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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분쟁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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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예훼손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해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
며, 이와 같은 명예, 즉 개인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가 명예훼손입니다. 언론
보도에 지칭된 사람이 누구인지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
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었다면 그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1. 피해자 특정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려면, 보도의 당사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피해
자 특정’이라고 합니다. 당사자의 실명을 명시한 경
우뿐만 아니라, 성씨나 이니셜(P양, J군), 가명을
사용한 경우라도 보도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
여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피해자가 특
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사에 첨부된 사진이나
방송 뉴스화면에 의해서도 특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

비록 피고들이 이 사건 보도에서 원고들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스타강사들’이라는 표현과 함께 원고들이 담당
하는 과목 및 방송 프로그램의 제목, 강의 동영상 내 음성 등이 방송됨으로써 수험생들과 학원 관계자들은 이 사건 보도
의 대상이 원고들이라는 사실을 큰 어려움 없이 알 수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보도로 인한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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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모 대학의 성추행 사건 보도에서 ‘여학생 D’, ‘피해 여학생’, ‘피해자’ 등으로만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기사가 OO대 성추행 사
건에 관한 것임은 내용상 명백하고 그에 관한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사의 ‘여학생 D’, ‘피해 여학생’, ‘피해
자’ 등이 위 사건의 피해자인 원고를 지칭하는 것임을 독자들이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기사에 의한 명
예훼손의 성립 여부를 논함에 있어 그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02

사례

이 사건 업체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유명 거리의 모습과 함께 ○○○○음식점의 입구 부분을 보여 주고, 음식점 직원이 입
고 있는 앞치마 및 그 앞치마에 찍혀 있는 ○○○○의 상표그림이 화면에 노출되었다. 또한, 화면에 드러난 ○○○○의 상
표그림은 원고가 상표법에 따라 등록한 것이고, 고명의 모양을 포함한 음식의 전체적 생김새 또한 원고가 디자인 등록한 것
이다. 이 사건 방송 이후 여러 시청자들은 방송 초반에 등장한 음식점이 원고가 운영하는 ○○○○임을 알아보고 그에 관
하여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방송은 비록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위
와 같은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이 사건 방송을 접하는 시청자로 하여금 방송에 등장하는 음식점이 원고가 운영하는 곳임을
인식할 수 있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03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보도임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정황을 보아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를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해자 특정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례

이 사건 영상물에 형사재판 과정에서 증언하고 법원을 나오는 원고들의 모습이 담겨 있긴 하나, 해당 화면들은 뒷모습이거
나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고 음성 또한 변조되어 있어서 그러한 화면들만으로는 해당 화면에 나오는 인물들이 원고들이
라고 인식하기 어렵다. 또한, ‘큰삼촌’, ‘아줌마’, ‘대머리’라는 표현으로 곧 원고들을 특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이 사건 영상
물에서 애니메이션 방식으로 표현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원고들의 외모와 유사하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영
상물 속의 ‘큰삼촌 수사관, 대머리 수사관, 아줌마 수사관’이 원고들이라고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04

※ 집단표시에 의한 피해자 특정
‘서울시민’, ‘경기도민’과 같은 집단표시에 의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집단 규모가 너무 커지면 각 개인에 대한 비난 정도는 희석되므로 구성원 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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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여성 아나운서는 154명이고, △△△△△△연합회에 등록된 여성 아나운서의 수는 295명에
이르며, 피고인의 발언 대상인 ‘여성 아나운서’라는 집단은 직업과 성별로만 분류된 집단의 명칭으로서 그 중에는 이 사건
고소인들이 속한 공중파 방송 아나운서들로 구성된 △△△△△△연합회에 등록된 사람뿐만 아니라 유선방송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밖의 다양한 형태로 활동하는 여성 아나운서들이 존재하므로 ‘여성 아나운서’라는 집단 자체의 경계가 불분명하
고 그 조직화 및 결속력의 정도 또한 견고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
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개별구성원인 피해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
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05

다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주변 정황으로 보아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보도라고 볼 수 있을 때
에는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 특정된다고 보기도 합니다.
사례

국방부 검찰단 내부 비리 사건 보도에서 ‘수사를 담당한 군 검찰’ 또는 ‘군 검찰’이라는 표현은 국방부 검찰단을 지칭하는 것
으로 볼 수 있고, 국방부 검찰단은 그 구성원의 수가 39명에 불과하다는 점, 이 사건 각 기사가 보도되기 전 이미 다수의 언
론에서 국방부 검찰단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던 점에 비추어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
질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06

※ 판례에서의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인정 여부
인정된 사례
• 국방부 검찰단 (39명)

• 파업 중인 MBC 노조원 (140명)

• 3·19동지회 교사들 (37명)

• 육군 검찰 (170명)

• 독도경비대 (37명)

• 여성 아나운서 (295명)

• 대전 지역 검사들 (31명)

• 법성포 굴비업체 (400개)

• 계룡대 해군 법무장교 (25명)

• 안성시 공무원들

• 충북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 (21명)

• 국정원 직원

• 모 아파트 동대표 (19명)

• 5·18 민주유공자 (7,056명)

• 검찰특별수사본부 검사 (10명)

• 노사모 회원

• 기무사 현역 장성들 (8명)

• 독립운동가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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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적 사실의 적시
언론보도에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이 포함된 경우 당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됩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표현 없이 순수한 의견이나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
다고 봅니다. 그러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의견이나 논평을 할 경우에는 명예훼
손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

“키 작은 남자는 루저라고 생각한다”는 보도는 방송 출연자의 개인적 취향 내지는 의견을 보도한 것에 불과해 언론의 사실
적 주장에 관한 보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명예훼손 주장은 이유 없다. 07

사례

모 교회가 영어교육 전문업체와 협력하여 영어학원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게재하면서 ‘영세학원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도덕하고 불공정한 행위’라고 보도한 것은 언론사의 평가적 의견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08

한편, 사실관계가 전제되지 않은 단순 의견표명이라도 한계를 넘어서 ‘모욕적이고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과
도한 표현을 사용했다면 명예훼손과는 별도의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

‘종북’이라는 말이 대체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한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원고의
지위나 휴전 상태인 우리나라의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은 원고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과도 연
관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표현은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
다고 할 것이다. 09

사례

국무총리와 장관급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모 방송사 해설위원의 논평에 대해 ○○신문이 ‘엉뚱하고 경박한 논평’, ‘도대
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지 헛갈리게 만든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다소 모욕적이고 경멸적 표현이라 볼 수 있으
나, 그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수준이며, 이 사건 기사가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으로 원고를 모
함하거나 모욕을 가할 목적에서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언론자유의 보호범위 내에 있다
고 할 것이다. 10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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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13. 선고 2011나408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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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평가의 저하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을
보도한 경우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
습니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을 저질렀다
거나, 직업이나 직무에 관하여 해를 줄 수 있
는 내용, 범법 행위 등은 모두 그 사람의 사
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례

모 신문이 프로골프 선수의 영어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면서 해당 선수가 “한국에서의 우승은 나를 싫어하는 한국에 대한
복수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반감을 해소하는 계기’라는 뜻의 ‘vindication’을 합리적 근거 없이
‘복수’로 잘못 번역한 것으로, 원고가 한국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킨 것에 대한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11

사례

‘연예인인 원고가 인터뷰를 시도하는 여기자인 피고를 팔꿈치로 가격해 앞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개월의 중상을 입게 하
고도 사과는커녕 폭행 사실을 부인하였다’는 내용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내용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 할 것이
다. 또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는 등으로 미뤄보아 이 사건 보도는 허위
임이 인정된다.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3. 4. 선고 2009가합25116 판결

12

서울고등법원 2011. 5. 27. 선고 2010나137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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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권 침해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를 가진 권리, 즉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잘
못된 보도로 인해 개인이나 회사 등의 매출 감소와 같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재산권 침해가 됩
니다.
판례는 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보도와 매출액 감소 등의 재산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원고가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에서 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사례는 드문 편이며, 위자료를 산정할 때 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례

유치원 교사가 아이를 학대했다는 보도 이후, 이 사건 유치원에 다니고 있던 원생 28명이 퇴원한 사실, 2012년도 이 사
건 유치원의 수업료는 매월 225,000원(4~5세), 235,000원(3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는 이 사건 각 보도로 인하여 2012. 8.부터 2013. 2.까지 7개월 동안 28명 원생의 수업료 상당액만큼의 일실 손해를 보았
다고 할 것이다. 13

1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 9. 선고 2012가합202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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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상권 침해
초상권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 즉 얼굴을 포함한 신체적 특징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입
니다.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이나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고,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입니다.
언론보도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사진 등이 게재되거나 방송될 경우 초상권 침
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초상이 공표되었더라도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
우나, 본인이 공표한 초상이라도 본인의 공표 의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
가 성립합니다.

사례

모 인터넷신문이 영화 홍보를 위해 한국에 방문한 해외 스타와 함께 사진을 찍고 있는 신청인의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하
여 보도했다. 사인(私人)인 신청인의 사진을 동의 없이 보도하여 초상권이 침해되었음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이 이뤄졌다. 14

14

2013서울조정592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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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우리 사회 평범한 중년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기자인 원고들이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클로즈
업 샷으로 촬영해 방송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을 동의 없이 촬영·방송해 초상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
정했다. 15

그러나 시위 현장 취재 등 공익성이 있는 보도에서 의도하지 않게 초상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언론사의 책임
이 없습니다.
사례

원고의 사진이 게재된 기사는 당시 전 국민적 관심사인 ‘광우병 촛불집회’ 시위 현장이었으므로 공공성이 인정되고, 원고의
모습은 이러한 현장을 촬영하는 중 우연히 포함된 것이지 의도적으로 촬영한 것은 아닌 점, 원고 스스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현장에 있었으므로 언론에 촬영될 수도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예견할 수 있었던 점, 원고의 사진이 원고의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16

사례

사건 당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범국민대회의 준비활동에 참여한 가운데 경찰이 광장 일부를 차단하자 대회에 참여하고자
하던 다른 시민들과 함께 경찰과 대치하여 몸싸움을 하는 등 차단 조치에 대하여 항의를 한 원고의 행위는 그 자체가 이미
공공장소에서의 집회 내지 시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집회 내지 시위에 참가한 원고의 모습을 촬영하여 보도한 이상,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상권 침해로 인한 피고들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17

1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2. 7. 선고 2011가단43086 판결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25. 선고 2009가단300209 판결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27. 선고 2009가합819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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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
흔히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사생활의 비밀이란, 자신의 사생활 내지는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생
활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사례

유명 재벌 그룹 부회장과 약혼녀의 상견례 및 데이트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고 현장의 구체적인 분위기, 대화 내용
등을 공개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18

사례

대졸자 취업난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공모전 입상, 봉사활동 등 다양한 이력으로 취업에 성공한 여학생을
소개하며 해당 학생이 받은 상장 및 증명서 등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주소, 핸드폰번호 등 개
인정보가 노출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됐다. 19

또한, 취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이 생활하는 공간 또는 영업 공간에 침입하는 것 역시 사생활 침
해로 볼 수 있습니다.

사례

피고 소속 기자들이 사행성 게임장을 취재하며 영업소 입구를 막아선 채 여직원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위력을 행사한
행위가 원고의 주거의 평온,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 판단해 피고 언론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0

18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19

2013서울조정466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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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음성권 침해
음성권이란 자신의 목소리에 대한 권리입니다. 기자 또는 제3자가 동의 없이 타인의 음성을 비밀로 녹
음해 이를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행위는 음성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사례

미용실 업주가 표준 미용가격표를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붙여놓고 실제로는 몇 배나 비싼 가격을 받고 있다는 방송 보도에서
업주 본인이 불리할 수 있는 인터뷰 내용을 음성 변조 없이 방송한 것은 음성권 침해에 해당한다. 21

사례

공무원들이 실리콘 손가락을 이용해 허위 초과근무시간을 등록한다는 보도를 하면서 이와 무관한 실리콘 보형물 제조업자
인 신청인의 음성을 동의 없이 보도해 음성권을 침해했다. 22

21

서울고등법원 2010. 7. 1. 선고 2009나102614 판결

22

2015서울조정2237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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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권 침해
언론보도에서 익명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을 실명으로 보도하는 경우 성명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공인이 아닌 한, 개인의 성명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사례

한 전문대학원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들의 성명을 가명으로 처리하였으나 해당 성명을 사용하고 있
는 학생이 있었고 반드시 그 이름을 사용해야 했는지에 대한 필연성 등을 부정하면서 성명권 침해를 인정했다. 23

사례

인터넷 게시판에 이종격투기 선수에 대한 악성댓글을 게시한 신청인의 실명이 기사에 그대로 공개돼 성명권이 침해됐다. 24

23

대전지방법원 2014. 4. 17. 선고 2013나104194 판결

24

2014서울조정7206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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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고소/고발

1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조정·중재하고, 보도에 의한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립된 준사법적 기관입니다.
서울에 8개, 지역에 10개의 중재부가 있으며, 각 중재부는 현직 부장판사, 변호사, 10년 이상 경력의
전직 언론인, 언론학 또는 법학 교수 등 5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주요 업무>

언론분쟁의 조정 및 중재

시정권고

불공정 선거기사 심의

언론 등(방송, 신문, 잡지, 뉴스통신,

언론의 보도를 심의하여 기사의 내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기사심의위

인터넷신문, 인터넷포털, IPTV)의 보

용이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

원회를 설치하여 신문, 잡지, 뉴스통

도 또는 매개로 피해발생시 정정·

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언론

신의 불공정한 선거보도에 대해 사

반론·추후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

사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과문, 정정·반론보도문, 경고결정

의 분쟁을 조정·중재합니다.

문·주의사실 게재 또는 경고·주의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

제 2장 언론분쟁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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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론분쟁의 조정·중재
중재위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

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
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2. 시정권고
중재위는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서면
으로 시정을 권고합니다. 시정권고는 권고적 효력을 가지며 강제적 효력은 없습니다.

3. 불공정 선거기사 심의
중재위는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각종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선
거기사의 공정성 여부에 대해 자체 심의하거나 후보자가 시정요구한 선거기사를 심의하여 불공정한 보도
인 경우 사과문, 경고결정문, 정정·반론보도문, 주의사실 게재 또는 주의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 또한 선거
기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후보자나 정당의 반론보도청구를 언론사가 거부하여 그 청구가 위원회에 회부된
경우, 48시간 이내에 이를 처리합니다.

4. 언론피해구제 상담
중재위의 전문 상담원은 잘못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정·중재신청과 법적절
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 상담전화 02-397-3000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자는 중재위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나 우편, 이메일은 물론 ‘언론중재 E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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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http://people.pac.or.kr)을 통해 실시간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중재신청 안내를 포
함해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등 언론피해 관련 전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언론중재아카데미
중재위는 언론중재아카데미를 설치하여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과 분쟁해결 전문연수 등을 무료로 운영
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교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

• 언론사,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와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제
공합니다.
• 언론법제 및 언론피해 구제 실무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사진은 다양한 언론조정·중재사례 및 법원 판례
등을 소개하고, 언론보도와 인격권 및 언론조정·중재제도 등을 교육합니다.

제 2장 언론분쟁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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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쟁해결 전문연수

•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갈등해결 역량강화 과정> 및 효율적
인 언론 홍보와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하는 <언론대응 및 홍보과정> 전문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그외 공무원 연수, 교원 연수, 법조인 연수, 언론인 연수, 대학생 연수 등 분야별 연수를 진행합니다.
다. 청소년 언론중재스쿨

•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에 대한 법적 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언론중
재스쿨을 운영합니다.
•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은 인격권과 언론조정·중재제도에 대한 강의뿐만 아니라 언론사 견학, 모의조정 체
험, 설득 및 대화기법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교육신청
전화 02-397-3092~5
이메일 edu01@pac.or.kr
언론중재위원회 http://www.p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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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론조정·중재제도의 장점

조정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와 언론사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중재부가 객관적, 중립적 입장에서 양 당
사자의 의견을 듣고 당사자간 합의를 이끌어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와 언론사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중재부의 결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을 말

중재

합니다. 중재신청을 하려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중재부의 중재결정에 따르기로 하는 합의
가 있어야 하고, 이런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속·무비용
언론조정·중재제도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DR)

25

로서

복잡한 재판절차와 비교하여 여러 가지 장점이 있
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언론 관련 분쟁을 비용 없
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흔히 소
송의 단점으로 비용(expense), 지연(delay), 스트
레스(stress)를 지적합니다. 26 법원의 재판은 짧게
는 몇 개월에서 몇 년이라는 시간과 경제적 비용
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전부 아니면 전무’ 식의 승
자와 패자를 가르는 절차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겪
소송에 의한 재판 이외의 방법으로 각종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을 말하며, 협상·알선·조정·중재 등이 있습니다.

25 

Warren Burger, 미국 15대 연방대법원장, 198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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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스트레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ADR의 일종인 언론조정·중재제도는 14일 이내에, 중재부가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직권조정결정)을 내릴 때에는 21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신속하게 비용 없
이, 당사자간 타협과 조정을 통해 언론분쟁을 해결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과도한 경제적,
시간적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2. 피해 확산 방지
언론보도는 그 자체의 전파력도 뛰어나지만, 인터넷 포털 등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정확한 기사가 게재될 경우 당사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언론조정·중재
제도는 신속한 절차를 통해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 만족감 높은 다양한 결론 도출
중재위는 소송 이전 단계에서 양 당사자가 서로 절충할 기회를 갖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좀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언론조정절차는 법원의 현직 부장판사, 변호사 등 법조인뿐만
아니라 언론 관련 전문가들이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다양한 형태의 합의 27 를 도출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직권
조정결정)을 내립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하거나 조정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편, 당사자 쌍방이 중재부의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중재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합니다. 이렇게 언론조정·중재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짧은
시간 안에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간편한 절차, 프라이버시 보호
재판은 일반에 공개되어 진행되는 반면, 언론조정·중재 절차는 당사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비공
개로 진행됩니다. 또한 절차가 엄격하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 없이 당사자가 자유롭게 자기주장을 펼
치면서 권리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조정·중재제도를 이용하여 언론분쟁을 해결하는 것
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편익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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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론조정 절차
조정신청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

조정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

조정절차 계속 중
중재신청 가능

조정불성립결정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1. 언론조정
언론조정이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와 언론사 사이
에 발생한 분쟁을 중재위가 객관적, 중립적 입장에서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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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매체
• 방송, 신문, 잡지, 뉴스통신
•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인터넷포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이하 언론사 등)
사례

모 인터넷신문은 사진과 실물이 다른 이력서 사진이 오히려 취업에 불리하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사진을 동의 없이 게
재했다. 신청인은 보도 내용과 무관한 사진 게재로 인해 초상권이 침해되고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기사를 작성한 인터넷신
문사와 이를 매개한 포털사이트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조정 심리결과, 피신청인 인터넷신문사는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을 지급하기로 하여 조정성립, 28 포털의 경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이후 이에 동의했다. 29

3. 잘못된 보도의 종류
•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꾸민 허위보도
• 한 쪽의 주장만을 전달한 편파보도
• 전체 사실 중 일부분만을 부각하여 나쁜 인상을 심어준 왜곡·과장보도
•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을 보도하여 피해를 준 경우
• 필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글을 수정하여 필자의 의도와 다르게 표현된 보도
• 인명이나 지명, 통계수치 등을 잘못 기록한 보도
• 범죄혐의자나 범인으로 보도되었으나 수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 승낙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의 초상, 음성, 사생활, 성명을 보도한 경우

2013서울조정1391, 1392 각 손해배상청구

28 

2013서울조정1393 손해배상청구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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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권의 종류
중재위에 조정·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로는 손해배상청구권,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추후
보도청구권이 있습니다. 위 청구들을 병합하여 신청할 수도 있고(예. 정정보도청구+손해배상청구), 조정절
차 중에 청구명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가. 손해배상청구
(1) 의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인격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언론사 등을 상대로 금전적인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언론중재법 제30조는 “언론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 밖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습니다.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성격이 강합니다. 순전히 언론보
도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신청인
언론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 밖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입니다. 이 때 피해자는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3) 피신청인
언론중재법상의 손해배상청구 상대방은 ‘언론사와 인터넷뉴스서비스(인터넷포털)·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IPTV) 사업자 입니다. 따라서 취재기자나 편집인, 정보제공자나 취재원, 투고·기고자 등은 언론중재법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30
사례

범죄 수사 과정을 방송하며 절도 피해자인 신청인의 초상과 음성, 성명 등을 공개했다. 신청인은 방송으로 인해 범죄 피해
사실이 알려지고,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조정이 성립돼 손해배상금이 지급
됐다. 31

(4) 행사 요건
가해행위(피해자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한 언론보도가 있을 것), 위법성(위법성 조각사유가 없을 것), 언
론 등의 고의·과실(취재 기자 등의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것), 손해의 발생(언론보도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
언론중재법이 아닌 민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취재기자, 편집인 등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0 

2013서울조정48, 49 각 손해배상청구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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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할 것), 위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언론보도와 피해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
할 것)가 있어야 합니다.

(5) 위법성 조각(소멸)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
론보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훼손의 경우, 언론 측에서 위법성의 존
재를 소멸시키는 특별한 사유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보도’이거나, 보도가 진실하지 않더라
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언론은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
다. 또한 초상, 음성, 성명 등의 사용에 있어서 '피
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위법성은 소멸되어 손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나. 정정보도청구
(1) 의의
정정보도청구는 언론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않은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언론중재법 제14조)입니다.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않습니다(언론중재법 제14조 제2항).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와 달리 언론의 과실
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보도가 진실하지 않으면 정정보도를 해야 합니다.

(2) 청구권자 - 피해자
정정보도청구권의 주체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입니
다. 보도로 인한 피해자라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도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
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인, 법인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만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조합, 재단 등은 물론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사회생활
상 하나의 단위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는 경우(학교, 병원, 유치원 등)도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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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청구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고열과 감기로 입원한 어린이 환자에게 처방한 감기약이 식초로 판명됐다고 보도했으나 사
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정정보도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이에 피신청인 언론사가 아래 정정보도문을 보도했다.

<○○시, ○○동 P의원. 식초 처방 의혹 관련 정정보도>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6월 12일 <[속보] ○○시, ○○동 P의원 B군에게 처방한 감기약은 100% 식초로 “판명”> 제목의 보
도에서 “P의원이 어린이 환자에게 감기약 대신 식초를 처방 했다”고 보도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P의원은 식초를
처방 한 적이 없으며 물약 통에 감기약 대신 식초가 들어 있었던 경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
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잘못된 보도로 인해 P의원에게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32

(3) 청구의 대상 - 사실적 주장
정정보도청구는 언론 등에 보도 또는 매개된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사실적 주장’은 증거
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합니다. 따라서 의견이나 가치판단
등에 대하여는 정정보도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비방이나 모욕, 인신공격성 발언 등에 대해서
는 형사고소나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어도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 취재하지 않
고 통신사의 보도를 인용한 기사, 다른 언론사의 보도를 그대로 인용한 기사, 외부인사의 청탁에 의한 보
도물이나 기고문, 다른 기관의 공문을 그대로 기사화한 경우라도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언론 보
도가 진실하지 않다는 것은 신청인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2014서울조정1324 정정보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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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정보도청구 거부사유
(가)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정당한 이익’이란, 신청인에게 정정보도의 실질적 이익이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원보
도 중 사소한 사항에 관한 정정보도청구, 언론이 속보로 충분한 정정 또는 반론을 한 경우, 관련 없는 제3
자가 청구를 한 경우 등은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나)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
(다)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때: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명예훼손, 기타 형사상 범죄

를 구성하는 내용인 경우
(라) 정정보도청구가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마)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 절차의 사실
보도에 관한 것인 때

다. 반론보도청구
(1) 의의
반론보도청구권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그 보도내용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반론
또는 반박문 형태로 보도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언론중재법 제16조)입니다. 언론중재법상 반론보도
청구는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않으며,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제16조 제2항)

(2) 청구권자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
은 경우, 해당 보도 등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외 반론보도를 청구
할 수 있는 당사자 범위, 청구의 대상, 반론보도
청구 거부 사유에 대한 것은 정정보도청구권에 대
한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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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청구

○○방송은 39억 원을 체납한 사람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했다. 해당 건물의
건물주인 신청인은 지방세 체납과 관련이 없으며, 체납자는 그 건물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했다. 조정결과 양 당사자가 합의
하여 아래와 같은 반론보도문을 방송했다.

<서울 서초구 건물주 “지방세 체납과 관련 없어”>
본 방송은 지난해 12월 16일자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6천여 명 추가공개> 제목의 기사에서 박 모 씨가 39억 원을 체납
했다고 보도하며 박 씨의 주소지 건물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건물의 소유주 이 모 씨는 “고
액 체납자는 해당 건물 1층 임차인의 아들이며, 건물주는 지방세 체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
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33

라. 추후보도청구
(1) 의의
추후보도청구권이란 언론 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가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
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요건
추후보도청구권은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로서 그에 대한 형
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사람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범죄 혐의’는 형법 등이
규정하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형사상의 조치’는 범죄 혐의로 인해 수사가 개시되거
나 구속된 경우,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경우 등 일체의 수사 및 형사소송절차가 진행됨을 뜻합니다. ‘무죄
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경우’는 법원의 무죄판결, 검사의 무혐의처분 등을 의미하며, 법원
의 공소기각, 면소 등과 검사의 기소중지, 공소권 없음 등의 결정으로 종결된 경우에는 추후보도를 청구
할 수 없습니다.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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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보도청구

경찰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특정인을 협박, 돈을 갈취했다는 보도에 대해 해당 경찰관은 검찰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
려졌다며 추후보도를 청구했다. 심리결과 방송사가 신청인의 무혐의 사실을 추후보도했다.

<‘경찰이 조직폭력배 동원…협박해 돈 갈취’ 관련 추후보도>
본 방송은 지난 2011년 5월 30일자 8시뉴스 프로그램 ‘경찰이 조직폭력배 동원…협박해 돈 갈취’ 제하의 보도에서 “서울
○○경찰서 교통조사계 ○모 경위가 조폭을 동원하여 특정인을 협박, 돈을 갈취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경위는 위 내용과 관련 2012년 11월 14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34

(3) 행사방법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
니다. 따라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선고일을 기준으로, ‘무혐의처분 등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
는 불기소처분 통지서가 본인에게 송달된 때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5. 신청기간
조정·중재의 신청은 대상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합
니다. 단, 추후보도 청구는 형사 절차가 무죄 또는 무혐의로 종결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
야 합니다. 피해자가 언론사 등에 먼저 청구를 한 때에는 언론사와의 협의가 불성립된 때(언론사등으로부
터 거절 의사를 문서로 통보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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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방법
가. 서면에 의한 신청
신청인은 신청서35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유와
원하는 보도문을 첨부(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손해배상액을 기재)하여 직접 제출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된 기사본문(방송의 경우 녹음·녹화물과 녹취록, 포털사이트 및 인터넷신문의 경우 인
터넷주소(URL))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나.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언론중재 Eye-Net 이용)
신청인은 언론중재 Eye-Net(http://people.pac.or.kr)에 접속해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 Eye-Net은 조정 중재신청 외에도 실시간 상담, 나의 사건 검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언론중재 Eye-Net 초기화면

다. 구술에 의한 신청
신청인은 중재위 담당직원에게 조정신청 내용을 진술하여 조정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신청서 내용을 확
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5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에서 양식과 작성방법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3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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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정신청 처리절차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중재부는 조정기일을 정하여 신청인과 언론사 등에 출석요구서를 보냅니다.

· 신청인 2회 불출석 시 취하 간주, 언론사 2회 불출석 시 합의 간주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피신청인
(언론사 등)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취지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중재부는 조정
기일에 양쪽의 진술을 듣고 합의에 이르도록 적극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 중재부 허가 받아 대리인 출석도 가능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조정대리허가신청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여 중재부의 허
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도 있습니다. 단,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소속 직원
인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관계 등을 서면으로 증명하거나 신청인이 중재부에 출석해 대리인
을 선임하였음을 확인하면 허가 없이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다만, 사건의
이해관계자는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처리, 예외적으로 최대 21일 이내 처리

조정은 접수 후 14일 이내에 원칙적으로 완료됩니다. 중재부가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때에는 21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8. 조정신청 처리결과와 효력
가. 조정성립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신청인과 언론사 사이에 합의가 되어 조정이 성립하면 언론사는 합의된 내용대로 정정·반론·추후보도문
을 보도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조정합의는 재판상 화해 36 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언론사가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법원에 이행을 강제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가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의 조정신청 취지를 수용하여 합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직권조정결정)
직권조정결정에 동의해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36

소송 당사자가 법관 앞에서 화해의사를 밝히고 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면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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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과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직권조정결정은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그 결정은 효력이 상실되
며, 자동으로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원고가 되고 언론사는 피고가 됩니다.

다. 조정불성립결정
중재부는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조정불성립결정을 내립니다. 이 경우 신청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기각
신청인의 주장이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 등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 등 정정보도청구 등
의 거부사유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중재부는 조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마. 각하
신청기간을 넘겨서 조정신청을 한 경우 등 조정신청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각하됩니다.

바. 취하
신청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조정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2회에
걸쳐 불출석하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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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서 양식
언론조정신청서
청구명

(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 청구
대표자 성명

성명 또는 단체명
신청인

※ 단체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앞번호만 기재)

전화번호

E-mail
대표자 성명

성명 또는 법인명
피신청인

※ 단체인 경우

주소
연락처

※법
 인인 경우 주된 사무
소의 소재지

매체명
보도일자
보도면 / 보도시간

조정대상

※포
 털사이트 및 언론사닷
컴의 경우 인터넷 주소
(URL)도 함께 기재 요망

보도가 있음을 안 날
조정신청취지



※ 별지 작성

조정신청이유



※ 별지 작성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 서류: 조정대상 표현물의 사본
※ 인쇄매체, 인터넷신문 및 통신의 경우 보도기사의 전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경우 매개기사의 전문
영상매체(TV 등)의 경우 녹화물과 녹취록
라디오의 경우 녹음과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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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4

언론중재 절차
1. 언론중재
중재 합의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와 언론사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중
재위의 결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 당사자 간에

중재결정에 따르기로 하는
당사자간의 합의

합의를 이루고자 하는 조정절차와 달리, 중재는 법원의 재판과
같이 중재부의 중재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중재 신청

중재신청을 하려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중재부의 결정에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따르기로 합의하고, 이런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서면을 제

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

출해야 합니다. 37

신청인, 대상매체, 기간, 방법 등은 조정신청과 동일합니다. 중
재절차는 신청인이 중재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개시되며, 중재

중재

신청은 조정절차 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중재 결정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37

중재신청서 및 중재신청 합의서 양식은 www.pac.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41∼42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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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모 인터넷신문이 식약처가 성장기 아동의 키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의 특정 제품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신청인 업체는 해당 제품을 OEM방식으로 제조한 업체일 뿐, 특정 제품의 허위·과대 광고와 관련
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심리 중 양 당사자가 정정보도문 등에 대하여 중재위의 중
재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했고, 중재부는 아래와 같은 정정보도문 게재를 결정했다. 38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8월1일 「‘키 크는 약’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제품 적발」 제하의 기사에서 식약처가 성장기 아동의 키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의 ‘○○○’ 제품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는 해
당 제품을 OEM 방식으로 제조한 업체일 뿐, ‘○○○’ 광고와 관련해 적발되거나 조사받은 사실이 없고, 해당 제품의 허위 광
고와 관련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에 따른 보도입니다.

2. 중재결정의 효력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중재부가 중재결정을 내리면 언론사 등은 결정된 내용대
로 정정·반론·추후보도문을 방송 또는 게재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언론사 등이 결정 내
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법원에 이행을 강제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38

2014서울조정129 → 2014서울중재11 정정보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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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신청서 양식
언론중재신청서
청구명

(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 청구
대표자 성명

성명 또는 단체명
신청인

※ 단체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앞번호만 기재)

전화번호

E-mail
대표자 성명

성명 또는 법인명
피신청인

※ 단체인 경우

주소
연락처

※법
 인인 경우 주된 사무
소의 소재지

매체명
보도일자
보도면 / 보도시간

중재대상

※포
 털사이트 및 언론사닷
컴의 경우 인터넷 주소
(URL)도 함께 기재 요망

보도가 있음을 안 날
중재신청취지



※ 별지 작성

중재신청이유



※ 별지 작성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중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 서류: 1. 당사자간 중재합의를 입증하는 서면
2. 중재대상 표현물의 사본
※ 인쇄매체, 인터넷신문 및 통신의 경우 보도기사의 전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경우 매개기사의 전문
영상매체(TV 등)의 경우 녹화물과 녹취록
라디오의 경우 녹음과 녹취록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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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신청합의서 양식

중재신청합의서

신청인

주식회사 에이비씨
대표이사 홍길동

피신청인

주식회사 ○○일보사
대표이사 김신문

위 당사자는 2015. 1. 12.자 ○○일보 1면 ‘에이비씨 제품 문제있다’ 제하의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종국적 결정을
따르기로 합의하였기에 이 서면을 제출합니다.

2015.

신청인

.

.

주식회사 에이비씨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0
대표이사 홍길동 (인)

피신청인

주식회사 ○○일보사
서울 중구 세종대로 300
대표이사 김신문 (인)

언론중재위원회 귀중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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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피해구제방법
1. 민사소송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등에 대하여 중
재위의 조정·중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금지청구
명예 및 기타 인격권 침해가 우려될 때, 사전에 이를 예방하는 청구권으로 방영금지가처분, 출판물배포금지
가처분, 광고금지청구 등이 있습니다. 이런 금지청구권은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
가 있기 때문에 가처분절차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가처분에 의한 경우에는 본안 소송의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만 출판 또는 방영이 금지됩니다. 신문이나 잡지에 대한 일반적인 사전금지청구는 신문이
나 잡지가 출판, 배포된 후 그 내용을 알게 된 피해자가 추가 발행 및 배포를 금지시키는 것인데 반하여, 방
송에 대한 방영금지가처분은 그 내용이 방송되기 전에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방송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3. 방해배제청구
금지청구와 유사한 권리로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 있습니다.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란,
인격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침해상태를 야기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독일
이나 영국 등에서 이미 권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대법원에서도 방해배제의 일환으로서 온라인
에서의 기사삭제청구를 인용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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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배제청구의 구체적인 형태는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인격권 침해적 기사의 삭제는 물
론이고 모욕적 댓글의 삭제,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 등도 방해배제의 일
환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형사적 피해구제
가. 명예훼손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경우라도 명
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 허위인 경우에는 가중 처벌됩니다(형법 307조).

(1) 공연성
‘공연히’라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특정인에게만 전파한 경
우에도 그 사람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사실의 적시
‘사실의 적시’란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적
시 유무에 따라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구분됩니다.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나쁜 놈’, ‘죽일 놈’ 이라고 하는 경우처럼 사람의 인격을 경멸
하는 표현을 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민사상의 명예훼손책임은 고의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것일 때도 성립되
지만, 형사상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있을 때에만 성립됩니다.

(3) 위법성조각(소멸)
형법 제310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
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실한 사실이 아니더라
도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 일반 명예훼손의
요건과 함께 ‘비방의 목적’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합니다(형법 제3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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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욕죄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입니다(형법 제311조).
사례

한 교수가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언론인에 대해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놈의 줄임말)’, ‘함량미달’, ‘창피한 줄 모르고 멍청
하게 충성하는 사람’ 등으로 표현하는 글을 올려 모욕죄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
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39

라. 신용훼손죄
신용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13조).

마. 기타 취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 또는 퇴거불응죄,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4조 제1항, 제3조의 도청죄 혹은 공
개, 누설죄, 형법 제118조의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이 취재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사례

군부대 내의 유흥업소 운영 실태를 보도하기 위해 기자가 허위 출입증으로 군부대 초소를 침입한 행위에 대해, “비록 피고
인이 군부대 내의 유흥업소 운영 실태를 취재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허위의 출입증으로 초병
을 기망하여 군부대의 초소를 침범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의 성립요건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정당성, 긴급성과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며 초소침입죄를 인정했다. 40

39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0130 판결

40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10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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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상권 보호
4 사생활 보호
5 음성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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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법성 조각(면책)사유
1. 개념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알린 경우까지 명예훼손 책임을 지게 되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
유와 알 권리가 부당하게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해당 기사가 진실한
사실을 보도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며, 진실하지 않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위법성 조각사유는 그것을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언론보
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경우에는 언론사가 위법성 조각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공익성
•공공의 이익 또는 공공의 이해에

진실성
•실제 사실과 부합할 것

관한 사항일 것

상당성
•진실이 아니더라도 진실이라고 믿
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공익성
언론의 보도가 공공성을 갖기 위해서는 첫째,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일 것,
둘째,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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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을 인정한 사례

• 범죄사건 보도 (단, 공인이 아닌 한 범인 또는 범죄혐의자는 익명 처리해야 함)
• 유명 연예인이 대마초를 흡연하고 있다는 보도
•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관한 보도, 국가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관한 보도
• 대기업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에 관한 보도
•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원고의 배우자가 세금을 체납하였다는 보도

공익성을 부정한 사례

• 범죄 보도와 관련하여, 일반 국민들이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의 신원까지 알아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지닌다고 볼 수 없음
• 박사학위 논문조작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모 대학 교수가, 정·관계 고위층에게 성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하면서 알
몸 사진을 게재한 행위
• 오로지 시청률을 제고하기 위해 결론을 정해놓고 그에 부합하는 것만 편집하여 보도한 행위
•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상처부위 및 상해정도를 공개한 행위
• 자사 간부의 비판에 대한 방어로써 언론기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왜곡 편집한 내용을 방송한 행위

3. 진실성 또는 상당성
(가) 진실성
진실성이란, 보도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말합니다. 공익성을 갖춘 보도라 할지라도 진실
하지 못한 오보라면 명예훼손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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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당성
보도 내용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즉 진실을 알아내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의무와 확인 절차를 모두 거친 때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상당성이 인정되려면 진실
임을 뒷받침할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상당성 판단기준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법원에서는
• 기자가 보도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 보도내용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로 뒷받침되고 있는가
• 해당 기사가 신속성을 필요로 하는 보도인가
• 취재원이 믿을만한가
• 진실 확인이 쉬운 사안인가
• 피해자에게 확인은 하였는가
• 피해의 정도는 얼마인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당성을 인정한 사례

언론사가 수사기관이 배부한 보도자료를 신뢰하여 보도자료 내용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한 것은
상당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반면, 경찰의 공식 보도자료가 아닌 수사과정에서의 내부문서를 기초로 작성된 기
사에 대해서는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41

상당성을 부정한 사례

이 사건 각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제공한 위 보도자료를 참고하는 이외에 철도통계연감 등 통계자료를 확인
하거나 보도 대상자인 철도공사나 원고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하는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
추어 볼 때, 피고들이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2

※ 범죄보도 시 주의할 점
1. 익명보도 원칙 준수
2. 단정적 문구 사용 자제

범죄사건 보도의 경우 범죄혐의만 받고 있는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확정판결이 난 것처럼 단정적인 보
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 “포르말린 섞어”, “또 대마초”, “쓰레기 단무지로 만두소 만들어”). 이런 보도
는 당연히 명예훼손이 되고, 후에 무혐의로 드러났을 경우 언론사측에서 보도의 공공성과 진실(상당)성을
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3. 선고 2006가합88420 판결

4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0. 31. 선고 2014가합328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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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해야 면책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OO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라고 객관적 사실을 중립적으
로 기사화하면 명예훼손이 안된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경우, 본문에는 단순히 OO혐
의로 체포되었다고 사실에 부합되게 적시했으나, 제목에는 단정적인 범행문구를 사용하여 독자나 시청자
들에게 범행을 단정하는 인상을 주었다면 역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3.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필요한 조사와 확인절차를 다하여야 합니다.

- 위법성조각사유 중 진실성과 상당성 문제와 관련
4. 당사자 또는 가족에게 최대한 반론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범죄보도 시 실명공개에 관련된 판결
1. 범죄보도는 공공성 인정 - 범죄혐의자에 대한 보도는 신중해야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지만,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
드시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에 관한 보도
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43
2. 공적 인물인 경우 예외적으로 실명보도 허용

“다만, 보도 대상자가 공직자이거나 공직자는 아니지만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광범위한 영향력을 보유
하거나 어떤 공적인 논쟁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그 논쟁의 전면에 자발적으로 나선 자를 포괄하
는 의미에서의 공적 인물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명보도가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4
3. 고도의 해악성을 지닌 중대범죄 등의 경우

“①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 ② 사회적 측면에서의 비범성이 있어 공공에 중요성을
가지거나 공익과 연관성을 갖는 경우 ③ 공적 인물로서 업무/ 활동과의 연관성 때문에 공공에 중요성을 갖
43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44

서울고등법원 2009. 1. 14. 선고 2008나140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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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 등 시사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개별 법률에 정함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의 정
보에 관한 이익이 더 우월하다고 보아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보도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4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
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① 공개정보는 아동·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②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2. 공개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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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 관련 보도
1. 공인이란
공인(public person)이란 그 개념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직자(public officer)와 공
적 인물(public figure), 즉 공직자는 아니지만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광범위한 영향력을 보유하거나 어
떤 공적인 논쟁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그 논쟁의 전면에 자발적으로 나선 자를 포괄하는 의미
로 사용됩니다.

2.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책임의 완화
대법원은 “공공적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하여는 국민의 감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
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하여서
는 안 된다”고 판시 46 하여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에서 면책되는 범위를 넓게 인정하려는 태도를 보
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원고의 사회
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포함
되어 있으나, 공직자에 대한 풍자와 독설은 모멸적
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정도가 아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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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널리 허용된다” 47 고 하여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도가 정
당한 언론활동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 공직자 등의
수인의 범위를 넘어 명예훼손이 된다” 48 고 하여 공인에 대한 보도라 하더라도 그 내용에 악의적인 요소가
있을 경우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판례에서의 공인 인정 여부
가. 판례에서 공인으로 인정된 경우

• 정치인(국회의원이자 ○○○의 대변인)
• 강원도의회 의원
• 지방자치단체장(군수)
• 대기업 회장
• 유명 언론인
• 영화배우 등으로 활동하는 연예인
• 야구선수(미국 메이저리그 프로야구팀 소속의 한국인 야구선수)
• 공영방송 PD
• 여대생시절 전대협 대표로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석하기 위해 밀입북하여 세간에 상당히 널리 알
려져 있는 인물
• 다수의 교인이 속한 교회의 대표자
• 자동차를 제조하는 대기업의 노동조합
• 정치·이념적 의견표명으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언론기관을 포함하여 사회 전체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온 사람

나. 판례에서 공인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 미스코리아 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는 사람으로, 연예인의 여자친구
• 일반인이 범죄혐의의 피의자가 된 경우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장교살해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부사관
• 집단소송 사건과 관련하여 언론매체에 몇 차례 인터뷰하고 기사화된 적이 있는 변호사
• 유명 기업인과 결혼할 예정인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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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상권 보호
1. 초상 사용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언론중재법 제5조 제2항은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묵시적 동의를 받아도 가능하지만, 묵시적 동의 여부
는 주장하는 쪽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
사례

언론사 PD와 인터뷰를 할 때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고, PD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촬영에 응한 사실 등은 인정되
지만, 그 촬영이 어느 방송에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는 알지 못했으므로 초상의 사용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에 부
족하다. 49

2. 초상 본인의 동의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초상 본인은 단순히 공표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이용에 대한 권리도 행사할 수 있습니
다. 그러므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초상이 공표되었지만 그 이용이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뿐 아니라, 설
사 본인이 공표한 초상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공표의도와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
해가 성립합니다.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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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방송 프로그램의 이름과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벽화를 소개하고 작업장면을 촬영하겠다’고 해 보도에 동의했으
나 실제 방송은 “벽화의 무분별한 시공, 저품질의 벽화를 양산하고 있어 문제”라는 부정적인 내용이었다. 이에 동의 범위를
벗어난 해당 방송의 초상권 침해가 인정됐다. 50

3.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도 초상의 촬영·사용이 가능한 경우
가. 공인의 초상
이른바 공적 인물 또는 시사적 인물은 그가 갖는 시사적인 의미와 연관되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유명인의 경우에는 그들에 대한 일반 공중의 관심을 고려할 때 그들의 초상권은 일반인에 비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례

일정한 공적 논쟁에 스스로 참여하거나 개입하여 공적 인물로 인정되는 경우는 논쟁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비판적인
보도와 논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원고는 그 활동과 정치·이념적 의견표명 등
으로 인하여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장기간 지속적으로 각종 언론기관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 전체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온 사람으로서, 일반인과 비교하여 초상권과 개인생활 등 원고 개인의 사적 영역이 공개되는 것에 대하여 수인하여야 할 범
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공적 인물임이 분명하다 51

그러나 공적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하여, 더욱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초상이 공표되는 것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공인이라 하더라
도 초상영리권(publicity권)이 있어서 광고나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초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고 경제적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나. 기타
현재 동의 없이도 초상사용이 가능하다고 논의되는 예로는, 한 인물이 단지 한 장면 또는 장소에서 부수
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풍경사진이나 건물사진에 누구인지 잘 모를 정도로 부수적으로 나온 경우), 집
회·행렬 또는 유사한 사건의 참가자로서 나타나는 경우(촛불시위, 야구관중석 등), 사법 및 공공질서 목적
등 공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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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 참가자의 초상권
가. 집회·시위 장면 촬영은 원칙적으로 초상권 침해 안돼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는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사
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행위이고 보도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헌법에 의해 보
장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 집회·
시위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보도하는 것은 원칙적
으로 초상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52

나. 집회·시위 장면 촬영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는 경우
다만 ① 사진에 나타난 영상이나 사진과 결부된 기사 내용이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는 결과를 가져왔거나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면서 그 기사내용과 무관한 사람의 사진을 사용하거나, 피촬영자가 집회·
시위의 주도자가 아님에도 독자나 시청자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인상을 주도록 의도적으로 편집되거나 사
용되는 경우 등) ② 순간적으로 촬영된 지극히 부자연스러운 표정이나 동작의 일부를 전후 설명 없이 보여
줌으로써 당사자가 의도하지 아니한 의사표현이나 동작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하여 당사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갖도록 하거나 모욕을 느끼게 하는 경우는 초상권 침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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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생활 보호
1. 사생활 공표 시 본인의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사인의 경우에는 개인의 혈통, 가계, 전력, 성격, 습관, 인간관계 등은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당사자
의 승낙을 얻어 취재 및 보도를 해야 합니다. 공인의 경우에 있어서 그의 사회적 영역에 관한 보도는 자유
로우나, 사적 영역에 대하여는 공인이라도 사생활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적 영역인 경우
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승낙의 범위
를 초과하여 혹은 승낙 당시의 예상과는 다른 목적이나 방법으로 공개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으로 볼 가
능성이 있습니다.

2. 공적 관심사의 경우에는 동의 없어도 면책
공적인 이익, 즉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의 경우에는 사적 사항을 보도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
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관한 보도라도 진실성이나 상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 침해가 됩니다.

사례

공적인 인사에게도 포기할 수 없는 사생활 영역이 존재하는 것인 바, 가족관계와 같은 영역에 있어서는 공인의 경우 일정
한 경우에 공개가 가능하나 남녀 간의 성적 교섭과 같은 인간 자유의 최종적이고 불가침한 영역은 절대적으로 보호된다. 53

53

서울고등법원 2013. 1. 25. 선고 2012나532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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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음성권 보호
1. 음성 공표 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의 음성을 비밀 녹음하거나, 타인의 음성을 동의 없이 매스미디어를 통해 내보내면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언론보도에 음성을 내보낼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법적으
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이외에도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2.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문제 (형사처벌의 문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
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면 처벌받게 되어 있습
니다.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대화 당사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때 그 중 한 당사자의 동
의를 얻은 경우, 예컨대 기자가 대화 당사자 일방
만의 동의를 얻어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위법하게 녹음·작성된 자료의 경우 언
론사가 해당 자료의 생산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공개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 3장 언론분쟁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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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Arbitration Academy Education Program Guide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ADR ! 효율적인 언론홍보 및 위기관리 노하우 ! 언론중재아카데미가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언론중재아카데미가 시작합니다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다양한 노하우를 제공하며,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의 참모습을 이루기 위한 각종 교육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분쟁 및 갈등 해결 분야 전문가와 언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이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교육을 제공합니다.
• 각 교육대상 별로 특화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 일반인들도 누구나 쉽게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물론 부산, 광주 등 지역에서도 교육을 진행하며 모든 교육은 무료입니다.

언론중재아카데미 교육과정
• 분쟁해결 전문연수
•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
• 청소년 언론중재스쿨

주요성과
• 2013-2014년 분쟁해결 전문연수 교육생 총 2,063명 배출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교육연수원 특수분야연수기관 지정
• 2010-2014년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총 2,572명 이수
• 갈등해결 역량강화와 언론대응 위기관리를 위한 공개강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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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 전문연수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갈등해결 역량강화 과정> 및 효율적인 언론 홍보
와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하는 <언론대응 및 홍보과정> 전문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갈등해결 역량강화 과정
일상의 사소한 갈등에서 지역 갈등, 정책 갈등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
안을 *ADR 전문강사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합니다.
교육대상 ADR 기구 및 관련 시민단체 종사자, 법조인, 공무원, 교사, 학생, 일반인 등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법원 소송이 아닌 간편한 절차를 이용하여 해결하는 제도로서, 당사자 간 협상이나
조정 · 중재 등의 방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언론대응 및 홍보과정
급변하는 언론환경에 맞춰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홍보 역량을 갖추는 것은 물론, 대 언론 관계 관리 및 오보 대응 등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종합적인 연수를 실시 합니다.
교육대상 기업 및 기관 홍보 담당자, 공무원, 언론인, 학생, 일반인 등

분야별 연수
공무원연수, 교원 연수, 법조인 연수, 언론인 연수, 대학생 연수, 기관위탁연수 등을 진행합니다.

언론중재 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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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 사례와 해결방안, 위원회 조정·중재절차를 쉽게 알려드립니다.
교육대상 언론인, 대학생, 공무원, 기업, 교육연수기관, 일반 단체 등
교육시간 1~3시간
교육장소 해당 기관의 강의실, 회의실 또는 위원회 강의실
교육내용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사례, 언론분쟁 해결방안, 언론조정·중재 절차 소개 등

청소년 언론중재스쿨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에 대한 법적 소양을 쌓고 진로탐색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초·중·고생 대상 청소년 언론중
재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표준 프로그램
초등학생(4~6학년),

교육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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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고등학생

종일 프로그램
중학생, 고등학생

운영시기

연중 실시

월 1회

실시지역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청주, 전주, 창원

서울, 부산, 광주 등 일부 지역

교육시간

3시간 (14:00~17:00)

6시간 (10:00~16:00)

프로그램

강의, 모의조정, 견학 등

모집형태

개별 또는 단체신청(개별 신청은 방학중에만 접수)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 어떻게 해결할까요?

강의, 모의조정, 기사심의
체험, 도전골든벨, 견학 등
개별 또는 단체신청(20명 이내)

언론중재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 신청방법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http://www.pac.or.kr)

교육장소
언론중재위원회 서울사무처 강의실 (프레스센터 6층, 11층), 부산사무소 강의실, 광주사무소 강의실

교육비용
무료

교육수료
과정별 수료 기준시간 이수 시 수료증 발부

교육문의
교육본부 교육운영팀 Tel. 02)397-3092~5 / Fax. 02-397-3069 / E-mail. edu01@pac.or.kr

언론중재 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 안내

61

언론중재위원회
소개

찾아오시는 길

정릉
덕수궁
영국대사관

남대
문

서울특별시의회
북창동

조선일보사

세종문화회관

태평로

서울프라자호텔

1호선 시청역

5호선 광화문역

동아일보사
언론중재위원회

교보문고

프레스센터 15층

서울시청

을지로

무교동

청계로

2호선 을지로입구역

롯데백화점(본점)

주소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대표전화 02) 397-3114
상담전화 02) 397-3000, 3010, 3100
팩스 02) 397-3089
교통편 지하철 1·2호선 시청역 4번출구, 프레스센터 방면 20m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5번출구, 프레스센터 방면 300m

언론중재위원회 지역중재부 안내

부산 중재부

대구 중재부

광주 중재부

대전 중재부

경기 중재부

강원 중재부

충북 중재부

전북 중재부

경남 중재부

제주 중재부

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739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빌딩 6층 (우) 48223

전화

051) 759-7083~4

FAX

051) 759-7093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26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빌딩 5층 (우) 42110

전화

053) 763-0020~1

FAX

053) 763-0242

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185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빌딩 B동 5층 (우) 61687

전화

062) 676-0360~1

FAX

062) 676-0362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450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빌딩 5층 (우) 35309

전화

042) 525-0778~9

FAX

042) 525-0768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경기문화재단 8층 (우) 16488

전화

031) 211-9027, 9022

FAX

031) 212-0223

주소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 무림빌딩 8층 (우) 24270

전화

033)255-2878~9

FAX

033) 255-2872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4 엔젤변호사빌딩 404호 (우) 28625

전화

043) 286-8083, 8081

FAX

043) 286-8084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2 전주상공회의소빌딩 303호 (우) 55043

전화

063) 288-0010, 0981

FAX

063) 288-0980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95번길 5 보고빌딩 601호 (우) 51457

전화

055) 263-1787, 1780

FAX

055) 263-1769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6 현곡빌딩 4층 (우) 63223

전화

064) 722-3328, 3352

FAX

064) 726-3201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
발행일 1쇄 2015. 4. 30.
2쇄 2015. 10. 30.
편집·디자인 희망공작소

언론중재아카데미 안내
언론중재아카데미에서는 언론피해 구제 및 예방교육과 분쟁해결 전문연수,
청소년 언론중재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
•교육대상: 언론사, 대학, 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일반 단체 등
•교육내용: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사례, 언론분쟁 해결방안, 언론조정·중재 절차 소개 등
•교육시간: 2시간(1~3시간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교육장소: 해당 기관의 강의실, 회의실 또는 위원회 강의실
•문의 및 신청: 교육운영팀 02)397-3092~5

분쟁해결 전문연수
•교육대상: 공무원, 교원, 기업 임직원, 언론인, ADR기구 임직원, 예비 법조인, 일반인 등
•교육내용: 갈등해결 및 역량강화 과정, 언론대응 및 홍보 과정 등
•교육시간: 1~10일(과정별로 상이)
•교육장소: 위원회 강의실(서울, 부산, 광주)
•문의 및 신청: 교육운영팀 02)397-3092~5

청소년 언론중재스쿨
•교육대상: 초·중·고생
•교육내용: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에 대한 이해 및 진로 탐색
•교육시간: 3시간, 6시간
•교육장소: 위원회 강의실(서울, 부산, 광주 등)
•문의 및 신청: 교육운영팀 02)397-3092~5

* 언론중재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무료로 진행되며,
자세한 프로그램 및 교육 내용, 신청방법 등은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pac.or.kr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0452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상담대표전화 02) 397-3000 홈페이지 www.pac.or.kr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 입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에 수록된 글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