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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1년 전 세계경제의 위기와 촛불집회 등을 경험하면서 미네르

바사건과 촛불집회에서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건에 대해서 전기통신사업법 47

조 1항의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에 의해 기소

되었다. 이러한 중대한 국가상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헌법학자로서 우리의 민주주의의 현주소와 중요한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호

할지에 대해서 지지한 고민을 하기 위해서 이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다.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정당한 알 권리를 위하여 올바

른 정보제공에 기초한 사상의 자유시장이론이 활성화되어야 하나 국가는 기본권

보호의무의 주체로서 정보복지국가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고 제한적으로 규제되어

야 한다. 따라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기에 동조항의 적용은 제한적

으로 되어야 하고 만약 이로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즉 국가위기시에 폭력적 선

동을 유발하는 정치적 표현이나 국민경제상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등

에 다른 수단으로서 허위사실에 대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백하고 구체적 위험

이 발생 우려시에만 제한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이 타당하기에

이러한 제한적 관점에서는 합헌이라고 보인다. 하지만 이를 벗어난 경우에도 적

용하는 한 위헌이기에 공권력의 담당자들은 신중히 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정치적 성숙성과 이러한 국가위기에 대응할 대안이 마련된

다면 그에 의하고 본 조는 역사속으로 사라져야 한다. 하지만 사이버상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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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유가 더 신장되어야 하지만 자유에는 그에 상응하는 자율적인 고려에 근

거한 자제와 공익에 해가 될 경우에는 엄중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인식

하고면서 전자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하여야 할 것이다.

▶ 주 제 어 ◀

사이버상 표현의 자유, 알 권리, 전자민주주의, 불명확하기에 무효원칙,

표현의 보호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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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소재

우리나라에서는 1년 전 세계경제의 위기와 촛불집회 등을 경험하면서 미네르

바사건과 촛불집회에서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건에 대해서 전기통신사업법 47

조 1항의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에 의해 기소

되었다. 이러한 중대한 국가상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헌법학자로서 우리의 민주주의의 현주소와 중요한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호

할지에 대해서 지지한 고민을 하기 위해서 이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다.

Herring은 인터넷 중심의 CMC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네트워크에 접근

할 수 있고(접근성), 이용자들의 개방적 성격, 열린 특성의 이용행태, 명시적 검

열 장치의 부재, 사회적 탈맥락성(social decontextualization)등의 이유로 전자민

주주의의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1). 사이버공간은 지금까지의 인간간의 교

류방식과는 달리, 탈공간성과 탈시간성에 더하여 탈인격성과 탈형식성의 속성을

겸비함으로써 기존의 사회구조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사회적 행위양상들올 창

출해 내는 현실세계의 구속으로부터의 해방을 구가하는 공간이기도 하다2).

이러한 공간의 특성으로 기존의 권위적인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

라보다 더 권위적인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서 어쩌면 정당한 의견을 제대로 표현

할 수 없는 민주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또한 억압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기에

다른 나라보다 더 가상의 공간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우리 국민들이 전자혁명이

1) Susan Herring, Gender and Democracy in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Electronic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3, 1993.

2) 한상희, “사이버민주주의-그 의미와 헌법적 전망”, 誠信法學 창간호 1998, 18면.



世界憲法硏究(第15卷 3號)370

일어나고 있다고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이외에 무책임성과 전파의

파급효과가 기존의 표현보다는 너무나 크다는 측면과 전파의 파급효과가 기존의

표현보다는 너무나 크기에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해의 사후구제만으로는 공익에

미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기에 기존의 표현의 자유의 이론적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전기통신사업법 47조 1항의 위헌성을 논의함에 있어서

는 구성요건의 문제에 있어서는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의 통신의 불명확성의 원

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이 구성요건에 해당시 이에 대한 처벌이 과잉금지원칙위배

인지에 대한 것이 주요쟁점이라고 보인다. 또한 이 규정은 당해 규정의 추상성으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어느 정도 적용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 즉

표현의 자유의 허용범위를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이

사건들은 법률자체의 문제에서 오는 문제인지 아니면 정권의 공권력남용 즉 법률의

적용이 문제인지를 가려서 전자인 경우 헌법재판을 통해서 당해 법률의 위헌성을

가려야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정치적 비판과 선거나 기타 공권력남용에 대한 법적

인 수단 등을 통하여 위헌적인 상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Ⅱ. 본조의 의미와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1. 본조의 입법목적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서 국민전체적 관점에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의 불특정다수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고 이러한 주목적에 부수하여 인터

넷상의 자신의 의견이나 글을 올리는 자에 대하여 그에 대하여 책임을 물음으로서 사

이버상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려는 자는 자신의 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진실여

부를 검토하고 자신의 양심과 사상에 기초하여 공익에 도움이 되는 글을 올리게 함으

로서 민주시민의 책임성을 부과하려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2. 사상의 자유시장이론과 국가개입의 정당성

① 의의

본조는 단순한 기존의 표현의 자유가 아닌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의 문제이

기에 기존의 표현의 자유의 이론의 보호이외에 쌍방향성과 전파가능성이 훨씬

용이하고 거대해진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지만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라고 하여도 오프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근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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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르지 않다는 것은 국내외의 검증된 사실에 기초한다는 점을 밝혀 둔다. 다

만 실제로 중국에서는 시민들의 인터넷상에서의 정치적 토론을 제한하고 있으며,

국내 인터넷 이외에 해외인터넷에 접속하는 것 자체도 강력하게 막고 있다.3) 이

러하듯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는 한 나라의 정권의 존립자체를 흔들 수 있는

정도의 파괴력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기존의 표현의 자유와는 다른 것을 인정

하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보인다.

단순한 미국의 이론의 적용보다는 우리의 현실에 기초하여 세계에서 가장 전자민주주

의가 활발한 우리나라가 그 모본을 보여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고찰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지금의 규제인 처벌은 국민들의 자율적인 통제와 시민의식이 성숙되는 경우에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이고 다만 단기적으로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4)를 진정으로 성숙된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제로서 현재의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는 대화와 토론을 전제로 한 다수결을 통해서 공공선을 추구하는 과

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기본권으로는 의견과 표

현과 집회의 자유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5). 이는 다양성을 전제로 한 민주주

의의 발전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고 보인다.

여기서 사상의 자유시장이론6)은 선험적인 판단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과 검증

이라는 단계를 거쳐 진리를 추구한다는 전제하에서 주장된다. 여러 주체가 서로 경쟁

하며 수준 높은 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장의 경쟁성을 통해 사상의

자유시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대안이 되리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사상의

자유시장은 국가의 자유방임을 의미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자유에는 이에 걸맞는 책

임이 따라야만 진정한 의미의 자유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국가가 도래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② 정보격차의 해소의 문제

ⅰ) 의의

오늘날 이러한 미네르바사건 등이 발생한 데는 중요한 정보가 정부가 독점되

3) 정영화,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의 규제”, 『세계헌법연구』 6호, 452면.

4) 한상희, “전자민주주의의 헌법적 수용과 과제-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헌법 50년의 평가와

정보화시대의 헌법적 과제",「민주헌정과 국가정보화- 전자정부와 전자민주주의의 실천을 위한 공

법적 과제」, 한국공법학회, 1998.6 60면.

5) NORBERTO BOBBIO, NORBERTO BOBBIO, The Future of Democracy -A Defence of the

rules of the Game, 1987, p.25.

6) 이는 미국의 홈즈대법관에 의하여 주장된 것으로서 존슈어트 밀의 사상이 그 기반이 된 이론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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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고 그에 대한 접근은 소수에게만 있다는 정보격차의 문제가 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이러한 정보격차로 인해서 실제로 인터넷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

에게 공민권을 박탈하게 하며 경제적 원인으로 인해 사회적 계층을 형성시켜 이

러한 차이로 인해 정치적 차별까지 확대하게 한다는 비판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검토도 어는 정도 정보화가 진행된 서구와 아시아의 선진국들의 문제이지 전세

계적으로 본다면 인구의 70%가 컴퓨터사용은 별개로 하더라도 문맹이고, 심지어

상당수의 사람들은 전혀 전화를 걸러 본 적도 없다고 한다.7)

정보 격차에 대한 연구는 과거에도 신문이나 인쇄 매체가 지식의 전달 수단인

시대에서도 존재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심각히 검토하지 않은 채, 간과되었는데

그 이유는 인쇄 매체에 대한 대안 미디어로서의 라디오와 TV가 급속도로 확산

됨으로써 그 대 중적 설득력이 획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8).

그런데 정보 격차라는 연구가 활성화 된 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컴퓨터와

네트워크 기술이 결합된 인터넷이 확산되면서부터였다. 이는 기존의 라디오와

TV가 가지는 오락성 성격 이외에 학습적 성격을 지니게 됨으로써 성별, 계층 지

역적 격차를 크게 하였기 때문이다9).

ⅱ)사상의 자유시장(민간의 역할)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 사상의 자유시장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데에는

정보격차의 해소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즉 표현의 자유의 신장을 통해서 국민

들에게 더 풍부하고 우수한 정보를 국가이외에도 민간에서 자유롭게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사상의 자유시장이론은 오늘날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미네르바사

건 등이 발생한 데는 중요한 정보가 정부가 독점되어 있고 그에 대한 접근은 소

수에게만 있다는 정보격차의 문제를 민간인이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하였다

는 점을 보면 앞으로도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시장은 더 확대되고 공익에 해가

되지 아니하는 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ⅲ) 국가의 역할(국가개입의 정당성)

헌법적 측면에서는 알권리 차원의 문제이자 정보복지권10)에서의 문제라고 할 것이

7) Barry N. Hague and Brian D Loader (eds), igital Democracy :Discourse and

Decision Making in the Information Age, Routledge,1999, p.140.

8) 전석호, 정보사회론: 커뮤니케이션 혁명과 뉴미디어, 나남.1993, 32면.

9) 김문조・김종길, “정보 격차의 이론적・정책적 제고”, 한국사회학 제 36집 4호, 2002년, 127면.

10) 김문조・김종길, 전게논문, 1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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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러한 정보의 차이는 단지 직업이나 재산이나 기회의 차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민주권의 실질화에 역행한다고 할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보 격차의

해소는 국민주권의 실질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된다. 오

늘날 국민들의 진정한 자유를 위해 복지국가가 도래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보에 있어

서도 통제가 아닌 정보의 복지국가적 관점에서의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기반시설의

마련이라는 의미에서의 정보국가는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여기서 이런 미네르

바 사건이 벌어진데는 국가의 정보제공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국가에서 정확한 정보와 그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지 않은 점과 과거 IMF사태에서

배운 국민들의 경험 등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는 당해 규정이

아닌 국가의 신뢰의 문제인 점은 인정하기에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정확한 정보제공

즉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다만 현재의

상황에서 본 규정의 제한적인 관점에서의 존치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국가는 자유시장의 실패의 중요한 원인인 정보의 비대칭성과 허위정보에 기초한 국

민들의 판단의 오류와 그에 기초한 정치, 경제, 사회문화에서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

한 제한적인 개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인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정보제공의 역할을 하는 국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

라고 보이고 이러한 점에서 국가의 개입의 정당성의 원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국가의 개입의 정당성의 원리는 현행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정 여부 및 근거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더구나 정보국가원

리가 다른 헌법상의 기본원리, 예를 들면 민주주의나 법치국가, 사회국가원리 등

과 더불어 헌법상 기본원리로 인정되고 있다는 주장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우리 헌법상으로는 완전한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헌법의 “국가는 과학기술

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제127조 1항)는 조항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헌법 제10조와 함께

상승적으로 작용하여 특히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국가의 정보화기술개발을 통한

경제발전과 아울러 정보불평등 문제의 해결과 같은 기본권적 자유의 보장에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무 지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

국가원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수단으로서의 국가목표규정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

다. 또한 헌법 37조 2항은 기본권의 제한의 근거로서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기에 표현의 자유의 제한의 근거규정

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하지만 후자보다는 전자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정보국가의 원칙적인 모습이다.

이로서 국가에게 국민의 정보와 관련된 생활의 보호와 육성에 관한 과제 또는 책

임이 부여된다. 정보국가원리는 국가의 정보과제 또는 책임을 통하여 실현된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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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면 정보국가원리는 국가의 정보정책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11)

구체적으로 선거에서의 공정성,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부당광고나 기타 규제 등

모두 표현의 자유의 목적인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국가의개입이 허용되고 있

다. 이에 대하여 정보국가원리의 개입수단에 대하여 검토의 필요성이 있는데 정

보국가원리에는 처벌위주보다는 주로 정보제공과 정보기반시설의 정비 등에 주

안점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는 구체적 상

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자제되는 것이 민주주의발전을 위

해서 필요하다고 보인다.

3.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① 보호영역의 의의

다음으로 보호영역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확립된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아동외설은 확립되게 배제)에 해당시에는 당해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기에

처벌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물론 경계선상에 있는 표현의 자유의 경우(상대적

보호영역-성인음란물)에는 헌법 37조 2항상 처벌의 대상이 될 여지도 있다. 하지

만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연히 처벌대상인 것은 아니다. 이는

무시내지는 관용, 민사상손해배상, 행정적 제재 등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의 헌법적 보호영역은 정신적, 이성적 방법에 의한 언어나 행동의

표출을 의미하기에 이성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는 표현은 헌법상 보호되지 않는

다. 또한 여기서의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전달적인 목적으로

행해져야 한다12). 표현행위는 사실주장과 의견표현행위로 분류될 수 있다. 의견

표현은 그것이 공적인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추정을 받지만 사실주

장은 허위의 경우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진실한 사실일지라도 그것이 명예훼손

적 발언인 경우 공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면책이 되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의 천국인 미국에서도 화자가 조기폭력단에게 린치를 가하도록 선동하

는 표현, 폭력적 반응을 유발시키는 이른바 투쟁적 언사나 진정한 협박, 아동외설, 명

11) Steiner은 문화에 관련된 국가의 책임에 있어서도 위임을 자각하는 권한은 그 위 임과 관련된

것의 정책적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Steiner, K ulturauftrag im
staatlichen Gemeinwesen, in: VVDStRL 42 1984.) 이러한 관점 에서 볼 때 정보국가원리와 국가

의 정보정책의 관계를 추론할수 있다.

12) Rodney A. Smolla, Smolla and Nimmer, On Freedom of speech ; A Treatise on The

Amendment, Student Edition, Mattthew Bender, 1994,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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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훼손, 서비스나 상품과 관련된 허위의 표현, 성차별을 조장하는 불법적 표현 등은

금지되고 처벌되는 것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미국의 수정헌법 제 1조는 결코 규제되

지 아니하는 수다(talkatives)를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13). 하지만 미국의 수정헌법

제 1조는 정부에 대한 반대의견의 억압이나 대중적이지 아니한 견해 표명의 억제에

대해서는 금지하면서 오히려 이러한 견해들은 보호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사

회의 장점인 다양성을 보호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근거하고 있다.

② 본 조의 보호영역

과거 영국에서는 국가나 공무원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이 문서선동

죄로 간주되어서 처벌된 경우가 있었으나 후에 관행적으로 그리고 입법에 의하

여 제한이 가해지게 되었다14). 하지만 오늘날 이에 대한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허용되어서 공익에 도움이 되고 진실한 사실이라면 허용

되기에 해결되게 되었다. 사실적 주장의 경우에는 진실하고 공익에 적어도 해

가 되지 아니할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본 조항은 이를 확인하는 조항이자 상식

적 정의규정이다. 다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처벌까지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음란한 표현 등은 공익에 해하는

표현의 구체적 예시이자 표현의 자유의 한계이자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물

론 공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공연히 표현하는 경우는 현행형법 310조상 위

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당연한 규정이다. 음란한 표현도 국가에 따라서는 표현의

범위에 속할 수 있다. 따라서 본조의 공익을 해하는 허위의 사실은 외국이나 우

리나라에서도 금지되어야 하는 표현을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규정이라고 보여진

다15). 당연한 규정이자 일반적 규정으로서 공익을 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진실

한 사실로서 국민의 정당한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범위내에서만 인정가능

하다는 표현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를 규정한다고 보인다. 다만 처벌의 과잉금지

의 문제는 별개라고 보인다.

13) Ronald D. Rotunda, The Warren Court and Freedom of the Press, in the Warren Court

(Bernard schwarts, e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이부하, 표현의 자유와 미국헌법, 한국학

술진흥정보,2007, 12-13면에서 재인용 참조.

14) 이부하, 표현의 자유와 미국헌법, 한국학술진흥정보,2007, 36-37면 참조.

15) 국제인권규약19조는 1,2호에서는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3호에서는 이러한 자유에

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면서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보호(사익보호)나 국가

안보나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공익상 요청)를 위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음

을 규정화고 있다는 점을 보면 표현의 자유로 우리 헌법 37조상의 취지와도 동일한 규정이라고

보이고 동조의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유포시에는 표현의 자유영역에는 포함되지 아니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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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허위사실에 기초한 폭력적 선동은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않으나 특

히 미발표 내지는 미확정의 사실의 경우 어느 정도의 추측성이나 예측성표현은

공익을 위하여 표출하는 경우, 후에 이것이 허위라고 증명되더라도 이는 표현행

위 당시에 미리 대비함으로써 공익에 해가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해당되기에 본조의 적용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인다16). 허

위사실에 기초한 폭력적 선동의 경우도 무조건 처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무

시내지는 관용으로 해결할 것도 존재한다17). 이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

당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37조 2항의 대상이 되어서 당연히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공익에 해가 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해가되지 아니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알 권리를 전제로 하는 표현의 자유

를 동일시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 보호의 정도도 다르다고 할 것이다. 즉 당해

조항의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의 사실을 전기통신망을 통해서 유포하는 행우

는 표현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는 아니하나 이를 처벌하는 것이 과잉금지인지

여부는 신체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영역에 해당할 수 는 있다고 할 것이다.

③ 표현의 보호영역과 당사자적격의 완화의 구분의 필요성

또한 보호영역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당사자적격의 완화와는 구분되

어야 한다. 보호영역은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기본권의 개념적 내재적

한계인 타인의 권리, 도덕률, 헌법질서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가능한 것이

기에 명백한 허위나 폭력적 행동을 조장하는 표현 등은 보호영역안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보호영역은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기본권의 개념적 내재적 한

계인 타인의 권리, 도덕률, 헌법질서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가능한 것이기에

명백한 허위나 폭력적 행동을 조장하는 표현 등은 보호영역안에 들어가서는 아니된

다. 이러한 보호영역은 진지한 고려와 성찰 후에 합헌이라는 결론에 포함된 영역을

보호영역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사후적 개념이다. 하지만 설사 현행법상 불법적인

표현이기에 제한을 받는 것이 위헌인지를 다투기 위해서 헌법재판을 받는 것은 별

16) 이러한 점에서 포털사이트인 다음아고라에서 외환거래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미네르바

사건은 본 경우에 해당하여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공

익을 해할 목적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결정은 타당하였다고 보인다.

17) 미국산소고기촛불집회에서 시위여성이 강간당하고 시위대에게 무차별폭행한다는 허위사실을 유

포한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를 형사처벌로 하는 것은 바람직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서 관용의 정신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또한 만우절에

있어서 거짓말이나 친구사이의 거짓말이 중대한 해악을 끼치지 않는 한 단지 웃음이나 거질말쟁

이로 사회적 평가로 끝낼 사항도 존재한다. 하지만 사회적 해악이 크다면 단지 관용으로 긑낼 일

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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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문제이고 이는 당사자적격의 완화의 문제이고 이는 헌법재판의 활성화와 표현

의 자유의 신장을 위해서 넓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보호영역은 진지한 고려 후

에 결론적으로 헌법37조 2항에 비추어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보호가치 있는 영역을

의미하고 당사자적격의 완화는 헌법재판의 시작단계에서 일단 헌법재판에 들어가

기 위하여 당사자의주장이 명백히 헌법재판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일단

헌법재판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하는 개념이다.

4. 표현의 자유의 한계

①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인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

의 우월적 지위 보장을 위한 법리중 ‘사전억제금지의 이론’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사후적으로는 헌법 37조 2항에 기준에 비추어 제한될 수 있고 미국의

대부분의 판례들도 제한가능성은 인정하고 있다. 결코 절대적이지 않은 상대적으로

공익적 요청이 있다면 제한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표현의 자유의 천국인 미국에서

도 이익형량원칙에 의해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이고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건에서 일부 소수의견이 절대성을 주장하나 표현의 자유의 상대성을 인

정하고 있다18). 이는 내심적 권리가 아닌 외부적으로 표출된 권리들은 당연히 상대적

권리라는 점에서 당연히 공익적 요청이 있다면 사후적 제한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내심의 자유가 아닌 외부로 표출된 권리의 경우에는 자유못지 않게 그에 상응한 책

임이 전제되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당연한 불문률적 관점에서도 당연한 결론이다. 다

만 이와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이론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표현의 자유가

국민의 알권리에 증진하여 공익에 기여하기에 우월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과 공익이

나 사익에 해가 되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고 양 측면은 결코 모

순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② 정치적 표현과 경제적 표현의 보호정도의 동일성 여부

미국에서는 상업적 언론에 대해서 비상업적 언론과 동일하게 다루다가 1930년

대의 경제공황을 계기로 경제적 활동으로 보아 강한 규제대상으로 되기도 하였

다.19) 따라서 정부비판적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경제관련적 표현의 자유는 헌

18) Konigsberg v. STATE Bar of California 366 u.s. 36, 56, 81 S.Ct. 997, 1010, 6 L.ED.2d 106,

196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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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동등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의 필

요성이 있다. 더구나 우리 경제가 국가신인도의 실추와 그로 인한 국민들의 삶의

커다란 충격을 경험하였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표현을 정치

적 표현과 동일선상에서 검토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경제적 표현도 원칙적으로 정치적 표현 못지않게 보호되어야 하나 불특정다수인

의 매우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익에 미치는 해악이 클 수 있기에 제한

의 정도가 더 클 수 있을 것이다.

Ⅲ. 불명확하기에 무효의 원칙과 법률의 일반성과 추상성의 원

칙과의 차이

1. 의의

법률자체의 위헌성과 법의 적용의 남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구분할 필요가 있

다고 보인다. 전자의 문제는 규범통제의 문제로서 헌법재판소의 권한 내의 문제

이고 법의 적용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구체적 타당성에 기초하여 법원의 통제하

에 놓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고 다만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법원의 재판도 헌

법적 쟁점적 문제를 잘못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시에는 종국적으로 헌법

재판소의 통제하에 들어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하지만 법의 집행의 자의

성이 법률자체에서 근본적으로 기인하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통제

범위내라는 점을 기초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불명확하기에 무효라는 법률해석 및 제정의 원리와 입법기술상의 특성으로 인

한 어느 정도의 일반성과 추상성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보이는데 후자의 경우 법

률해석으로 어느 정도 명확한 적용범위가 도출될 수 있으나 전자의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법률의 명확성원칙의 의의는 미국의 경우 언론․출판을 제한하는 법률은 그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위헌이고 무효라는 것이 확립된 원칙인데, 그 근거는

①헌법상 기본권에 관한 법률로서 애매한 내용을 가진 법률은 기본권에 위협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기본권의 행사를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②법

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선택적으로 법을 집행할 재량을 가지지 못하도록 법률에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해야 기본권에 관한 법집행을 통제할 수 있고, ③기본

권이 보장되기 위해서 인용되어야 하는 정부의 규제는 좁고 명확하게 한계지워

19) Daniel E. Troy, Advertising: Not Low Value Speech, 16 Yale J.on Reg, 85,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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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야 하며, 이런 법률만이 어떤 언론이 규제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한 국회의

판단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다20).

명확성의 원칙은, 입법자의 입법의도가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일의적으

로 파악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며, 법률규정의 구성요건적 내용에 따라 국민이 자

신의 행위를 결정지을 수 있도록 명확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원칙은 우리 헌법상에도 원칙적으로 타당하며, 헌법재판소도 “법치주의에서 요구

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입법자의 입법의도가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일의적

으로 파악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며, 이로써 법률규정의 구성요건적 내용에 따라

국민이 자신의 행위를 결정지을 수 있도록 명확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시(憲裁決

1992. 1. 28, 89헌가8)해서 인정하고 있다.

나가서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등에 대한 위헌심판사건(憲裁決 1992. 2. 25, 89헌가104)

에서 헌법재판소는 “①법규의 내용이 애매하거나 그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하면, 어떠

한 경우에 법을 적용하여야 합헌적인 것이 될 수 있는지 법집행자에게도 불확실하고 애

매하게 되어 어떠한 것이 범죄인가를 법제정기관인 입법자가 법률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

라, 사실상 법운영당국이 재량으로 정하는 결과가 되어 법치주의에 위배된다. ②이러한 명

확성의 원칙은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

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각의 구성요건의 특

수성과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게 된 배경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일반론으로는 어떠한 규정이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

에 비하여 명확성의 원칙이 더운 엄격하게 요구된다(이러한 의미에서 선령한 풍속 사회질

서에 반하는 통신-위헌)고 할 것이고, 따라서 형사법이나 국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

립되는 법률에 있어서는 불명확한 내용의 법률용어가 허용될 수 없으며, 만일 불명확한

용어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용어의 개념정의․한정적 수식어의 사용․적용한계조

항의 설정 등 제반방법을 강구하여 동 법규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를 봉쇄해

야 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법치주의에서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입법자의 입

법의도가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며, 이로써 법률규정의 구성요건적 내용에 따라 국민이 자신의 행위를 결정지을 수

있도록 명확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나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 어느 정도 명확하게

법해석이 가능하다면 불명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인다. 물론 처벌규정이나 표현의 자

유의 경우 형벌이자 표현의 자유의 제한규정이기에 더욱 명확할 것이 요구되는 것은 기

존 헌법재판소의 입장으로 보아 명백하다.

20) 金文顯, “비디오물의 事前審議의 違憲性 與否”, 考試硏究, 1994년 7월, 62-6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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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익의 불명확성여부

(1) 공익의 의미

‘공익’의 의미는 “사회 공동의 이익”으로 사회전반에 걸쳐 널리 알려져 있고,

많은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다. 전기통신에 관한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통신기본법의 기본 목적이나 「사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통신」을 벌하는 같

은 조 제2항과 대비되는 규정형식 등을 종합할 때, 동법에서 ‘공익’은 개개인 또

는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에 상위하는 ‘사회공동의 이익 즉 불특정다수의 이익

’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구체적 입법의 검토

처벌이 아닌 불이익규정으로는 “민법 제38조(법인설립허가의 취소) 공익을 해

하는 행위를 한 때...”

“변호사법 제102조(업무정지명령)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

“국적법 제9조(국적회복 불허요건)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

하여” 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벌규정으로는 형법에서의 165조의 방화죄와 178조의 일수죄, 명예훼손의 위

법성조각사유인 310조의 공익이 들어가 있다. 다만 전 2자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상태이고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인 310조의 공익은 본 규정과 같은 주관적

목적 요건이나 위법성저각사유이기에 수익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나 공익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처벌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처벌요건적 기능을 하

기에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점은 공통적이기에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형법 310조의 반대해석을 해보면 “공익에 반하거나 허위사실에 어

느 하나에 해당시에도 처벌한다”는 의미가 도출되는데 본조는 “ 공익을 해할 목

적으로 그리고 허위통신을 한 경우로 오히려 적용범위가 축소된다”는 점을 비교

한다면 더 처벌의 범위도 축소되고 상대적으로 명확성도 떨어진다고 할 수는 없

다고 보입니다.

당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정치, 경제, 문화 부분에 걸쳐서 광범위하

게 허위사실이 존재하는데 이를 다 포괄하면서 국민들에게 간결하게 표현할 만

한 표현이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이를 대체할 더 명확한 규정은 있다면 개정하는

것도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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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본조가 “공익에 해가되는 행위를 처벌”한다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만 위의 형법규

정처럼 “공익이라는 단어가 다른 당해 규정의 본질적인 언어와 결합하여 제한적으로 해석

될 여지”가 있기에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조는 개인의 명예훼손을 넘어

서는 공적인 관심사에 한정하여 불특정다수에게 허위사실을 유포시에만 적용된다고 해석

이 가능하다고 보기에 전체적으로 명확하다고 보인다.

표현의 자유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경우에만 제한이 가능하다는 이론은

헌법학계와 실무계에 확립된 이론이기에 공익을 해할 목적의 해석에서도 너무

추상적인 해석보다는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경우에만

처벌한다고 해석하는 한 합헌의 여지는 있다고 보인다. 특히 본 규정과 같은 위

험범을 추상적 위험범의 형태까지 처벌한다고 보기보다는 구체적인 위험범에 한

정하여서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험의 모자이크이론은 위험

범위를 확대할 우려가 있기에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 구체적인 위험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익의 관점에서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직자들이나 여당에 대한 비판이 공익을 해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 본조가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점이다. 여기서의 공익이라

는 용어는 국민주권주의가 확립된 민주주의국가에서 국민전체에게 최대한으로

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지 과거 나치스하에서의 “나치스의 위신

을 심각하게 침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규정이고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

다. 이는 앞서 검토한 영국의 문서선동죄도 동일한 취지의 악법이었으나 지금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는 정당한 표현의 자유로서 민주주의가 확립된 나라들에서

는 국민의 알권리라는 더 큰 공익을 위해서 공직자들이나 여당에 대한 비판은

허용된다는 점은 공지의 사실이기에 이는 사법당국의 합리적 판단으로 해결되리

라고 보인다. 결국 본 조를 나치스의 위신을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나 영국의 문

서선동죄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으로서 본조의 문의적 한계

를 벗어나서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3. 허위의 통신의 불명확성

① 허위의 명의도 포함하는지 여부

해당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조항을 통한 해석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그 범위를 추론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2조 1에서는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

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世界憲法硏究(第15卷 3號)382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의 7에서는 불법정보를 내용을 중심으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허위명

의의 인터넷통신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인터넷실명제문제로 처벌이 아닌 제한적

본인확인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보면 허위명의의 통신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고 볼 수 있기에 본 조의 허위통신은 허위 내용의 통신으로 제한적으로 해

석되는 것이 관련전체법조문상의 취지에도 합치된다.

또한 동 조를 적용한 1심법원의 판결에서 동조를 허위사실 즉 허위의 내용의

통신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21) 이는 위의 법률규정과도 전체적으로 맥

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 1961년 12월에 제정된 전기통신법 제정당시를

들어 “통신명의의 허위”도 포함될 수 있기에 불명확하다고 하나 법률해석은 제정

당시의 역사적 해석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객관적 상황에 맞추어 재해석이 가능하다

면 합리적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경제학적이나 일반 법해석에 비추어도

효율적이라고 보이고 법원이 이러한 제한해석을 통해서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배제하

고 있고 위의 법규정상 허위통신의 내용으로 제한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해석에 의한다면 이 자체는 어느 정도 명확하다고 보인다.

법의 가장 기본적인 객관적 해석은 과거의 상황에 기초한 현실의 상황에 적합한

해석이 원칙이 되어야 그런 의미에서 과거 초기 입법정신에만 근거한다기 보다는 개

정된 법과의 상황변화를 전체를 고려한 해석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허위명의의 통신

은 배제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② 허위의 의미

표현의 자유라 함은 어느 정도의 이성적 방법에 의하여 진지하게 평가된 사상 등

을 외부에 표출하는 것을 보호하는 것이기에 이러한 진지한 고려가 결여된 표현을

다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사실의 허위성과 의견의 차이점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보인다. 표현행위는 사실

주장과 의견표현행위로 주장될 수 있다. 표현행위의 보호를 논하기 위해서는 사실주장인

지 의견주장인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실주장은 진실인지 허위인지를 객관적

사실로서 가려질 수 있고 의견표명은 사실주장과는 달리 과정이나 상태를 표현행위자의

입장에서 판단한 결과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가치판단이 전제되는 것이다22). 다만 현실적

으로는 이 구별은 모호한 경우가 많기도 하다. 하지만 사실주장은 그 내용이 인식과 현실

과의 일치여부의 문제로서 상당부분 입증의 문제로서 진위가 판단될 수 있다. 따라서 허

21) 서울중앙법원 2008고단3989호 등 참조.

22) 박용상, 명예훼손법, 2008, 현암사, 79면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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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실주장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신용훼손 등의 법적인 책임이 부과되는 것이 원

칙이다. 하지만 의견표현은 존재하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서 평가로서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할 것이고 이는 평가적 태도표명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의견표명은 헌법상

보호되는 것이 원칙인데 개인의 개성의 발현으로서 자기완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진리

발견과 사회발전을 위하여 자유토론을 통해 검증하는 것이 민주주의사회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는 옳고 그르다는 평가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

니한데 그 이유는 처음부터 틀린 의견이라고 간주되는 의견은 없고 어느 의견이 더 타당

한지는 대비되는 의견을 통해서 비로서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의 허위의 통신은 의견표명이 아닌 허위의 사실주장으로 제한적으로 해

석되어야 한다. 물론 사실과 의견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 어느 것이 더 본질적인지에 따

라 결론이 내려야 하고 불명확시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의견의 차이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진실한 사실이지만 정권이 허위의 사실로 몰아 처벌할 수 있는 남용과

당해 법률의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의 사실의 위헌성은 구분되어야 한다. 전자

의 경우는 상소심이나 재심제도에 의해서 구제되어야 하고 당해 법률자체가 불

명확하기에 위헌인 경우는 헌법재판에 의해서 위헌선언이 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4. 소결

공익을 해할 목적과 허위사실의 경우는 둘 중 하나라도 요건 충족시 표현의

자유의 제한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본 규정은 좀 더 제한적으로 규

정하였기에 자체적으로는 문제가 아니되고 법관의 독립에 기초하여 어느 정도

여과가 될 수 있다고 보인다. 본 조의 의미는 설사 허위사실이라도 명백하고 현

존하는 공익에 해가 되지 아니한다면 처벌할 수없기에 오히려 개인의 명예훼손

의 경우 허위사실이기만 하면 처벌되는 것보다도 더 제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

는 명확한 규정이기에 합헌이라고 보인다.

Ⅳ. 과잉금지-처벌의 필요성

1. 목적의 정당성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서 국민전체적 관점에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관점에

서의 불특정다수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고 이러한 주목적에 부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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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자신의 의견이나 글을 올리는 자에 대하여 그에 대하여 책임을 물음으로

서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려는 자는 자신의 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진실여부를 검토하고 자신의 양심과 사상에 기초하여 공익에 도움이 되는 글을 올리

게 함으로서 민주시민의 책임성을 부과하려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만약 허위의 사실을 주식시장에 유포하여 주식시장을 폭

락시킨 후 주식을 싸게 사는 경우나 환투기 등의 경우나 국가신인도가 급락함으로서

국민전체가 입을 손해를 입을 경우에 이를 예방하거나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이로 인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인과관계의

입증의 어려움과 그 피해규모의 산출의 어려움 등으로 보아서 단지 민사소송만으로

이러한 허위사실의 유포를 방지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들기에 처벌은 이러한 측면에

서는 존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다른 덜 제한적인 처벌규정이나 방지규

정이 있다면 그에 의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지만 정권에 대한 비판과정에서의 다소

과장적이고 허위인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본 조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인

다. 따라서 본 조의 적용범위는 경제적인 분야와 일부 정권차원이 아닌 국가의 존

립의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나 후자의 경우는 국가보안법

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2. 필요최소한의 원칙위배여부-대안의 존부와 폐지시에도 대안의 마련의 중요성

본 조는 허위표현만으로 구체적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

하는 위험범인데 자칫 명백하지 않고 현존하지 않는 위험에 대해서 처벌한다면

공권력의 남용 특히 정권의 독재적 언론탄압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실제로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

도 실효성이 있다면 그러한 침해범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인다. 즉 덜

제한적인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보인다. 다른 처벌규정이나 행

정적 제재, 민사상손해배상, 허위정보 삭제 등으로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한다는 목적이 달성된다면 그 대안에 응하면 될 것이다.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반드시 처벌은 아니다 무시 내지는 관용도

최선의 방법 하지만 중대한 위협의 경우는 처벌로서 예방적 효과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대안으로서 인터넷에서의 삭제나 정부의 정확한 사실의 제공 등으로 해결될 수 있

지 안나 하는 의문도 들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IMF 사태나 세계적 금융위기

위기를 겪으면서 잘못된 루머 등에 의해서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의 지나친 민감한

반응으로 인해 국가적 신인도와 국민들이 주식시장이나 금융적 피해를 경험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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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현재도 이러한 위험은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규정의 처벌규정은

어느 정도 이러한 위험내지는 매우 큰 사회적 손실을 예방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

하면 본 규정을 대체할 대안이 반드시 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본 조의 경우

명백하고 현존하는 구체적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 즉 예외적으로 국가의 신인도

가 우려가 되는 상황이나 증권시장에서의 거짓루머로 인한 증권시장의 폭락과 그로

인한 작전세력들의 싼 가격의 주식매집이나 선물거래로 인한 폭리 등의 경우, 허위사

실에 기초한 정치적 폭력적 선동의 경우는 이는 헌법재판소가 표방하는 자유민주주

의질서에 위배되는 것이기에 적용가능하다고 보인다. 하지만 진실한 사실의 경우 더

이상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에는 저항권의 문제로서 인정될 여지는 있다고 보인다.

허위의 사실을 주식시장에 유포하여 주식시장을 폭락시킨 후 주식을 싸게 사는 경우

나 환투기 등의 경우나 국가신인도가 급락함으로서 국민전체가 입을 손해를 입을 경우

에 이를 예방하거나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이로

인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인과관계의 입증의 어려움과 그 피해규모의 산출의

어려움 등으로 보아서 단지 민사소송만으로 이러한 허위사실의 유포를 방지할 수 있는

지는 의문이 들기에 처벌은 이러한 측면에서는 존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다른 덜 제한적인 처벌규정이나 방지규정이 있다면 그에 의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지만

정권에 대한 비판과정에서의 다소 과장적이고 허위인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본 조를 적

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본 조의 적용범위는 경제적인 분야와 일부

정권차원이 아닌 국가의 존립의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나 후

자의 경우는 국가보안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법률의 위헌성과 집행의 위헌성은 구분해야 한다. 본 조를 과잉적용한 것이 공

권력의 남용일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본 조가 당연히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는 법원에 의한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 가려질 문제라고 보인다. 물론 집행의 남용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통제규정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보인다.

또한 법적용의 불평등성 즉 강자나 정부기관 등의 허위사실유포는 처벌이 아니되는 문

제는 국민들의 고발과 이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재정신청제도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기에 당해 사안에서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보인다.

Ⅴ. 결정유형의 검토

추가적으로 우리나라는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에서 구체적 사건성을 전제로 한

구체적 규범통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에서 그 결정의 효력은 추상적

규범통제하에의 법률의 일반적 무효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23)도

23) 최대권, 사례중심헌법학, 박영사, 1997, 84-100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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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즉 이 주장의 핵심은 구체적 사건성을 전제로 한 구체적 규범통제하에서는 원칙적

으로 적용거부 즉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의 한 유형인 한정위헌결정이나 한정합헌결정

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본 사건과 같은 정권의 비판에 본 조를 적용시

에는 어느 정도는 위헌의 여지가 일부 있고 정권의 비판이 아닌 국가적 위기시에 국민

들에게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합헌의 여지가 있는 그 적용범위를 한정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한정위헌이나 한정합헌결정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

기적으로는 추상적 규범통제를 채택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한정위헌결정이 원칙이 되

어야 하고 법전체가 문제되는 경우에만 법률조항의 무효를 선언하여야 할 것이다.

Ⅵ. 결론

동 조항의 불명확성원칙위배에 대해서는 공익자체는 어느 정도 추상적인 측면

이 있으나 허위통신을 수식하는 부수적인 측면이 있고 허위의 통신은 관련법규

정과 법원의 판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의견의 주장이 아닌 허위의 사실

의 주장으로 한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에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보완될 수

있기에 전체적으로는 합헌이라고 보인다.

또한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정보국가로서의 기본권보

호의무의 주체로서 올바른 정보제공에 기초한 사상의 자유시장이론에 의해서 자

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기에 동조항의 적용은 제한적으로 되어야 하고

만약 이로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즉 국가위기시에 폭력적 선동을 유발하는 정치

적 표현이나 국민경제상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등에 다른 수단으로서

허위사실에 대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백하고 구체적 위험이 발생 우려시에만

제한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이 타당하기에 이러한 제한적 관점에

서는 합헌이라고 보인다. 하지만 이를 벗어난 경우에도 적용하는 한 위헌이기에

공권력의 담당자들은 신중히 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정치적 성숙성과 이러한 국가위기에 대응할 대안이 마련된다면 그에 의하고 본

조는 역사속으로 사라져야 한다. 하지만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가 더 신장되어

야 하지만 자유에는 그에 상응하는 자율적인 고려에 근거한 자제와 공익에 해가

될 경우에는 엄중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인식하면서 진정한 전자민주주

의를 발전시켜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하여야 할 것이며 본 사건들이 그러한

민주주의를 한층 더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과 사상의 자유시장과 한계 387

참고문헌

국내문헌

강정인, "정보사회와 민주주의 : 전망과 검토", 『정보사회, 그 문화와 윤리』,

소화 1996.

김문조・김종길, “정보 격차의 이론적・정책적 제고”, 한국사회학 제 36집 4호,

2002년.

金文顯, “비디오물의 事前審議의 違憲性 與否”, 考試硏究, 1994년 7월.

박용상, 명예훼손법, 2008, 현암사,

박동진, 전자 민주주의가 오고 있다. 책세상, 2000, 7면

앨빈토플러, 이규행 역, 제3물결, 한국경제신문사, 1989.

이부하, 표현의 자유와 미국헌법, 한국학술진흥정보,2007.

이영음, 인터넷 전자신문 시문을 대체할 것인가?, JOURNALISM　 REVIEW 

VOL 18. 

장호순, "정보화사회에서의 자유와 평등", 『한국사회와 언론』 제8호, 1997

전석호, 정보사회론: 커뮤니케이션 혁명과 뉴미디어, 나남.1993.

정동욱, 전자 민주주의 가능한가, 경영법무, 1997,

조동기, 정보화시대의 미디어와 문화, 제 2장 정보화사회와 프라이버시-정보적

구성,데이터베이스, 프라이버시, 한국사회학회, 1998 .

정영화,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의 규제”, 『세계헌법연구』 6호.

최대권, 사례중심헌법학, 박영사, 1997.

한상희, “사이버민주주의-그 의미와 헌법적 전망”, 誠信法學 창간호 1998

-------, “전자민주주의의 헌법적 수용과 과제-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헌법

50년의 평가와 정보화시대의 헌법적 과제",「민주헌정과 국가정보화- 전

자정부와 전자민주주의의 실천을 위한 공법적 과제」, 한국공법학회,

1998.6.

외국문헌

Barry N. Hague and Brian D Loader (eds), igital Democracy :Discourse and Decision

Making in the Information Age, Routledge,1999,

CASS R. SUNSTEIN ,DES1GN1NG DEMOCRAC, OXPORD university press, 2001.



世界憲法硏究(第15卷 3號)388

_______, Republic.com.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Daniel E. Troy, Advertising: Not Low Value Speech, 16 Yale J.on Reg, 85, 1999.

NORBERTO BOBBIO, NORBERTO BOBBIO, The Future of Democracy -A Defence

of the rules of the Game, 1987.

Rodney A. Smolla, Smolla and Nimmer, On Freedom of speech ; A Treatise on The

Amendment, Student Edition, Mattthew Bender, 1994,

Ronald D. Rotunda, The Warren Court and Freedom of the Press, in the Warren

Court (Bernard schwarts, e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Steiner, K ulturauftrag im staatlichen Gemeinwesen, in: VVDStRL 42 1984.

Susan Herring, Gender and Democracy in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Electronic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3, 1993.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과 사상의 자유시장과 한계 389

ABSTRACT

Freedom of expression in cyberspace, Free Market of expression. and

the limit of Freedom of expression in cyberspace

-focusing on punishment clause in cyberspace because of spreading

false fact openly to damage public interest.

Chang, Young Keun
*24)

In Korea, going through global economic crisis and congregation of

candlelight, punishing of Minerva case and person who spreaded false fact

during congregation of candlelight because of spreading false fact openly to

damage public interest is social interest. Specially in korea, We have

punishment clause which punishes person who spread false fact during

congregation of candlelight because of spreading false fact openly to damage

public interest. I came to write this thesis thinking our present address of

democracy and how to protect Freedom of expression up to some point.

Freedom of expression in cyberspace, must be protected only for right of

Information. To improve right of Information, we must protect Freedom of

expression in cyberspace in Free Market of expression. But to stop spreading

of false Information, government must, first, privide right Information and

establish foundation of Information. Then exceptionally, government must

punish person spreading false fact openly to damage public interest, in

condition that there are no effective alternatives only in political and economic

crisis. That is, Freedom of expression in cyberspace can be regulated under

clear and existing danger. But punishing person spreading false fact to

damage public interest, specially in political and economic crisis, must be

cautious Because the best effective way to solve this problem is conversation

and debate in Free Market of expression. In the long run, our punishing

clause must disappear into back street in our history. Freedom of expression

24)*Prof., University of Hong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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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yberspace must be improved but abuse of Freedom of expression, must

be regulated by self control, first ,and second, government intervention.

Through all these efforts, we can develop right democracy

 

▶ Key words ◀

Freedom of expression in cyberspace, right of Information ,

E-Democracy, Free Market of expres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