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 훼손과 소송 



명예 훼손 

 Libel law (Defamatory law) 

 미 언론의 62%가 초심에서 패소 

 신문과 방송의 부담 증가  



최근의 언론소송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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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소송을 피하는 방법 

 철저한 사실 (fact) 

 정보원 확인 

 의견과 사실의 구분 

 여타 측면 취재 

 신중한 ‘인용’ 

 정확한 상황 전달 

 가급적 익명의 정보원 배제  



Sullivan Case 

 1964년 Alabama, Montgomery 

 NYT 광고 

 L.B. Sullivan, 

  Commissioner of Public Affairs. NYT 제소 

 앨라바마 대법원의 $50만 달러 승소 판결 



 뉴욕 타임스 미 연방 대법원에 항소… 승리 

 대법원의 변 

언론의 자유 

공인, 공복, 공무원 등 public figure 에 대한 
비판 자유로워야… 

비난 받는 이는 기사의 부당성, 실질적 악의 
(actual malice)의 진위 여부를 증명해야… 



Public figure & public official 

 공인>공직자>공무원 

 공인은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과 … 

 정치가, 행정부, 사법부, 저명인사, 공
공 단체의 간부 

 



명예 훼손이란… 

 상대방에 대한 적대적, 조롱적, 경멸적인 
의사 소통 행위가 그의 사업 등에 손해를 입
히거나 사회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킬 경우 



상대방이 고소할 때는 반드시 

 의사 표현이 제 3자에게 전달 

 제 3자가 명백히 명예훼손 당한 사람을 
구별할 경우 

 모욕을 당한 당사자가 체중 감소, 정신적 
모멸감 또는 품위 훼손 등 입증할 만한 피
해를 입었을 때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미 법원의 판결 

 1903년 

 본인의 허락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름
이나 사진을 도용하는 것은 위법 

 



 침입, 간섭 (Intrusion) 

 공공 장소의 여부, 사무실, 가정 

 서류 도용…(제 3자 또는 내부 제공은 예외) 

 

 잘못된 조명  

 과장된 인물 묘사, 변조, 창작 

 

 사적인 개인정보 유출 



오프 더 레코드 (Off-the-record) 

 사실 증명이냐? 정보원 보호냐? 

 1978년 뉴욕 타임즈의 Myron Farber 

 미국의 경우, 언론인 보호위해 절반 이상 
Shield Laws 채택  



오프 더 레코드 

 듣기 전 의사 표명 

 친밀한 정보원이 제공할 경우, 다른 곳에
서 알아보기 (정보원 보호 차원에서) 

 만약 아는 사실이라면 설득하기 난감 



명예훼손 소송 

반론보도 청구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 청구 거쳐야 

 

추후보도 청구 

형사 절차가 무죄판결 등일 경우 

 



손해배상청구 

 보도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
에 관한 경우라는 입증을 해야 면책 

 

정정보도청구 

 간행물 등에 의한 경우, 제작 금지, 배포 금지 
가처분 등의 가처분을 미리 할 수 있음 

 



명예훼손 소송을 피하는 방법 

 철저한 사실 (fact) 

 정보원 확인 

 의견과 사실의 구분 

 여타 측면 취재 

 신중한 ‘인용’ 

 정확한 상황 전달 

 가급적 익명의 정보원 배제  



언론 윤리 

 사실과 진실의 구별 (fact & truth) 

 대중들이 원하는 것이 아닌 필요한 것 

 개개인의 권리 침해 지양 

 모든 정보에 대한 검증 

 특권적 지위 남용 자제 

 정보원 보호 

 響應  



모의 훈련 

 이길 가망성이 없는 출마자의 과거 비리 

 청년 시절 보이스카웃 대원의 성 추행 

 화상이 심한 소녀의 귀환 



언론 윤리 

 사실과 진실의 구별 (fact & truth) 

 대중들이 원하는 것이 아닌 필요한 것 

 개개인의 권리 침해 지양 

 모든 정보에 대한 검증 

 특권적 지위 남용 자제 

 정보원 보호 

 響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