914”, Cambridge University Press(2010), 20-21pg
에서 재인용

13) Ann Goldberg, 위의 책, 26pg.
14) Geoff Eley, “Reshaping the German Right : Radical Nationalism and Political
Change after Bismark”, Yale University Press(1980), 4pg.

15) 김성돈, “진실적시명예훼손죄 폐지론”, 형사정책연구 제27권 제4호, 2016, 1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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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라고 규정됨으로써 비로소 지금

과 비슷한 의의와 내용을 띠게 되었다. 당 조항에서도 알 수 있듯, 한국

의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의 적시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

우에도 처벌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한편 1995. 12. 29. 의

형법 개정은 명예훼손죄의 기본 구성요건은 그대로 두되, 허위사실명예

훼손죄에도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게끔 법률을 개정하였다.16)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명예훼손죄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인정되는

인격권인 ‘명예권’을 보호하는 규정으로,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이자 어

떠한 자격이나 지위를 막론하고 적용될 수 있는 비신분범이다. 그러나

그 역사를 들여다보면, 전근대 사회에서 명예훼손죄는 개인적 법익보다

는 사회의 평온이나 질서라는 사회적 법익 또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에 보다 가까웠고 비민주적 정치 환경에서는 오남용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며 그러한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기도 하였다. 명예훼손죄를 둘러

싼 오늘날의 논의들 역시 이러한 명예훼손죄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무

관하지 않다. 현대 사회의 명예훼손죄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중요한 두

16) 1995. 12. 29. 형법 일부 개정을 통해 가능한 형벌로 징역형과 자격정지만을 규정하
고 있었던 허위사실명예훼손죄 조항에 벌금형이 추가되었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제307조(명예훼손)연혁판례문헌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
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
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출처 : 형법일부개정 2016. 12. 20. [법률제14415호, 시행 2016. 12. 2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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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사이의 긴장을 본질로 하는 규제로, 이것이 어느 한쪽으로 지나

치게 치우칠 시에는 전근대 사회 명예훼손죄가 보여준 폐해를 답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2절 명예훼손에 관한 한국의 형사법제

명예훼손에 관한 한국의 형사법은 일반형법전 상의 규정인 형법 제 307

조 내지 형법 제 312조와 공직선거법 제 251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 70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본 논문에서 논하고자 하는 규정은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죄’ 라

고도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역

시 명예훼손에 관한 한국 형사법제의 일부로서 일반 형법전 상의 명예훼

손죄와 함께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 조항

이고,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단일 조항뿐만 아니라 그

조항이 속해있는 한국의 형사법제 전반을 조망해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 70조뿐만 아니라 일반형법

전 상의 명예훼손죄와 공직선거법 제 251조까지를 모두 살펴봄으로써 명

예훼손에 관한 한국 형사법제의 구조와 내용을 검토해보도록 한다.

Ⅰ. 일반형법전 상의 명예훼손죄

일반형법전 상의 명예훼손죄는 처벌조항인 형법 제 307조(명예훼손),

형법 제 308조(사자의 명예훼손), 형법 제 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

훼손)와 명예훼손에 특유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

310조(위법성의 조각), 고소권자에 대한 규정인 형법 제 312조로 구성되

어 있다.17) 일반형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명예훼손죄의 구조와 개별 조항

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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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 307조 명예훼손죄

가. 조문의 구성

한국 형사법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 307

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그 중 형법 제 307조 제 1항은 진실한 사실의 적시가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하는 ‘사실적시명예훼손죄’ 에 대한 규정이고, 형법 제

307조 제 2항은 허위사실의 적시가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하는,

이른바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에 대한 규정이다.

형법 제 307조와 같이 진실한 사실의 적시에 의해 사람의 명예가 훼손

된 경우 역시 처벌하고, 허위사실의 적시에 의해 사람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는 법정형을 가중하여 별도의 항에 명시해 놓은 구조는 우리나라

에서 취하고 있는 명예훼손죄의 기본 구성으로, 뒤에서 살펴볼 형법 제

309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나 본 논문의 주제인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역시 같은 구조를 띠고 있다. 즉, 한국의 명예훼손법제에서 ‘허위사

실의 적시’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18)

17) 모욕죄에 대한 규정인 형법 제 311조 역시 ‘명예에 관한 죄’에는 포섭되나, 명예훼손
죄 그 자체는 사실을 적시하였을 때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판단이나 감정의
표현으로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대한 모욕죄와는 엄연히 구분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
는 모욕죄를 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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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우리나라는 진실한 사실의 적시 또한 처벌하면서도 허위사실의

적시는 별도의 항을 통해 가중 처벌하므로, 이러한 구조에서는 ‘진실성’이

사실적시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를 가르는 요건으로 기능하

게 된다. 어떠한 표현의 ‘진실성’은 당해 표현의 중요부분을 중점으로 전

체적인 맥락을 살펴 판단한다. 이에 세부사항에서 객관적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어느 정도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중요부분의 내용이 객관

적 진실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면,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다.19)

나. 구성요건

형법 제 307조의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소는

크게 ‘사실의 적시’, ‘사람의 명예를 훼손’, ‘공연성’, 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전술하였듯 형법 제 307조는 우리나라 명예훼손죄의 가장 기본

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의 구성요건요소들은 모든 유형

의 명예훼손죄에 공통된다.

그 중 우선 ‘사실’은 기본적으로 구증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사건이

나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장래의 사실 역시 과거나 현재의 사건을 기

초로 또는 그에 대한 주장과 함께 적시된 경우에는 본죄에서 말하는 ‘사

실’ 에 해당될 수 있다.20) ‘사실’은 추상적 가치판단과 구별되는 개념이

기 때문에 입증 가능할 정도로 구체화되어 있어야 하고, 어떠한 표현이

입증 가능한 경우에는 그 표현에 일부 주관적․추상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실에 해당된다. 한편, 명예훼손죄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실의

적시’ 행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표시하는 것으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나 그 방

법에는 제한이 없어 암시와 같은 우회적 표현21)도 이에 포함된다.

18) 김성돈, 앞의 책, 197면.
19) 대법원 2001. 10. 9. 2001도3594.
20) 이재상, 형법각론(제8판), 박영사(2012), 188면 ; 정성근·박광민, 형법각론(전정2판),
성균관대학교출판부(2015), 217면 ; 김성돈, 앞의 책, 203면.

21) 대법원 1991. 5. 14. 91도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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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죄의 보호법익이자 행위객체인 ‘명예’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

한 사회적 평가를 뜻하며22)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23) 법인격 없는 단체 역시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도 명예주체성을 인정해

야 된다는 긍정설과, 인정해선 안 된다는 부정설이 나뉘는데, 판례는

법인 및 인격을 가진 단체에 대해서는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거

듭 설시하고 있으나 법인이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인지 명

확하지 않다.24) 통설은 법인격 없는 단체의 경우에도 일정한 사회적 기

능을 담당하고, 통일된 의사를 형성할 수 있다면 명예주체성을 긍정해

야 한다는, 긍정설의 입장에 있다.25)

법인이 아닌 집합을 가리키며 사실을 적시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명예

훼손이 성립하지 않으나, 사용된 집합명이 그 집단의 모든 구성원을 지

칭하는 경우 또는 집합의 크기나 규모가 적거나 정황적으로 집단 내 개

별 구성원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다.26)

한편,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위와 같은 명예훼손

성 사실의 적시가 ‘공연히’ 행해졌을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즉, ‘공연성’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판

례는 이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로 해석한다.27)

구체적으로 몇 명에 달해야 ‘다수’ 라고 할 수 있는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다수’란 명예 훼손의 위험성이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 있

22) 김성돈, 앞의 책, 198면; 정성근·박광민, 앞의 책, 213면.
23) 배종대, 형법각론(제7전정판), 홍문사(2010), 278면(자연인과 법인은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나, 법인격 없는 단체는 될 수 없다고 보는 견해) ; 정성근 박광민,
앞의 책, 213면 ; 김성돈, 앞의 책, 199면.

24) 대법원 1959. 12. 23. 292형상539; 대법원 2000. 10. 10. 99도5407 등에서도 ‘법인’ 또
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 의 경우만 명시하고 있어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대해서도
명예주체성을 긍정하는 입장인지 불분명하다.

25) 김일수·서보학, 형법각론(제6판), 박영사(2004), 187면.
26) 대법원 2000. 10. 10. 99도5407.
27) 대법원 1976. 4. 25. 75도273; 대법원 2005. 12. 9. 2004도2880.



- 15 -

을 정도의 ‘상당한 다수’를 뜻한다.28)

2. 형법 제 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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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1995. 12. 29.>”

형법 제 308조는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관한 조항이다. 본 조항

은, 살아 있지 않은 ‘사자’의 명예를 그 객체로 한다는 점에서 여타 명예

훼손죄와 구별되고, 그렇기에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자에게

도 명예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견해가 분분하나 통설 및

판례는 사자 역시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긍정설’29)의 입장에 있

다.30) 그러나 형법상 권리 및 법익의 주체가 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

람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사자의 명예주체성을 부

정하고, 사자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을 사자의 유족․지인 및 일반 대중의

추모감정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31)

한편, 사자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의 적시는 처벌하지 않고 친고죄라

는 점에서도 다른 명예훼손죄 조항들과 구별된다. 또한 본 조항에서 말하

는 ‘사자’ 에는 자연인인 사자만 포함되고, 해산된 법인은 포함되지 않는

다. 사자인 줄 오인하고 살아 있는 인물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

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 제 307조 제 2항의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가 본

조보다 중한 죄이므로 형법 제 15조 제 1항32)이 적용, 사자명예훼손죄가

28) 김성돈, 앞의 책, 201면.
29) 김일수 서보학, 앞의 책, 196면.
30) 대법원 1983. 10. 25. 83도1520.
31) 김성돈, 앞의 책, 200면.
32) 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
①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②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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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한다. 반대로 살아 있는 인물을 사자라고 오인한 채 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경한 고의를 인정하여 사자명

예훼손죄가 적용된다고 한다.33)

3. 형법 제 30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형법 제 309조는 ‘출판물’ 에 의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적용되

는 조항이다. 본 조항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형법 제 307조와 같으나 사용한 수단 또는 방법이 달라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형법 제 309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

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이하 출판물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인 형법 제 307조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이다.34) 특기할

점은 형법 제 309조를 형법 제 307조와 비교했을 때, ‘비방할 목적’ 이라

는 구성요건이 추가되었고 반면에 ‘공연히’ 라는 공연성 요건은 제외되었

다는 점이다.

그 중 우선 ‘비방 목적’ 이라는 구성요건에 대해 살펴보면, 명예훼손죄

33) 정성근·박광민, 앞의 책, 224면 ; 김성돈, 앞의 책, 214-215면.
34) 김성돈, 앞의 책, 1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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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비방 목적’이라는 구성요건표지35)는 단순한 명예 훼손의 고의를 초

과하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이다.36) 통설37)에 따르면, 이러한 ‘비방목

적’의 구체적 내용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해 인격적 평가를 저

하시키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다소 추상적이고, 그 내용이

명예훼손의 고의와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일부 판례가 ‘비방

목적’의 내용과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시도를 보여주었는데, 이

들 판례에 따르면 비방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38)이고, 문제된 표

현의 제반사정과 그 표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침해 정도를 비교, 고려

하여 결정되어야 하며39) ‘공익 목적’ 과 양립할 수 없는 것40)이다.

출판물명예훼손죄에 ‘비방목적’ 이라는 요건이 추가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가중적 구성요건인 출판물명예훼손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는 견

해가 있다.41) 이러한 견해는, ‘비방목적’ 이라는 표지가 출판물명예훼손죄

나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의 사이버명예훼손죄와 같은 가중적구성요건에

만 명시되어 있는 점과 이들 조항에는 뒤에서 살펴볼 위법성조각에 관한

조항, 형법 제 3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타당한 해석

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출판물명예훼손죄에는 공연성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 이라는 매체에 ‘높은 전파성’ 이라

는 특징이 내재되어 있고, 이를 이용하여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에 공연성

에 대한 고의가 당연히 존재한다고 간주되기 때문이다.42)

35) 명예훼손법제 내 ‘비방목적’ 이라는 구성요건은 조항에 따라 달리 해석되고 있지는 않
다. 즉, 출판물명예훼손죄의 ‘비방목적’과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의 ‘비방목적’은 기본적으로
같은 의미의 구성요건이다.

36) 김성돈, 앞의 책, 217면.
37) 정영일, 형법각론, 박영사, 2006, 156면 ; 정성근·박광민, 앞의 책, 225면 ; 김성돈, 앞
의 책, 217면.

38)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6371 판결.
39)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40)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41) 최정일,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분석 및 형사법적 규제방안에 대한 소고”, 법
학연구 제23권 제 2호, 2015, 219면.

42) 정성근·박광민, 앞의 책, 2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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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출판물명예훼손죄의 조문에는 공연성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

기 때문에, 당 조문의 ‘출판물’은 그 범위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

다. 판례는 조문의 내용 중 ‘기타 출판물’이라는 부분에서 가리키는 ‘출판

물’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제본 인쇄물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엄밀한 의미의 출판된 제본인쇄물이나 제작물은 아니라도 적어

도 그와 같은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가진,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통용될

수 있는 인쇄물43)’이라고 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오늘날 출판된 인쇄물

과 비슷한 정도의 기능을 하는 매체는 TV, 영화, 녹음비디오테이프, 인터

넷의 통신망 또는 게시판 등 다수이고,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본죄의 출판물을 예시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44)와 이러한 견

해는 피고인에 불리한 유추해석이라는 견해45)가 대립한다. 판단컨대, ‘라

디오’의 경우에는 조문에서도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현행법제가

정보통신망에서 일어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는

점, 출판물의 일반적 사전적 정의는 판례가 제시한 바와 비슷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기타 출판물’ 에 TV나 영화 등의 매체도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해석은 무리한 확장해석일 수 있고, 가벌 및 형벌

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린다. 다만,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통한 명예훼손

행위의 불법을 더 높이 평가한, 출판물명예훼손죄의 입법의도를 반영하기

위해 TV나 영화와 같은 시청각매체도 가중적구성요건에 포함할 수 있도

록 법제를 재정비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4. 형법 제 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

명예훼손죄에도 당연히 일반적인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지만, 명예훼손

죄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있고, 이는 형법 제 310조에 명시

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43) 대법원 1997. 8. 26. 97도133.
44) 김일수·서보학, 앞의 책, 201면.
45) 임웅, 형법각론(4정판), 법문사, 2012, 2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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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조문의 내용으로부터도 알 수 있듯, 형법 제 3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은 적시사실의 ‘진실성’과 당해 사실적시행위의

‘공익성’46) 이다.

우선 ‘진실성’ 요건에 대하여 판례는, 세부 내용에서 다소 진실과 합치

되지 않거나 약간의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그 중요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여 전체적으로 진실하다고 볼 수 있으면 그 ‘진실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47) 또한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어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법

성이 조각된다고 한다.48)

다음으로 형법 제 310조는 문제된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언 그대로의 의미와 이에

관한 판례의 태도49)로 보건대, 어떠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라고 인정받으려면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공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주

관적 동기 역시 공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즉, 공익성에는 주관적 요건

과 객관적 요건이 있고, 이 두 요건이 모두 인정되어야 형법제 310조의

‘공익성’ 요건이 충족된다. 특기할 점은, 비록 조문은 ‘오로지’ 공공의 이

익에 관한 때라고 하고 있지만 판례는 주된 목적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사익을 목적하였다고 해도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이다.50) 여기에 ‘상대방의 범위, 표현방법, 훼손되는 명

예침해 정도’를 고려하여 공익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또 다른 판시 내용을

46) 정성근 박광민, 앞의 책, 221면; 김성돈, 앞의 책, 209면.
47)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48)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49)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942 판결에서 대법원은, 구체적 내용과 상대방의 범
위, 표현방법, 훼손되는 명예침해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공익성 여부를 판단해
야 한다고 하였고,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은 주된 목적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50)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942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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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결국 우리 법원은 공익성을 ‘정도’의 문제로 보고

있다고 판단된다. 즉, ‘공익성’의 판단기준 중 하나로 상당성을 차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입장은 본 논문의 쟁점이 되는 ‘비방목적’

요건의 판단과정에서도 거의 동일한 논리구조로서 드러나는데, 이에 대

해서는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자세히 논하

고자 한다.

한편, 형법 제 310조는 형법 제 307조 제 1항 사실적시명예훼손죄에만

적용되고 허위사실명예훼손죄를 비롯, 기타 다른 명예훼손죄 유형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51) 다만, 출판물을 매체로 사실을 적시하여 문제된 행위

라 하여도 비방목적이 없었다면 형법 제 307조가, 그리고 이에 따라 형

법 제 310조의 적용을 생각해볼 수 있다.52) 본 조문에 기재된 요건들이

모두 인정되면 문제된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데, 당 요건들에 대한 입

증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53) 그러나 그와 동시

에 판례는, 당해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입증의 정도는

자유로운 증명에 의한 것이면 족하고,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고 한다.54)

표현의 자유는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꼭 보장되어야 하

는 기본권이다. 그리고 자유로운 토론은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가능

케 한다. 그런데 어떠한 표현의 본질을 고려하지도 않고 명예훼손죄를 적

용하면, 사람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표현조차 하기를 주저할 것이

고 자유로운 토론이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 형법은 형법

제 310조를 통해 공익에 관한 표현은 위법하지 않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

고, 이로써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보인다.

51)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52) 대법원 1970. 3. 31. 선고 70도43 판결 ;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등.
53)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54)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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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형법 제 312조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

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

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명예훼손죄는 기본적으로 반의사불벌죄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형법

제 308조 사자명예훼손죄는 예외로, 우리 형법은 형법 제 312조에서 형법

제 307조와 형법 제 309조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고 사자명예훼손

죄는 친고죄임을 규정하고 있다.

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

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

법) 제 70조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진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으로 ‘사이버명예훼손죄’라고도 불린다.55) 여기서 ‘사이버명예

훼손’이란, 명예훼손에 대한 기존의 정의 및 개념범주에 포함되는 행위

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을 일컫는 개념56)이다. 이렇듯 우리

나라는 사이버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 즉, 범행

수단의 특수성을 들어 이들 행위를 독립구성요건으로, 더 나아가 특별

법으로 규율하고 있다.

최초의 정보통신망법은 1987. 1. 1.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

55) 최정일,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분석 및 형사법적 규제방안에 대한 소고”, 법
학연구 제23권 제2호, 2015, 208면.

56) 박광민,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 형사법연구 제24호, 200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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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률’이었는데, 이는 동법이 제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선진기술이었

던 전기통신기술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었다.57) 당시에는 벌

칙조항도 ‘전산망의 안정을 침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제

29조, ‘전산망에서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

는 제 30조, 제 30조에 대한 양벌규정인 제 31조, 총 3개밖에 없었다.

이렇듯 최초의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사이버명예훼손죄 조항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후 사이버명예훼손죄는 2001. 1. 16. 의 법률개정을 통해 처음 정

보통신망법에 등장하게 되었다.58) 당시 제정된 사이버명예훼손 조항이

자 현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의 전신인 구 정보통신망법 제 61조는, 동

조 제 1항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행해진 사실적시명예훼손 행위를,

제 2항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행해진 허위사실명예훼손 행위를 규

율하였고, 제 3항에서 이들 사이버명예훼손이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

고 있었다.59) 이러한 구조는 동 조항이 두 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의 조

문으로 수정되는 데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현 정보통신망법 제 70조는

구 정보통신망법 제 61조로부터 일부 표현만 수정60)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완성되었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

57)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신규제정이유에 따르면, 당해 법률의 제정
목적은 ‘전기통신과 전자계산조직의 균형적인 발전 및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정
보화사회의 기반조성과 고도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우위확보는
물론 다가온 정보화사회의 물결을 능동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국가선진화의 목표를 달
성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 이라고 한다.

58) 2001. 1. 16. 의 법률개정(법률 제 6360호)으로 기존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었던 법명이 지금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고, 조문의 개수, 구성, 내용 등이 전면 개정되었다.

59) 구 정보통신망법 제 61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
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

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23 -

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

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한편, 형법 제 310조(위법성의 조각)를 두고 있는 일반형법전 상의

명예훼손죄와 달리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동법 제 70조에 특유한 위법

성조각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Ⅲ. 공직선거법 상의 명예에 관한 죄

공직선거법은 제 250조61)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제 251조62)에서

61)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

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
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
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
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
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
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1. 13.,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2004. 3. 12., 2010. 1. 25., 2015.
12. 24.>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
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
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 1. 13.>

③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
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
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신설 2005.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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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비방죄를 규정하고 있다. 두 조항 모두 명예에 관한 죄의 일종

으로 분류되는 특별법 상의 규정이고, 선거와 관련된 명예훼손행위에

적용된다. 두 조항의 내용을 간추려 보자면,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

에서의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

고, 후보자비방죄는 후보자와 그 친족을 ‘비방’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

항이다.

허위사실공표죄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 인 경우에만 적용되나 후

보자비방죄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에

후보자비방죄는 단서 조항으로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

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는데, 판례

는 당 단서 조항의 효과가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데 있다고

한다.63) 이처럼 공직선거법 상의 명예에 관한 죄는 일반형법전 상의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처벌에 있어 사실의 진위 여부는 불문하

고, ‘공익성’에 기한 위법성조각사유를 두고 있다.

62)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
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
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63) 대법원 1999. 6. 28. 선고 96도9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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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외국의 명예훼손법제

Ⅰ. 미국

미국의 경우, 일반 명예훼손에 관한 법제 외 사이버명예훼손만을 특별

히 규율하는 법률은 없다.64) 또한 연방 법률에는 명예훼손을 형사 처벌

하는 규정이 따로 없고,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규정을 둘 것인지 여부는

각 주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데, 대부분 주가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적 규

제 대신 불법행위(tort) 에 관한 민사적 규율방법을 채택하고 있다고 한

다.65) 한편, 진실한 사실의 적시 역시 처벌할 수 있는 한국의 법제 및 법

리와 달리 미국은 허위사실적시의 경우만을 문제 삼고 있다.

미국은 본래 보통법상의 엄격책임원리를 받아들여66) 우선 문제된 표

현이 명예훼손적 표현임이 인정되면, 고의나 과실의 유무를 검토하지 않

고 행위자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에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엄

격책임원리를 따를 때에도 몇 가지 면책사유는 두고 있었는데 이는 각각

행위자가 적시사실이 진실임을 입증함을 그 내용으로 하는 ‘진실의 항

변’, 공익에 관한 사안이나 공적 관심의 대상인 사안에 대한 공정한 논평

은 면책된다는 내용의 ‘공정한 논평’67), 입법, 사법 절차에서 이루어진 진

술은 면책된다는 ‘절대적 특권의 항변’, 특정 상황에서 행위자에게 문제

된 행위를 해야 하는 법적 사회적 도덕적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면

64) 박정난, “사이버명예훼손의 형사법적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9, 23
면.

65) 김주영, “미국의 명예보호 관련 법제”, 최신 외국법제정보, 2009, 33면.
66) Richad J. Larson, “Defamation at the Workplace Employers Beware”, Hofstra
Labor and Employment Law Journal Volume 5 Issue 1, 1987, 52pg.

67) 이승선,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요인으로서 공정한 논평의 ‘사실성’ 에 관한 연구”, 언
론과 정보 제 6호, 200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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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된다는 ‘제한적 특권의 항변’68) 이다.

그러나 이후 미국에서는 본 논문의 제 4장에서 소개할 NewYork

Times v. Sullivan 판결을 기화로 기존의 엄격책임원리를 떠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리를 발전시켰다. NewYork

Times v. Sullivan 판결에서 대법원은, 공직자에 관한 명예훼손이 문제된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악의 또는 현저한 중과실’ 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만 피고의 책임을 물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이른바 ‘현실

적 악의’ 법리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현실적 악의’ 법리는 Gertz v.

Robert Welch, Inc. 판결69) 등을 거쳐 그 적용대상을 공직자에서 공인

(public figure)으로 넓혔고, 결국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피고

의 ‘악의’를 입증할 책무가 원고에게 있다는 내용으로 정립되었다.

이처럼 미국은 명예훼손의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있다는 점, ‘진실성’을

독자적 면책 사유로 두어 허위사실적시의 경우에만 문제를 삼고 있다는

점, 공인에 관한 표현 에 있어서는 제한적으로 책임을 인정한다는 점 등

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를 보다 강하게 보장하고자 하는 입장에 있

다고 보인다.

Ⅱ. 영국

   영국은 2010년까지는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

었으나, 2010. 1. 1. 부로 이를 폐지하였다.70) 영국의 명예훼손죄는 명예

훼손에 관한 민사재판에서는 인정되는 보통법상의 ‘실질적 진실’ 면책사

유가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진실성과 공익성 모두를 입증해야 했으

며, 고의 및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명예훼손적 행위가 인정되면 처벌받

68) 최재민, “형법 각칙상 명예훼손죄의 가벌성과 한계”,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제27집,
2012, 465면.

69) 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 323 (1974).
70) Coroners and Justice Act 2009, s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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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었는데,71)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널리 비판받으며 결국 폐지된

것이다.

현재 영국은 명예훼손법(Defamation Act 2013)으로 명예훼손 사례들을

의율하고 있다. 당해 법률에 의거, 영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허위사실적

시만을 명예훼손으로 문제 삼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

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한다.72) 또한 영리단체가 원

고인 경우에는 문제된 표현이 당해 기관에게 심각한 금전적 손실을 야기

했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73) 더 나아가 동법에는 ‘실질적 진실’, ‘정직한 의견’, ‘공익에 관한

사안의 공표’, ‘웹사이트 운영자를 위한 면책사유’, ‘동료심사를 거친 학술

지’ 등 다양한 면책사유들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보통법 상

의 면책사유들을 수정 발전시킨 것이거나 새로운 유형의 명예훼손에 대

한 대응책으로서 마련된 것이었다. 이들 면책사유 중 일부는 본 논문의

제 4장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개인의 명예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개인의 명

예권을 더 중시하는 입장에 서 있었다고 한다.74) 그러나 이러한 영국 역

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개정 명예훼손법(Defamation Act 2013)에서 면

책사유들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시키거나 발전시킴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다 보호하고자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Ⅲ. 독일 

  독일은 ‘통신서비스법(TDG)’를 제정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일어나는 행

71) 정태호 김훈집, “영국의 명예훼손죄 폐지와 그 교훈”, 경희법학 제50권 제1호, 2015,
5-6면.

72) Defamation Act 2013, s 1(1).
73) Defamation Act 2013, s 1(2).  
74) 허순철, 전게논문, 1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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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들을 별도로 규율할 수 있게 하였으나 명예훼손에 관해서는 통신서비

스법 제 5조 제 1항에서 “서비스제공자47)는 이용에 제공한 자신의 콘텐

트에 대해서는 일반법에 따른 책임을 진다.”라고만 명시하여75) 직접 발

화자에 대한 책임이 문제되는 통상의 명예훼손 사례들을 일반형법전 상

의 명예훼손죄로 일괄 의율하고 있다.76)

이에 독일의 일반형법전을 살펴보면, 독일은 독일형법 제 14장, 185조

이하에서 명예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다.77) 그 중 제 185조는 우리 형

법의 모욕죄에 가깝고, 제 186조(Üble Nachrede)는 사실적시명예훼손죄,

제 187조(Verleumdung)는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와 유사한 내용을 담

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 186조와 우리나라 형법 제 307조 제 1항은, 각

조문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다. 형법 제 186

조가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행위는 허위와 진실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하였거나 행위자가 적시사실의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이고, 사실의 진실성이 입증된 경우에는 동조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

다. 또한 동조는 기본적 구성요건에는 ‘공연성’ 요건을 두지 않아 문제된

표현이 반드시 공연하게 이루어졌을 요구하지 않지만, 같은 조문에 “(문제

된 행위가) 공연하게 또는 문서의 유포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중

된 법정형을 적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제 187조는 제 186조와 거의 동일한 구조를 띠고 있으나 허위사실적시

등의 내용에 관한 조항이다. 동조는 허위의 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1)그 허위의 사실을 주장 또는 유포한 경우, 2)다른 사람의 신용

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경우, 3) 이를 집회에서 주장 또는 유포한 경우

를 처벌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한편, 조문에는 “허위의 사실임을 알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라고 명시되어 있어 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동조를 적용할 수 있다.

제188조는 문제된 행위가 정치인에 대하여 그의 공적 활동을 현저히

75) 황태정,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모욕 실태와 대응방안”, 대검찰청, 2015, 45면. 
76) 박정난, 전게논문, 28면.
77) 이하에서 기술한 법문 관련 내용은 독일 법무부에서 2016년 발행한 독일 형법 영문
본을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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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태롭게 하는 표현이고, 공연히, 집회 또는 문서의 유포를 통하여 이루

어진 경우에 관한 조항이다. 동조 제 1항은 제 188조가 전제하는 요건들

이 독일 형법 제 186조의 형태로 범해진 경우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

의 자유형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제 2항은 같은 요건들이 제 187

조의 형태(고의적 허위사실적시)로 범해진 경우에는 6개월 이상 5년 이

하의 자유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78)

  마지막으로 독일 형법 제 189조는 사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처벌하는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다.79)

한편, 독일 또한 위의 명예훼손죄 조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장과 같은

장에서 명예훼손에 특유한 위법성조각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독일

형법 제 193조이다. 독일형법 제 193조는 “학술적, 예술적 또는 영업적 능

력에 대한 비판,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발언 또는 정당한 이익을

지키기 위한 발언, 상사의 부하직원에 대한 비난과 질책, 공무원들의 직무

상 결정 또는 공적 보고 그리고 그와 유사한 사례들은 이로부터 모욕의

결과가 발생되는 경우에 한하여만 책임을 물 수 있다”고 규정한다.

동조는 고의적 허위사실적시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형법 제 186조

와 같은 (허위성과 진실성이 불분명한) 사실적시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

중에서도 사실 확인에 현저히 소홀하여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또한 적시사실의 정당성 또는 수용가능성은

결국 문제된 표현으로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이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개

인의 명예권 사이의 이익형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80)

이처럼 우리나라와 같은 성문법국가인 독일은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고, 한국의 경우와 같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을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하며, 명예훼손에 특유한 위법성조각사유 또한 규정하

78) 이재일, “독일 형법전 체계내에서의 명예훼손 및 모욕에 관한 죄”, 최신 외국법제정
보, 2008, 15-16면.

79) 이재일, 전게 논문, 16-17면.
80) 한지혜, “명예훼손의 법리 –각국의 이론과 한국에서의 수용에 관하여”, 서강법학 제
9권 제2호, 2008, 292-2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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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독일 명예훼손죄와 한국 명예훼손죄의 다른 점은 독일의 경우에는

‘공연성’이 가중적 구성요건일 뿐, 공연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표현이라도 명

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81) 또한 독일에서 명예훼손죄는 기본

적으로 친고죄이다.82)

독일의 위법성조각사유 관련 규정인 독일 형법 제 193조에는 행위의 정

당성을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 고려해야 할 사안들이 명시적으로 드

러나 있지 않으나 연방헌법재판소가 공적 토론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

의 우월적 지위가 추정된다는 원칙을 제시한 적이 있었다.83) 그러나 일

단 독일은 ‘현실적 악의’ 이론, 다른 말로 ‘공인 이론’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드러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별로 이

익형량을 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Ⅳ. 일본

  일본은 사이버명예훼손의 방지를 위한 지침서를 발간, 실행하고 있긴 하지
만 사이버명예훼손에만 적용할 수 있는 형사처벌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다.84)

이에 본 항에서도 일반형법전 상의 명예훼손죄를 대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일본 역시 독일이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반 형법전의 명시적 규

정을 통해 명예훼손 사례들을 규율하고 있다. 일본 형법은 제 230조 제

1항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이 명예를 훼손한 자는 그 사실의

유무에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 2항에는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한 경우가 아니면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

81) 그러나 특정된 내용의 표현을 통해 피해자 또는 제 3자가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어
야 한다고 한다.

82) 독일 형법 제 194조.
83) Vgl. Scholz/ Konrad, AöR 123(1998), S. 102ff ; Schmitt Glaeser, NJW 1996, 

S.874. 
84) 박정환, “사이버명예훼손과 관련된 각국의 대응방안”,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
대회 논문집 제 18권 제 2호, 2010, 3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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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다.85)

  한편, 일본은 동법 제 230조의 2에서 명예훼손에 특유한 위법성조각사

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 1항에서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관계

되고 또한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위함에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여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벌하

지 아니한다.”고 하여 ‘진실성’과 ‘공익성’을 그 내용으로 하는 위법성조

각사유 일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 2항에서는 “아직 공소가 제기

되지 아니한 사람의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제 3항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선(公選)에 의한 공

무원의 후보자에 관한 사실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사실의 진실 여부를 판

단하여 진실하다는 증명이 있을 때에는 이를 벌하지 아니한다.”라는 내

용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 형법의 이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해서는 본 논

문의 제 4장에서 더욱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일본의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적시를 처벌대상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전반적인 조문의 구성에 있어 우리나라와 비슷한 모습을 보

인다. 그러면서도 일본은 공익에 관한 사안 중 특히 중대하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여(일본형법 제 230조

의 2 제 2항과 제 3항을 말한다) 상대적으로 명확한 법적용을 가능케 한

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Ⅴ. 소결

미국에서는 명예훼손을 형사적으로 의율하는 것을 지양하고, 대부

분 민사에서 판단하고 있다.86) 또한 ‘진실성’을 독자적 면책사유로 구

85) 본 항에서 언급한 일본형법 조항들은 법무부에서 발간한 ‘일본형법’ 번역본을 참조한
것이다. 일본형법, 법무부, 2007. 93면.

86) 이는 미국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같이 피해를 보전할 뿐 아니라 가해자에
게 상당한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제도가 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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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여 진실한 사실의 적시는 문제 삼지 않는다.

이는 영국 또한 마찬가지이다. 영국은 명예훼손에 대한 형법 규정

을 아예 폐지하였고, 민사 재판에서는 ‘진실성’을 독자적 면책사유로

두고 있다. 이에 더해 영국은 2013년 명예훼손법을 개정하여, 실제 손

해의 발생 또는 그러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구체적 위험을 원고

가 입증하여야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였다.

진실한 사실의 적시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독일 역시 마찬가지

이다. 독일은 위의 두 영미법 국가들과 달리 일반 형법전 상에 명예훼

손죄를 두고 있는데 그 구성은 우리나라 형법전의 명예훼손죄와 전체

적으로 비슷하다. 다만, 독일에서는 ‘공연성’을 명예훼손죄의 기본적인

구성요건요소로 요구하지 않고, 가중적 구성요건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진실한 사실의 적시를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고, 공연성 요건도 기본적으로 요구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명예훼손

법제와 가장 비슷한 법제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명예훼

손죄를 친고죄로 하고, 일부 중대한 공적 사안에 있어서는 진실성만

입증되어도 위법성을 조각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구별된다.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의 명예훼손법제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의 위험성을 인정하고

있다.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지 않는 미국과 영국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같은 제도를 통해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

한 제재를 두고 있다. 독일 역시 피고인이 허위성에 대한 직접적 고의

를 가지고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고 있다.

다음으로, 공익성을 위법성조각사유나 면책사유로 한다. 독일과 일

본은 공익성을 내용으로 하는 위법성조각사유 조항을 두고 있고, 영

국에서도 공익성은 면책사유들 중 하나로서 명시되어 있다. 미국은

공익성에 관한 독자적인 이론을 정립하여 구체적 사례의 판단에 적

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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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명예훼손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진실성’ 과 ‘공익성’은 중요한 고려요소임을 추단해볼 수 있다. 이들

두 요건은 명예훼손법제에서 허용할 수 없는 표현과 허용할 수 있는

표현을 가르는 역할을 담당한다. 판단컨대 우리나라에서는 진실한 사

실의 적시 또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이를 처벌하지 않는 미국, 독

일, 영국 등에 비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더 크다고도

볼 수 있다. 이에 현행 법률을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물론, 향후 개

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필요 이상

의 침해가 초래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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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이버명예훼손죄

제1절 사이버명예훼손

Ⅰ. 개념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 ‘사이버명예훼손’ 이라는 용어는 ‘사이버 공

간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통칭으로 사용되었다. 즉,

‘사이버 공간’이라는 매체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여타 명예훼손행위

들과 구별되는, 명예훼손행위의 한 유형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이버명예훼손’의 정의이기도

하다.87) 그러나 이러한 정의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고, 또 사용하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이버 공간’의 개념을 정의하는 일이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사이버 공간(Cyberspace)’의 사전적 정의는 ‘컴퓨터에서 실제 세계

와 비슷하게 가상적으로 구축한 환경’이다. 학계에서는 정의하는 학자

와 놓여진 맥락에 따라 ‘컴퓨터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확보된 일정한

통신공간’88), ‘컴퓨터나 전자기술을 이용하여 만들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가상공간의 일종’89) 등 조금씩 다른

87) 채희정,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현행법상 규제와 그 한계”, 과학기술과 법 제5권
제 1호, 2014, 42-43면 ; 강동범, “사이버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형법적 대책”, 형사정
책 제19권 제1호, 2007, 40면 ; 박광민, 전게 논문, 99면 ; 박정난, 전게 논문, 8면 등.

88) 김혜경,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행위와 형사책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제
5권 제15호, 200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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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가 사용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정의가 컴퓨터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한다는 점, 통신이 이루어지는 가상의 공간이라는 점을 들어 ‘사이버

공간’을 설명하고자 하고 있다. 한편, 2008. 3. 21. 개정되기 이전의 ‘무

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는 ‘사이버 공간’이라는 용어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사이버공간’ 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하

였다.90) 여기서 ‘인터넷’은 ‘전 세계의 컴퓨터가 서로 연결되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 통신망’ 즉, 컴퓨터 네트워크를

의미하고, 법적 용어로서 ‘정보통신망’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

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라고 정의된다.91) 결국 ‘사이버 공간’은 컴퓨터와 같은 전기

통신설비 간의 망(network)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가상의 공간을 의미하

는 개념이라고 파악해 볼 수 있고,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행위인

‘사이버명예훼손’은 ‘컴퓨터와 같은 전기통신설비를 통해 이루어지는 명예훼

손’ 행위로 정의해 볼 수 있다.

Ⅱ. 특성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기본 태양으로 한다는 점에

서는 사이버명예훼손 역시 공연한 장소에서의 발언이나 출판물 등으

로 행해지는 기타 명예훼손 행위들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사이버명

예훼손은 컴퓨터와 같은 전기통신설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명예훼

손을 가리키는 개념이고, 이에 기타 명예훼손행위들과는 사용하는

89) 배덕현, “사이버공간의 정의와 특징-몇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제27권
제1호, 2015, 130-131면.

90) 구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 제6조 제2항 제1호.
91) 정보통신망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 1. 29., 2007. 1. 26., 2007. 12. 21., 2008. 6. 13., 2010. 3. 22., 2014. 5. 28.>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

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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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가 다르다는 차별점을 지니고 있다. 이하에서는 그러한 차별점

으로 인해 생겨나는 사이버명예훼손의 특성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1. 전파성

사이버명예훼손의 잠재적 위험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견

해들은 대부분 사이버명예훼손의 대표적 특징으로 ‘높은 전파성’을

가리킨다.92) 실제로 사이버 공간에서는 ‘펌’ 이나 ‘공유하기’93)와 같

은, 사이버 공간에 특유한 기능들을 통해 정보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가 전파되는 속도는, 지금까지 존재했던

어떤 매체의 경우보다도 빠르다. 전파의 용이함 측면에서도 마찬가

지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가 기타 명예

훼손의 경우에 비해 발생 가능한 피해의 정도가 높다고 평가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듯 사이버 공간의 ‘높은 전파성’은 사이버명예훼손

에 고유한 위험으로 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높은 전파성이 항상 좋지 않은 결과만을 불러오는 것은

아니다. ‘전파성’은 그와 비슷하게 매번 비난받고 있는 ‘익명성’과 함

께 사이버 공간의 의의이기도 하다. 뒤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인터넷

은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 가능하다는 개방성과 상호 간

의 신속한 피드백도 가능하다는 쌍방향성이라는 특성도 지니고 있

는데, 이러한 특성들과 함께 결합했을 때 전파성은 사회 전체에 필

요한 논의를 환기시키는 순기능적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행위태양의 다양성

사이버명예훼손은 일반명예훼손보다 다양한 형태로 행해질 수 있

92) 정완, “사이버명예훼손 피해의 심각성과 법적 대응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6권 제2
호, 2008, 169면.

93) 블로그 등 SNS 매체에서 다른 사람의 계정에 게시된 글을 손쉽게 나의 계정에서 게
시할 수 있는 기능이다.



- 37 -

다. 예컨대 사이버 공간에서는 사진, 녹음파일, 영상파일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게시하기가 쉽고, 이에 어떠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기

술하지 않아도 사실을 드러낼 수 있다. 이에 몇몇 사이버명예훼손

사례에서는 사이버명예훼손죄뿐 아니라 음란물유포죄의 적용 여부94)

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함께 문제되기도 한다. 게시글 당

글자 수가 한정되어 있는 일부 SNS 매체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게

시글로 하나의 사실을 적시할 수도 있다.95)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표현들에는 구술적 성격과 출판

물적인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 몇몇 매체에서는 올릴 수 있는 글자

수가 제한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출판물’을 통한 방식과는 다른 양상

으로 표현이 이루어지고, 표현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관

계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개인적 대화를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소셜 미디어와 같은 매체들은 ‘사적인 구술생활’을 재현하고 공적 성

격보다는 사적 성격이 강하다는 견해도 있다.96) 그러나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표현이 기록으로 남고, 인터넷 기사나 전체 공개인 게시판

의 게시글과 같이 표현을 널리 알리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서는 출판물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

3. 개방성과 쌍방향성

마지막으로, 사이버 공간의 개방성, 쌍방향성 등의 특징에 주목하

는 견해는 사이버명예훼손의 사례에서는 ‘쌍방향성’ 또는 ‘반박가능

94) ‘딥페이크 포르노’가 유통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제 2항과 정보통신망법 제
74조 제 1항 제 2호(음란물 유통 등 금지)의 적용 가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한다. 배
상균,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검토”, 외법논집 제43권 제3호,
2019, 175면 참조.

95) 안성조, “SNS를 이용한 명예훼손의 법리적 검토”, 형사정책 제25권 제3호, 2013,
131-132면. 당 논문에서는 이렇듯 다수의 게시물로 하나의 사실이 적시되는 경우는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이 1회 충족된 것 즉, ‘단순일죄’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96) 박경신, “SNS의 매체적 특성과 법적용의 한계”, 법학연구 제 15권 제 3호, 2012, 136
면 이하.



- 38 -

성’ 이라는 특징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97) 신문이나 책

등 기타 전통적 매체에 비해, 정보통신망의 개방성은 상당히 높은 편

이다. 정보통신망이 그 자체로 사회적·문화적 출신을 불문하고 모두

에게 개방되어 있을 것을 지향하는 매체이기도 하고, 실제로 오늘날

일반 대중은 큰 어려움 없이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사이버명예훼손의 행위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또는 제 3자 역시

사이버 공간을 비교적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인터넷 게시판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게재됐을

때에는 피해자나 제 3자가 공개적 또는 즉각적으로 이에 대한 반박

을 게시할 수도 있고, 당 게시판의 관리자에 일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판단컨대, 정보통신망이 개방성을 표방하는 매

체임은 사실이나 아직까지 모든 이들이 정보통신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들고,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표현이 확산되기 전

에는 반박 역시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한 설사 공개적인 반박이 가능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닌 바, 이러한

사이버 공간의 ‘쌍방향성’을 들어 사이버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을 달리

하거나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에 특유한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

사유를 도입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다만, 사이버 공간이 사회적·경

제적 지위를 불문하고 모든 이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장(場)으로서, 오늘날 가장 민주적인 매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규제는, 사이버 공간의

이러한 순기능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으면서 피해의 확산을 효과적으

로 저지하는 것에 그 핵심이 있다고 보인다.

97) 이러한 견해는 이재진,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갈등해결 방식에
관한 연구”, 방송연구, 2003, 254-255면에서 소개되었는데, 당 견해에 따르면 사이버명
예훼손에 특유한 위법성조각사유로 ‘반박 가능성’을 고려해볼 필요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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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한국의 사이버명예훼손 실태

우리나라의 사이버명예훼손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형별 범죄발생(접수)건수 및 검거건수에 대한 경찰청의

통계자료를 보면, 2018년 한 해 동안 ‘사이버명예훼손·모욕 ’ 으로 접

수된 형사사건은 총 15,926건이었고98), 2014년에는 8,880건99)이었으

나 2015년부터 15,043건100)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2008년도

2,939건과 2009년도 4,016건과 비교하면 더욱 놀라온 증가세이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정보통신망법 제 70조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송

치한 사건의 수 역시, 2014년 2,361건에서 2018년 2,625건으로 소폭

상승했다.101) 학생과 성인 7562명을 대상으로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결과, 조사참여자의 30%가 사이버 공간에서 언어폭력과 명예

훼손 등의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하기도 했다.102) 이러한 자료들로

미루어 볼 때,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인식되는 또는 인식될만한 사례

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최근에 특히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는 ‘SNS에서의 명예훼손

증가’ 와 ‘새로운 유형의 위법한 표현 출현’을 들 수 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라고 정의되는 SNS는 그 자체로 커뮤니케이션 즉, 소통과 정

보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이고. 이렇듯 정보 공유를 목

적으로 하는 매체인 만큼, 정보의 생성 및 전파를 용이하게 하는 기제

를 지니고 있다. 정보를 생성하기 전에 편집 등 검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고, 한 번 게시글을 올리면 그 시점에 접속하고 있던 다른

98) 경찰통계연보 2018, 경찰청, 226면.
99) 경찰통계연보 2014, 경찰청, 210면. 
100) 경찰통계연보 2015, 경찰청, 210-211면.
101) https://www.crimestats.or.kr/portal/stat/easyStatPage.do
102) 2018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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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용자들이 바로 이를 확인하고 거의 동시에 이를 공유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자유로운 표현을 가능케 했지만, 그와 동

시에 자극적인 정보의 생산과 유포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실제로 이러

한 환경을 배경으로 ‘인터넷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경향이 늘어났

고103), 최근에는 원본 동영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음성과 얼굴

을 영상에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포르노’들이 제작·유통되는 현상

이 문제되기도 하였다.

제3절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현행법제는 사이버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제 70조가 우

선적으로 적용되고,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일반 형법의 명

예훼손죄 조항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이원적 규율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에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처벌법규’를 의미한다

고 한다면, 여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뿐만 아니라 형법 제 307조

또한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제 70조는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 명시적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유일한

조항인 바, 사이버명예훼손 사례에 대한 특별구성요건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이 사이버명예훼손죄라는 개념의 범주를 넓게 설정할

경우, 해당 용어만으로는 그것이 가리키는 법규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이를 사용하는 실익이 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명예훼손죄를 ‘사

이버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처벌법규’로 정

103) 인터넷 가짜뉴스(Fake News)는 SNS가 정보 생산에 수반되는 비용은 적으나 영향
력은 크기 때문에 주로 페이스북과 같은 플랫폼을 통하여 유통된다고 한다. 또한 사
용자의 기호에 맞는 정보를 자동 선별하여 제공하는 일부 SNS의 기제가 확증편향을
더욱 조장하고, 이를 배경으로 가짜뉴스 및 자극적 정보에 대한 수요가 창출된다고
한다. 강정민, “가짜뉴스 규제에 관한 헌법적 연구 : 미국 표현의 자유 논의를 중심으
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학위논문, 2020, 1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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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이를 정보통신망법 제 70조를 가리키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사이

버명예훼손에 대한 처벌법규 전반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와

일반형법전 상의 명예훼손죄 조항들을 비교해보는 다음 절에서 함께 논

해보도록 한다.

Ⅰ.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의 구조 및 내용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

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

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본 논문의 2장에서도 잠시 살펴보았듯, 정보통신망법 제 70조는 제 1

항에서는 사실적시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 2항에서는 허위사

실적시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해 놓았다는 점에서 형법 제

307조 일반명예훼손죄를 비롯, 일반형법전 상의 명예훼손죄와 기본적으

로 동일한 구조를 띠고 있다. 또한 일반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정보

통신망법 제 70조 역시 반의사불벌죄이다. 단, 형법에서 명예훼손죄의

고소권자에 대한 조항은 형법 제 312조로 별도 규정되어 있는 반면, 정

보통신망법의 경우는 동조 제 3항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에서는 구 정보통신망법 제 61조와 비교

하여, ‘공연히’ 라는 표현이 ‘공공연하게’로 바뀌었고, ‘사실을 적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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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내어’ 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는 주로 표현상

의 차이이고, 조문 구조나 구성요건의 내용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 형법이 ‘사이버명예훼손죄’에 내리는 정의는, 적어도 개괄적으로는,

비교적 명확하다. 그것은 조문 그대로 ‘비방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

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행해진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한 처벌규정이다.

문제는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사이버명예훼손의 이러한 구성이 그 자

체로 타당한 것인지, 각각의 요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

의이다. 어떠한 구성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규범적 해석을 통해 정립되는 것이다.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경

우도 그 구조는 일반명예훼손죄와 거의 동일하고, 그 구성 역시 최초

제정 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어 명확하다고 하나, 각 구성요건의 판단

기준까지도 명백한 것은 아니다. 조문을 구성하는 각각의 표현들은 사

이버명예훼손죄의 맥락에서 의미를 생성하고, 이는 판례와 해석으로 확

인되지만, 이렇듯 정립된 기존의 법리가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바

로 이러한 점 때문에 ‘구성요건 분석’의 작업은 계속적으로 필요한 것

이 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분석 작업의 첫 단계로 사이버 명예훼손죄

의 구성요건- ‘비방목적’, ‘정보통신망’, ‘공연성’, ‘사실 적시’, ‘사람의 명

예 훼손’- 각각에 대한 기존의 해석을 정리해보도록 한다.

Ⅱ.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분석

1. 비방목적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의 조문에는 형법 제 307조 일반명예훼손죄와

달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라는 표지가 명시되어 있다. 당해 표

지가 가리키는 ‘비방목적’ 이라는 요건은, 명예훼손죄 중 형법 제 309

조 출판물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사이버명예훼손죄에 특

유한 구성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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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목적’ 구성요건의 성격에 관하여, 통설은 당해 요건이 ‘정보통신

망’과 ‘출판물’이라는 높은 전파성을 가진 매체를 사용한다는 요건과

함께 불법을 가중시키는 ‘불법가중요건’ 이라고 한다.104) 이러한 통설에

따르면 ‘비방목적’은 명예훼손의 고의를 넘어서는 것이어야 한다. 실제

로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일반명예훼손죄에 비해 가중된 법정형을 규정

하고 있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목적범을

가리키는 표지인 바, 이러한 조문의 구성에 따르면 ‘비방목적’을 명예

훼손의 고의와 구별되는 초과주관적 요소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례는 사이버명예훼손죄의 ‘비방목적’을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 이라

고 판시한 바 있는데105) 이는 대법원이 출판물명예훼손 사례에서 내린

‘비방목적’ 요건에 대한 정의와 동일한 것이다.106) 이렇듯 우리 법원은

출판물명예훼손죄의 ‘비방목적’과 사이버명예훼손죄의 ‘비방목적’을 동일

한 개념으로 보고, 이를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 으로 정의한다. 그런데

이러한 정의는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비방목적’이 정말 어떠한 목적을

가리키는지, 그 의미에 대한 충분한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107)

한편, 판례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

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

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

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108)고 하고, 더 나아가 ‘비방목적’은 공익을

위하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와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

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이 부인된다고 하여 ‘비방목적’ 에 일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

104) 정성근 박광민, 앞의 책, 225면 ; 오영근, 형법각론(제2판), 박영사, 2009, 225면 ; 김
성돈, 앞의 책, 197면 ; 김일수·서보학, 앞의 책, 206면.

105)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6371 판결.
106)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6 판결.
107) 이에 대하여 판례의 ‘비방목적’ 에 대한 정의는 ‘타인의 명예에 해를 가하는 것’으로
명예훼손의 고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견해(최정일, 앞의 논문, 218면)가 있다.

108)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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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09) 이와 같은 판례들에 따르면, 어떠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

야 하고,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당해 사실을 적시했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공인인지 사인인지,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

인지 사적 영역의 것인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

을 자초한 것인지,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고 한다. 즉, 우리 법원은 ‘비방목적’을 판단함에 있어 ‘공익성’ 이라는

기준을 차용하고, 여기서의 ‘공익성’은 이익형량의 방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 310조 위법성조각사유와의 관계에 있어 정보통

신망법 제 70조에 해당하는 행위는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

각되지 않는다. 정보통신망법에는 위법성조각사유 관련 조항이 없고,

형법 제 310조는 형법 제 307조 제 1항에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통설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진 어떠한 명예훼손행위에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판정되면, 이는 형법 제 307조 일반명예훼손죄의 적용

대상이 되며, 이러한 때에는 형법 제 310조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한

다.110) 그러나 이러한 통설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결국 비

방목적이 인정되면 형법 제 310조와 같은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되지는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죄가 곧바로 인정될 것이다. 이렇듯 정보

통신망법에 별도의 위법성조각사유를 두지 않고, 형법 제 310조의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가벌성을 오

히려 확대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111)

판단컨대, ‘비방목적’은 조문의 구성 및 내용으로 보아 초과주관적

109) 대법원 2005. 10. 4. 선고 2005도5068 판결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110) 김성돈, 앞의 책, 197면; 오영근, 앞의 책, 226면; 정성근·박광민, 앞의 책, 225면.
111) 박수희,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 및 개선방안”, 한양법학 제27권 제1
집, 2016, 150면; 최정일, 전게 논문, 2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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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라고 봄이 타당한데, 그에 비해 명예훼손의 고의와 그 내용이 명

확히 구별되지 않는다.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이라는 정의보다 더 구

체적으로 ‘비방목적’의 내용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또한 판례

가 이에 대한 판단기준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일반명예

훼손죄에서 위법성조각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판단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처럼 ‘비방목적’ 에 대한 현재의 해석 및 판단기준

에는 비판적으로 고찰해 볼 점이 많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구체

적 논의는 본 논문의 ‘제 5장’에서 전개해보도록 한다.

2. 정보통신망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진 명예훼손 행위에만 특별

히 적용되는 죄이고, 이러한 점은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라는 표현으로 확인된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이라는 용어를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

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

신하는 정보통신체제’ 라고 정의하고11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

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이다113). 즉, 대표적인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설비’인 컴퓨터를 포함, 휴대전화 등의 설비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모든

112) 정보통신망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
정 2004. 1. 29., 2007. 1. 26., 2007. 12. 21., 2008. 6. 13., 2010. 3. 22., 2014. 5. 28.>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

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11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19,
2013.3.23, 2013.8.13, 2014.10.15, 2017.7.26, 2018.12.24>

1. "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2.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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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는 정보통신망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사

이버명예훼손죄는 인터넷 게시판 등의 익숙한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진 표

현 외, 채팅 어플리케이션, 게임114), 기업 등 조직의 내부망(인트라넷)에서

행해진 표현에도 적용된다.

3. 공연성

정보통신망법 제 70조는 ‘공공연하게’ 라는 표지를 사용하여 사이버명예

훼손죄의 경우에도 표현의 ‘공연성’을 요구하고 있다. 사이버명예훼손에서

의 공연성에서 논의될 수 있는 사항은 크게 두 가지이다.

우선, 사이버명예훼손 조문에 공연성 요건이 명시될 필요가 있는지의 문

제이다.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에 ‘공연성’ 표지를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견해는, 형법 제 309조 출판물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사이버명예훼손죄

에서도 공연성은 모든 사이버명예훼손행위에 당연 내재된 것이라고 한

다.115) 정보통신망은 그 자체로 전파가능성이 있는 매체이고 이러한 매체

를 통한 표현이라면 어떤 경우든 이미 공연성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사이버명예훼손죄 조문에도 일반명예훼손죄와 같

이 공연성 요건을 명시해야 한다는 견해 즉, 현행법의 조문 구성이 타당하

다는 견해는 정보통신망을 통했다고 하여 공연성을 의도하고, 공연하게 사

실이 드러나는 효과도 실제로 발생했다고 당연 전제할 수 없다고 한다.116)

판단컨대, 현행법이 ‘공공연하게’ 라는 표지를 통해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으로 ‘공연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또한 정보통신망

법 제 70조에는 이렇듯 공연성 요건이 조문에 명기되어 있는 반면, 형법 제

309조 출판물명예훼손죄에서는 ‘공연히’ 나 ‘공공연하게’ 등 공연성을 나타내

는 표지가 전무하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공연성’ 표지를 포함하고

114)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도9033 판결
115) 정대관,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죄”, 성균관법학 제 1회 학술대회논문집, 2005,
44면.

116) 최정일, 전게논문, 215면 ; 박정난, 전게논문, 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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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현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의 구성은 출판된 표현과 달리 사이버 공간에

서의 표현들에는 공연성을 당연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에 공연히

행해진 사실적시행위가 아니라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입법 의도가 반영된 것

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사이버 공간’은 단일한 장(場)이 아니고, 그 안에는

Social Network Service(이하에서는 SNS라고 줄이도록 한다.)부터 인터넷

기사, 인터넷 게시판 등 다양한 성격의 매체들이 병존한다. 그리고 이러한

매체들은 그 공표적 성격에 있어 층위를 달리한다. 이에 모든 사이버공간에

서의 표현에 행위자가 공연성을 의도했다고 전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객관적 공연성 역시 모든 경우에 당연 실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

한 점을 고려했을 때, ‘공연성’은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조문으로 명확히 한 현행법의 구성은 타당하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일반 형법전 상의 명예훼손죄

즉, 형법 제 307조 및 제 308조에서의 공연성과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 70조는 ‘공공연하게’ 라는 표현

으로 공연성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일반 명예훼손죄 조문은 ‘공연히’ 라

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의 ‘공공연하게’ 가

일반명예훼손죄와 같은 의미와 정도의 공연성을 가리키는 표현인지 논의

가 되는 것이다. 일반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나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공연

성은 같은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는, ‘공공연하게’ 라는

표현의 사전적 정의 역시 “숨김이나 거리낌 없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인

바, 결국 일반적인 의미의 공연성과 같은 의미를 칭하는 것이라고 한

다.117) 반면, 이와 대립되는 견해는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일반

명예훼손죄와 달리 전파가능성의 측면에서 해석되면 안 되고, 정보통신

망법 제 70조가 ‘공연히’ 가 아닌 ‘공공연하게’ 라는 표지를 사용하고 있

는 것 역시 이러한 취지의 반영이라고 한다.118)

117) 류화진, “스마트폰 단체대화방 내의 형법상 공연성의 인정 문제”, 법학연구 제25권
제 2호, 2017, 124면; 정정원, “인터넷상 명예훼손행위와 명예훼손적 표현물의 전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논문, 2013, 101면.

118) 류부곤, “SNS 상에서의 정보유통과 ‘공연성’ 개념”, 형사정책 제26권 제1호, 2014,
2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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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역시 일반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대한 해석과 마찬가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해석하고 있다.119) 또한 일반명예훼손의 경우에 적용하는 전파가능성이론

을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적용한다.120) 이렇듯 판례는 사이버명예훼

손죄의 공연성과 일반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같은 개념으로 보고, 구체적

판단기준 역시 같은 것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개정이유서에 구 정보통신망법 제 61조의 ‘공연히’라는 표현이 현 정보

통신망법 제 70조의 ‘공공연히’ 라는 표현으로 변경된 계기를 비롯, 사이버

명예훼손죄 조문의 개정이유가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다. 다만, ‘공연히’

라는 표현이 ‘공공연하게’ 로 수정된 2008. 6. 13. 개정 당시의 개정이유서

를 보면, “법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121)이

라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공연히’ 라는 표현은 ‘쓸데없이’, ‘이유 없이’

라고도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바,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에서 ‘공공연하

게’ 라는 표지를 사용한 것은 표현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였을 가

능성이 있다. 생각건대, ‘공공연하다’라는 표현의 의미가 ‘공연성’의 내용과

거의 동일한 만큼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일반명예훼손죄에서의

‘공연성’과 그 의미가 다르다고 볼 근거는 지극히 미약하다. 단, 사이버공

간에서의 표현에는 일반적 공간에서의 표현과 구별되는 면모들이 있는 것

이 사실이고, 이에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에서 공연성에 관한 기존의 법리

에 대한 비판이 새롭게 발견되거나 강화될 수는 있을 것이다.

4. 사실적시

‘사실의 적시’ 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들의 전형적인 태양이라고 할

119)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120)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121)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법률 제9119호, 2008.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서의 일부를 발췌함.

(http://www.law.go.kr) (최종방문일 : 2020.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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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에서는 이에 대한 표시로 ‘사실을 드러내어’ 라

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구 정보통신망법에서 ‘사실을 적시하여’ 이었던 표현이 ‘사실을 드러내

어’ 라는 표현으로 수정된 이유는 개정이유서에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당 구성요건에 있어 사이버명예훼손죄에

특유한 현상은, 그림이나 사진, 동영상 등을 게재하거나 ‘링크’와 같은 메

타데이터를 게재하는 방식이 사용될 수 있고, 실제로 많이 사용된다는 것

이다. 판례는 그림, 사진, 동영상 등을 게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

우는 물론,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한 링크를 게재한 경우에도 사이버명예

훼손죄를 적용하였다.122) 즉, 글이나 말로써 한 직접적 사실 적시가 아니

더라도 사이버명예훼손죄 조문의 ‘사실을 드러낸’ 행위 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 법원이 일반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 와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를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실

제로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적용이 문제된 사례에서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법 상의 명예훼손죄에 있어 ‘사실의 적시’ 및 ‘사실을 드러내어’라는 표현

은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로서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이

고, 시간과 공간적으로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한다고 정의123)하고, “당해 게시물의 객관적 내용과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게시물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게시물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의미, 게시물의 전체적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

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당해 게시물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

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도 고려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124)하여 사이버명

예훼손죄의 ‘사실 적시’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일반명예훼손죄의 경우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판례의 내용으로 보면, 우리 법원이 사

이버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를 달리 본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사이버

공간에 특유한 태양들도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에 포섭될 수 있다는

122)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도1335 판결.
123)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5699 판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도607 판결.
124)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36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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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을 제시한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의 ‘사실을

드러내어’ 라는 표현은 이렇듯 다양한 사이버명예훼손의 태양을 포섭할

수 있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보인다.

5. 사람의 명예 훼손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이다. 일반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동

조에서 말하는 ‘사람’ 즉,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고125), 동조의 보호법

익인 ‘명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 ‘외부적 명예’

로 국한된다. 그렇기에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은,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한 사회의 가치 평가를 저해함을 의미한다.

사이버명예훼손죄에서는 동 구성요건 관련, ‘ID’ 에도 명예 주체성을 인

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주로 논의된다. ID 란, 사이버 공간이라는 가상

공간에서만 사용되는 가명 또는 별명이다. 사람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실

명 대신 주로 이 ‘ID’를 사용하여 활동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ID’에도 명예주체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다.126)

우선, 판례는 일반명예훼손죄의 경우에서도 행위자가 반드시 피해자의

이름을 적시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의 이름을 명시

하지 않았더라도 표현 내용과 표현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제 3자가 피해자를 어느 정도 특정할 수만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한

다.127) 이러한 판례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 ‘ID’ 가 실명이 아니라는 이유

만으로 명예주체성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ID’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 중 하나인, ‘익명성’을

보장해주는 장치이다. 그것은 실제 사용자의 실명을 대체하여 그의 신

125)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4171 판결.
126) 강동범, “사이버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형법적 대책”, 형사정책 제19권 제1호, 한국
형사정책학회, 2007, 48면.

127) 대법원 1982.11. 9. 선고 82도12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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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보호’하고, 그로부터 보다 자유로운 표현을 가능케 하기도 한다.

실제로 관련 없는 제 3자가 ‘ID’ 만으로 실 사용인을 특정하기란 극히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ID’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어떠한 ‘ID’를 비방

하는 표현의 효과가 당해 ID의 실 사용인한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

기는 힘들다. 판단컨대, 이미 당해 ‘ID’ 사용인의 인상 또는 실명, 실제

인물을 특정할 수 있는 일체의 인적 정보가 알려져 있는 경우라면, 실

명이 아닌 ‘ID’를 지칭하였다고 해도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28) 그러나 이러한 사례들은 ‘인식·특정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

는 기존의 법리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ID’ 에도 명예주체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는 ‘ID’라는

개념의 의의를 오히려 도외시하고,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가벌성을 필요

이상으로 확장하는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128) 오늘날 ‘Youtube’ 나 ‘Instagram’ 과 같은 매체들에서는 실명이 아닌 별명을 사용하
면서도 본인의 인상을 거리낌없이 공개하고, 사회적으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영향력
을 미치는 일명 ‘인플루언서’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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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일반형법전 상의 명예훼손죄와의 비교

Ⅰ.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의 구성

앞서 살펴본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의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정보통신

망법 제 70조와 일반 형법전 상의 명예훼손죄가 거의 동일한 구성을 취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제 70조는 1항

에서는 진실한 사실 적시의 경우를, 2항에서는 허위사실적시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형법전의 명예훼손죄 구조를 그대로 차용

하고 있고, 개별 조문 역시 ‘사실적시’, ‘공연성’, ‘명예의 훼손’ 이라는 형

법 제 307조 일반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들을 전부 포함하고 있다. 이 외

에도 사자명예훼손죄를 제외하고 모두 반의사불벌죄인 형법 내 명예훼손

죄와 마찬가지로,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역시 3항에서 “ 제1항과 제2항

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다.”라고 하여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 70조는 일반명예훼손죄와 비교하여 ‘비방목적’ 이

라는 구성요건이 추가되었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졌을 것을 요하는

등 특정 매체를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인 바, 형법 제 309조 출판물명

예훼손죄와 가장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Ⅱ. 출판물명예훼손죄와의 비교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의 구조는 형법 제 309조 출판물명예훼손죄의

구조와 동일하다. 두 조항 모두 일반명예훼손죄의 기본적인 구성요건에

더해 ‘비방목적’과 특정 매체를 사용했을 것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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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다. 다만, 출판물명예훼손죄에는 ‘공연성’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이는 출판물을 통해 이루어지는 표현의 경우 ‘공연성’은 당연 충

족되기 때문이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에 규정된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출판물명예훼손죄에 규정된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의 법정형이 더 높다.

이 때 형법 제 309조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라는 문언의 ‘기타 출판물’ 에 정보통신망이 들어갈 수 있는지가 문제된

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망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견해는129), 형법 제

309조의 ‘기타 출판물’은 예시규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예시규정으

로 보게 된다면 정보통신망 또한 그 범위 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고 한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제 70조는 형법 제 309조의

특별구성요건이고, 1차적으로는 여전히 정보통신망법 제 70조를 적용해야

하겠지만, 보다 본질적으로 정보통신망법 제 70조가 필요한 입법인지에

대해서까지도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기타 출판물에 정보통신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는, 위

의 견해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비롯한 다수의 매체가 형법 제 309조의

적용범위에 포섭되게 되는데, 이는 피고인에 불리한 유추해석이므로 타당

하지 않다고 한다.130)

판단컨대, 기타 출판물에 정보통신망 또한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는 형

법 제 309조의 가벌성을 확장시킬 수 있다. 출판물명예훼손죄의 ‘출판물’

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해석 또한 “적어도 인쇄물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가지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로 볼 수

있어야 하며 적어도 인쇄한 물건의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한다.”131)는 것

129) 김혜경,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행위와 형사책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제
5권 제 15호 2005, 90면. 

130) 최정일, 전게논문, 212면 ; 김성돈, 앞의 책, 216면.
131) 대판 2000.2.11, 99도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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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에 출판물명예훼손죄의 ‘기타 출판물’에 정보통신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체계 상 출판물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 제

70조는 독자적인 구성요건으로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의 구성요건이 충

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 제 309조가 아니라 형법 제 307조의 적용이

문제될 것이다.

Ⅲ. 위법성조각사유 조항의 부재

형법에는 명예훼손에 특유한 위법성조각사유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

는 반면, 정보통신망법 상에는 그와 같은 규정이 없다. 게다가 형법

제 310조 위법성조각사유 조항은 그 조문에 형법 제 307조 제 1항의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명기하고 있어 적어도 문언 상으로는 정보통신

망법 제 70조에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판례 역시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사

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2항 소정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132)고 하여 형법 제 310조의 적용범위에서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를 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와 해석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결국 사이버명예훼손 사례에서는 구성요건만 충족되면 바로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에서 정한 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지는 장에서 후술하겠지만, 판례는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의 구성요건

인 ‘비방목적’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해석하

여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 즉, ‘비방목적’ 의 판단이 위법성조각사유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제 70조가 비교적

높은 형량을 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가중된 구성요건의 성립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는 데 ‘비방목적’의 의의가 있다고도 보이는 바,

현행 법제와 판례의 견해는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32)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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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비방할 목적’의 의미와 판단기준

제1절 ‘비방목적’의 개념 및 의의

Ⅰ. 개념

 정보통신망법 제 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

여 공공연하게 사실/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그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 “비방할 목적”(이하 ‘비

방목적’ 요건)은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이를 해석하고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일은 판례에 맡겨져 있다.

‘비방목적’에 대한 판례의 정의는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이다. 판례는

‘비방목적’을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으로 정의하고, 그 유무는 “적시 사

실의 내용과 성질, 피해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판단해야 한다”133)고 판시하고 있다. 이는 형법 제 309조 출판물

등명예훼손죄의 ‘비방목적’ 요건에 대한 판시 내용과 동일한 바, 우리 법

원은 동조의 ‘비방목적’과 형법 제 309조 출판물명예훼손죄의 ‘비방목적’

을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134)

그런데 판례가 제시하는 이러한 정의만으로는 ‘비방목적’의 의미를 이

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단순한 명예훼손의 고의와

133)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
134) 정진수 외 2인, “명예훼손죄·모욕죄에 대한 판례의 판단 기준 연구 – 최근 10년간
(2005~2015)의 판례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5-AB-07, 2015,
55-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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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목적’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는 견해가 대표적이다.135) 타

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가 결국 ‘가해’의 개념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 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비방목적의 의미

를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우리 형법이 ‘비방목적’ 이라

는 구성요건요소를 추가한 데에는 ‘비방목적’을 명예훼손의 고의를 넘어

서는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보고, 이를 통해 가중된 법정형을 정당화하

면서도 죄의 성립범위를 제한하고자 한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도, ‘비방목적’은 결국 명예훼손의 고의와 유의미하게 다른 개념일 수

없고, 이러한 한계를 판례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위와 같이 판례를 비판하는 견해의 지적은 분명 타당한 지점이 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그 정도나 비난가능성과는 상관없이 일

단 모두 가해 즉,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생각건대, ‘비방목적’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방’

이 어떠한 행위를 일컫는 개념인지에 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명예훼손죄 조문의 ‘비방’을 정의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용어의 일반적 의미와 명확성의 원칙에 비추어 그 정의의 타당성 역시

인정된다면, 문자 그대로 비방하려는 목적을 뜻하는 ‘비방목적’의 의미

는 그로부터 자연스레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의의

  ‘비방목적’의 의의는 해당 요건이 일반명예훼손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와 같은 특별구성요건에만 포함되어 있다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들어 학자들은 ‘비방목적’이 정보통

신망의 전파성과 더불어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의 죄책을 무겁게 하는 가

중적 요소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보기도 한다.136) 한편, ‘비방목적’은 정

135) 주승희, “현행 사이버 명예훼손죄 법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관련 최근 논의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1호, 2009, 600면 ; 최정일, 전게 논문, 218면.

136) 정성근 박광민, 앞의 책, 225면 ; 오영근, 형법각론(제2판), 박영사, 2009, 225면 ; 김
성돈, 앞의 책, 197면 ; 김일수·서보학, 앞의 책, 2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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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신망법 제 70조의 적용범위를 제한할 수도 있다. 비방목적이 인정되

지 않는 사이버명예훼손 행위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의 가중

형량을 적용할 수 없고, 현행법체계와 이론 상 형법 제 307조로의 의율

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방목적’은 가중적 구성요건요소라

고 볼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의 적용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제2절 ‘비방목적’ 요건의 분석

  지금까지 판례가 ‘비방목적’을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으로 정의한다는

점,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의 적용범위를 구성요건판단의 단계에서 제한

할 수 있다는 데에 ‘비방목적’의 의의가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이렇듯 ‘비방목적’에 대한 현재의 정의와 그 의의를 알아

보는 데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 사례에서 ‘비방목적’이 어떻게 해석, 판

단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하에서는 ‘비방목적’ 요건

의 유무가 논해진 판례들을 소개하고, 그 내용을 분석해 볼 것이다.

Ⅰ. ‘비방목적’ 에 관한 판례

  아래에서는 문제된 사례에서 ‘비방목적’의 유무가 문제되었으며 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판단기준이 제시되었던 대법원 판결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본 논문에서 인용한 대법원 판례들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

이트에서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에 관한 판결들을 검색하고, 그 중 ‘비방

목적’ 요건에 대해서 판단한 판결들을 다시 한 번 추리는 방식으로 수집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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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방목적’이 인정된 대법원 판결

가.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대법원은 자신 아들의 유학을 맡긴 유학원에 대하여 “1년을 캐나다

에서 보낸 아이의 반응은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단호했다. 그런데 유학

원의 실수 등으로 다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 결국은 갔다.

아이는 혼자 캐나다로 갔다.” 라는 글을 개인 블로그에 남긴 학부모가

피소된 사건에서 ‘비방목적’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본 사건

의 피고인에게는 ‘비방목적’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다음은 본 사건 판

결문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구법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

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

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

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

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

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

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

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

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

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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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

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 유학원

및 위 유학원의 대표공소외 3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의 각 글을 피고인 개인 블로그 등에 게시하였고, 공소외 4는

유학원의 실수로 다시 캐나다로 유학을 간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글에서 적시한 내용은 허위이고, 위

글이 허위임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

해 등의 위법이 없다.”137)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문에는 ‘비방목적’의 일반적 판단기준이 설시되

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 때문에 ‘비방목적’을 인정했는지 제시

되어 있지 않다. 대신,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

을 인정한 다음’이라고 하여 원심 판결문에 그 내용이 드러나 있음을 언급

하고는 있는 바, 동일 쟁점에 관한 원심 판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① 피고인은 교육사이트인 ◇◇◇로부터 유학관련 칼럼의 작성을

부탁받아 이 사건 제1항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위 글을 ◇

◇◇ 사이트 외에 피고인의 개인블로그 등에 게시하였고 그 내용 또

한 유학에 관한 정보 제공에 중점을 두기 보다 이 사건 유학원 및

대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제1항 글이 게시된 피고인의 개인블로그(http://blog.□□

□.com/oyes/), 조선닷컴 등은 불특정 다수의 누구나 접속할 수 있

는 사이트인 점, ③ 이 사건 유학원 및 대표의 명예침해의 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제1항 글의 첫머리에

‘우리 두 아들은 ○○○○(www.△△△.com)를 통하여 캐나다를 갔

다’라고 밝힌 후 이하 글에서 ‘DR**에듀’, ‘**에듀’, ‘DR**edu’ 등 이

사건 유학원을 나타내는 것임이 명백한 것으로 보이는 표현을 사용

137) 출처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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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 사건 유학원을 지칭한 점, ⑤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자신의 추측을 보태어 이 사건 제1항 글을 게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138)

본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 법원은 ‘비방목적’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문제된 표현의 내

용과 성질뿐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명예 침해의 정도를 함께

고려, 비교해야 된다고 하며 이익형량의 관점에서 비방목적의 유무를 파

악하고 있다.

다음으로, 판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이라는 개념을 ‘비방목적’

에 대한 또 하나의 판단기준으로 차용하고 있다. 그리고 당 개념은 또

어떻게 인정될 수 있는가 하면, 특정한 사회집단의 관심사에 관한 것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포함될 수 있고, 사적인 동기가 부수적으로 개

입했다고 하여도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면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판결의 대상 사건은 문제된 표현이 허위였던 경우로,

대법원은 이러한 적시사실의 ‘허위성’을 근거로 비방목적을 인정하였다.

실제로 출판물명예훼손죄나 사이버명예훼손죄 사건에서는 적시사실이

허위인 경우, 대부분 ‘비방목적’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139)한편, 본 사

건의 원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노1510 판결이 ‘비

방목적’ 인정의 근거로 제시한 사정들은 ‘표현이 행해진 사이트’, ‘표현의

전체적 맥락’, ‘당해 표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명예침해의 정도’로 정리

될 수 있어 원심이 이익 형량의 방법으로 ‘비방 목적’의 유무를 판단하

고자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38)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노151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종합법률정보 판례

139) 장호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인 비방할 목적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2009,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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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

본 판결은 이주노동자방송국의 기자였던 피고인이 당해 방송국의 대

표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상한 주장으로 다른 이주인들을

현혹했다”는 취지로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

과 면담하면서 방송국의 공동대표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이

주노동자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처럼 편

집한 녹취파일을 첨부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건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비방목적’ 이 있었다고 인정된

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

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

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

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

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도329 판결, 대

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53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정

보통신망인 인터넷 이주노동자방송국 홈페이지에 피해자와의 면담내

용을 편집한 녹취파일을 첨부한 게시글을 올린 경위와 과정, 그 필요

성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이 채

증법칙을 위배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140)

140) 출처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
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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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동 판결은 그 원심인 서울남부지법 2008. 5. 14. 선고 2007노1698

판결에서 당해 법원이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글을 게

시하였고, 이러한 분쟁은 운영에 관한 견해 차이에 불과할 뿐”이라고 하며

“이주노동자방송국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기보다는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

정된다.”141) 라며 내린 판단을 긍정한 것이었다. 여기에서 대법원과 원심은

표현이 행해진 전후의 사정 즉, ‘그 표현 자체의 제반 사정’을 살펴봄으로

써 비방목적을 구성하는 주관적 요건에 대해 우선 판단하였고, 그러한 제

반 사정과 함께 ‘게시글을 올려야 할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여 상당성 요건

에 주안점을 두어 비방목적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 ‘비방목적’이 부정된 대법원 판결

가.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경찰인 피고인이 사이버경찰청 사이트의 게시판에 본인과 함께 승진

대상자였던 피해자가 승진시험 응시의 요건인 경찰특공대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했다, 피해자가 의경을 구타하여 대기발령을 받았다, 등의 사실

을 적시하여 피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에서 언급한 판례들과 같은 내

용으로 ‘비방목적’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본 사건 피고인의 경우에는

비방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

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것이 경찰관 승진시험의 공정성과 투명

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졌음을 부정하기 어렵고, 경찰

관 승진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경찰청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사회에서 경찰이 차지하

는 위상과 중요성에 비추어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14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5. 14. 선고 2007노16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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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아울러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통하여

피해자가 승진시험 응시를 위한 요건인 경찰특공대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응시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은, 경찰관

승진제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면 부수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것에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다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

으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경감승진시험의 경쟁자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의경을 구타하여 대기발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적시하면서 피해자를 승진시킬 경우에 예상되는 폐해를 비교적 상세

히 나타내어 강조함으로써 이 사건 글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훼

손될 우려가 없지 아니하나, 이는 피해자가 승진시험 응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찰특공대 의무복무기간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할 목적으로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하면서 다소 과장된 표

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사이버경찰청’ 인터넷 사이트 가운데 ‘알림마당’에는 ‘주요비위

사례공개’란이 개설되어 있어 대상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비위사례에 관한 게시가 이루어짐으로써 경찰청 내에서 일정한 자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글

은 그러한 게시물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명예훼손의 우려 정도가

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사이버경찰청’ 인터넷 사이트 가운데 경찰청으로부터 부

여받은 일정한 ID를 가진 사람만이 접근이 가능한 ‘경찰가족사랑방’란

의 ‘국관과의 대화방’ 게시판에 이 사건 글을 올린 것이므로,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도 넓지 아니하다고 볼 수 있다. 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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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인은 이 사건 글에서 일부러 피해자의 이름과 근무지를 명시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를 비하하는 등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

지도 아니하였다 (‥중략‥) 원심판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이 정한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요소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

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142)

위와 같이 동 판결은 적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

으로 볼 수 있는지를 우선 판단한 다음, 주관적으로도 공공의 이익을 위

하는 목적이 주를 이루었다고 판단하였다. 문제된 행위의 동기가 주로 공

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였는지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나, 적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객관적·주관

적 공익성 외에도 대법원은 표현이 게시된 사이트의 성격, 표현의 맥락

및 방법,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명예 침해의 정도를 검토하였는데,

이는 ‘비방목적’의 판단기준 및 방법에 있어 우리 법원이 계속해서 제시

하고 있는 이익형량의 관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나.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피고인이 자신이 이용한 산후조리원에 대하여 불편했던 점을 한 인터넷

카페에 “환불을 요구하며 이용 후기에 올리겠다는 항의에 (피해자 측이)

막장으로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게시한 사건

에서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개념의 판단기준을 앞에 소

개한 판례들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비방할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공공의 이익을

142) 출처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
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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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

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

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

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

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

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

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중략‥)”143)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형법 제 310조의 위법성조각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과 거의 동일하다. 또한 위와 같은 판시 내용은 ‘공

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개념이 순수한 의미의 공익성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상당성’ 또한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이렇듯 동 판결이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눈

여겨볼 만한 내용이 또 있다.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

여야 하며( 헌법 제124조),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고( 소비자기본법 제4

조), 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사업

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143) 출처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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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과 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므

로,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

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앞서 든 제반 사정을

두루 심사하여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적시 사실이 공적 사안으로서 가지는 중요성이 크다는 점 즉,

객관적 공익성의 정도가 크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비자의 권리 구제에 관한 사안에 있어서는 비방목적의 유무가 ‘더욱 신

중히 판단되어야 한다.’ 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표현도 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환불

요구를 거절한 직후 게시물 및 댓글을 계속적으로 게시하였던 점 등 에 비

추어 보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원심의 결론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 환송하였다. 동 판결이 비방목적의 판단기준을 새로이 제시한

것은 아니었으나, 공적 성격이 객관적으로 큰 사안의 경우 비방목적을 제

한적으로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원칙을 제시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러한 판시내용은 결국 사안의 객관적 공익성이

큰 경우와 작은 경우에 요구되는 이익형량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으로 해

석되고, 이러한 관점이 ‘비방의 목적’을 ‘공익에 관한 것’ 이라는 개념으로

판단하는 현재의 판단기준을 거치면 결국 ‘비방할 목적’ 이라는 내심의사

에 대한 판단기준을 사안의 객관적 성격에 따라 달리해야 된다는 결론으

로 이어진다. 판단컨대, 사안의 객관적 공익성에 따라 이익형량의 정도를

달리해야 된다는 관점 자체는 타당하나, 그로 인해 도출되는 위와 같은 결

론에는 의문이 남는다. 때에 따라 해당 표현이 다룬 사안의 객관적인 성질

에 피의자의 의사가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로부터 일반적으로 ‘비

방목적’을 추론할 수 있다고 간주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예컨대 본 사건

과 같이 소비자 의견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사안 자체의 공익성과는 별개

로, 현실적으로는 행위자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일수록 ‘비방목적’ 이 더

강할 수 있을 것이다.



- 67 -

Ⅱ. 판례의 ‘비방목적’ 판단기준 검토

  지금껏 살펴본 대법원 판례들과 이들 판례가 인용하였거나 이들 판례

를 인용한 판례들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한 ‘비방목적’의 판단기준은 ‘진실

성’, ‘상당성’, ‘공익성’으로 정리될 수 있다.144) 대법원은 이러한 내용을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

현의 방법’, ‘명예 침해의 정도’ 등으로 구체화하고,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비방목적’을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이 중 ‘적시 사실의 내

용과 성질’ 은 진실성과 공익성,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명예 침해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함은 상

당성에 해당하는 내용일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처럼 비방목적의 판단기준

으로 제시되는 ‘진실성’, ‘상당성’, ‘공익성’ 이라는 요소 각각에 대하여, 그

의미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1. 진실성

  위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과 같이, 판례는 적시

사실이 허위인 경우에는 ‘비방목적’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인다.145) 특히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은, 적시사실의 허위성은 인정

하면서도 공익성과 상당성 요건은 충족하였다고 하여 ‘비방목적’은 부인

하고, 형법 제 307조 제 2항을 적용한 원심 판결146)을 파기하며 “만약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할 수 있는 이 사건 적시사실

자체가 허위이고 위 피고인이 위 적시사실의 주요 부분이 허위임을 충분

히 인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에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

적이 있다고 볼 것”이라고 명시하기도 하였다.

144) 장호순, 전게 논문, 43면.
145)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7도210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
결 ; 서울중앙지법 2017. 4. 14. 선고 2016고정3950 판결 등.

146) 서울고등법원 2007. 6. 13. 선고 2006노25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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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목적’의 판단기준으로서 ‘진실성’은 적시된 표현의 모든 부분이

입증 가능한 진실일 것을 요하는 개념은 아니다. 명예훼손죄에서의 ‘진실

성’이 의미하는 바에 대하여 판례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

되기만 하면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진실한 사실’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147) 더 나아가

판례는 허위의 사실이더라도 행위자가 이를 진실로 믿었고 진실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이를 객관적 진실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마찬

가지로 취급한다. 이는 허위성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 즉, 미필적 고의조

차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인데, 진실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

부는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

분한 조사를 다하였는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

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지148)’, ‘발생 가능한 피해 정도149)’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참고로 일부 민사 판례는 전술한 기

준들에 더해 ‘사실 확인의 용이성’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였다.150)

한편, 적시한 사실의 진실인지 허위인지 여부와, 허위성에 대한 인식

여부를 입증하는 것은 검사의 책임이다. 그러나 기간 및 장소 등 내용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

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다.151)

2. 상당성

판례가 ‘비방목적’ 판단에 대하여 제시한 구체적 참작 사정들 중에는

147)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310
판결 ;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판결 등.

148) 서울고등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노1607 판결.
149)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150)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3483 판결.
151) 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
결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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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방법’, ‘명예 침해의 정도’ 등이 있었다. 이에 더해 위에서 살펴본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에서는 ‘문제된 행위의 필요성’

이라는 사정을 기준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결국, 피해자의 명예와 행위자의 표현의 자유 사

이 이익형량을 통해 당해 표현의 상당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기

판례들 중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은 ‘게시글을 올려야

할 필요성’, ‘표현의 방법’ 등을 비방목적을 인정하는 데의 주된 근거로 삼

아 상당성 요건에 대해 판단하였고,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또한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전파의 위험이 높지 않고, 자

정적 성격을 가진 인트라넷 게시판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하나의 근거로

하여 비방목적을 부인하였다.

3. 공익성

명예훼손죄의 ‘공익성’은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눠볼 수 있다. 하나는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광의의) 공익성이고, 다른 하나는 이 (광의의) 공

익성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인 (협의의) 공익성이다. 그 중 위의 판례

들에서 언급된 ‘공공이 이익에 관한 것’ 이라는 개념은 진실성과 상당성

개념까지 포괄하는 (광의의) 공익성에 해당된다.152) 본 항을 비롯, 이하에

서 본 논문이 사용할 ‘공익성’ 개념은 협의의 공익성을 말하고, 그 외에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명시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협의의) ‘공익성’의 내용은 정확히 무엇일까. ‘공익성’은 적

시된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익에 관한 사안인지의 문제인 객관적 요소와

행위자 역시 적시한 사실을 공익에 관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였는지의 문

제인 주관적 요소로 나뉜다. 판례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을 판단할 때

살펴보아야 할 사정들로 피해자가 공인인지 사인인지 여부, 적시된 사실

152) 이재진·이성훈, “명예훼손 소송의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공익성에 관한 연구”, 한국
언론정보학보, 2003, 143-144면에서도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공익성’ 즉, ‘공공의 이익
에 관한 것’ 이라는 개념과 그의 구성요소로서의 공익성 개념을 나누고 있다.



- 70 -

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

험을 자초하였는지 여부,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을 제시하고 있다.153) 이들 중 ‘피해자가 공

적 인물인지 여부’, ‘적시된 사실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여부’

는 공익성의 객관적 요소에 관한 사정들이다. 한편, 주관적 요소는 행위

자가 표현의 공익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사정을 통하여 판단해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적시사실이 객관

적으로 공적인 사안이고, 제반 사정 등의 간접 사실로 드러나는 행위자의

행위동기가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협의의) 공익성 요건은 충족된다고

할 수 있다.154)

4. 소결

판례는 사이버명예훼손죄의 ‘비방목적’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개념의 유무로 판단하고 있고, 이에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판례들이 제시하고 있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의 판단기준은 형법 제 310조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라는

문언에 대한 해석과 그 내용에 있어 동일하다.155) 이에 사이버명예훼손죄

의 ‘비방목적’은 사실상 형법 제 310조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도

보인다.

또한 앞서 ‘비방목적’에는 ‘진실성’, ‘상당성’, ‘공익성’ 이라는 세 가지 판

단기준이 있다고 분석하였는데, 판례는 이들 세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

해야 한다고 할 뿐, 구체적인 판단방법과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특히 ‘공익성’ 의 경우 ‘비방목적’의 판단기준으로서 독립하여 검토되지

않고 표현의 적절성과 필요성 등의 내용만이 주로 설시된 경우도 있었는

153)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154) 백경일,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 –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 강원법학 제51권, 2017, 470면.

155)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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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2012도10392 판결과 같은 몇몇 판결들이 공적인 사안에 대한 명예훼

손에 있어서는 이익 형량의 정도가 다를 필요가 있다는 관점을 제시하기

도 하였으나 이들 판결에서조차 공익성의 판단기준은 명확히 설시되지 않

았다.

한편, ‘진실성’이 인정되어도 ‘비방목적’을 긍정한 판례들은 있지만, ‘진

실성’이 부정되었음에도 ‘비방목적’을 부인한 판례는 찾기 어렵다. 실제로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제 2항이 적용된 최근 판례들인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4. 14. 선고 2016고정3950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

원 2013. 10. 11. 선고 2013고단1577 판결은 모두 사실의 허위성이 인정

됨에 따라 이를 주된 근거로 하여 비방목적을 인정하였다.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제 2항으로 기소되었으나 비방목적이 부인된 사건으로는 인천지

방법원 2010. 12. 24. 선고 2010노3288 판결이 있었는데, 해당 판결은 “적

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뒤, 대상표

현은 일부에 있어서만 허위이고 전체적으로는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문

제 제기로 보인다고 판시하였다. 즉, 해당 판결 역시 사실상 적시사실의

허위성을 부인하고 이를 주된 근거로 하여 비방목적을 부인한 판결이었

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진실성’ 요건은 비방목적이 부인되는 데에 충분

조건은 아니나 필요조건 정도로는 판단되고 있는 듯하다.156) 이는 형법

제 310조의 내용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벌

하지 아니한다.’ 와도 상통하는 것이다.

156) 유사한 분석 및 견해로 백경일, 전게 논문, 4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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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기존의 ‘비방목적’ 판단기준에 대한 비판적 고찰

Ⅰ. 문제의 제기

제 2절에서는 사이버명예훼손죄의 ‘비방목적’에 관한 판례들을 살펴보고,

이들 판례를 통해 현재까지 정립된 ‘비방목적’의 판단기준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판례는 사이버명예훼손죄의 ‘비방목적’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과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정의하고, 진실성과 상당성, 공익성을 기준으로 ‘공공

의 이익에 관한 것’을 판단하여 비방목적의 유무를 간접적으로 심사하는 모

습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판단기준은 그 구체적 내용이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위법성조각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기준의 내용과 다르

지 않고, 그렇다면 법원은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판단으로 ‘비방목적’의

유무에 대한 판단을 갈음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러한 판례

의 입장은 구성요건의 판단과정에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판단을 끌어들

이고 있다는 점에서 형식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또한 대부분의 판례에서 법원은 ‘진실성’과 ‘상당성’, ‘공익성’이라는 판

단기준 각각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열거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데, 기

본적으로 명예훼손죄에서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이익

형량이라는 것이 핵심이긴 하지만, 단순히 이들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비방목적’을 판단하겠다는 판례의 견해는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

고 판단된다.

이하에서는 비방목적 요건에 관하여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해석 및 판

단기준을 위와 같은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비판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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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구성요건으로서 ‘비방목적’의 역할 및 의의

판례는 ‘비방목적’을 해석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위

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개념을 차용하고 있다. 우리 형법은 정보통

신망법에 형법 제 310조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를 따로 두고 있지 않

기 때문에, 판례의 견해가 이러한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효

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구성요건에 대한 판

단에서 위법성조각사유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구성요건과 위법성, 책

임 3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범죄론체계에 비추어 봤을 때 타당하지 않

다.157) 구성요건은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어떠한 행위가 불법이고, 어떠

한 행위가 불법이 아닌지 명백히 알 수 있게끔 기술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이에 반해 위법성은 형식적 위반을 넘어서 어떠한 행위가 법질

서 전반에 실질적으로 모순되는지의 문제이고, 성문법규 뿐 아니라 사

회상규 등도 위법성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구성요건의 판단 역시

어느 정도 규범적인 판단과정이라 할 수 있겠지만, 위와 같은 구성요

건과 위법성 각각의 성질을 고려했을 때, 각 영역에서 요구되는 명확

성 사이에는 정도의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158) 그런데 이러한 차

이를 무시하고 구성요건을 위법성조각사유를 기준으로 해석하고 판단

하게 되면, 해당 법률로 금지하고자 한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형법 제 310조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데 반하여 판례는 ‘비방목적’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157) 유사한 견해로 윤종행, “사이버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비방의 목적과 공익관련성”, 형
사정책 제18권 제1호, 2006, 318면.

158) 김영환, “한국 형법학의 두 가지 방법적 착안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개념법학적인
사유형태와 일반조항에로의 도피”, 학술원논문집(인문 사회과학 편) 제58집 제2호,
2019, 2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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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바, 이러한 판례의 해석에 따

른다면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가 아니더라도 공익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면 형법 제 307조가 적용될 수 있다는 데에 ‘비방목적’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159) ‘비방목적’ 요건이 ‘비방목적이 인정되

는 명예훼손 행위’(정보통신망법 제 70조로 처벌), ‘비방목적은 없었지

만 형법 제 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은 인정할 수 없는 행위’(형법

제 307조로 처벌), ‘비방목적이 없고, 형법 제 310조에 의해 위법성 또

한 조각되는 행위’(불벌)로 불법의 경중을 구별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판례에서 제시하는 ‘비방목적’의 판단기준과 ‘공

공의 이익을 위한 것’의 내용은, 국가적·사회적 이익뿐 아니라 특정 사

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고, 행위자의 ‘주

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인정된다는 것160)으로, 형법

제 310조의 판단기준과 동일하다. 이러한 판시내용에 따르면, 결국 ‘비

방목적’은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일 뿐, 여기에 불법가중요건으로서나 가중형량의 적용을 제한하는 구

성요건으로서의 의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Ⅲ. ‘비방목적’ 의 판단기준에 대한 비판

1. 비방목적과 진실성 요건

비방목적의 판단과정에서 ‘진실성’은 결정적인 기준으로 고려되고 있다.

일부 판례는 “피해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할 수 있는 보도내용의 주

된 부분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보도하였다면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거기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것”161)이라고

판시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비방목적 요건은 사이버 공간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159) 유사한 견해로, 최정일, 전게 논문, 220면.
160)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161)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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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제 2항에도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현행

법의 구조를 생각한다면, 판례의 이러한 판단방법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

각된다. 위의 판시 내용과 실제 판례의 경향과 같이 ‘진실성’을 비방목적

이 부인되는 데에 대한 사실상의 필요조건으로 보게 되면,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제 2항의 ‘비방목적’ 요건은 그 존재의의가 퇴색될 수 있다.

2. 비방목적과 공익성 요건

판례에서 공익성은 비방목적과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하여 비방목적을

간접적으로 해석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 비방목적의 판단기준 중 하나로

서 검토되기도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판례의 견해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

로 비판해 볼 여지가 있다.

첫째, ‘공익성’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을 기준으로 구성요건을 해석함

으로써 형사처벌규정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이러한 불명확성

의 문제는 ‘공익성’ 판단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실제로 이러한 기

준에 따라 공익성이 판단된다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

나 판례가 공익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문제가 가중된다. 정보통신망법에는 형법 제 310조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 조항이 없기 때문에 구성요건 판단의 단계에서 비방목적

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의 가중

형량이 적용된다. 이에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명확히 판별, 예측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는데, 현행법제에

대한 판례의 위와 같은 해석은 이러한 요구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

각된다.

둘째, 공익성은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로 분절해 볼 수 있는데, 그

중 공익성의 객관적 요소는 행위의 객관적 정당화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객관적 정당화사유를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비방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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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

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

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여부”와 같은 내용들은 그야말로 문제된 표현의 화제와 그 화제

의 공공성에 관한 것인 반면 구성요건에서의 목적은 ‘내심의 의사’로, 그

중에서도 특히 강한 의욕이 있었을 것을 요하는 요건이다. 그런데 공익성

의 객관적 요소는 표현의 공공성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표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행위자의 ‘의욕’과는 거의 무관하다. 그

럼에도 판례는 ‘비방목적’의 판단기준 중 하나로 공익성의 객관적 요소에

관한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비방목적’이 공익을 위하는 의사와 항상 상호 반대되는 것

은 아니라고 생각된다.162) 예컨대 어떠한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의 지인

이 가해자의 범행을 공개적으로 고발했을 때, 그러한 표현에 이르게 된 경

위에는 가해자를 비난하고자 하는 의사 및 목적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

다. 실제로 이러한 표현들은 과격하거나 단정적인 어조를 띠고 있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전파력이 강한 방법 및 매체를 사용해서 이

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러한 표현을 행한 행위자들에게 공익을

위하는 의사가 없었거나 적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처럼 공

익을 위하는 의사와 비방목적은 상호 병존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공익

목적과 사익 목적 중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또한 있을 수 있다. 그럼

에도 판례와 같이 ‘공익을 위하는 의사와 비방목적은 상반되는 것’이라고

보게 되면, 사익 목적이 일정 수준 이상 인정되는 경우 곧바로 공익을 위

하는 의사 또한 없었다고 오판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최근의 한 판례 중에서는 성형수술 부작용에 대한 글에 있어서,

피고인이 더 많은 보상금을 요구하던 상황이었고, 전파성이 강한 매체를

162) 본 논문과 같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개념과 ‘비방목적’은 양립할 수 없다
고 한 판례의 입장을 비판하고, 둘은 양립할 수 있다고 본 견해로는 주승희, “현행 사
이버 명예훼손죄 법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관련 최근 논의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
20권 제1호, 603면 ; 2009, 최정일, 전게 논문, 221면 ; 김성돈, 앞의 책, 2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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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했으며,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비방목적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다.163)그러나 성형수술 부작용이라는 사안은 일반적으

로 상당히 중한 의제라고 볼 수 있고, 소비자의 알 권리라는 측면에서도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피고인

의 항변은 눈여겨볼만한 것이었다. 특히 동 사례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

당사자로서 자신의 피해에 관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배상을 받으려

는 목적, 상대방을 비난하려는 목적이 크게 개입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공익을 위한 의사가 없었거나 현저히 작았을 것이라 추단

해서는 안 되고, 사안이 중하면 중할수록 공익을 위하는 의사 역시 비슷

한 정도로 병존한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3헌바105, 2015헌바234

결정의 소수의견 또한 유사한 관점을 내비친 바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

과 같다.

“ ‘비방할 목적’이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

하거나 인용 또는 감수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명예에 대한 가해

의 의사 내지 목적을 의미하고, ‘비판할 목적’은 사물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밝히려는 목적을 의미하므로, 양자는 개념상 서로 구분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양자의 구별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다. (‥중

략‥)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일수록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

도 함께 강해지기 때문에,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공공의 이

익을 위하여 비판하려는 목적과 비방할 목적이 서로 공존하는 경우

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표현이 이루어진 제반 사정과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어느 목적이 더 주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

하는 것이 항상 명확하다고 볼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난가능성

이 높은 행위일수록 공개로 인한 공공의 이익과 피해자의 명예에 대

한 비난의 목적이 동시에 커지게 될 수도 있어 오히려 공개할 공익

163) 대전지방법원 2014. 7. 16. 선고 2013고정2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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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큰 행위일수록 비방할 목적이 더 커지게 되는 모순적인 상황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을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인된다고 보고 있는데(대법원 2009. 5. 28. 선

고 2008도8812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대

법원 2012. 1. 26. 선고 2010도8143 판결 등 참조), 비방할 목적과 공

공의 이익이 항상 상반되는 관계에 있지 않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대

법원의 설시만으로 비방할 목적이 가지고 있는 불명확성이 해소된다

고 보기 어렵다.”164)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제 1항의 위헌 여부를 다툰 해당 결정에서 헌법재

판소는 결국 동조가 합헌이라는 다수의견을 인용하였다. 그 중 특히 ‘비방

목적’ 요건에 대한 논의에서 다수의견은, 비방목적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려는 가해의 의사나 목적’으로 정의될 수 있고

이는 ‘비판할 목적’ 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

되는 관계에 있다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에 따른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한 가지도 없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결국 중요한 것은 이유의 정당성이 어느 정도에 이

르러야 비방목적을 부인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고, 이에 관하여는 구체적

해석방법 및 판단방법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법원은 비방목적을 공익

을 위하는 의사와 상반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공익성’을 비방목적 판단기

준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소수의견은 이러한 법원의 해석 기준이 이론

적․규범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실제 사례에 적용할 때에는 오히려

불명확성을 더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한 것이었다.

한편, 위에서 지적한 문제들은 구체적 사례의 판단에서 실재하는 부정적

164) 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3헌바105, 2015헌바23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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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낳을 수 있다. 우선, 불명확성의 문제는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판

결이 좌우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재판부마다 ‘비방목적’ 에 대

한 결론이 다른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대법원에 이르러서야 비방목

적이 부인되는 경우도 많다.165) 또한 ‘공익성’의 판단이 진실성과 상당성의

판단에 종속되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있다. 진실성 판단은 객관

적 사실판단에 가깝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행해질 수 있고, 표현의 어조, 사

용매체와 같이 상당성에 관한 일부 지표들은 드러난 외표로 곧바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익성’의 판단은 그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

은 이상 소외되기 쉬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들이 드러난 사례로는 대법원 2005. 4. 19. 선고 2003도2137 판

결의 경우를 들어볼 수 있다. 여성단체에 소속된 피고인들이 성추행 피해자

의 진술을 듣고 한 대학의 교수였던 가해자의 성추행 사실을 알림으로써 그

를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소식지에 게시하여 기소된 이 사건에

서 대법원은 피해자 실명의 거론, 표현의 어조 등의 이유를 들어 비방목적을

인정한 원심166)과 달리,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수사기관과 학교 당국

을 상대로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 그리고 학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비방

목적을 부정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타당한 결론이었다고 보이나,

문제는 원심의 판단과 그 판단이 대법원에 이르러서야 수정되었다는 점

에 있다. 판단컨대, ‘성추행 피해’란 의제는 해당 피해사실을 알림으로써

성추행 가해자에게는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을 촉구하고, 추가적 피

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공익성이 크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어조나 명예훼손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했다는 점과 같

이 ‘상당성’과 관련된 사정들을 주된 근거로 비방목적을 인정하였던 바,

이는 공익성의 판단이 상당성의 판단과정에 종속되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던 사례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165)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도3112 판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0도8143 판결 ;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도
10392 판결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등.

166) 대구지방법원 2003. 4. 11. 선고 2002노36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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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예로 제주지방법원 2014. 9. 24. 선고 2014고정576 판결에서는 피

고인이 회사 노조 내부의 인터넷 게시판에 명예훼손 피해자가 부하직원

을 성희롱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는 사실관계로 유죄가 선고되었

다.167) 해당 판결과 항소심인 제주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4노513

판결의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사

실을 적시하였다는 점, ‘전무도 미쳐가나 봅니다’, ‘어떻게 생겨먹은 개말

종이기에’ 라는 등의 과격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비방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사안의 공익성에 대한 판단은 아예 명시하지 않았

다.168) 본 사건은 이후 피고인이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정리하자면, 판례는 비방목적을 공익에 관한 의사와 상반된 관계에 있

는 것으로 보고, 공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목적은

부인된다는 입장에 있다. 또한 판례는 각각 진실성, 상당성, 공익성에 해

당하는 사정들을 들어, 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비방목적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 이렇듯 판례는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인

공익성으로 비방목적을 해석하면서도, 공익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하지는 않고 개별 사안에서의 이익형량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비방목적이란 본래 주관적 요소이므로 객관적 요소를 포함한

공익성의 개념으로 이를 판단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또한 공익성

의 주관적 요소와도 반드시 상반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비방목적과

공익을 위하는 의사가 병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의 입장을 견지하게 되면, 자신 또는 주변인의 피해를 알리려는 사람

은 본인이 이해관계자이고 상대방을 사적으로 비난할 목적이 있다는 이

유로 표현을 주저할 수 있고, 반대로 공익과 관련 없는, 예컨대 타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상당성 요건을 어느 정도 준수

했다면 불법이 아니라는 잘못된 암시를 줄 수도 있을 것이다. 판단컨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표현은 명예훼손법제 전반에 비추어 원칙

적으로 불법이고, 그렇지만 그러한 표현의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

167) 제주지방법원 2014. 9. 24. 선고 2014고정576 판결.
168) 제주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4노5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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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으로 불벌이라는 관계를 일관되게 설정해 주는 것이 명예훼손죄의

본질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시일 것이다. 이에 구성요건인 ‘비방목적’은

공익성과 별도로 판단하고, 공익성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정립하여 그에 따른 판단사례를 집적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 소결

비방목적을 판단하는 데 있어 ‘진실성’을 1차적 기준에 준할 정도로

중요시하고, ‘공익성’에 대한 판단을 비방목적 판단의 일환으로 제한하

고 있는 판례의 입장은 수정을 요한다.

우선, ‘진실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허위의 사실

을 드러낸 경우라 해서 반드시 당해 행위자에게 ‘비방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는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별도의 사

실 확인 없이 공유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하는 바, 이러한

경우들이 모두 비방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욱

이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제 2항 또한 ‘비방목적’ 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는 점을 고려한다면, ‘허위성’이 인정되는 대부분의 경우 이를 주된 근거

로 하여 비방목적을 인정하고 있는 판례의 경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공익성’은 명예훼손죄에 특유한 위법성조각사유이기도 하다. 그

런데 이러한 위법성 판단의 지표를 구성요건의 판단과정에 가져오는 판

례의 입장은 현행법 구조 안에서는 가벌성을 확장시킬 위험이 있다. 또

한 공익성의 요소를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로 분절하여 보면, 우선

전자는 주관적 요소인 목적과 일정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

성의 주관적 요소 역시 비방목적과 항상 상반되는 관계에 있는 것은 아

니다. 판례의 입장은 이러한 사실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비

방목적에 대한 규범적 해석으로서 바람직하다기 보다는 비방목적과 공익

성 간 ‘임의적으로’ 관계를 설정한 것에 더 가깝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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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관계 설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도 않아 일반인의 입장

에서 구성요건해당성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판단컨대, ‘비방’은 명예훼손적 표현에 수반될 수 있는 전형적 위험인

바, ‘비방목적’은 명예훼손적 표현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위

험에 대한 의욕으로 이해할 수 있다.169)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비방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익성에 기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여지는 남

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로 공직선거법 제 251조 후보자비방죄는 비

방행위를 규제대상으로 하면서도 공익성에 기한 위법성 조각 또한 인정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공익성’은 위법성 판단에 관

한 요소로서 별도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169) 손지선, “목적범에 관한 고찰 – 불완전한 이행위범과 단축된 결과범 분류기준의
제고”, 형사법연구 제30권 제1호, 2018, 126-1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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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

제1절 법제와 법 해석 개선의 필요성

Ⅰ. ‘비방목적’ 요건의 의의에 대한 고찰

사이버 공간에서는 다른 어떤 매체에서보다도 정보가 빠르게 전파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러한 ‘높은 전파성’으로 막심한 피해가 발생한다

는 분석도 지극히 타당한 지적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망이라는 매체에 이

렇듯 치명적인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다수인이 동시에 이용

할 수 있고, 사회적 소수자들을 비롯한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다는 점

에서 ‘소통’에 가장 유용하고 어쩌면 가장 민주적인 매체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사이버명예훼손죄를 살펴보면, 정보통신망법 제

70조는 그 조문 안에 ‘높은 전파성’이라는 특성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개방성’에 대한 고려 역시 담겨있다고 보인다. 해당 조문은 가중된 형량

으로 정보의 빠른 전파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을 경계하는 한편,

‘비방목적’ 이라는 구성요건으로 높은 형량을 정당화하고 그와 같은 형량

으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의 한계를 적절한 수준에서 제한하고자 한다.

판단컨대 ‘비방목적’이라는 구성요건의 의의는 ① 어떠한 표현이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행해졌고, 명예훼손의 위험을 내재하고 있어도 필요하

고도 상당한 표현이었다면 가중형량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과, ② 그



- 84 -

렇지 않은 표현이라면 그것이 ⅰ) 빠르게 전파될 수 있고, ⅱ) 기록으로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중형량을 적용해볼 수 있다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Ⅱ. 현행법제와 판례의 문제점

위 ‘Ⅰ’항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구조적으로만 본다면 ‘비방목적’ 이라

는 요건이 추가됨으로써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적용범위를 적절히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현행법의 구조와 지금껏

판례가 제시해 온 판단기준으로는 비방목적의 이러한 의의가 제대로 구

현되기 힘들다.

우선, 판례는 ‘비방목적’을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

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라고 하고, 비방목적이 부인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 310조가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에 있다. 해당 판시내용에 대해서는 비

방목적이 부인되더라도 형법 제 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판례가 비방목적과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한 개념은 단순히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인 반면, 형법 제 310조에 사

용된 표현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 이기도 하다. 이처럼 판례는

비방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의, 보다 무거운 형량이

아닌 일반명예훼손죄의 형량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있고 이는 곧

비방목적의 가중적 요소로서의 의의를 설시한 것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판례는 비방목적의 구체적 판단기준에 대해 “당

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

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형법 제

310조의 판단기준과 다른 점이 없다. 이러한 판단기준에 따른다면, ‘비

방목적’이 형법 제 310조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있어도 정보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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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0조의 적용을 제한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

고 이는 판례가 비방목적의 판단과정에 검토해야 할 사안들을 위와 같

이 열거하는 데 그치고, ‘진실성’, ‘공익성’, ‘상당성’ 으로 요약될 수 있는

이들 사안들을 단순히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비방목적을 판단

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더욱 문제가 된다. ‘진실성’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이기도 하여 적용 법조를 가를 수 있는 요소이고, ‘공익성’은 명예

훼손죄에 특유한 위법성조각사유이며 ‘상당성’은 대상행위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를 추단케 하는 요소이다. 이렇듯 각각 다른 함의를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동일 단계에서, 중요성에 있어서도 차이를 두지

않고 그저 함께 검토하기만 하는 방식은 충분히 명확하지 않고,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현행법체제에서는 이러한 판단

의 결과로 결국 비방목적이 인정되면, 공익성에 기한 위법성조각의 여

부는 다투어지지도 않고 바로 유죄가 확정될 수 있다. ‘비방목적’ 요건

이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의 적용을 제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가벌성을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궁극적 해결책은 결국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에

도 형법 제 310조와 유사한 위법성조각사유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비방목적’ 요건을 존치하거나 이를 발전시킨다면, 해당

구성요건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도 새로이 논의되

어야 할 것이다.

본 장에서는 위법성조각사유로서 ‘공익성’이 가지는 중요성, 명예훼손죄

의 ‘공익성’에 관한 타국의 법제 및 법리를 살펴봄으로써 위법성조각사유

조항의 필요성과 그 내용에 대해 논해볼 것이다. 또한 가능한 입법적 개선

방안 중 ‘비방목적’과 같은 초과주관적 요건이 존치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의 내용을 어떻게 구체화시켜야 할지에 대해서도 논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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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위법성조각사유 조항의 신설과 적용

Ⅰ. 판단기준으로서 ‘공익성’ 이 지니는 중요성

입헌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구성원 개개인이 주권을 가지고 주권행사

의 결과는 공동으로 책임지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수결의 원칙

을 취하고 있지만, 다수의 횡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이렇듯 모든 구성원이 사회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서

는 주체적으로 사회를 운영해 나가야 하는 만큼, 입헌 민주주의가 이상

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각 구성원이 옳고 그름에 대해 판단할 수 있

어야 하고 이에 대한 공적 토론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공적 토

론 활성화에 필요한 조건에는 무엇이 있을까. 제대로 된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 내에 정보와 의견이 충분히 환기되

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점에서 공적 사안과 공익에 관한

표현들은 그 보호가치가 매우 크다.

이처럼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한계 짓는데 있어 ‘공익성’은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을 수 없는 요소이다. ‘공익성’ 요건의 이러한 중요성

은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이미 한 번 설시된 바 있다.

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공적 인

물이 그의 공적 활동과 관련된 명예훼손적 표현은 그 제한이 더 완화되

어야 하는 등 개별사례에서의 이익형량에 따라 그 결론도 달라지게 된

다.”,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의 여부에 따라 헌법적 심사기준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170)라

170) 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결정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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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여 공적 사안에 관한 표현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가 보다 보장되

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또한 명예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 이익형량을 할 때에는 ‘공공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고, 공

적토론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의 우위가 추정된다고 하여 비슷한 내용

의 판시를 하였다.171)

그러나 현재 우리 판례가 명예훼손죄의 판단에서 ‘공익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남는다. 전술한 바 있듯, 우리 판

례는 사이버명예훼손죄의 비방목적의 판단기준으로 진실성, 상당성, 공익

성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도 각 요소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사정들을 나열하는 데 그치고 있다. 결국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비교형

량하자는 것인데, 이러한 판단방법을 따르면서 ‘공익성’ 의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그 비교형량의 과정에 ‘공익성’이 종속될 위험이 있다. 실

제로 우리나라의 명예훼손 판례에서 ‘공익성’ 요건은 ‘진실성’ 요건과 ‘상

당성’ 요건에 비해 독자적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적고, 종종 종속적 지위

로 전락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한 선행연구도 있었다.172)

일부 판례가 ‘적시 사실이 공적 관심 사안인지 여부’, ‘피해자가 공인인

지 사인인지 여부’ 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들

은 공익성 판단에 대한 1차적 기준일 뿐, 실질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1차

적 기준 각각에 대한 기준 즉, 2차적 기준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현재

대부분 판례는 ‘공익성’ 판단의 지표로서 ‘적시사실의 구체적 내용’ 이라는

사정을 제시하면서도 그 내용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

서는 설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공익성’ 요건에 대한 실질적 기준이 될 수

없어 결국 공익성 요건을 소외시킬 수 있다.

판단컨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알 권리가 있고 이에 대해 자유롭게 논할 권리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다소 과격한 방식으로 행해진 표현이더라도 사회에 필요한 논의를 환기시

171) 한지혜, 전게논문, 291-292면.
172) 이재진 이성훈, 전게 논문, 143면 ; 윤종행, 전게 논문, 3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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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 있다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진실한 사실의 적시에 수반될 수 있는 개인적 법익의 침해는, 그와 같

은 침해를 궁극적으로 초래한 사람이 표현의 대상자라는 점에서 극히 미미

하다 할 것이다. 만일 대상표현이 공적 토론을 활성화시키고, 어떠한 사실

을 알리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회 전체에서 예방할 수 있

게 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면,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공익이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초래될 수 있는 법익 침해를 상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이버명예훼손과 관련된 법제와 법해석 또한 판단기준으로서

‘공익성’이 가지는 이러한 중요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절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위법성조각사유 조항과 ‘공

익성’ 해석의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가장 첫 번째로, 명예훼손죄의 ‘공익성’ 에 관한 외국의 법제 및 법리를 참조

할만한 자료로 살펴보도록 한다.

Ⅱ. 명예훼손죄의 ‘공익성’ 에 관한 타국의 법제 및 법리

우리나라가 형법 제 310조를 두고 있고, 출판물명예훼손죄나 사이버명

예훼손죄에서는 ‘비방목적’ 에 대한 판단으로 죄의 성부를 결정하고 있

는 것처럼, 영국과 미국, 독일 등의 국가들도 면책사유 또는 위법성조각

사유를 두고 있다. 미국과 독일 같은 경우는 위법성 판단에 참고할만한

독자적 법리를 발전시키기도 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이들 국가들의 ‘공

익성’ 면책사유와 ‘공익성’ 판단에 대한 각국의 법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영국의 면책사유

영국에서는 2013년 한 차례의 개정을 거쳐 지금의 명예훼손법

(Defamation Act 2013)173)을 정립하였다. 영국의 명예훼손법은 몇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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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각각 ‘실질적 진실성(Substantial

Truth)’, ‘정직한 의견(Honest Opinion)’, ‘공익에 관한 사안의 공표

(Matter of Public Interest and Concern)’, ‘동료심사를 거친 학술지(Peer

reviewed statement in scientific or academic journal etc)’ 이다.

그 중 ‘실질적 진실’ 면책사유는 피고가 적시사실의 본질적 내용이 진

실임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러 개의

사실을 적시하였는데 그 중 일부만 실질적 진실임을 입증하였다면, 진실

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실에 의해 원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는지

를 판단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정직한 의견’ 면책사유는 문제된 행위가 어떠한 사항에 대한 정당한

논평일 경우에는 면책된다는 것이다. 이는 당해 행위가 전체적 맥락에서

볼 때 일정한 의견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에 문제되는데, ‘정직

한 의견’ 사유에 의해 면책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표

현되었을 것, 실제로 존재했던 사실 및 사실로 확인된 것들을 근거로 하

여 논평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공익에 관한 사안의 공표’ 사유는 적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익

(Public Interest)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 역시 해당 사실이 공익에 관한

것이라고 믿었던 때에는 면책된다는 것이다. 규정에서는 공익성의 객관

적 요소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그 기준

이 판례로서 어느 정도 정립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174) 실제로 한

판례에서는 공익성의 객관적 요소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들로 ‘범죄 혹

은 중대한 비리(부적절한 행동, impropriety)에 관한 내용’, ‘공중의 보건

과 안전에 관한 내용’, ‘개인이나 집단으로 인해 일반 대중이 선동, 오도

173) 법률의 내용은 법의 전문을 제공하고 있는 ‘legislation.gov.uk’에서 확인함.
(http://www.legislation.gov.uk) (최종방문일 : 2020. 5. 8.)
174) Explanatory Notes of Section 4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3/26/notes/division/5/4) 
(최종방문일 : 2020. 5. 8.)

http://www.legislation.gov.uk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3/26/notes/division/5/4


- 90 -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 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175)

한편, 해당 사유는 행위자가 적시사실의 공익성을 ‘합리적인 이유로

믿었다(reasonably believed)’는 점이 확인되어야만 인정될 수 있다. 그리

고 이러한 공익성의 주관적 요소에 대해서는, 언론(제도 언론뿐만 아니

라 블로그 등 비제도권에 있는 언론도 포함된다고 한다)의 경우에는 보

도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가능한 범위 내 성실히 하였는지, 보도를 할

때 관계인들의 입장을 두루 조사하려 하였는지, 등의 사정을 고려해야

하나 정보 제공자에 가까운 일반인에게는 그 정도의 의무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설시한 판례가 있었다.176) 즉, 공익성의 주관적 요소에 대한 판

단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확인의 노력, 보도윤리의 준수 여부 및 정도,

보도의 공정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비언론인에 대해서는 언론에 비해

이러한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구체적 사안별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입

장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동료심사를 거친 학술지’ 면책사유는 학술지에 실린 진술

이 학술적인 것에 관련된 진술이고, 이에 대한 심사가 사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진술이 설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유발하였다

고 해도 그 책임을 면한다는 것이다.

2. 미국의 ‘현실적 악의’ 법리

미국의 경우 ‘공익성’, 특히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사적 인물인지에

따라 판단기준을 달리하는 ‘현실적 악의’ 법리가 발전하였다. 당 법리는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판결로 본격 도입되었다고 평가되는

바, 본 항에서는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판결을 간략히 소개

한 뒤 ‘현실적 악의’ 법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175) Jameel(Mohammed) v Wall Street Journal Europe Sprl [2006] UKHL 44.
176) Economou v de Freitas [2018] EWCA Civ 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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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New York Times Co. v. Sullivan’7) 판결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사건은 뉴욕 타임즈가 흑인들의 비

폭력 시위를 경찰이 가혹하게 진압했다는 내용의 비난 광고를 실자, 몽

고메리시의 경찰국장이 신문사와 광고주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

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제 1심에서는 광고 내용의 일부가 허위였다고 인

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으나 연방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공무

원에 대한 명예훼손은 그것이 ‘현실적 악의’ 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원고가 명백한 증거에 의해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다수의견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토론은 최대한 제한 없이 이루어져

야 하고, 이러한 이유로 공적인 인물에 대한 표현은 그것이 다소 과격하

더라도 용인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또한 해당 판결은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사례에 있어 ‘진실성’은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며

입증 책임을 전환하였다.

나. ‘현실적 악의’ 법리

위의 판례를 시작으로 본격 도입된 ‘현실적 악의’ 법리는 결국 공직자

에 대한 명예훼손은 기타 인물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해 법리는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 사례에서는 행위

자가 문제된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알거나 허위인지 여부를 무모하게 무

시했다는 것 즉, 행위자에게 ‘현실적 악의’가 있었다는 것을 원고가 증명

해야 한다고 하였다.177)

이후 ‘현실적 악의’ 법리는 ‘공적 인물’ 에 대한 원칙으로 발전되었고,

‘공적 인물’ 이라는 개념 또한 전면적 공적 인물과 제한적 공적 인물,

비자발적 공적 인물, 사인으로 세분화되었다.178) 이러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들은 전면적 공적 인물은 저명인사나 공적인 관심사에 대해 큰 영

177) 한지혜, 전게논문, 285면.
178) Harris v. Tomczak, 94 F.R.D. 687, 8 Media L.Rep. 2145(E.D.Cal. 1982) ; 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 323(197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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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하고, 제한적 공적 인물은 학자,

시민단체의 일원 등 어떠한 공적 사안에 자발적으로 관여한 사람, 비자발

적 공적 인물은 우연히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된 사람이라고 한다.179) 결국

미국의 판례는 ‘사회적 영향력’과 ‘공적 사안에 대한 관여의 자발성’이라

는 기준에 따라 인물의 공공성을 판단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다. 현실적 악의 법리의 근거

미국의 법원이 ‘현실적 악의’ 법리를 채택한 데에 대한 근거는 ‘Gertz

v. Robert Welch Inc.’ 판결180)에 잘 드러나 있다. 미국의 변호사였던

Elmer Gertz을 가리켜 한 잡지사가 ‘마르크스주의자동맹’ 이라고 하여

문제된 해당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의 다수의견은, 공직자와 공적인물은

사인보다 언론매체에 대한 접근의 기회가 많아 그 내용을 상대적으로

쉽게 반박할 수 있고, 스스로 공중의 주목을 받거나 비판의 대상이 될

위험을 다소 감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다수의견의 견해는 미국의 ‘현실적 악의’ 법리 및 ‘공인 이론’

의 근거가 무엇인지 잘 보여준다. 어떠한 사람이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사인보다 특별히 더한 명예훼손의 위험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

당하다는 비판에 대하여 ‘현실적 악의’ 법리는, 공적인 인물일수록 명예훼

손의 위험을 본인이 감수 초래했을 가능성이 크고, 반박이나 해명을 하기

도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위와 같은 근거를 들어 반박할 수 있을 것이다.

3. 독일의 ‘인격영역론’

독일에서는 보호대상으로서의 인격권을 ‘내밀영역’, ‘비밀영역’, ‘사적

영역’, ‘사회적 영역’, ‘공개적 영역’ 으로 나누어 침해된 인격권의 내용이

179) 김진, “공적인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고찰”,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36호,
2012, 295-299면.

180) 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 323(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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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밀영역’ 에 가까울수록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고, 반대로 ‘공개적

영역’에 가까울수록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인격영역’론이 발전

되었다.181) 인격영역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역 분류와 각 영역의 구체

적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내밀영역’은 사생활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불가침

의 영역이다. 개인의 성생활 등이 이러한 ‘내밀영역’ 에 포함된다. ‘비밀

영역’은 일반적으로 공공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영역으로, 일기, 개인

적으로 주고받은 편지나 통화 내용 등이 이에 포함된다. ‘비밀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은 원칙적으로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사적영역’은 가족,

친구와 같은 가까운 관계 안에서의 일상생활을 의미한다. 이 또한 모두

에게 공개되고, 공유되는 사안은 아니라는 점에서 사생활로 보호받아야

하지만,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사적영역’ 공개 및 침해의

타당성은 제반사정을 통하여 이익형량의 방법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한다. ‘사회적 영역’은 개인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생성되는 정보들이 속하

는 영역으로, 사회적 영역에 대한 보도부터는 이전의 영역들에 대한 보도

에 비해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공개적 영역’은 공공장소

와 같이 모든 사람이 인식할 수 있고, 또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 사안들

을 의미한다. 사회 정치적, 국가적 문제들은 ‘공개적 영역’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있다.

 
4. 일본의 법제 및 법리

일본 형법은 제230조 1항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

를 훼손한 경우, 적시사실의 진실여부를 불문하고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 230조의 2에서 명예훼손죄에 특유한 위법성조각사유를

181) 이하는 주로 김재형, “언론의 사실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서울 법학 제39권 제1
호, 1999, 196-200면; 김진, 전게논문, 306-307면에서 인용한 ‘Wenzel’ 의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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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 230조의 2의 내용은 각각, ① 전조 제1항의 행

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관계되고, 또한 그 목적이 전적으로

공익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의 진부를 판단하여

진실인 것의 증명이 있는 때는 이를 벌하지 아니한다(제1항), ② 전항

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소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사람의 범죄행

위에 관한 사실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로 본다(제2항)”. ③ “전조

제1항의 행위가 공무원 또는 공선에 의한 공무원의 후보자에 관한 사

실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사실의 진부를 판단하여 진실인 것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벌하지 아니한다(제3항)” 이다.182)

본래 일본에서는 위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를 두고도 그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여 개인의 명예권을 더 보호하는 태도가 지배적이었으

나, 1969년 최고재판소가 ‘夕刊和歌山’ 사건183)에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 사실이 진실이라고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

한 것을 계기로 표현의 자유가 보다 확장되었다. 1981년 ‘월간 펜’ 사건

에서는 사생활에 관한 내용일지라도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

려해서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공익에 관한 사실로 인정된

다는 취지로 판시하기도 하였다.184) 한편, 해당 위법성조각사유의 입증책

임은 피고인에게 있다는 것 일본의 통설 입장이다.185)

이처럼 일본의 경우 사실적시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것이나 거증책임을

전환하고 ‘진실성’과 ‘공공의 이익’을 구성요소로 하는 위법성조각사유를

두고 있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와 비슷하나, 형법 제 230조의 2 제 2항과

182) ‘일본형법’, 법무부, 2007. 93면.
183) 最高裁判所　昭和41年(あ)第2472号 昭和44年6月25日 大法廷　判決. 행위자가 피해자
의 뇌물수수 의혹사건에 대해 ‘흡혈귀 S의 죄업(罪業)’이라는 표제로 게재한 것이 문
제된 사건이었다.

184) 이재진, “언론과 공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8, 348면. 해당 사건은 일본의 종교
중 하나인 ‘창가학회’ 회장의 여성편력에 대해 보도하여 문제된 사건이라고 한다.

185) 배상균, “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의 규제 문제와 개선방안의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
29권 제3호, 2018, 1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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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항에서 진실성의 입증만으로도 면책될 수 있는 공공사안을 명시적

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어도 공적 사안에 대한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우

리나라보다 명확한 면이 있다고 보인다.

5. 소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공인 또는 공익에 관한 사안인 경우에는 제한적

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판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

다. 위에서 살펴 본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이 대표

적인 예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민 형사 판결에서 위법성조각사유로

서 ‘공익성’이 지닌 또는 지녀야 할 지위와 그 내용은 명시적으로 논해

지지 않았다.

물론, 명예훼손죄란 기본적으로 명예권과 표현의 자유라는 두 기본권

사이의 이익형량이 핵심인 죄이기 때문에 구체화된 판단기준 안에서도

이익형량을 해야 하는 경우가 다수일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개의 고려할

만한 사정들을 제시할 뿐인 현 판례의 입장은, 본래도 모호할 수밖에 없

는 표현의 한계를 더욱 예측할 수 없게 만든다. 그리고 이러한 불명확성

은 표현에 대한 자기검열과 그로 인한 표현의 위축 효과(chilling effect)

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명확한 법적 근거 하에 표현의 한계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표현의 자

유가 최대로 보장받을 수 있을 때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와 같은 관점에서 본 논문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어쩌면 가장 강력한 제

재인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때에는, 그 판단과정에서 ‘공익성’의 중요성을

높이고, 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의 경우 ‘공익성’은 면책사유로서 법문에서

부터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로 나뉘어져 있고, 판례는 각각을 판단하

는 데 고려될 수 있는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

형법 제 310조와 유사한 위법성조각사유 조항을 두고 있으나 중대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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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사안의 경우는 아예 법률로서 별도 규정하였다. 한편, 미국은 인물의

공공성 즉, 어떠한 인물이 공적 사안들에 관여되어있는 정도를 기준으로

공익성을 판단하며, 독일에서는 사안의 공공성을 기준으로 공익성을 판단

하고자 하는 ‘인격영역론’이 정립되었다. ‘공공성’은 ‘공익성’과 완전히 같

은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공익성 판단에 중요한 지표가 되어줄 수

있는 기준이다. 공인이 관여하고 있는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표현 중 공

익에 기여하지 않는 표현을 상정해 보기란 어렵다. 그러한 표현은 적어도

그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분명

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그렇게 활성화된 논의를 바탕으

로 다른 피해를 예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공익에 기여하는 바

가 더 크다. 이처럼 어떠한 표현의 ‘공공성’ 이 인정되면, 해당 표현의 공

익에 기여할 가능성 역시 커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익성’은 중요한

개념이지만, 도덕적․추상적 개념이기도 하다. 반면 공공성은 비교적 객

관적, 사실적 개념이다. 이에 ‘공공성’을 ‘공익성’의 판단지표로 삼게 되면

공익성 판단과정에 있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불명확성을 일정 부분 해

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종합하여 보컨대, ‘공익성’에 대한 판단을 할 때에는 이를 객관적 요소

와 주관적 요소로 나누고, 그 중 전자는 ‘인물’과 ‘사안의 공공성’을 기준

으로 사건을 유형화해볼 수 있게 함이 타당하다. 또한 공익성의 주관적

요소에 있어서는 사실 확인의 노력, 적시사실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내

용들의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Ⅲ. 사이버명예훼손에서의 위법성조각에 관한 개선방안 제언

명예훼손죄의 판단에서 ‘공익성’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적절한 보호 범

위를 설정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이에 미국과 영

국의 경우에는 공익성에 기한 면책을 인정하고 있고, 성문법 국가인 일본

과 독일은 공익성을 내용으로 하는 위법성조각사유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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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우리나라 또한 일반명예훼손죄의 경우 형법 제 310조를 통해 위법

성이 조각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사이버명예

훼손죄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정보통신망법에는 그러한 위법성조각사유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비록 판례가 ‘비방목적’의 해석

을 통해 형법 제 310조를 적용할 때와 유사한 판단과정을 거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과연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점이

남는다. 위법성조각사유 조항을 별도로 제정하는 경우에 비해 현행법제와

판례는 무엇이 죄가 되고, 무엇이 죄가 안 되는지에 대해 명확히 알기 어

렵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명예훼손죄의 가벌성을 확장할 위험까지 있다

고 생각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명예훼손죄 조문에 형법 제 310

조와 유사한 위법성조각사유를 신설하는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 형법 제 310조는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진실성’과 ‘공

익성’을 그 조건으로 하고 있다. 판례는 형법 제 310조가 “진실한 사실로

서”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지만, 세부 내용에서 다소 진실과 합치되지

않거나 약간의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그 중요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

하면 되고,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어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진실성’을 인정할 수 있다

는 입장에 있다.186) 생각건대, 행위자가 본인이 적시하려는 사실이 허위임

을 알았던 경우에도 행위자에게 공익을 위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공익성을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범위

는 적시 사실이 진실한 경우, 진실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 허위성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경우로 제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보통신

망법 제 70조에도 위법성조각사유조항을 신설한다면, 형법 제 310조와 마

찬가지로 ‘진실성’ 요건 또한 그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형법 제 310조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는 문언으로

186)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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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표현 자체만으로는 적시사실이 공

인과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의 의사 역시 오직 공익을 위

한 것이었던 일부의 사례들만 설명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

례들은 포괄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오로지’

는 ‘공익을 위하는 의사가 주가 되는 때’로 해석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

한 때’는 그 내용을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로 나누어 해설함으로써

규문의 불명확성을 보충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은 가능한 한 명확해야 하

는 바, 이러한 표현 대신 공익성의 구체적 내용이 드러나고, 지칭하는 바

가 보다 명확한 표현을 사용함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적시 사실

이 객관적으로 공익(Public Interest)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 역시 해당

사실이 공익에 관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믿었던 때에는 면책된다.”187)

고 규정한 영국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위법성조각사유 조항의 해석 및 적용방법은 판례로서 구체적으

로 정립되어야 할 것인데, 우선 공익성의 객관적 요소에 대한 판단은 ‘인

물’과 ‘사안’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차용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인물’

을 기준 중 하나로 삼는 이유는 첫 번째, 표현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 공적

인 인물인 경우 그에 관한 내용 또한 공적 관심 사안일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 공적인 인물일수록 명예훼손의 위험을 본인이 감수 초래했을 가능성

이 크고, 반박이나 해명을 하기도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물’이라는 기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용의 명확성과 정확

성을 위해 ‘사안의 공공성’이라는 기준을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피해자가 공직자이고 사안 역시 그의 직무 수행에 관한 것이면 두 개의 기

준 모두에서 높은 단계에 있으므로 객관적 공익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

편, 피해자는 제한적 공적인물의 분류에 들어갈 수 있고, 사안은 사적 영역

187) Defamation Act 2013 s.4-1)
1) It is a defence to an action for defamation for the defendant to show that—
(a)the statement complained of was, or formed part of, a statement on a matter of
public interest; and
(b)the defendant reasonably believed that publishing the statement complained of
was in the public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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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것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피해자가 명예침해의 위험을 직접 초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즉, 적시사실이 피해자의 잘못에 관한 사실인지), 그 잘못의

경중은 어떠했는지, 일정 범위의 사람들이 알 필요가 있었던 사안인지 등을

표현의 전파성, 과격성 등과 비교하여 피해자의 인권과 얻을 수 있는 공익

에 대한 구체적인 이익형량의 과정을 명시적으로 거쳐야 할 것이다. 꼭 미

국의 인물 분류와 독일의 영역 분류를 따르지 않아도 판례가 이처럼 공익

성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립해 준다면,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

양한 사례들에 대한 유형화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공익성의 주관적 요소에 대한 판단은 행위자의 ‘진정성’에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행위자의 ‘진정성’에 대해 판단할

때에는 사실 확인 노력, 근거 수집 노력, 사실적시에 이르게 된 경위를 검

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행위자가 표현 대상자에게 직접 어떠

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거나 그 내용을 보고 들은 사람인 경우, 명예훼손피

해자의 입장을 청취하고자 했던 등 보도윤리를 어느 정도 준수한 언론인

인 경우, 자신의 사실적시행위를 통해 어떠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했거나

해결하려고 했던 경우에는 공익을 위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해 볼 수

있다. 이에 공익성의 주관적 요소는 행위자가 적시사실이 공익에 관한 사

안이라고 생각한 근거와 사실 확인, 근거 수집의 과정에 관한 증거를 제

시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들 진술과 증거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방식

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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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비방목적에 대한 해석

명예훼손죄에서 공익성은 표현의 사회적 정당성과 관련된 문제로, 여

기에는 객관적 정당화사유와 주관적 정당화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이에

대한 판단은 개별 사안을 법질서 전체에 비추어 검토해 보는 가치판단의

과정을 그 본질로 한다. 이에 반해 비방목적과 같은 구성요건요소는, 비

록 어느 정도 규범적 해석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최대

한 명확히 기술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이에 비방목적과 공익성은 별도로

판단되어야 하고,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정보통신망법에

위법성조각사유조항을 신설하는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한편, 이

처럼 공익성에 대한 판단을 따로 하게 된다면 비방목적에 대한 기존의

해석방법 또한 당연히 수정되어야 할 것인바, 본 절에서는 위법성조각사

유조항이 신설된다고 했을 때의 비방목적 해석방안에 대한 필자의 소고

를 담아보고자 한다.

Ⅰ. ‘비방’의 해석

‘비방’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하다”188)이다. 한편,

형법에서 ‘비방’이란 단어는 공직선거법 제 215조 후보자비방죄에서도 찾

아볼 수 있는데, 판례는 후보자비방죄의 비방을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비록 후보자비방죄

의 비방은 구성요건적 행위 즉,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라는 차이가 있지만

각 조문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후보자비방죄의 비방과 정

보통신망법 제 70조의 비방은 동일한 개념으로 보여진다.

188)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가져옴
(https://ko.dict.naver.com) (최종방문일 : 2020.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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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법원은 비방의 사전적 의미와 거의 동일한, ‘상대방을 깎아내리

거나 헐뜯는 것’이라는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라는 문구로 수식함으로써 규범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와 같이 비방을 정의하는 방식의 효용과 타당성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남

는다. 우선, 후보자비방죄에서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사실상 구성요건

판단의 단계가 아닌 위법성 판단의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후

보자비방죄에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위법성조각사유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무죄 판결이 나는 대부분의 경우가 대상표현이 의견 표명에 가깝다거나

공익성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에 따른 결과였다.189) 공익성 외에도 ‘정

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을만한 사정들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사정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분명히 알기 어렵다.

즉, 공익성 판단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조건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표현이 불명확성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판단

컨대, 만일 정보통신망법에도 위법성조각사유조항을 추가하게 된다면, 이

때의 ‘비방’은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이라는 문언적 의미 그

대로 정의되어도 충분할 것이다.

Ⅱ. 비방목적의 판단

한편,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와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비방행위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와 비방은, 비록 그 둘이 완전히 별

도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내재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에서 그 차이

를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학계에서는 비방목적을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해 인격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목적’으로 정의하

189) 김경호,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의혹제기와 후보자비방죄의 위법성조각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13권 제3호, 2013, 13면-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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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데, 대부분의 명예훼손적 표현들에는 그로 인해 피해자의 인격적

평가가 저하될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바, 이러한 해석은 ‘법익을 더 크게

침해하려는 목적’ 또는 ‘법익 침해의 위험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이해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출판물등명예훼손죄가 목적범의

유형 중 ‘단축된 결과범’에 속한다고 하면서, 추상적 위험범에 목적이 추

가되면 ‘구체적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본 견해도 있었다.190) 후보자비방

죄에서의 비방은 사실의 적시에서 더 나아간 개념으로, 이에 따라 불법

이 인정되는 경우는 비방행위라고 할 수 있는 때로 명백히 축소되어야

한다고 본 견해 또한 유사한 관점에서의 지적이라고 생각된다.191)

종합하여 보건대, ‘비방’은 명예훼손 행위와 구별되는 별도의 행위가

아니라 법익 침해의 위험성을 높이거나 법익을 보다 크게 침해시킬 수

있는 행위로 이해해볼 수 있고, 이에 비방목적의 판단 역시 ‘정도’의 관

점에서 접근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에서 표현의 필요성과 사용한 매

체, 전체적 어조와 같이 ‘상당성’ 과 관련된 지표들은 그로부터 행위자가

의욕한 법익 침해의 ‘정도’를 직접 추단해 볼 수 있어 비방목적의 판단기준

으로 삼을 만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해석기준을 적용해 본다면, 예컨대,

소수의 지인들과의 채팅에서 명예훼손적 표현을 한 경우나 인트라넷과 같

이 전면 개방되어 있지는 않은 매체에 중립적 어조를 사용한 표현들은 비

방목적이 부인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위와 같이 ‘비방목적’을 해석하고 위법성조각사유조

항을 신설하는 제언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이러한 방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선, 공적 성격이 큰 사안에서는 ‘공익성’이 명시적으로 우선하게 된

다. 지금까지는 판례가 개별 사례에서 이러한 원칙을 설시하기만 할 뿐,

190) 손지선, “목적범에 관한 고찰 – 불완전한 이행위범과 단축된 결과범 분류기준의
제고”, 형사법연구 제30권 제1호, 2018, 126-127면.

191) 박지현, “명예훼손 또는 사실공표 행위의 면책을 위한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기준에 대한 재해석”,민주법학 제57호, 2015, 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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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이나 법의 구조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언한 개선안에 따르면, 표현이 다소 과격하고, 전파성이 큰 방법을 사

용하여 비방목적이 인정되더라도 이어진 위법성조각 여부에 대한 판단에

서 공익성이 긍정된다면 그러한 표현은 결국 처벌되지 않는다. 이에 더해

판례가 공익성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립해 줄 수 있다면, 일반인의 입

장에서는 공익성의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스스로

를 방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비방목적의 해석으로 가중적 구성요건인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의

적용범위를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 예컨대 적정한 수준에서 이루어졌으

나 명예침해의 위험은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 70

조가 아닌 형법 제 307조의 적용대상이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시

형법 제 310조가 적용되어 공익성이 인정되는 표현은 보호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표현은 위법성이 조각되지는 않겠으나 가중형량의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 더 나아가 이러한 해석방법은 전파성이 다양한 매체가 병

존하고 있고 사실상 ‘사적인 구술생활’이 재현되기도 한다는192) 사이버

공간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표현에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의 가중형

량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현상에 대한 보충적 해결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192) 박경신, 전게논문, 1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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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모든 유형의 명예훼손을 일반형법의 명예훼손죄로 의율하는 다수의 다

른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특별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추측해보건대, 이러한 이원적 규율 체계

의 배경에는 아마도 사이버 공간의 높은 전파성과 표현 양태의 다양성에

국가가 효과적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이와 같이 가중 특별구성요건을 신설함으로써 사

이버명예훼손이 가지는 일반적인 위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에는

공감한다 해도, 사이버명예훼손에 관한 논의 전체가 높은 전파성과 그에

따라 증가하는 법익침해가능성이라는 일면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이버공간에는 개인적인 대화부터 가장 공개적인 표현까지,

전파성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정도의 표현행위들이 병존하고 있고, 높은

전파성과 신속성이라는 특성이 오히려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도 많기 때

문이다. 따라서 사이버명예훼손죄를 제정하고 집행함에 있어서는, 해당

법규가 명예훼손죄의 본질을 충분히 반영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는 해

당 규정의 가중형량이 남용될 위험은 없는지, 일반인들에게 처벌에 대한

불필요한 우려를 야기하지는 않는지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충분히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위 사이버명예훼손죄라고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와 그에 대한 해석이, 위와 같은 문제의식

에 비추어 최선이라고 볼 수 있는지 논해보고자 하였다. 현 정보통신망

법 제 70조는 기타 구성에 있어서는 일반명예훼손죄와 동일하나 ‘비방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가 덧붙여져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

다. 또한 일반 형법의 명예훼손죄와 달리 별도의 위법성조각사유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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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판례는 비방목적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 상

반된 관계에 있는 개념으로 해석하여 이러한 조항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

는 듯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법제와 판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판이

가능하다.

우선, 구성요건 해석의 불명확성을 초래한다. 형법의 구성요건은, 그

것이 죄를 결정하는 데의 1차적 지표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규범적 해

석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최대한 명확히 기술되고 해석되어야 할 필요

가 있다. 그럼에도 판례는 일반명예훼손죄에서의 위법성 판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성요건을 판단하고 있고, 이러한 방법이 수반하는 공익성에

대한 판단과 비교형량의 과정은 구성요건 해석의 단계에서 가능한 규범

적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비방목적과 ‘공익성’이 판례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은 정도로 일

정한 관계성을 보이는 개념인지 의문이 든다. 공익성은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로 분절해 볼 수 있는데, 이 중 특히 공익성의 객관적 요소

는 비방목적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전자는 행위의 객관

적 정당화 사유인 반면, 비방목적은 주관적 요소로 이 둘은 충분히 병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익성의 주관적 요소는 언제나 비방목

적과 반대된다고 볼 수 있을까. 필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생각

한다. 예컨대 일부 범죄피해사실이나 권리침해사실에 대한 진실한 사실

의 적시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그 외관으로 보아도, 상대

방과 발화자의 관계라는 제반 사정으로 보아도 비난의 목적이 크게 개입

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발화자가 피

해당사자거나 그 영향권 내에 있는 사람으로 무책임한 발언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공익을 위한 의사 또한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일

부 판례가 비방목적과 공익을 위하는 의사 중 ‘주된’ 의사가 무엇이었는

지 판단하고, 사안의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성의 심사기준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을 보충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 ‘주됨’을

파악하는 과정이 종종 표현의 과격성에 대한 강조로 귀결되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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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큰 의미가 없다.

본 논문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익성에 기한 위법성조각사유조항

을 정보통신망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제언한다. 또한 이러한 위법성조각

사유조항의 해석 즉, 명예훼손죄에서의 ‘공익성’ 판단이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자 하였다. 판단컨대, ‘공인’이라는 기준을 통

해 어느 정도 사례를 유형화하고자 하는 미국의 판례,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사안을 분류하는 독일의 법리는 공익성의 객관적 요소에 대한 판단

방법으로 참고할 만하다. 또한 영국의 경우, 언론과 비언론, 표현대상사

안과 발화자의 관계에 따라 공익성의 주관적 요소에 대한 판단기준을 달

리해야 한다는 논의가 최근의 판례를 통해 전개되고 있는 바, 우리나라

또한 ‘공익성’의 판단기준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논의를 더욱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이러한 논문의 주장에 대하여 현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에 따르

면 공익에 관한 표현의 경우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논문의 제

언방안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다는 반박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러나 본 논문의 요지는 명예훼손죄에 고유한 위법성조각사유로서 ‘공익

성’이 지니는 중요성을 환기하는 것이며, 피고인을 포함한 일반인의 입장

에서 구성요건해당성을 판단하는 단계에서부터 불필요한 혼란이 야기되

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위해 공익성의 판단을 위법성 판단의 단계로 되

돌리는 대신 그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립하자는 것이다. 판단컨대,

명예훼손죄에서의 가벌성 축소와 관련된 문제는,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

한 민사적 행정적 제도를 발전시켜 진실적시명예훼손죄를 점진적으로 폐

지해 나간다거나 하는 등의 논의를 통해 해결되어야지, 위법성의 판단을

구성요건 판단의 단계로 끌어옴으로써 해결할 것은 아니다.

더 나아가 필자의 제언은 상당성의 심사를 하지 말자거나 축소하자는

취지의 주장이 아니다. 논문의 제언을 따르더라도, 상당성은 위법성조각사

유조항에 기한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하게 검토된다. 다만, 이때의 상



- 107 -

당성은 해당 행위가 내포하고 있는 공익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선한 영

향력이, 동 행위의 불법을 희석시킬 수 있을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지 비방 목적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생각건대, 명예훼손죄는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은 표현에

대한 형사적 규제이고, 실제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닐 수 없는

바, 그 자체로 형벌의 보충성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고도 볼 수 있

다. 이에 필자가 지적하고 있는 문제나 제안하는 방안 역시 종국적 해결

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위법성조각사유조항을 신설한다면 비방목

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해서 본 논문은, ‘비방’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와 정도의 차이가 있는 행위라고 보아 어조나 매체와 같

은 외표를 통해서 판단해 볼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를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논의가 보다 발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본 논문과 같이 우리나라 명예훼손법제와 판

례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논의는 분명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중한 형을 규정하고 있고,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실제로 많은 사례에 적용되고 있는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더욱 더

그렇다. 이에 지금의 법제와 판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를

다양한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는 논의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본 논문이 그러한 논의의 일부로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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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amation, which means injuring one’s reputation by speech, is

represented in numerous ways as a punitive provision. Normally, a

speech seldom leads to direct harm and hence should be addressed

discreetly, especially when it comes to the matter of laying criminal

sanction. However in South Korea, there is a penal code punishing

defamation and it can be applied to all kinds of “specifying facts”, no

matter whether its false or true. So in this environment, the society

should be always aware of harms that can be done to one of our

fundamental rights, ‘freedom of speech’.

This does not mean that there are only negative sides to Korea’s

way of punishing defamation. Compared to other nations where only

falsehood is punished, one’s right of reputation can be protected more

widely in Korea. However freedom of speech is a fundamental right

that needs to be protected thoroughly as much as right of repu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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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when a nation attempts to restrict one of these fundamental

rights, it should be well aware of basic principles of criminal

sanctions such as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principle of clarity, and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other words, as defamation is bound to

elicit a certain degree of restriction over freedom of speech, attempts

to justify the penal code itself and its appliance with good reasons

should be made continuously. In this point of view, Korea’s way of

punishing defamation needs to be critically examined in some parts.

First, a phenomenon called ‘cyber defamation’ refers to a defamation

that takes place in a cyber space such as internet. In Korea, this kind

of behaviour can be punished by a special penal code, article 70. An

aggravated punishment is stated in this article compared to what is

stated in criminal law. And besides that feature, the only difference

between the two is that a structural element called ‘slanderous purpose’

is added in the special penal code, article 70. According to this

structure, even though a defamation is taken in cyber space, without

‘slanderous purpose’, it cannot be punished under the special penal code

and its aggravated sentence. All of these make ‘slanderous purpose’ an

important topic when it comes to the matter of criminal sanction on

‘cyber defamation’.

Until now, our judicial precedents are defining ‘slanderous purpose’ as an

intention that is on the opposite side of ‘a purpose of making contribution

to public interest’. And to be more specific, it is examined in a way of

reviewing contents that are related to each, ‘veracity’, ‘proportionality’, and

‘public interest’. This method of defining and examining ‘slanderous

purpose’ is identical to what our precedents use to make decisions about

justifications in traditional form of defamation – whether the act can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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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fied or not – under article 310 of criminal law. This seems to

indicate that the court is considering ‘slanderous purpose’ as a term

which can substitute the role of article 310.

However making a judgement about a structural element without a

detailed criterion can cause uncertainty and this is a consequence that

should be avoided since a structural element is a primary indicator to

an action’s illegality. The problem lays in that the term ‘public

interest’, used in defining slanderous purpose, is quite abstract and the

process of deciding whether a slanderous purpose existed is carried

out without a specified standard. For example, in case of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public interest’ is

stated as an exemption provision or a justification provision. The

precedents of United States are making decisions about it under the

criteria of whether the subject person can be deemed as a public

figure or not. In Germany, a theory that provides a way to categorize

cases under ‘publicity of the issue’ is developed. And in the United

Kingdom, the court and the legislation divide ‘public interest’ into two

parts – an objective element and a subjective element – and a

considerably specified criterion about these elements is presented in

court rulings. As these examples show, examining something that

originally belongs to the matter of justification along with structural

elements is exceptional and it seems that the countries mentioned

above can be great reference cases for Korea.

Moreover defining slanderous purpose using the term ‘public

interest’ has another weakness considering its validity. Public interest

can be divided into two parts, an objective element which is about the

publicity of the topic, and a subjective element which is roughly about

whether the actor had an intention to make contribution to public

interest. And among those, the objective element especially, cannot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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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med as directly related to slanderous purpose. The former is

literally about an objective reason for justification whereas the latter

is a component of our mind. Two of them can coexist. For example, a

statement about infringement, when it is presented in a rather violent

way, can be evaluated as having slanderous purpose. However, when

that statement is based on truth and when it is presented by the

victim himself, one cannot predicate that it is an irresponsible

statement. And all these put together, we can reach a conclusion that

decisions about slanderous purpose and public interest should be made

separately.

To summarize, the precedents and the legislation concerning cyber

defamation should be modified because it elicits unnecessary uncertainty

from an early stage of deciding illegality. Also, the main substance

which says that slanderous purpose is a term opposite to the purpose

heading for public interest, lacks validity. These problems can cause

secondary problems as well in that they can isolate the examination on

‘public interest’ itself, carried out along with examination on both

veracity and proportionality. Moreover as one can be punished when the

action is deemed to have had slanderous purpose without a chance of

going through a thorough review about its justifiability, the range of

punishment can be expanded.

Consequently, it is adequate to establish a justification provision in

the special penal code as well and slanderous purpose should be

examined separately with public interest. Also if we establish a specific

criterion for examining public interest, like in the case of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it would help improve predictability of the court’s

rulings. As previously mentioned, slanderous purpose and purpose

heading for public interest can coexist. Hence the court, even in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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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one can intuitively assume that slanderous purpose did exist,

should be careful not to make hasty decisions about public interest.

Lastly, when the justification provision is newly established,

slanderous purpose can be reviewed examining external elements such

as the tone of the speech, the medium used for that speech, etc. The

lexical meaning of ‘slander’ in Korea means to speak ill of someone

and the definition made by Korea’s academia about ‘slanderous purpose’

is ‘a purpose that intends to injure one’s personality in order to defame

that person’. And by these accounts, ‘slanderous purpose’ can be

understood as a ‘strong’ intention to defame, which makes it reasonable

to decide its presence through examining elements which indicate the

‘degree’, the proportionality of a speech.

Suggested modification of the present legislation and judicial

precedents has its own meaning for that it connotes a perspective that

in the matter of defamation, a speech’s relation to public interest is

prioritized. This perspective is valid and important at the same time

in a democratic society because the general public has the right to

know matters about public interest and one of the main premise of an

ideal form of democracy is free discussion on public issues. According

to this paper’s suggestion, a rather aggressive speech using an open

medium will be evaluated as containing slanderous purpose, however,

when it is reviewed as a speech about public interest, objectively and

subjectively, it will eventually remain protected.

Also, following the suggestion, the scope of article 70’s appliance

can be moderately restricted. For example a cyber defamation carried

out in a moderate way will be ruled by the criminal law, not the

special penal code for cyber defamation. Also this way of interpreting

slanderous purpose might work as an alternative solution for nowa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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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dency to apply article 70 to every case of cyber defamation reported,

not considering whether it was a personal communication or an open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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