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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e메일 보내는 행위

-표현의 자유인가 재산에 대한 무단침입죄인가

o 주요 내용

- 특정 회사나 개인에 일방적으로 e메일을 보낸다면 이것이 그 회사 재

산에 대한 무단침입죄(trespass to chattel)인가 아니면 표현의 자유에 속해

처벌할 수 없는가. 이에 관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최근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음.

- 세계 최대의 반도체 업체인 인텔이 1998년 사내 게시판과 인텔 직원

들의 이메일을 통해 회사를 비방하는 을 보낸 전 직원 켄 하미디를 회사

재산에 대한 무단 침입 혐의로 고소한 것임.

- 1995년 해고된 켄 하미디씨는 인텔 직원들과 인텔 사이트에 자신이

연령 차별로 억울하게 해고되었다는 이메일을 보내왔으며, 그는 또 카우보

이모자를 쓰고 말을 탄 채 인텔을 비판하는 전단을 캘리포니아주 폴섬의 인

텔 사옥 앞에서 뿌리기도 하 음.

- 인텔이 토지나 건물에 대한 무단침입으로 켄 하미디 씨를 고소할 수

없었던 것은, 하미디 씨가 인텔 건물 부지 안으로 들어온 적이 없었기 때문

임.

- 인텔측은 "사내 이메일 서버 및 인터넷 게시판도 엄연한 회사의 자산

이자 작업 공간” 이라며“ 켄 하미디의 일방적인 이메일 세례로 업무상 손실

을 초래했다” 고 주장하고 있으며, 미 상공회의소 등 재계도 인텔을 지지하

고 있음. 이는 기업들이 그동안 소비자, 네티즌 등의 항의나 비방성 이메일

에 골머리를 앓아왔기 때문임

- 한편 켄 하미디를 포함한 변호인측과 시민단체 등은 e메일을 띄우고

전단을 뿌리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며, 인텔의 고소는 명백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음. e메일은 누구에겐가 부당함을 시

정할 것을 요구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 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과도 같으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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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 미국‘ 전자 국경 재단’ 의 신디 콘 회장은“ 모든 이메일을 보내기

전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가” 라며 “ 인텔의 논리로는 기업의 웹

사이트를 검색하거나 자신의 홈페이지와 링크시키는 등 사이버상의 모든 행

위가 불법이 될 수 있다” 고 지적하고 있음.

- 인텔은 1998년에 하미디 씨를 고소한 이래 3번의 법정투쟁에서 이겼

으나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이달 안에 하미디 씨의 e-메일이 '재산에 대한

무단칩입'인가 아니면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인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

정임

o 분석

- 인터넷상의 e-메일을 이용하여 의사전달이 보편화된 시점에 생긴 이

논쟁은 판결 결과에 따라 앞으로 e-메일로 인하여 야기되는 분쟁에 대한 가

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리딩 케이스가 될 수 있음.

- 또한 판결 결과에 따라 항의성 이메일이나 광고성 스팸메일 등에 대

한 유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핸드

폰 및 이메일 등을 통한 스팸메세지를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세계적인

시발탄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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