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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종합적 개관이 필요한 시기적 요청:
대상판례 선정단계
차대상판례 목록 총 건 및사안별 관련법별 심판유형별 일자별 분류1 ( 27 ) , , ,
각 판례별 개별검토
맺음말에 갈음하여 다시 출발점에 서서:

주 제 어 : 헌법재판소 표현의자유 인터넷 문화국가원리 헌법적순화작업, , , , , Verfassungsgericht,

Meinungsfreiheit, Internet, Kulturstaatprinzip, Verfassungsrechtliche Reinigung.

머리말 종합적 개관이 필요한 시기적 요청I. :

인터넷이 우리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학문적 특히 법학적으로도 연구가,

활성화 된 지 족히 여년을 넘고 있다 인터10 . 넷이 법적 사각지대에 머무르지 아니
하고 각국의 판례에 등장하거나 입법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 때가 대체로 년1990

대 중반이라 하겠다 특히 인터넷과 관련하여 가장 예민한 문제로 들 수 있는 테.

* 성균관대학교 글로컬 과학 기술법 전문가 양성사업단 연구교수 법학박사헌법 전공BK21 , ( ).

투고일자 심사일자 게재확정일자( : 2008.10.27, : 2008.11.10, : 200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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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가 표현의 자유라 할 수 있고 그 동안 우리 학계에서도 다양한 연구가 있었다.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한다 물론 년을 운운하는 것은 이미 옛말이고 요10 . 10

즘은 시대의 변화속도가 너무 빨라 심지어 쌍둥이 사이에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
는 우스갯말도 하는 시절이기는 하지만 다시 학문적 태도로 돌아와 년 정도의, 10

세월은 관심테마에 관하여 진지하게 한차례 점검을 해 보기를 요청하는 시간적
경계가 아닌가 싶어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도 그 동안 집.

대성할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적지 않은 판례에서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가 언
급되었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의 경향성을 살펴보거나 앞으로의 방향을 예정해
보는 작업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이 연구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타난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큰 그림을 그려보고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자 헌법재판소 홈페이지1)의 검색
기능을 우선 활용하여 대상판례를 선정하기로 한다 아래에서 밝히는 절차에 따.

라 선정한 총 건의 판례 전체를 일단 총 검토하여 이 연구와 관련성이 높은27 ,

판례들을 가려낸 후 이로부터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논지와 경향 및 앞으로 열려있는 문제점 등을 검토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헌.

법재판소에서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고민을 어떻게 해 왔는지 그 내,

용은 주로 무엇이었는지 어떠한 기본적인 태도를 보여 왔는지 혹은 그 동안의,

판례의 집적으로 어떤 경향성 내지 방향성을 추출해 낼 수 있는지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을 것이고 향후 전망 또한 살필 수 있는 부분까지 언급해 봄으로써,

앞으로의 더 깊이 있는 학계의 개별연구를 위한 중간점검이 되기를 기대한다.

대상판례 선정단계II.

차 검색과 차 검색1. 1 2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의 검색기능을 통해 차 검색을 실시하여 총1 2008.5.1 24

건의 판례가 발견되었고 확인 차 차 검색을 실시하여 총 건의 판례, 2 2008.6.12 27

를 찾을 수 있었다 검색어는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로 하였고. ‘ ’ ‘ ’ ,2) 검색형식은

1) 최종방문일http://www.ccourt.go.kr/( : 2008.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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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검색과 확장검색을 병행하였다 검색 시 날짜는 설정하지 않았고 검색결과를.

통해 판례들을 정리한 결과 종국일자를 기준으로 1998.5.283) 2008.5.29∼ 4) 즉 만
년 동안의 판례임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차 검색의 결과물인 총11 . 2 27

건의 판례를 차 대상판례로 삼기로 한다 차 대상판례라고 명명하는 이유는1 . “1 ”

검색기능의 불충분성을 참작하는 것과 아울러 검색어로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 ‘ ’

가 들어가 있는 판례가 모두 이 연구에서 의미를 가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고
려에 따른 것이다.

검색어 검색기능의 한계2. ,

우리 헌법 제 조의 문구가 언론출판의 자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21 ‘ ’ ‘․
유 외에도 언론출판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검열 또는 그 밖에 표현의’ ‘ ’, ‘ ’, ‘ ’․
자유에 포섭될 수 있는 어휘들을 검색어로 활용할 수도 있겠고 인터넷이라는, ‘ ’

검색어 외에도 사이버스페이스 네티즌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등의 확장된 검‘ ’, ‘ ’, ‘ ’

색어를 염두에 둘 수 있겠으나 헌법재판소 판례검색 기능을 살피건대 비교적 폭,

넓고 다양한 검색어를 각 판례에 귀속시키고 있으므로 간단하고 초보적인 검색
어 채택에 그치기로 한다.
검색결과 지난 년간의 판례가 검색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연구자가 차곡차11

곡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판례를 눈여겨 검토해 오면서 집적해 와서
그 판례들을 연구대상판례로 삼는다면 그보다 더 확실한 판례선정은 없을 것이
다 그러나 연구자가 그 기간의 반을 국외에 머물렀고 국외체류기간 중에 주로.

한 연구는 한국법과 독일법에 관한 비교법적인 연구가 아닌 인터넷과 표현의 자
유 자체의 문제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판례를 빠짐없
이 섭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이라는 검. ‘ ’

색어가 들어가지 아니한 표현의 자유에 관한 판례들에서 관련 시사점을 찾아야‘ ’

하는 부분들도 많을 것이지만 부득이 헌법재판소 판례검색시스템을 신뢰하면서
이러한 검색방법을 우선 활용하였다.

2) 반면 인터넷만을 단일 검색어로 검색한 경우 건의 판례가 표현의 자유만을 단일 검, ‘ ’ 114 , ‘ ’

색어로 검색한 경우 건의 판례가 검색되었다384 .

3) 헌법재판소 헌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조 제 항 위헌확인판례1998.5.28, 97 362 108 1 (

번호: 26.).
4) 헌법재판소 헌마 세무사법 제 조 제 항 위헌확인판례 번호2008.5.29, 2007 248 20 2 (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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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상판례 목록 총 건 및 사안별 관련법별III. 1 ( 27 ) , ,

심판유형별 일자별 분류,

차 대상판례 목록1. 1

확인검색을 통해 얻은 차 대상판례로 선정한 총 건의 판례를 다음2008.6.12 1 27

표와 같이 정리해 본다 분류번호는 연구를 위한 정리와 각 판례의 개별 검토 작.

업 및 유사논점의 분류 작업을 위해 검색결과 순서를 편의상 그대로 활용하였다,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건명과 관련 법조를 그대로 옮겨 적었
고 사건명에서 이미 관련 법조를 다 나타내고 있어서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상에,

서도 관련 법조를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판례는 관련법조 란을 비워두었다 주.
문은 간단하게 인용 각하 여부 내지 합헌 위헌 여부 등을 명시해 보았다 번‘ , , ’ . 2

판례의 경우 주문에서 여러 법조에 관한 판단을 달리 하고 있어서 주문 란을 비
워둔다.

표 검색어 인터넷 표현의 자유로 검색결과 헌법재판소결정 총 건[ ] “ + ” 27

종국일자( : 1998.5.28~2008.5.29.)

번
호

사건
번호 사건명 관련법조 주문 종국

일자

1
2005
헌마

1191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의료법 제 조 제 항46 4 ,
제 조68

인용

취소( ),
각하

2007.
8.30.

2
2005
헌마

165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 조 등 위헌확인16
제 조 제 조 제 조17 , 33 , 34
제 항 제 조 제 항2 , 37 5

2006.
6.29.

3
2001
헌가

27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조2
제 호 등 위헌제청3 동법 제 조 제 항8 1 합헌

2002.
4.25.

4
2003
헌가

1
학교보건법 제 조 제 항 제 호6 1 2
위헌제청

위헌,
헌법

불합치

2004.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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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사건
번호 사건명 관련법조 주문 종국

일자

5
2003
헌가

3
의료법 제 조 등 위헌제청69 제 조 제 항46 3 위헌

2005.
10.27.

6
2007
헌마

700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등 조치 취소
기각

2008.
1.17.

7
2002
헌가

1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조20
제 항 제 호 등 위헌제청2 1

합헌,
각하

2003.
6.26.

8
2003
헌마

579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 조의3 2
제 호 위헌확인 등6

기각,
각하

2007.
5.31.

9
2004
헌가

8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 조 제 항 등 위헌제청16 1

제 조 제 항 제 호29 1 4 ,
제 조 제 호30 5 위헌

2005.
2.3.

10
헌98
바

6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조108
제 항 등 위헌소원1

동법 제 조 제 항256 1
제 호 파목1 합헌

1999.
1.28.

11
2001
헌마

89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 조 등 위헌확인42
동법 제 조64 ,
동법시행령 제 조21
제 항 제 항2 , 3

기각,
각하

2004.
1.29.

12
2002
헌마

106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촉구등

위헌확인
각하

2003.
2.27.

13
2001
헌바

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조230
제 항 제 호 등 위헌소원1 4 동법 제 조 제 항135 3 합헌

2002.
4.25.

14
2004
헌가

4
학교보건법 제 조 등 위헌제청19 제 조 제 항 제 호6 1 2

위헌,
헌법

불합치

2004.
5.27.

15
2004
헌나

1
대통령 노무현 탄핵( ) 기각

2004.
5.14.

16
2004
헌마

21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조의 위헌확인82 6 각하
2007.
12.27.

17
2004
헌마

21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조제 항 제 호 등 위헌확인33 1 2
제 조의 제 항60 2 1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 조 제 항2 1 ,
제 조 제 항5 1

기각
200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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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사건
번호 사건명 관련법조 주문 종국

일자

18
2004
헌마

22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조의 제 항 제 호 등82 5 2 2
위헌확인

제 조의 제 조82 6, 255
제 항 및 제 조4 261
제 항1

각하
2007.
12.27.

19
2004
헌마

64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조15
제 항 등 위헌확인2

제 조 제 항 제 조16 3 , 37
제 항1

헌법

불합치

2007.
6.28.

20
2004
헌바

36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 조 제 항 위헌소원18 5

합헌
2007.
10.4.

21
2004
헌바

4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조109
제 항 단서 위헌소원1 합헌

2007.
8.30.

22
2004
헌바

47
지방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57 2 1
등 위헌소원

제 조 제 항제 조및58 1 , 8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

법 제 조 제 항 제 호60 1 4 ,
제 조 제 항 제 호87 1 8 ,
제 조제 항제 호및255 1 1
제 호11

합헌
2008.
4.24.

23
2006
헌가

4
의료법 제 조 제 항 등 위헌제청46 4 제 조69 위헌

2007.
7.26.

24
2006
헌마

1472
퀵돔신청안내 위헌확인 각하

2008.
4.24.

25
2007
헌마

248
세무사법 제 조 제 항 위헌확인20 2 기각

2008.
5.29.

26
97
헌마

36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조108
제 항 위헌확인1

기각,
각하

1998.
5.28.

27
99
헌마

480
전기통신사업법 제 조 등53
위헌확인

동법 제 조 제 호 중71 7
제 조 제 항 부분53 3

위헌,
각하

2002.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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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별 분류2.

주로 문제된 사안으로 청소년보호 선거운동 의료법 광고 사전검열 대통령, , , , ,

노무현 탄핵 및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공무원의 정치활동 변호사 자격취득자( ) , ,

의 세무사 명칭 사용여부 인터넷에서의 단계 도메인 신청 등과 관련되어 있어, 2

우리 생활 전반에 다양한 영역에서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가 헌법재판소 결정대
상에서 언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법별 분류3.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검색 시 판례 제목에 명시된 관련법별로 보면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5) 관련 건9 ,6) 의료법 관련 건3 ,7)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
한 법률 건2 ,8)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건2 ,9) 학교보건법 건2 ,10) 산업안전보건
법 건1 ,11) 세무사법 건1 ,12) 지방공무원법 건1 ,13) 전기통신사업법 건1 ,14) 정보통
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건1 ,15)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건1 16)이고 번 판례는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 요청 등 조치 취소에 관하, 6

여 참조조문으로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정당법 해당 조문, , ,

을 번 판례는 대통령노무현 탄핵 사건의 참조조문으로 헌법 헌법재판소법, 15 ( ) , ,

국회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해당 조문을 마지막으로 번 판례는, , , 24

퀵돔 신청 안내 위헌확인에 관한 관련조항으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을

5) 현재는 공직선거법으로 법명이 변경되었다.
6) 판례 번호: 10, 12, 13, 16, 17, 18, 19, 21, 26.
7) 판례 번호: 1, 5, 23.
8) 판례 번호: 9, 20.
9) 판례 번호: 3, 7.
10) 판례 번호: 4, 14.
11) 판례 번호: 8.
12) 판례 번호: 25.
13) 판례 번호: 22.
14) 판례 번호: 27.
15) 판례 번호: 11.
16) 판례 번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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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대상 내지 판단 근거로 삼았다 이를 통해서도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에 관.

한 판단이 다양한 법영역을 아우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심판유형별 분류4.

심판유형별로 보면 헌마 건헌법재판소법 제 조 제 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14 ( 68 1

사건),17) 헌바 건헌법재판소법 제 조 제 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사건5 ( 68 2 ),18) 헌가
건위헌법률심판사건7 ( ),19) 헌나 건탄핵심판사건1 ( )20)으로 분류된다 개인이 직접.

제기한 헌법소원 또는 법원에 제기한 위헌심판제청이 기각되어 제기한 헌법소원,
법원이 직권으로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나아가 대통령 탄핵에 이르기까지 헌법재,

판소의 다양한 권리구제절차가 가동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자별 분류5.

사건번호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제기된 연도를 살펴보면 년 건2007 2 ,21)

년 건2006 2 ,22) 년 건2005 2 23) 년 건2004 10 ,24) 년 건2003 3 ,25) 년 건2002 2 ,26) 2001

년 건3 ,27) 년 건1999 1 ,28) 년 건1998 1 29) 그리고 년 건1997 1 30)이다 년에 유난. 2004

히 많은 사건이 계류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사안이 주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

17) 판례 번호: 1, 2, 6, 8, 11, 12, 16, 17, 18, 19, 24, 25, 26, 27.
18) 판례 번호: 10, 13, 20, 21, 22.
19) 판례 번호: 3, 4, 5, 7, 9, 14, 23.
20) 판례 번호: 15.
21) 판례 번호: 6, 25.
22) 판례 번호: 23, 24.
23) 판례 번호: 1, 2.
24) 판례 번호: 9, 14, 15, 16, 17, 18, 19, 20, 21, 22.
25) 판례 번호: 4, 5, 8.
26) 판례 번호: 7, 12.
27) 판례 번호: 3, 11, 13.
28) 판례 번호: 27.
29) 판례 번호: 10.
30) 판례 번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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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법 관련사건 및 대통령탄핵 사건 그리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수입추천제도,

에 의한 사전검열에 대한 판단 등이다 선거관련 사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인터넷.

실명제 선거운동기간의 제한 서신에 의한 선거운동방법 전면금지 공무원의 선, , ,

거운동 등에 대해서 제기되었다 종국일자를 기준으로 각 사건이 종료된 시점을.

살펴보면 년 건2008 4 ,31) 년 건2007 8 ,32) 년 건2006 1 ,33) 년 건2005 3 ,34) 년2004 4

건,35) 년 건2003 2 ,36) 년 건2002 3 ,37) 년 건1999 1 38) 그리고 년 건1998 1 39)이다.
년 종료된 사건이 다수인 이유는 년 계류된 사건 중 건이 년에 종2007 2004 5 2007

결되었기 때문이다 각 사건별로 종결되기까지의 기간은 년에서 년까지 차이가. 1 4

난다.

소결6.

사안별 관련법별 심판유형별로 보아 헌법재판소 판례에 나타난 인터넷과 표, ,

현의 자유에 대한 고민들은 우리 법현실 전반에 걸쳐 있음을 차 대상판례의 정1

리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러한 정리에 기초하여 개별 검토로 넘어가 구체적 내용.

을 파악하기로 한다.

31) 판례 번호: 6, 22, 24, 25.
32) 판례 번호: 1, 8, 16, 18, 19, 20, 21, 23.
33) 판례 번호: 2.
34) 판례 번호: 5, 9, 17.
35) 판례 번호: 4, 11, 14, 15.
36) 판례 번호: 7, 12.
37) 판례 번호: 3, 13, 27.
38) 판례 번호: 10.
39) 판례 번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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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판례별 개별검토IV.

본 연구와의 관련성이 희소한 판례 정리1.

차 대상판례로 삼은 총 건의 판례를 전부 검토하면서 인터넷과 표현의 자1 27

유라는 애초의 검색어 인터넷 표현의 자유 와의 관련성을 찾고 헌법재판소 판(“ + ”)

례에 나타난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언급과 논증 및 반대의견 등을 정
리해 본 결과 관련성이 희소한 판례로서 건의 판례12 (1, 5, 8, 12, 13, 15, 17, 19,

번이 추려졌다 이 건의 판례는 대체로 인터넷을 매체로 활용한21, 22, 23, 25 ) . 12

다양한 표현을 판단대상으로 한 경우이고 그 중에는 인터넷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안일 수 있으나 해당 판례에서는 본안판단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각하된 경우,
또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깊이 있는 논증 없이 판단에 이른 경우 등도 있다.
예를 들어 번 판례 헌가 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의료광고 사안5 (2003 3)

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른 표현의 자유의 침해사례로 인정하면서 의료업계의 자,

율규제 가능성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점은 눈여겨 볼 부분이다 그리고 번. 17

판례 헌마 에서는 우리 생활 전반 특히 선거운동에서 인터넷의 역할이(2004 216) ,

부각됨을 알 수 있고 앞으로도 선거운동의 다양화와 이에 따른 표현의 다양화가
주목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또한 번 판례 헌마 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19 (2004 644)

내리면서 재외국민의 국정선거권 제한에 대하여 을 시한으로 입법자가2008.12.31.

개정할 때까지는 각 법률조항은 계속 적용하도록 하여 선거권의 의의와 선거권
제한의 한계에 대하여 명시하고 특히 선거기술상의 어려움에 대한 반대논거로서,

정보통신기술이 세계적인 규모로 발달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재외국민의
입장에서도 인터넷 등을 통해 후보자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고 있음을
적시하고 있는 부분에서 헌법재판소가 선거운동과 관련한 인터넷의 역할에 관하
여 다양한 숙고를 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그 밖에도 번 판례 헌바 또. 21 (2004 49)

한 선거기간 중 서신에 의한 선거운동방법을 전면금지한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
방지법 제 조 제 항 단서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면서109 1

동법 제 조의 단서에서 인터넷과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은 허용하고 있어서 서109

신과 비교하여 저비용 정보취득의 용이성 수신자의 선택권 등이 존재하는 점, ,

등이 판단의 한 근거로 등장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번 판례. 22 (2004

헌바 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에 관한 사안인데 사실관계에서 인터넷 글 게시가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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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되고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조 제 항 제 호 중 공무원이 다수255 1 11

를 차지하는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입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한 판례로서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쟁점은
보이지 않지만 소수의견에서 재판관 조대현의 헌법불합치 의견과 재판관 송두환,

의 위헌의견을 통해 공무원의 선거운동에 대한 기존의 논의와 시각이 장차 다양
화될 여지를 볼 수 있다.
그 밖에 번과 번 번과 번 번과 번 판례가 병합되어 그 내용이 동14 4 , 16 18 , 26 10

일하다 결과적으로 건의 판례. 12 (2, 3, 4=14, 6, 7, 9, 10=26, 11, 16=18, 20, 24, 27)

가 지난 년간 헌법재판소에서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고민한11

판례로 남게 되었다.

본 연구와의 관련성이 높은 판례 분석2.

지난 년간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라는 검색어를 가지고 인터넷에서의 표현의11

자유라는 테마와의 관련성을 가지는 판례들이 헌법재판소에 축적되었다고는 하
나 이 판례들을 명확하게 범주화하여 분석할 정도로 질적으로도 또한 양적으로
도 만족할만한 대상판례들이 주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물론 어떻게든.

다양한 방식으로 범주화할 수 있겠지만 이 연구와의 관련성이 높은 판례로 남은
건의 판례를 검토한 결과 통일된 범주화보다는 내용상 청소년 보호와 관련12 1)

한 표현을 다룬 경우 선거에서의 표현을 다룬 경우 그리고 사전검열과 등, 2) 3)

급분류를 구분하여 고찰할 수 있는 두 판례의 비교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의, 4)

법리를 인터넷과 관련짓고 있는 경우로 나누어 사건개요 및 판시사항을 살펴보
고 구체적인 검토를 하기로 한다.40)

40) 번 판례 헌마 퀵돔신청안내 위헌확인이 유일하게 개별검토에서 남게 되었다24 (2006 1472: ) .

해양 및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운동가인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인 한국인터넷진흥원
이 인터넷에서의 도메인 체계를 종전의 단계에서 단계로 구조변경키로 하고 퀵돔신청안3 2

내를 공고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신청안, [ ]…
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권리보호의 이,

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여 구체적인 판단이 없어 이 연구와의 관련성은
그다지 크지 않아 보이나 장차 인터넷 주소정책과 관련한 사건들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
고 이에 대한 숙고와 연구가 요청되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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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도구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표현매체와는 다른 특성들
이 드러나고 다양한 특성들이 또 새로이 등장하는 기술적인 발전 내지 융합을,

거쳐 진화해 나가고 개인의 인격적 이익실현에 가장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매,

체로서 인터넷의 가능성을 바라볼 부분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인터.

넷 그 자체가 표현의 내용 자체를 변형시키는 것은 아니고 표현이 발현되고 전,

파되는 인터넷의 메커니즘을 통해 표현이 더 활성화될 수 있거나 더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해도 이 연구에서 이렇게 범주화하는 시도가 인터넷,

의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표현의 본질적인 접근 자체를 변형시키지는 않는 것으
로 판단되므로 아직은 전반적인 뚜렷한 큰 그림을 그리기에 충분치 못한 판례의,

현 집적상태를 이 정도에서 구분하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여태까지
의 판단기준을 검토하고 반성하며 앞으로의 판단기준을 발전시켜나가는 디딤돌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본다.

청소년 보호 관련1)

헌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조 제 호 등 위헌제청 번 판례2001 27: 2 3 (3 )⑴

충남 서천군 소재 중학교 미술교사가 재직 중 인터넷의 개인홈페이지에 자신
이 제작한 미술작품 사진 등 영상들직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만화, (

주인공인 청소년을 등장시킴을 게시하였는데 대전지검 홍성지청 검사가 전기통)

신기본법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의 각 죄로 불구속 기소하여 같은 지
원 재판부가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동.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은 년경 소위 원조교제 라는 형태의 성인과 청소년간의 금전을 매1999 “ ”

개로 한 성관계와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또는 청소년을 이용한 음
란물의 제작 및 인터넷 등 컴퓨터를 이용한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음란물 또는 성폭력에 대한 일반형법상의 처벌규정 즉 형법 제 조의, , 243

음화반포 등의 죄 제 조의 음화제조 등의 죄와 제 조의 강간죄 제 조의, 244 297 , 298

강제추행죄 제 조의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제 조의 미성년자에 대한, 302 , 305

간음 추행죄 등만으로는 이에 대처하는 데에 다소 미흡하여 특별히 청소년의 성,

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당시 여당과 야당에서 각각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은 채 폐기되었고 그 대신 국
회 정무위원회 정무위원장이 제안한 대안인 이 사건 법률이 국회본회의에서 원
안 가결되어 공포된 후 시행된 입법경과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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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판단하면서 표현의 자유의 개념을
명시하고 있는데 헌법 제 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 21 ․
자유는 전통적으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 )

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고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 ,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종교의 자유, ,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의 정신적인 자유를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자,

유라고 할 수 있으며 위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는 의사표현전파의 자유, ․ ․
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으므로 담화연설토론연극방송음악영화가요 등과 문서소설시가도화사진조, ․ ․ ․ ․ ․ ․ ․ ․ ․ ․ ․ ․
각서화 등 모든 형상의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한다 고 밝히.”․
고 있다.
아울러 표현의 자유 침해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수단의 적정성을 판단
하는 부분에서 더욱이 최근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통해 음란물이 무차별“ ,

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현실과 이러한 대중매체의 역기능적 측면 및 선정적 표현
물은 성인들보다 훨씬 충동적이고 예민한 청소년들에게는 별다른 여과 없이 직
접적으로 전달된다는 점 등을 반영하여 청소년이용음란물의 규제대상 매체의‘ ’

종전의 필름비디오물 뿐 아니라 디스켓이나 롬 등을 이용한 게임물 그리고CD ,․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영상물까지 포함시키고 있는 점 역시 적절한 입법
조치로 보인다 고 설시하고 있는 부분은 청소년보호에 관한 근본적인 논증이 미.”

진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재판관 권성의 반대의견에서는 단순한 법률해석과 위헌의 문제를 구분하
는 한계를 강조하고 권력분립의 원리나 업무분장의 원리를 환기하면서 본 사안
은 이른바 순수한 법률해석의 문제로서 법원의 소관에 속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
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헌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 등 위헌제청2002 14: 20 2 1⑵

번 판례(7 )

청소년대상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의 성격을 바라보는 양 극단의 시각이 4:5

로 나뉘어 위헌론이 다수의견이나 정족수 미달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한 결정으로 인터넷과 도덕적 해이 이로 인한 청소년보호의 어려움이라는, ,

도식이 합헌의견의 전제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

에 관한 판단으로 합헌의견 인윤영철 하경철 김효종 김경일 위헌의견 인4 ( , , , ), 5

한대현 김영일 권성 송인준 주선회으로 위헌결정을 위한 정족수 인을 채우( , , ,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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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고 신상공개의 시기기간절차, ․ ․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데 대하여도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
되는지에 관하여 부수적 사항으로 본 인 본질적 사항으로 본 인으로 견해가4 , 5

나뉘었다.
신상공개 방식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동법 제 조에 근거하여 제청신청인의20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주소 등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같은, , , ,

내용을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월간 정부중앙청사 및 특별6 ,

시광역시도의 본청 게시판에 개월간 게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이에1․ ․
대하여 재판관 인은 당국의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식 때문에 수치형이나 명예형4

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인터넷과 같은 매체의 급속한 발달과 맞물려 도덕성의“

심각한 해이 현상을 일으켰고 라고 하면서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외국입법례로서 미국 알래스카주의 경우 인터넷에 공개함을,

밝히고 있다.

⑶ 헌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조 등 위헌확인2001 894: 42

번 판례(11 )

전자적 표시의무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관한 결정인데 청소년보호법,

의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를 합헌으로 추정하고 있고 소수의견 없이 재판관전원,

이 의견일치를 보고 있는 판례이다 청구인은 부터 엑스존이라는 동성. 1997.6.6 ‘ ’

애 관련 웹사이트 를 개설하여 운용해 왔는데 정보통신윤리위원(http://exzone.com) ,

회는 엑스존을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가학2000.8.25 ‘ , , , ․
성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였고 청소년보호’ ,

위원회는 고시로 엑스존을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고시하였다2000.9.27 .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청구인에게 해당법조항에 따라 세미만자이용2001.11.9 19

불가 취지의 내용을 표시하고 해당고시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필터링 소프트
웨어가 인식 가능한 전자적 표시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처벌받을 수 있음을
통보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자적 표시방법이 죄형법정주의2001.12.29 ,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서 인.

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 기호부호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 ․
여 세 이용금지 표시 외에 추가로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는 전18 ‘

자적 표시도 함께 하도록 하여 차단소프트웨어 설치시 동 정보를 볼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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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및 관련 정통부고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21 2

는다고 보아 해당부분을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기술적 조치에 대하여 인터넷과 컴퓨터“

통신을 포함한 온라인 미디어는 쌍방향매체로 탈중앙통제적이고 개방적 매체이
며 사상의 시장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매체로서 정보의 내용면에서 다양성이 추,

구될 수 있고 이용자의 통제능력이 강화되어 있는 특성을 가지므로 다른 매체보
다 더 보호받아야 한다 컴퓨터통신의 경우 청소년보호방안은 시민사회 내부에서.

찾아야지 국가가 그 기준을 제시하고 획일적으로 규율할 문제는 아니다 이. [ ]…
사건 조항에 의한 기술표준에 의한 전자적 표시제를 내용선별 소프트웨어PICS

시스템에 포함시킬 경우 그 범위 내에서 강제적인 내용등급제를 시행하는 결과
가 되는데 이는 국회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안을 심의할 때,

내용등급제를 채택하지 않은 입법취지에 반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

정보통신부장관 및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표“

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과학기술이나 인터넷 기술의 급격한 발전 등으로 그 변동
가능성이 상당히 커서 탄력적 대응을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 온라인 미디어를 통한 표현의 자유도 청소년보호라는 헌법적. [ ]…
가치와 조화를 이룰 때 의미가 있다 인터넷과 컴퓨터통신의 경우 쌍방향매체로.

서 청자와 화자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사상의 시장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
에 아직 가치관과 세계관이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의 접근이 다른 매체에 비해
훨씬 용이하다는 점에 비추어 오히려 적절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 청소년보호법.

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제도는 민간자율로 시행되는 인터넷내용등급표시서
비스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며 강제적인 내용등급제가 아니다 기술표준에. PICS

의한 전자적 표시방법의 경우 이를 식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자신의 컴퓨터
에 설치하여 정보차단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이용자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에
성인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전자적 표시제.

도가 청소년의 동성애 사이트에 대한 정보접근 및 동성애에 대한 알권리를 사실
상 제한하게 되더라도 이 사건 전자적 표시제도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그 제한의
균형성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고 하면서 청소년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전자적 표시의무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판
단하면서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는 심판대상이 아니므로 합헌으
로 추정하고 그 전제 하에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여기서.

헌법재판소는 결국에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이끄는 논증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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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띠고 있어서 무엇이 과연 청소년보호를 위한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인지,

에 관하여 충분한 지침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결⑷

헌법재판소에서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사안을 판단할 때 예측불충분
한 기술발달 때문에 판단의 딜레마에 빠진 부분41)들 또한 발견할 수 있다 기술.

의 발달이 스스로 나서서 인터넷과 관련한 표현의 자유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수는 없을 것이다 인간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인간들의 가치판단에 따.

라 선택되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여러 판례에서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통의 쌍방향성 다양성 시공초월성 국제성 등등의 인터넷의, , ,

특성에 기대를 걸어 보면 지금보다 좀 더 자정능력 내지 자기반성능력이 높은,

의사소통구조를 지향하고 컴퓨터 모니터 너머에 있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서로
를 존중하는 의사소통문화가 형성되고 성장할 가능성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그저 장밋빛 전망이 아닌 그야말로 문화적 접근을 하는 유연한 규제체계의 가능
성을 모색해 보려는 시도를 말하는 것이다 규제할 때 기술적 발달에 대응하거.

나 기술적 발달을 활용하는 문제는 심사숙고를 요한다 대체로 법적 규제 내지.

형법적 규제로 압력을 가하는 방식42)은 기술발달의 속도에 뒷북을 치게 되거나
기술발달에 대하여 법적으로 당황한 상태임을 자인하며 드러내는 꼴이 되는 경
우가 태반이다 형법적 규제방식은 형벌법규에 위임을 하여야만 하는 특별히 긴.

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

행위가 어떠한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계속적인 판단이다.43) 인터넷과 관련한 사안에서 특별형법으
로 규제하려는 시도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고 지금까지 특별형법규제로 시도된
관련 법규들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경우 헌법적으로 순화되어야
할 것이다 법외적으로 또는 문화국가원리에서 요청하는 국가의 문화풍토조성 및.

환경조성의무에서 답을 찾는 편이 당장은 미지근한 대응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41)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 헌마 판례 번호2004.1.29, 2001 894( : 11.).

42) 예로써 헌법재판소 헌가 판례 번호 에서 대상법조의 입법경과에서2002.4.25, 2001 27( : 3.)

밝히고 있는 방식을 들 수 있다.
43) 헌법재판소 헌가 판례집 헌법재판소 헌마1998.3.26, 96 20, 10-1, 213, 220; 2004.1.29, 2001

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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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다 빠르고 적실한 대응일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 판단대상법조문 등이 청소년보호를 입법목적으로 하는
경우 쟁점이 되는 표현의 내용에 관하여는 대체로 소수의견 없이 청소년보호가
법익형량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심지어는 청소년보호와 관련하.

여 인터넷이 도덕적 해이를 가져온 듯한 뉘앙스의 표현들도 보인다.44) 헌법에서
의 청소년상이 어떤 것인지 진정한 청소년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법, ,

적으로 또 법외적으로 또는 문화적 환경조성의 측면에서 어떤 장치들이 요구되
는지에 관한 숙고가 요청되는 부분이다.45) 그리고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를 예로
들면 헌법재판소에서는 전자적 표시의무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를 합헌이라고 전제하며 출발하고 있으나46)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 자체가
과연 누가 어떤 절차에 따라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는 제도인지에 관하여 근본, ,

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내용통제에 있어서 어떤 표현을 해악으로.

분류할 것인지 어떤 표현까지 우리는 관용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는 가능한,

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대화의 마당에서 지속적인 숙고를 통해 정해
져야 할 문제이지 국가가 일방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들이댈 사안이 아니다.
인터넷 그 자체 혹은 사이버스페이스 그 자체가 이러한 한계를 결정짓고 있지
않고 우리가 어떤 자유를 지킬 것인가 결정해야 한다 국가는 그러한 결정을 누.

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할 것인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절차적인 룰을 정
하고 그러한 참여의 마당을 주최하거나 혼선을 조절해 주는 사회자의 역할을 하,

여야 한다.

선거에서의 표현2)

헌마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등 조치 취소 번 판례2007 700: (6 )⑴

선거활동에 관하여 대통령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선거중립의무가 충돌하는 경
우 후자가 강조되고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무원 특히
대통령의 선거중립으로 인하여 얻게 될 선거의 공정성은 매우 크고 중요한 반‘ ’

면 대통령이 감수하여야 할 표현의 자유 제한은 상당히 한정적이므로 대상 법, ‘ ’ ,

44)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 헌가 판례 번호 헌법재판소2002.4.25, 2001 27( : 3.); 2003.6.26, 2002

헌가 판례 번호14( : 7.).

45) 박진애 뉴미디어 환경에서의 청소년보호 청소년보호담당자 제도를 중심으로 한 청소, “ - ‘ ’

년보호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고려법학 제 호 쪽 이하 참조-”, , 49 (2007), 737 .｢ ｣
46) 헌법재판소 헌마 판례 번호2004.1.29, 2001 894(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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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고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하여 정치
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판례이다.
참평포럼에서의 발언이 인터넷방송인 오마이뉴스로 생중계됨으로 인해 인터넷
에서의 표현의 자유로 문제된 사안으로 표현의 자유 및 위축효과에 관한 언급이,

이 연구와 관련성을 가진다 본안판단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재판관 조대현은 인.

용의견에서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제 조 제 항이 규정하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9 1 ‘

야 하는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조치는 정당한 법적 근거’

도 없이 청구인의 개인적 표현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그러한 위법행위의
재발방지를 촉구함으로써 청구인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 판단하였고 재판관 송두환은 인용의견으로 이 사건은 직접적으로는, “

청구인의 이 사건 각 발언들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조치의 위헌 여부에 대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법리적 쟁점은 특정한 대통령이 특정 시점에 한. ,

특정의 발언에 대하여 그 표현의 품격 여하 발언내용의 당부나 그에 대한 찬동,

여부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그와는 별개의 것이며 오히려 현행 헌법 및 법률이, ,

정하고 있는 대통령제 내지 선거제도가 지속되는 한 언제든지 다시 제기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개인적 정치적 의사표현 자유의 허용 여부 및 그 범위, ,

와 한계에 관한 헌법적 논점에 관한 것이다 라고 밝히고 피청구인중앙선거관리.” , (

위원회이 청구인대통령 노무현의 개인적 정치적 의견표명에 대하여 위법판단) ( ) ,

및 경고조치를 한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적 성격과 적용대상 범위를 오해
한 가운데 이 사건 법률조항을 잘못 해석 적용한 것으로서 정당한 법적 근거 없,

이 청구인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이라 판단하였다.
그 밖에 추가적 문제점으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는 명확성의“

원칙이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대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국민주.

권주의 이념의 실현에 불가결한 존재인바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

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
성이 높다위축효과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헌법재판소(

헌가 헌재 헌마 헌법재판소 헌가1998.4.30, 95 16; 2002.6.27, 99 480; 2003.1.30, 2001

고 하면서 명확성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4)” .

헌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조 제 항 등 위헌소원 번 판례98 64: 108 1 (10 )⑵

선거기간 중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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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 항이 국민의 알권리와 참정권 및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1 ․
판시하였다.
재판관 이영모의 반대의견에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및선“

거부정방지법 제 조는 국내의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만을 대상으로 규제할 뿐108 ․
외국의 언론매체와 인터넷 등에는 대응하지 못하는 약점을 안고 있어서 실질적
인 효력면에서 의문이 있고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필요불가결한 조, ․
건으로 하고 있는 점 선거는 대의민주제의 근간이고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는 선,

거권자들의 의견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여론조사결,

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표현의 자유의 핵심부분을 제한하여․
여론형성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금지라.

는 알권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조항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수긍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적절성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 고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언론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

의 틀에 수정이 요청되는 부분을 검토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판례이다.

헌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조의 위헌확인 번 판례2004 218: 82 6 (16 )⑶

변호사인 청구인이 총선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게재
하려 한 경우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조의 에 따라 실명확인을 요구82 6

받게 되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 ]…
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하였다 선거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결정으로 개정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바를 적시하며,

각하하였으나 다시 개정된 법에 대한 위헌 판단을 하게 된다면 익명으로 표현할,

자유에 관한 보다 깊은 숙고가 요구되는 판례로 보인다.
청구인들은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익명으로 표현할 자유를 주장하
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갖추고 있. “

으며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 한국 네티즌들, .

사이에서는 이른바 게시판대화방댓글 문화가 상당히 발달하였는데 특히 선거철,․ ․
에는 게시판대화방 등에 각종 비방과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혼탁한 양상이 전개․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국회는 법률 제 호로 구 공선법을 개정하여. 2004.3.12 7189

신문방송 등 각종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을 확대하면서 선거운동정보 전송 시,․
스팸메일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한을 하고 인터넷언론사로 하여,

금 선거에 관한 의견 게시자의 실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
을 신설하였다 구 공선법 제 조의 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 [ ] 82 6 20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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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인 시스템 미비 등의 이유로 치러진 제 대 국회의원 선거 및 그2004.4.15 17

이후의 후속 보궐선거 등에서 선거 관련 인터넷실명제가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

가 법률 제 호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 사건 실명확인조항은 그 내용, 2005.8.4 7681

과 적용범위가 대폭 수정되었고 그 후 실시된 지방선거에서부터 개정법, 2006.6.31

에 따라 선거기간 중 인터넷실명제가 시행되고 있다 고 하면서 법률‘ ’ ” “2005.8.4

제 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 조의 은 실명확인 기간과 관련하여 구법7681 82 6 ,①
에서는 항시 실명확인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하‘ ’

도록 하고 실명확인 요건과 관련하여 구법에서는 게시판 등에 선거에 관한, , ‘②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실명확인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만 실명확‘ ’․ ․
인 조치를 하도록 하며 실명확인 방법과 관련하여 구법에서는 행정자치부장, ,③
관의 주민등록전산자료 또는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일률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실명인증방법을 이용하도록 하면서 그,
러한 실명인증방법의 제공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재량사항인 것으로 해석될 여지
를 없앴고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을, ④ ․
게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 하면서 변경된 실명확인 조항에서의 중대한 변화를 적시하며”

헌법적 해명의 필요가 없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결정하였다.

소결⑷

선거 관련 대상판례에서 언급된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선거선거운동선․ ․
거기간의 문제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인터넷주소정책, , ,

인터넷실명제와 익명 표현의 자유 등에 관하여 앞으로도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많은 문제점들로 보인다 특히 인터넷실명제의 문제는 익명표현의 가치와 중요.

성47)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되는 사안이

47) 인터넷실명제의 위헌적인 요소를 지적하거나 신중한 접근을 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견해로
는 예를 들어 백욱인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한 정책 연구 보고서 국가인: , “ ”,

권위원회 년도 보고서 특히 쪽 이하 문재완 인터넷 실명제와 익명 표현의 자유2004 , 41 ; , “ ”,

｢인권과정의｣ 쪽 이하 명재진 공공기관의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실시에 관한(2005), 39 ; , “

소고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과 인권 쪽 이하 민경배”, “ ”(2005), 1 ; ,

문제는 익명성이 아니라 프라이버시 침해이다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인터넷 게시판의“ ”, “

익명성과 인권 쪽 이하 오병일 인터넷 실명제 사이버 인권침해의 해결책인”(2005), 15 ; , “ ,

가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과 인권 쪽 이하 이훈?”, “ ”(2005), 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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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판단된다 헌마 판례 번호 의 판단대상이 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 2004 218( 16.)

거부정방지법 제 조의 상의 실명확인제도에 대하여 개인신원확인제 라고 표82 6 “ ”

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48)도 있으나 그 사이 다시 법 개정이 이
루어지고 인터넷기술은 발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실명제가 가장 먼저 제시
되어야 하는 제도적 대응방안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제도의 시행 이후에.

개선된 부분은 어떤 것인지 관용의 영역을 긋는 잣대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대안은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지 등에 관하여 헌법적 순화작업을 통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인터넷과 선거의 문제는 정보소외 내지 정보. ‘ ’ ‘

격차의 문제로도 향후 헌법적 판단이 요청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49)

인터넷 등 매체환경의 변화로 인한 기존 선거법적 잣대의 수정이 요구되는 사안

인터넷 언론의 실명제에 대한 입장 법제화보다는 자율규제로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 -”,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과 인권 쪽 이하 김혜경 공직선거법과 인터넷실명제“ ”(2005), 24 ; , “ ”,

｢형사정책연구｣ 제 권 제 호 통권 제 호 쪽 이하 홍완식 인터넷실명제 관, 16 4 , 64 (2005), 203 ; , “

련 법률안의 입법원칙에 따른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 집 쪽 이하, 31 (2006), 285 .

48) 인터넷실명제가 위헌적인 제도라기보다 공익을 위한 당위성이 인정된다는 견해로는 예를
들어 정완 사이버폭력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발행: , “ ”, 2005

년 보고서 특히 쪽 이하 정완 사이버폭력 방지책으로써의 인터넷실명제 형사정책, 94 ; , “ ”, ｢
연구소식 통권 제 호 특히 쪽 이하에서 인터넷실명제는 위헌적인 제도라기보, 93 (2006), 6 “｣
다는 사이버공간을 건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역으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이고 합리적
인 제도인 것이다 설사 인터넷실명제가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이버폭.

력이 난무하는 오늘날의 심각한 현실을 고려할 때 우선은 그 실시의 당위성이 인정된다,

고 하겠다 인터넷실명제는 우리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문화국가의 실현을 위한 제도이.

다 라고 쓰고 있는 부분 권영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 저스티스.” ; , “ ”, ,｢ ｣
통권 제 호91 (2006), 쪽 이하 특히 쪽 각주 번5 , 16 34 .

49) 한상희 정보사회에서의 선거와 민주주의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한 헌법적 고찰을 중, “ -

심으로 선거관리 제 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쪽 이하 조소영 인터넷-”, , 49 , (2002), 1 ; , “｢ ｣
선거운동 에 대한 헌법적 고찰 헌법학연구 제 권 제 호(E-Campaigning) ”, , 11 2 (2005),｢ ｣ 417

쪽 이하 임좌순 선거와 인터넷 인터넷과 법률 제 호 김창남 미디어와 인; , “ ”, , 19 (2003); , “｢ ｣
터넷 선거 바른선거시민모임전국연합회 주최 유권자의 정치참여와 제 대 총선 심포지”, “ 17 ”

엄 발표문(2004); 김용철 인터넷 선거운동의 활성화 방안 한국정당학회 세미나 바람, “ ”, “

직한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정당정치 발표자료 이효성 인터넷의” (2003); , “ 정치적 활용을
위하여 인터넷 매체의 법적 지위와 선거보도의 문제에 관한 일고찰 한국언론- -”, ｢
학보 제 호 쪽 이하 정병기 독일 정당의 온라인 활동과 인터넷, 46-2 (2002), 548 ; , “｣ 선거운동;
당내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전략 한국정치연구 제 집 제 호”, , 12 2｢ ｣

쪽 이하 윤성이 대 대통령선거와 인터넷의 영향력 한국정치학회보(2003), 193 ; , “16 ”, ,｢ ｣
제 집 제 호 쪽 이하 참조37 3 (2003),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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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검열과 등급분류3)

헌가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 조 제 항 등 위헌제청2004 8: · 16 1⑴

번 판례(9 )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대한 판단으로 검열이 되는 요,

건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① ②
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③ ④
강제수단 이렇게 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4 .

제청신청인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수입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아마존 등의 인, “ ”

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음란선정성이나 폭력성이 삭제되지 아니한 외국영화․
점을 우송받아 외국의 비디오물을 수입하고 이를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DVD 600

홈페이지를 통하여 유통하거나 유통목적으로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음반비디오물․
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대구지법에 기소되어 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500

고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대법원에 상고하여 소송계속 중 위헌제청신청을 하
여 대법원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영상물등급위.

원회에 의한 등급분류보류제도가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라고 하면서,
외국비디오물을 수입할 경우 반드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수입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 조 제 항 등이 사전검열16 1․
에 해당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성격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은 민간기관이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데 반하여 헌법재판소는 검열금지에 관한 본안판단에서 헌법이 언,

론에 대한 검열금지원칙을 명문화하고 있고 한편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이 구체,

적으로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적시하면서 헌가 등93 13

에서 제시한 검열기준을 인용하고 있다.50) 그리고 수입추천제도가 사전검열에

50) 그 내용으로 여기서의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 ]…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러한 검열제가 허용될 경우에는 국민의.

예술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침해하여 정신생활에 미치는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행정
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이른바 관제의견이나 지배
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이 직접 그 금
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 제 조 제 항이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금지를. 2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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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검열금지원칙은 검열이 행정권에 의
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므로 외국비디오물의 수입추천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검열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면서 영“
화에 대한 심의 및 상영등급분류업무를 담당하고 등급분류보류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경우에도 비록 이전의 공연윤리위원회나 한국공연예술,

진흥협의회와는 달리 문화관광부장관에 대한 보고 내지 통보의무는 없다고 하더
라도 여전히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고공연법 제 조 제, ( 18 1

항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구성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공연법 제 조 제 항 공연법시행령 제 조 국가예산( 18 2 , 22 ),

의 범위 안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
록 하고 있는 점공연법 제 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권이 심의기관의 구성( 30 ) ,

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비록 그의 심의 및 등급분류활동.

에 있어서 독립성이 보장된 기관이라 할지라도공연법 제 조 그것이 검열기관( 23 ),

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심의기관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단지 심의절차와 그 결과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형태의 심의절차에 요구되는 당연한 전제일 뿐이기 때문
이다 국가에 의하여 검열절차가 입법의 형태로 계획되고 의도된 이상 비록 검. ,

열기관을 민간인들로 구성하고 그 지위의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해서 영화진흥법
이 정한 등급분류보류제도의 법적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

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등급분류보류제도는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

라는 요건도 충족시킨다 고 설시하여 헌가 결정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 2000 9

성격과 관련한 판시를 인용하고 있다.

규정한 것은 비록 헌법 제 조 제 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37 2 ․
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하여는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법률로써도 허용되, ․
지 아니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검열은 그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됨.

이 없이 실질적으로 위에서 밝힌 검열의 개념에 해당되는 모든 것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
이다 그러나 검열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 ,

지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
을 뜻한다 그러므로 검열은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검열이 되는 요건”

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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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바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 조 제 항 위헌소원2004 36: · 18 5⑵

번 판례(20 )

청구인은 인터넷을 통해 점의 외국 합계 천만원 상당을 영상물등급2,500 DVD 1

위원회의 수입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유통시켜 대구지방법원에 공소제기되어
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하여 소송 계속500

중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대법원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의 유통 등
을 금지하고 있는 동법 제 조 제 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여 청구18 5

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

물의 유통금지에 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례에서는 비디오물의 등급분류와 사전검열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비디,

오물의 등급분류란 비디오물의 내용에 따라 시청이 가능한 연령을 정하고 그 연
령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유통이 되도록 사전에 비디오물의 등급을 정하는 제도
로 사전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행정권 주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

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하여 심사가 이루어지고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으로서 형사처벌 등이 동원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의 유통
을 금지함으로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라는 사전검열의 요건을
일단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비디오물 등급분류는 의사표현물의 공개
내지 유통을 허가할 것인지를 사전에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그 발표나 유통으
로 인한 실정법 위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비디오물 유통으로 인해 청소년이,

받게 될 악영향을 미리 차단하고자 공개나 유통에 앞서 이용 연령을 분류하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보아 등급분류는 사전검열과는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

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을 유통에 두지 못하게 하는 것이 비디오물
수입업자 등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을 인정하나 제도적 목적에 따른 공
익과의 법익균형성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소결⑶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은 공간적 경계뿐만 아니라 시간적 경계 또한 허물어가
기 때문에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관하‘ ’

여 더 많은 고민을 하게 한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고 그 활용도가 높아.

지면서 인터넷의 특성인 익명성과 전파성 등에 기인하여 인터넷 콘텐츠를 만든
사람 각각에게 일일이 책임을 묻기에 기존의 법적 통제 장치로는 어렵게 되자
입법자들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라는 규율가능대상에 주목하게 되었고 인터넷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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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제공자의 사회적 책임 및 법적 책임이 대두되었다 적잖은 국가들이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면책조항을 두는 방식의 입법을 하고 있다 우리나.

라의 경우 특히 요즘 인터넷의 언론기능이 부각되면서 인터넷포털의 책임에 관
한 논의가 활발하고,51) 이에 대한 입법안52)도 다수 발의되었다 비교법적으로 논.

의를 검토하고 우리 현실에서 어느 정도의 책임추궁과 규제가 필요하겠다는 입
법자의 판단으로 인터넷 관련 법규를 제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터넷서비스제.

공자에게 지우는 책임은 자기 자신의 콘텐츠가 아닌 제 자의 콘텐츠까지 책임을3

지고 커뮤니케이션의 내용까지 관여해야 하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부
과하는 것이 아닌 인터넷자정을 위한 최소한의 수문장으로서의 역할을 묻는 것,

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안의 형성과정에서 국가 일방의 생각만이 아닌 열린.

대화를 통한 계속된 상호 이해가 있을 때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능한 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이전에 사.

회적 책임에서 우러나온 실천과 자율적인 노력이 선행되는 바람직한 움직임이
일시적이지 않은 문화적 토대 위에 이루어지는 항시적인 것으로 운영될 때 비로
소 서로의 신뢰가 두터이 쌓일 수 있고 기술적으로 차단이 불가능하고 최선의, ‘

노력을 다 했을 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식의 외국의 입법례’ 53)를 따르는 인터

51) 안효질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타인 기사의 책임과 한계, “ ”, ｢언론과 법｣ 제 권 제 호, 5 1

쪽 이하 황성기 뉴스매개자로서의 포털 뉴스서비스의 언론성 및 법적 책임에(2006), 339 ; , “

관한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 호 쪽 이하 황성기 인터넷, 21 (2007), 197 ; , “

신문의 법제화와 언론중재”, ｢언론중재｣ 제 권 제 호 통권 제 호 쪽 이하 양, 25 2 , 95 (2005), 4 ;

재규 포털뉴스의 피해구제방안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 ”, ｢언론중재｣ 제 권 제 호 통권, 26 4 ,

제 호 쪽 이하 강경근 인터넷언론의 현실과 입법방안101 (2006), 21 ; , “ ”, ｢언론중재｣ 제 권, 23

제 호 통권 제 호 쪽 이하 이재진 인터넷언론의 보도상의 특성과 법적 책임2 , 87 (2003), 4 ; , “ ”,

｢언론중재｣ 제 권 제 호 통권 제 호 쪽 이하 변희재 거대 미디어권력 포털, 23 2 , 87 (2003), 21 ; , “

사이트”, ｢문학과 과학｣ 통권 제 호 쪽 이하 참조, 42 (2005), 361 .

52) 제 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신문법개정안 심재철의원안 발의 의안번호17 : (2006.6.19. , :

윤원호의원안 발의 의안번호 김영선의원안 발의 의4505), (2006.11.21. , : 5431), (2007.7.19. ,

안번호 언론종재법개정안 박찬숙의원안 발의 의안번호 노웅래: 7108); : (2005.11.1. , : 3146),

의원안 발의 의안번호 박찬숙의원안 발의 의안번호(2005.11.8. , : 3263), (2006.7.7. , : 4595),

최구식의원안 발의 의안번호 노웅래의원안 발의 의안번호(2006.12.1. , : 5530), (2006.10.10. , :

등이 있다5131) .

53) Vgl.: Jinae Park, Ehrenschutz im Internet am Beispiel der Hassrede - Eine

verfassungsrechtliche Untersuchung von Ehrenschutzvorkehrungen im Cyberspace in

Zusammenhang mit § 11 MDStV und §§ 8 ff. TDG/§§ 6 ff. MDStV -, Dissertation,

Humboldt-Universität Berlin, 2005, Verlag Dr. Kovač(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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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면해주는 법조문이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

고 이해관계당사자들이 모두 모여 대화하는 가운데 신뢰가 쌓이는 것 외에도 기,
술발달로 인해 법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한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제시될 가능성
이 있다고 본다.

표현의 자유의 법리와 인터넷4)

헌가 학교보건법 제 조 제 항 제 호 위헌제청 번 판례2003 1: 6 1 2 (4 )⑴

제청신청인은 광주극장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광주극장은 정문
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보문유치원이라는 교육기관이 위치하고 있어서 학19m ‘ ’

교보건법 소정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극장영업행위 또는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되어 기소되어 광주지법에 소송이 계속 중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광,

주지법이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심판제청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률조항의.

일부분에 대하여는 단순위헌결정을 하면서 입법자에게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입법수단 선택의 가능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
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있다.
이 판례에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의 기초로서 문화국가원리를 언급하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건국헌법 이래 문화국가의 원리를 헌법의 기본. “

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헌법은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 ]…
정신적 기본권으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과, , ,․
예술의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개별성고유성다양성으로 표현되는 문화는, ․ ․
사회의 자율영역을 바탕으로 한다고 할 것이고 이들 기본권은 견해와 사상의 다,

양성을 그 본질로 하는 문화국가원리의 불가결의 조건이라고 할 것이다 문. [ ]…
화국가원리는 국가의 문화국가실현에 관한 과제 또는 책임을 통하여 실현되는바,
국가의 문화정책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과거 국가절대주의사상의.

국가관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국가의 적극적인 문화간섭정책이 당연한 것으로 여
겨졌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국가가 어떤 문화현상에 대하여도 이를 선호하.

거나 우대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 불편부당의 원칙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늘날 문화국가에서의 문화정책은 그 초점이 문화 그 자체에 있.

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풍토를 조성하는 데 두어야 한다 문.
화국가원리의 이러한 특성은 문화의 개방성 내지 다원성의 표지와 연결되는데,
국가의 문화육성의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문화창조의 기회를 부여
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문화가 포함된다 따라서 엘리트문화뿐만 아니라 서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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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대중문화도 그 가치를 인정하고 정책적인 배려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고, ”

하여 비록 인터넷과 문화국가원리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고 인터넷과 청소,

년보호의 어려움을 언급한 듯 이해될 수도 있는 표현이 보이지만 인터넷에서, (

의 표현의 자유가 문화국가원리의 큰 틀을 판단의 기초로 삼아야 함을 보인 판)

례라 판단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날 청소년들은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과 그. “

에 따른 음란폭력물의 무차별적인 전파 그리고 비디오방 비디오대여점 등을 통, ,․
하여 선정적폭력적인 영상물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게 됨으로써 광범위한 영․
상매체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 [ ]…
여 공연과 영화의 상영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양질의 공연물 및 영상물에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청소년보호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여 문화국가원리에 입각한 청소년보호정책을 말하고 있고 헌법 제” , “ 21

조 제 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언론출판의 자1 ․ ․
유를 보장하고 있는바 의사표현의 자유는 바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속한다 의사, .․
표현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
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견해이다 즉 담화연. ․
설토론연극방송음악영화가요 등과 문서소설시가도화사진조각서화 등 모든․ ․ ․ ․ ․ ․ ․ ․ ․ ․ ․ ․
형상의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고 하여 인터”

넷 또한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에 포함한 판단임을 내포하고 있다.

헌마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 조 등 위헌확인2005 165: 16⑵

번 판례(2 )

가히 신문법에 대한 종합진단에 가깝다고 할 만한 판례이다 고충처리인제도의.

성격 표현의 자유의 제한과 관련된 위축효과 국가의 역할 헌법재판소의 임무, , ,

등에 대한 다양한 통찰을 반대의견에서 많이 찾을 수 있다.
인터넷 내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반영한 부분을 위주로 살펴보면 우선 고,

충처리인제도의 위헌 여부에 대한 다수의견은 고충처리인을 둠으로써 제약되는
신문기업의 자유와 이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언론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과 구제
라는 공익 사이의 비교형량 결과 자율성이 강조되는 고충처리인제도에 법적인,

규율을 가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반대의견에서 눈여겨볼,

통찰을 읽을 수 있다 재판관 인권성 김효종의 반대의견 중에서 이러한 수준. 2 ( , ) “

의 문제는 신문 스스로의 노력과 신문 독자의 현명한 선별 그리고 국가의 인내
가 있어야 해결되는 일이지 국가의 타율적 지도와 강제에 의하여서 해결될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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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이 문제는 언론의 공급자와 수요자 쌍방의 자율 및 사후의 책임부담. [ ]…
에 맡기는 것이 확인과 사유 그리고 성찰의 정신작용을 본질로 하는 언론의 본,

질에 부합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론에 대한 우려와 불만에도 불구하고 그 우려와
불만을 국가의 간섭에 의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를 헌법의 이름으로 막지 않
을 수 없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는 언론의 자율능력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한다. .

이것은 인간의 자유가 인간의 자율성에 대한 신뢰를 그 토대로 하는 것과 전적
으로 같은 것이다 국가의 간섭은 자율에 대한 신뢰의 폐기를 의미하는데 언론의.

자율능력조차 믿지 않는다면 이것은 결국 국민의 자율까지도 믿지 않는 것에 다
름 아니다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확신하는 신념 위에 세워진 것이고 인.

간의 존엄성은 인간의 자율성을 긍정할 때에 비로소 성립되는 가치이다 그러므.

로 언론의 자율능력을 불신하는 것은 인간의 자율능력을 부정하는 것이고 이것
은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것에 이르게 되어 결국 우리 헌법의 이념적 기초
를 부정하는 데 연결될 수도 있다 인간의 자율을 부정하는 데서 비롯된 역사의.

굴곡은 그동안 충분히 보고도 남은 바가 있다 전철을 밟을 위험은 마땅히 피해.

야 할 것이다 는 내용과 아울러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중에서 신문법 제” , “ 8

조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에게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 중에서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 또는 제작. ‘

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는 부분은 정기간행.’

물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독자의 이익을
도모하도록 노력하라는 취지라고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은 정기간행물사업.

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자율과 자유시장 경쟁원리에 맡길 사항이지 국가가
법률로써 규정하여 간섭할 사항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규정의 입법목적이.

헌법상 허용될 수 있는지 신문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안에,

들어가 심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하된 부분 중 일부에 대한 재판관 인권.” 2 (

성 김효종의 위헌의견 중에서 자유언론제도에 맞도록 다양한 언론이 시장에, ) “

나와서 서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정책적 배려를 할 수는 있지만
이미부터 모든 언론기관에게 중립적이고 균형있게 다양한 의견을 전달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신문의 보도와 논지에 대한 국민들의 자율적 평가를.

통하여 언론의 시장에서 선택과 책임 추궁이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되면
족한 것이고 법률이 미리부터 언론의 내용에 간섭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국가가.

나서서 보도가 공정하고 객관적일 것 소수집단이나 계층의 이해관계를 충실히‘ ’, ‘

반영할 것 보도의 균형성을 유지할 것 등을 법률로 요구하는 것은 사적 주체’, ‘ ’

인 신문에게 그가 지니는 개별적 경향성보다는 공익을 더 추구하도록 강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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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렇게 되면 신문은 이 조항들이 요구하는 객관성 공정성 공익성에 부. , ,

합하기 위하여 고유한 논조나 경향성을 표출하는 보도나 편집을 스스로 억제하
게 될 것이다 이는 언론의 자유를 사전에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이 조. .

항들이 규정한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과 같은 개념은 중립무색의 것으로 보이‘ , , ’ ․
지만 그 추상성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용어로 받아들이기에는 지
나치게 불명확한 것이고 따라서 그 규정에 맞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정부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행하여질 위험도 있다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에 대해.

서는 비록 그 제한이 중립적이고 무색투명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언론에 민감하,

게 반응하는 국가권력의 속성을 고려할 때 국가가 휘두를 수 있는 위험한 간섭, ‘

의 칼날을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를 봉인 하여야 할 것이고’ ( )封印
이것이 헌법재판제도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이다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

재판은 법률에 의한 구체적 침해를 되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에 사실상 그 본질
이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들은 비록 그 위반에 대한 제재조항은 없지만 언론의.

자유에 미치는 제한적 효과 내지 위축효과가 큰데다가 그 불명확한 개념이 언론
에 대한 권력의 포위와 압박을 가능케 할 빌미와 공간을 제공하므로 신문 등 정
기간행물사업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 것이다고 피력하고 있는 부”

분에서 고충처리인제도의 본질과 자율의 중요성에 관한 숙고를 읽을 수 있다.
또한 본안판단에 대한 반대의견 중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신문법 제 조 제15 2

항에 대한 재판관 인권성 김효종 조대현의 반대의견위헌은 언론의 자유와3 ( , , ) ( ) “

관련된 정책은 쉽게 입법재량의 성역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그 헌법적
정당성이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언론의 자유가 민주국가. [ ]…
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특히 우월적인 지위를 지닌다고 보
았는바 언론의 자유가 지닌 그러한 기능적우월적 성격을 고려할 때 언론의 자유․
에 대한 제한은 그 제한을 정당화할 만큼 긴요하고 공익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오늘날 일간신문의 이종매체 겸영이. [ ]…
가져올 수 있는 매스커뮤니케이션 발달의 긍정적 효과와 언론기업 경영의 효율
성 증대는 가시적인 것임에 반하여 그러한 겸영이 초래할 언론의 독과점의 폐해,

나 언론의 다양성의 훼손에 대한 평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구체적 겸영
양태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다 오늘날 통신기술 및 디지털기술. [ ]…
의 발달로 인하여 매스미디어는 다양화되고 있으며 방송통신 등 미디어 간의 융․
합이 이루어지고 있고 방송전파의 희소성은 줄어들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위성케이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인터넷 프로토콜 티브이 등 뉴DMB( ) IPTV( )․ ․ ․
미디어를 이용하여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외국의 주요 신문사들은 방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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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겸영하면서 다수의 정보를 다양한 미디어를 이용하여 전파함으로써 매스커뮤
니케이션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경제적 효율을 도모한다 한편 위성방송 인터넷. ,

등 새로운 매스미디어의 발전에 따라 신문산업은 위축의 징후를 보이기도 하므
로 신문사업자는 방송이나 통신의 컨텐츠사업자 등이 되어 활동 영역을 넓히거
나 방송통신의 겸영을 통하여 신문사업의 경영효율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현저, ․
하게 되었다 이 조항이 일률적으로 겸영을 금지하는 것은 결국 입법수단으. [ ]…
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 ]…
도 위배된다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명확성원칙은 특별히. [ ]…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에 비.

추어 볼 때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는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

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즉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

확한 경우에는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
는 기본권 주체는 규제를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
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그 규제로 인하여 마. ,

땅히 보호되어야 할 다른 표현에 대하여까지 위축적 효과가 미치지 않도록 규제,

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 고 하”

여 미디어의 융합에 관한 통찰과 표현의 자유에서 나타나는 위축효과의 중대성
을 간파하였다 그리고 언론중재법 제 조 제 항제 항제 항에 대한 재판관 인. 6 1 4 5 2․ ․
권성 김효종의 반대의견위헌은 고충처리인을 둘 것인지 여부는 신문사가 자( , ) ( ) “

율적으로 정할 문제이므로 국가가 나서서 이 조항들과 같이 고충처리인을 두고
그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신문사업자의 신문의 자유를 침
해한다 고 하여 자율통제의 본질을 강조하고 있다” .

헌마 전기통신사업법 제 조 등 위헌확인 번 판례99 480: 53 (27 )⑶

표현의 자유의 본질과 인터넷의 특성을 명시한 판례로 관련 연구 등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판례이다 항공대학교 학생인 청구인은 부터 주식회사. 1998.9.14.

나우콤에서 운영하는 종합컴퓨터 통신망인 나우누리에 이의제기라는 이용자‘ ’ ‘ ’

명으로 가입하여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오던 중 동 통신망에 개설되어 있는
찬우물이라는 동호회의 속보란 게시판에 서해안 총격전 어설프다 김대중‘ ’ ‘ ’ “ , !”

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나우누리 운영자가 같은 달 정통부장관, ‘ ’ 21.

의 명령에 따라 위 게시물을 삭제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나우누리 이용을 개월‘ ’ 1

중지시키자 청구인은 이에 표현의 자유 등 침해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조 제 항에 의한 불온통신의 개념과 규제에5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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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설명한 후 이러한 불온통신 규제제도는 다음과 같은 구조와 특성을 지, “

니고 있다 첫째 정보통신부장관이라는 행정권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 ,

접적인 내용규제가 이루어진다 둘째 그 규제의 법적 구조가 정보통신부장관전. , -

기통신사업자전기통신이용자의 삼각구도로 짜여져 있어 명령 및 처벌의 대상자- ,

는 전기통신사업자이지만 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는 자는,

이용자가 된다 명령 및 처벌의 객체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객체가 분리될.

뿐 궁극적으로 형사처벌의 담보하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가 행하여진다 한.
편 전기통신이용자는 규제조치의 상대방이 아닌 제 자로서 행정절차에의 참여3 ,

행정소송의 제기 등 권리구제의 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셋째 형식적으로는. ,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후제한이지만 이용자전기통신사업자 및 정보통신부장관, ․
의 역학관계에 비추어 볼 때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 등
명령이 없더라도 미리 사용약관 등에 의하여 이용자의 통신내용을 규제하고 이
에 따라 이용자는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는 실질적으로는 상시적인 자체검열,

체계로 기능하기 쉽다 고 하면서 위헌결정을 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는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수반하고 그로인해 다양한 의견 견해 사상의 표출, ,

을 가능케 하여 이러한 표현들이 상호 검증을 거치도록 한다는 표현의 자유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케 한다고 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명확성의 원칙을 밝히고” ,

아울러 표현의 자유의 경우에 과잉금지원칙은 명확성의 원칙과 밀접한 관련성“

을 지니고 불명확한 규범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게 되면 헌법상 보[ ]…
호받아야 할 표현까지 망라하여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규제하게 되므로 과잉
금지원칙과 조화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고 하여 표현의 자유와 과잉금지의 원”

칙을 밝히고 있다 나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 조 제 항의 위헌여부를 판단하면. 53 1

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이라는 불온통신의 개념은 너무나“ ”

불명확하고 애매하여 어떠한 행위가 과연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은 사람마다의 가치관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

수밖에 없고 법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

하기 어려운 대단히 주관적인 것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과잉금지원칙 위반 판단 중에서 성 혼인 가족제도에 관한 표현들예컨대“ ( ), , ( ,性
혼전동거 계약결혼 동성애 등에 관한 표현이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규제, , ) ‘ ’

되고 예민한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관한 표현들예컨대 징집반대 양심상의 집, ( , ,

총거부 통일문제 등에 관한 표현이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규제된, ) ‘ ’

다면 전기통신의 이용자는 표현행위에 있어 위축되지 않을 수 없고 이로 말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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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아 열린 논의의 가능성은 원칙적으로 배제되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된다 대저 전체주의 사회와 달리 국가의 무류성 을 믿지 않으며 다. ( ) ,無謬性
원성과 가치상대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공의 안녕질‘

서나 미풍양속과 같은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개념을 잣대로 표현의 허용 여부’ ‘ ’

를 국가가 재단하게 되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곡되고 정치적 이데올로, ,

기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더욱이 집권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은 공공의 안. ‘

녕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쉽게 규제될 소지도 있다 우리 재판소는 민주주의에’ . ,

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차적으로 재단하여, 1

서는 아니되고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고 확인한 바 있음을 환기하여 둔다는 부분은 국가의 역할에 관한 헌법재”

판소의 숙고와 통찰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과잉금지원칙 위반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시대의 변화와 인터넷의 특성에
관하여 년 구 전기통신법 제 조에 의하여 도입될 당시의 모습에서 크게 벗“1961 6

어나지 않은 현재의 불온통신 규제제도는 인터넷을 비롯 온라인매체를 이용한,

표현행위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변화된 시대상황에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불온통신 규제의 주된 대상이 되는 매체의 하나는 인터넷이[ ]…
다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 ’, ‘ ’ .

공중파방송은 전파자원의 희소성 방송의 침투성 정보수용자측의 통제능력의 결, ,

여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공적 책임과 공익성이 강조되어 인쇄매체에,

서는 볼 수 없는 강한 규제조치가 정당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인터넷은 위와 같.

은 방송의 특성이 없으며 오히려 진입장벽이 낮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며, , ,

그 이용에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지닌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에서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
래할 수 있다 표현매체에 관한 기술의 발달은 표현의 자유의 장을 넓히고 질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계속 변화하는 이 분야에서 규제의 수단 또한 헌법의
틀 내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인터넷에서의 표현”

의 자유를 바라보는 기본 시각을 옳게 밝히고 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 “

시키지 않게 명확하면서도 진정한 불온통신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입,

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나 규제대상이 다양다기하다 하더라도 개별,․
화유형화를 통한 명확성의 추구를 포기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득이한 경우 국가,․
는 표현규제의 과잉보다는 오히려 규제의 부족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해악이.

명백히 검증된 것이 아닌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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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의 본질이기 때문이다는 설시를 통해 표현의 자유의 본질에 관한”

통찰을 보이고 있다.

소결⑷

표현의 자유에 관한 판단이 인터넷에서의 사안이기 때문에 여태까지와는 전혀
새로운 잣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에서나 오프라인에서나 인간이 주역.

이다 온라인에서 생긴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술적 요인에 의해 인간의 삶 자체.

내지 추구하는 가치 자체가 뿌리에서부터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지.

난 년간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타난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논증10

들이 고전적 표현의 자유의 잣대에서 출발하고 있음에 큰 문제될 부분이 없다.
여기에서 더 깊이 있는 통찰을 요구하는 부분은 인터넷이라는 기술 그 자체에
있다기 보다는 인간들이 인터넷을 활용하여 현재 전개되고 있는 발전양상에 관
한 숙고일 것이고 특히 의사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많은 사안들은 인
터넷이 우리 삶의 일부로 자리 잡음으로 해서 생성되고 발전되고 있는 문화 와“ ”

더 열려진 가능성 이라는 측면에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 .

헌가 판례 번호 에서 문화국가원리 를 언급하면서 인터넷과 인간 그리2003 27( 4.) “ ”

고 문화의 상관관계에 관한 숙고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인터넷
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판단하는 판례에서 표현의 자유의 판단기초로 문화국가원
리를 명시하고 있음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인터넷의 문화적 측면에서 판단의 출
발점을 잡는 기본자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다만 년. 2004

의 동 판례 이후 다른 대상판례에서 명백한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은 찾지 못하
였다 비록 문화국가원리 를 인터넷과 연결 짓는 명백한 문구는 없을지라도 후. “ ”

견적 입장을 배제하고 가능하면 표현규제를 자제하여야 할 국가의 역할이 여러
차례 강조되고 있고 아울러 명확성의 원칙에 저촉되는 법규정으로 인한 표현규,

제가 가져올 수 있는 위축효과54)까지도 심사숙고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본질
및 과제55)를 또한 여러 차례 확인하고 있음을 미루어 볼 때 헌법재판소가 문화
국가원리를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판단하는 잣대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고 하겠다.
헌법원리에서 바라보면 문화국가원리 이외에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민

54)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 헌마 판례 번호 헌법재판소2006.6.29, 2005 165( : 2.); 2008.1.17,

헌마 판례 번호 헌법재판소 헌마 판례 번호2007 700( : 6.); 2002.6.27, 99 480( : 27.).

55)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 헌마 판례 번호2006.6.29, 2005 165(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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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원리 사회주의 원리 등과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한 숙고와 앞으로의 연구,

가 요청된다 표현의 자유 자체의 개념폭이 넓기 때문에 특히 정치적 표현의 경.

우 민주국가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표현하는 마당으로서
인터넷이 하는 역할은 민주주의 발달에 중요하고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또한 인.

터넷이 널리 보급되고 사용이 보편화되는 과정에서도 엄존하는 다양한 방식의
정보소외 내지 정보격차 등의 문제는 사회국가원리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국가에 의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원리와 관련한 인터넷.

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내용별 검토는 후속연구로 남겨둔다.
그 밖에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묻는 방식의 설정을 위해 고민하
는 한 축에 대응하여 또 다른 한 축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인터넷의 특성에 기인
하여 법적 내지 제도적 통제가 아닌 자율규제메카니즘을 우선시하는 주장이라
하겠다 오늘날 많은 나라들은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 중의 양자택일이 아닌 인터.

넷의 기술적 특성을 존중하는 양자협력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56) 소위 이러한
협력의 구체적인 양상은 영역별 국가별로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생, .

적인 자율규제의 움직임보다는 법 규정에서 미리 정한 자율규제모형이 입법을
통해 제시되고 이에 대한 사후문제로 결국 헌법재판소 결정대상으로까지 도달하
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헌마 판례 번호 의 고충처리인제도에 대한 판. 2005 165( : 2.)

단에서 헌법재판소는 자율성이 강조되는 제도를 법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정당한
지에 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소수의견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인간의 자율.

성에 대한 신뢰는 헌법이 터 잡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확신하는 신념에서 나
오는 것으로 자율규제에 관한 입법은 많은 부분 국가의 인내가 요구되는 사안이
라 하겠다 자율규제가 이루어지도록 법에서 지극히 자율적인 성격의 제도를 규.

정해 놓고 이렇게 좋은 자율적 제도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면 얻을 공익이 크다고
하면서 국가가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간섭하고 결과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자율규
제의 싹을 자르는 성급한 처사일 수 있다 인터넷이 표현촉진적 매체임을 아는.

한 국가는 이 사안도 인내해야 한다.57)
물론 자율이 요청되는 영역과 국가의 확고한 기준과 공적 서비스가 요구되는
영역이 항상 선명하게 구분되고 원활하게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자율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다른 나라와 다‘ ’

56) 박진애 인터넷에서의 명예보호를 위한 자율적 대응방안에 관한 헌법적 검토 독일에서의, “ :

논의와 현황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 호 쪽 이하 참조, 21 (2007), 39 .

57)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헌가 판례 번호 에서도 의료업계2005.10.27, 2003 3( : 5.)

의 자율규제 가능성을 환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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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부분들도 많다 서구민주주의를 들여와 올해로 헌법 제정 주년을 맞이하는. 60

년 현재 민주주의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헌법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특2008 , ,

히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국가가 무,

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국가가 무엇은 하면 안 되는가 등에 관하여 열린 논
의가 요구되고 이렇게 함께 한 고민들의 축적이 앞으로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유
익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맺음말에 갈음하여 다시 출발점에 서서V. :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법원의 판례에서는 주로 명예훼손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 소위 악플의 문제, 58)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반해 이,
연구에서 검토한 차 대상판례 총 건 및 개별검토를 거쳐 의미 있는 판례로1 27

선정된 총 건의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는 지난 년간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12 11

유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와 청소년 보호 등과 관련된 표현들을 다
양한 영역에 걸쳐 논의하였음을 보았다 문화국가원리를 바탕으로 인간의 자율성.

을 신뢰하는 방향으로 기술발전에 대응하여 헌법적 순화작업을 해 나가는 것이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꽃피우게 하는 헌법재판소의 이 시점에서의 임무라
하겠다 이제 중간점검은 부족하나마 여기에서 일단락을 짓기로 한다 깊이 있는. .

연구와 열린 대화를 통해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어떤 미래를 향해 갈 지
다시 출발점에 서는 시점이다.

58) 박진애 인터넷에서의 악플에 관한 헌법적 고찰 안암법학 통권 제 호 쪽, “ ”, , 23 (2006), 33｢ ｣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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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Entscheidungen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K-VerfG) zur Meinungsfreiheit im Internet

Park, Jin-Ae
*

Es umfasst einen Zeitraum von mittlerweile mehr als zehn Jahren, seit das Internet

erheblichen Einfluss auf unser Leben gewonnen hat. Naturgemäß haben die neuen

Kommunikationstechnologien in dieser Zeit auch das zunehmende gesetzliche und

gerichtliche Interesse auf sich gezogen. So entstand etwa inzwischen eine Ansammlung

vielfältiger Entscheidungssprüche des K-VerfG zum Thema Meinungsfreiheit im

Internet. Gegenstand der vorliegenden Untersuchung ist es, eine systematische,

kategoriale Einordnung der Verfassungsgerichtsentscheidungen zu diesem Thema zu

erarbeiten und, darauf basierend, generelle Tendenzen, bzw. weitere Aussichten für die

Zukunft abzuleiten. Ein erster Recherche-Versuch hinsichtlich der Suchbergriff-Kombination

‘Internet’ und ‘Meinungsfreiheit’ ergab bereits 27 Treffer, welche in Zusammenhang mit

Entscheidungen des K-VerfG stehen. Eine K-VerfG-Entscheidung wurde zuvor für die

Untersuchung dann als vollständiger Typus definiert, wenn die Entscheidung inhaltlich,

sachlich und gesetzlich alle Aspekte unserer Rechtsrealität umfasste. Nach eingängiger

Analyse entsprachen 12 der 27 gefundenen Entscheidungen diesen Bedingungen. Eine

Durchsicht der verbleibenden zwölf K-VerfG - Entscheidungen ergab vorläufig keine

hervorstechende inhaltliche Tendenz, sehr wohl aber konnten grundsätzliche

Erwägungen des K-VerfG zu seinen Entscheidungen festgemacht werden. Als

Kernaussage kann hierbei extrahiert werden, dass die Gewährung von Meinungsfreiheit

im Internet im Verhältnis zum bisherigen Verständnis von Meinungsfreiheit nicht eines

völlig neuen Maßstabs bedarf. Insofern ist der Ansatzpunkt des K-VerfG, bei

Internet-Belangen von verfassungsrechtlicher Bedeutung am bisherigen diesbezüglichen

Entscheidungsbestand und -modus anzuknüpfen, schlüssig. Darüber hinaus aber

erscheint es angesichts der rasanten Veränderungen erforderlich, durch sorgfältige

Reflexion die Einsichten nicht nur in die Internettechnik selbst, sondern vor allem

* Dr. iur., Sungkyunkwan Uni. School of Law, Research Pr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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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ch in deren kulturelle Dimension sowie das Verständnis für ihr äußerst offenes

Entwicklungspotential zu vertiefen. So wird es für das K-VerfG in Zukunft darauf

ankommen, auf Basis der Kulturstaatsprinzips einerseits und im Vertrauen auf die

Autonomie der Persönlichkeit andererseits, die künftigen Entwicklungen und Auswirkungen

der Internettechnik auf die Meinungsfreiheit verfassungsrechtlich zu begleiten und, wo

nötig, einzuheg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