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본 연구에서는 일명‘자살 홈페이지 사건’의

법원 판결이 제시한 ISP 법적 책임의 기준이 매체

의 현실을 반 하고 있는지, ISP가 행동 가이드라

인으로 삼을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

는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법원 판결의 다수의견

에의하면1) 게시 의불법성이명백하고, 2) 사업

자가 인식하 다고 볼 수 있고, 3) 기술적, 경제적

으로 게시물에 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

는 ISP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

넷 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

록차단할주의의무가있다. 이때사업자가인식하

다고 볼 수 있는 근거로서는 1) 피해자로부터 구

체적∙개별적 게시물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

우, 2) 직접적인요구를받지않은경우라하더라도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

었던 경우, 3)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

관상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를 들었다. 이러한 기준

을매체관련현실에비추어본다면, 게시 의불법

성의 명백함을 사업자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사업자에게 관리감독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부과하려는 현 입법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가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가 아닌 경

우를 상정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며, 게시물에

한 관리∙통제가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한 경우

를 ISP의 게시 삭제 노력 등에 근거하여 결과론

적으로 해석하 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인 측면이

크다.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진일보하 으나 현실

적으로는 ISP들에게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되기에

한계가 있는 법원 판결의 기준은 결국 ISP들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게시 삭제∙

임시조치 등을 행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

한표현의자유및이용자의권리침해문제가발생

할 수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조항에 의해 ISP들은 사전 모니터링을 해야만 면

책이 될 수 있고, 법원 역시 컨텐츠 모니터링과 금

칙어의 설정 등 적극적인 편집권 행사를 격려하는

입장에 있다는 점이다. 한편으로는 편집권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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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면책이 되거나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

이되고, 다른한편으로는바로그편집권을행사하

기 때문에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은 모순적인 일이

다. 그러므로 법원 판결의 기준을 향후 좀 더 정

하게 다듬어 현실적인 맥락에 맞게 발전시킬 필

요가 있을 뿐 아니라, ISP의 항시적 사전 모니터링

의무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만

ISP의 구체적인 행동에 기반한 책임 기준을 제시

하는것이가능해질것이다.

I. 서론

인터넷 기술과 인프라의 발달로 우리 사회에서

정보의 확산과 의사 표현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

고, 이는 시민들의 참여와 공유 기회를 확산시키는

데기여하는반면명예훼손등개인의권리침해및

이로인한분쟁역시증가시키는결과를가져왔다.

또한 인터넷상에서의 권리침해는 오프라인에서보

다 복잡한 과정에 의해 발생되기도 하고 관련 당사

자들의 행위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도 표현 행위자 뿐 아니라 표현 행위를 매

개하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가 침해 행위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지의 문제가 두된다. 따라서

권리 침해에 한 책임을 ISP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한 이를 통해 권리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인지의 문제가 논란의 상이 된다. ISP에

게전혀책임을지우지않을경우개인의권리침해

에 한 적절한 구제가 어려워지거나 침해를 예방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 반면,

ISP에게 지나친 책임을 부과하게 되면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책임을 피하기 위해 공격적인

모니터링 조치 등을 행하게 되어 표현의 자유를 훼

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ISP에 한 법적 책임의 기

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또한 법원이 제시하는 법적 책임의 기준은

인터넷 환경에서 개인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 및 인

터넷 산업의 발전 등 충돌하기도 하는 여러 가치들

을 조정하는 데에도 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함의를갖는다. 

그동안 일어난 여러 건의 분쟁들을 해결하면서

우리 법원은 인터넷상에 표현된 로 인해 일어난

권리 침해에 한 ISP의 법적 책임 기준을 제시해

왔다. 가장 최근에는 2009년 4월 19일 법원이

2008다53812 손해배상(기) 등 사건(일명 자살 홈

페이지 사건)에서 인터넷종합정보제공사업자의

명예훼손 책임에 관해 판결한 바 있다. 이 판결의

법리적 타당성 및 피해 예방에 한 정책적 함의에

한 논의는 이미 몇 차례의 토론회 등에서 이루어

진바있고앞으로도계속될것이다. 그런데판결의

법적 의미에 한 논의가 보다 유의미하게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판결이 제시하는 기준들이 갖는 사

회적 의미와 당사자의 현실에 미치는 향에 한

현실적 검토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동 판

결이 타당한 범위 내에서 ISP에게 책임을 부과하

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판결이 제시한 기

준들이 관련 당사자들에게 실제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는역할을하는지살펴볼필요가있다.  

특히 지금까지 ISP의 법적 책임 관련 논의가 정

치적 차원의 갈등이나 기존 언론 매체의 위기의식

과도 맞물려 진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서,1) 동 판결에서도 인터넷 매체의 특성이나 ISP의

특성과 관련한 요인들이 고려되고 있는지, 있다면

법원이 인터넷과 관련한 사회적, 매체적 환경을 어

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판결문의 법리적 해석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법원 판결이 제시하는 법적

책임발생기준의현실적 응성과타당성및이판

결이 매체 환경과 사회 현실에 제기하는 함의가 무

엇인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먼저 ISP의 법적 책

임에 관한 선행 논의들을 검토하여 분석한 후,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

우지숙 -명예훼손에 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책임 기준의 현실적 타당성과 함의: 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에 한 비판적 검토

1) 황성기, “뉴스매개자로서의 포털 뉴스서비스의 언론성 및 법적 책

임범위에 관한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제21호,

200~201, 2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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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하고, 판결이 제시한 ISP 법적 책임의 기준이 매

체의 현실을 반 하고 있는지, ISP가 행동 가이드

라인으로 삼을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

하는것인지를살펴본다.

II. ISP의 법적 책임에 한 이론 및 선행 논의

명예훼손적 내용에 한 1차적 책임은 작성

자에게 있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명예

훼손의 경우는 작성자를 알아내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찾아내더라도 손해배상액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경우도많기때문에 작성자뿐아니라중개

자(intermediary)인 ISP의 책임도 함께 묻기 위해

ISP를 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2) 어

떠한 경우에 ISP가 작성자의 명예훼손으로 인

한 책임을 지게 되는지에 한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론과논의들을살펴본다. 

1. ISP의 편집권행사정도에따른책임기준

먼저 편집권 행사 정도에 따라 중개자인 ISP를

발행인/출판자(publishers), 분배/배포자(distributors),

단순전달자(common carriers and conduits)의 세

유형으로 나누어 법적 책임을 다르게 인정하는 기

준이있다. 이는미국코먼로상의불법행위법의기

준으로서, 수동적인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단순전

달자는 면책하고, 신문사와 같이 전달하는 정보에

해 통제권을 행사하는 발행인은 책임을 지고, 배

포자는 정보의 명예훼손적 성격에 해 통지를 받

았거나 알 수 있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책임

을 진다는 것이다.3) 이러한 기준은 상당히 일반적

인 적용가능성을 자고 있는 것으로서 어떠한 ISP

가 사업상 이익을 위해 편집권을 행사할 것을 의식

적으로 선택한다면 이러한 ISP를 선택하여 이용하

는 이용자들의 기 수준 역시 그러할 것이므로 편

집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공표하고 사업 모델로 삼

는 ISP에게 그렇지 않은 ISP보다 더 많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법적,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는 입장인

것이다.4)

이러한코먼로기준의입장을보여주는두가지

사건은 다음과 같다. Cubby v. CompuServe 사건에

서법원은상업적온라인서비스를운 하면서토론

게시판의 컨텐츠를 모니터하지 않았던 CompuServe

는발행인이아니라배포자로볼수있고, CompuServe

가 전달하는 모든 컨텐츠를 검토한다는 것이 실행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ComputServe는 명예훼손

적 내용에 해 알지 못하 거나 알아야 할 이유가

있지 않으므로 이에 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고판시하 다.5) 반면Stratton v. Prodigy Services,

Co. 사건에서는 가족친화적(family-firendly) 사이

트를 표방하며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가 있는 메시

지를 삭제하고 있었던 Prodigy가 사이트의 일부를

심사하는 발행인으로서 기능하고 있었기 때문에,

명예훼손적 게시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았고

통지를 받지도 않았으며 게시 의 불법성에 해

서 인식하고 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져야한다고판시하 다.6)

이러한 판결의 방향에 해 ISP들은 상당히 비

판적이었고, 편집권을 행사할수록 더 책임을 지게

된다면 자율규제의 인센티브가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의회에게 ISP에 한 면책 조항을

입법해달라고요청하 다.7) 이러한자율규제주장

이 의회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실제로 코먼로 기준

에 의한 책임 부과보다 ISP에 한 포괄적인 면책

이 자율규제의 인센티브를 더 많이 제공하는지 여

LAW & TECHNOLOGY 제5권 제4호 (통권 제24호) 2009

2) Doug Lichtman & Eric Posner, Holding Internet Service

Providers Accountable, 14 Supreme Court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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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ncy Act §230”, 17 Berkeley Technology Law Journal, 2002,

pp. 4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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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한 검토는 제 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1996년 미국 통신법의 수정조항에 ISP에 한 면

책조항으로서 47 U.S.C. §230(이하 CDA 230조)

가 도입되었다.8) 이 면책조항은 Prodigy 판결을 무

효화하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서 채택되었는데, 이

후 법원에서는 면책조항의 도입으로 코먼로 기준

자체를 폐기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면책조항을

코먼로 기준과 병행하여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

지에 해서로다른입장을보이고있다. 

2. 포괄적면책

ISP에 한 포괄적 면책이란 CDA 230조의 내

용에서와 같이 매개 역할을 한 ISP가 발행인이나

게시자와 같은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9)

그리고 ISP가 문제가 있는 내용을 차단하기 위해

취한 편집 조치로 인해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10) 앞서 언급하 듯이 이러한 면

책조항은 편집권 행사 여부에 따라 책임을 부과하

는 것이 ISP의 자율규제 노력에 역인센티브를 제

공하게될수있다는우려에의해나왔다고보는경

우가 많다. 실제로 CDA는“부모를 돕는 차단기술

의 개발과 이용에 역인센티브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을 그 정책적 목표로서 직접 언급하고

있다.11) 그런데 이후 법원에서 이 조항을 적용하여

판단함에 있어서 명예훼손적 에 해 통보를 받

은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ISP에게

도 포괄적인 면책을 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모든 자율규제적 인센티브를 말살하게 되

었다는비판을받기도하 다.12) 예를들어CDA 면

책 조항의 도입 이후 결정된 Zeran v. America

Online, Inc. 사건13)과 Jordan Blumenthal v. Matt

Drudge & America Online, Inc.사건14) 등은명예훼

손적컨텐츠에 해알았거나알수있는상황에있

었다면 부담하게 되는 책임조차도 ISP에게 부과하

지않고ISP에거의절 적인면책을부여하 다. 

이에 한비판이제기되면서최근들어서는포

괄적인 면책보다는 ISP의 실제적 행동(conduct)을

고려하여 법적 책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

이 나오기도 하고,15) 법원에서도 CDA 면책조항 하

에서도 배포자의 책임 소재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

으로 볼 수 있다면서 Zeran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

하거나,16) ISP가 정보의 생산에 일정 정도 참여한

경우에는 정보콘텐츠제공자의 역할도 함께 한 것

이므로 ISP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하기

도 하 다.17) 앞으로 미국에서 ISP에 한 책임 법

리가 어떻게 발전하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일이지만, ISP의자율규제를격려하기위해도입한

면책 규정이 실제로는 자율규제적 노력을 할 인센

티브를없앨수있다는점이지적되고있는것은우

리에게도시사하는바가크다. 실질적, 경험적타당

성이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ISP의 자율규제를

중시하는 정책적 고려가 법리에 향을 미침으로

써의도하지않은결과를낳고있는것이다.

우지숙 -명예훼손에 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책임 기준의 현실적 타당성과 함의: 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에 한 비판적 검토

8) 우지숙, 앞의 논문. 

9) 47 U.S.C. §230(c)(1) “... no provider or user of an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shall be treated as the publisher or speaker of

any information provided by another information content provider.”

10) 47 U.S.C. §230(c)(2). No provider or user of an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shall be held liable on account of- (A) any

action voluntarily taken in good faith to restrict access to or

availability of material that the provider or user considers to be

obscene, lewd, lascivious, filthy, excessively violent, harassing,

or otherwise objectionable, whether or not such material is

constitutionally protected. 

11) 47 U.S.C. §230(b)(4). “... to remove disincentives for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blocking and filtering

technologies that empower parents ...”

12) Suman Mirmira, “Lunney v. Prodigy Services Co.”, 15 Berkeley

Technology Law Journal 437, 2000, pp.  437~438. 

13) 129 F.3d 327 (4th Cir., 1997). 

14) 992 F. Supp. 44 (D.D.C. 1998). 

15) Matthew G. Jeweler,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 of

1996: Why §230 Is Outdated and Publisher Liability for

Defamation Should Be Reinstated Against Internet Service

Provider”, 8 University of Pittsburgh Journal of Technology Law

and Policy. 2007; Robert G. Magee & Tae Hee Lee, “Information

Conduits or Content Developers?: Determining Whether News

Portals Should Enjoy Blanket Immunity from Defamation

Suits”, 12. Communication Law and Policy. 2007.  

16) Roger M. Grace v. eBay, Inc., 16 Cal. Rptr. 3d 192 (Cal. App.

Ct. 2004). 

17) Fair Housing Council of San Fernando Valley v. Roommates.com,

521 F.3d 1157 (9th Ci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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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체적특성의고려

한편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에 의해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에 한 책임 판단 기준이 달라져

야 하는지에 해서도 논의가 있어 왔다. 전파자원

의 희소성과 침투성 등으로 인해 공공성이 강조되

는 지상파 방송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이론적으로

는 매체별로 서로 다른 법적용을 정당화하기 어렵

다. 즉, 인쇄매체를중심으로하여이루어져온표현

의 자유와 한계에 한 고전적 논의가 인터넷에

하여도적용된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는것이다.18)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 역시“공중파방송은 전파

자원의 희소성, 방송의 침투성, 정보수용자측의 통

제능력의 결여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공

적 책임과 공익성이 강조되어, 인쇄매체에서는 볼

수 없는 강한 규제조치가 정당화되기도”하지만,

“인터넷은위와같은방송의특성이없으며, 오히려

진입장벽이 낮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며, 그

이용에적극적이고계획적인행동이필요하다는특

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이러한 표현매체에 한 질

서위주의 규제는 표현의 자유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므로 규제의 수단은“헌법의 틀 내에서 다채롭

고 새롭게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았다.19) 결국 인터

넷에 해 별도의 기준을 설정하거나 적용하기 보

다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한 헌법적 원칙 하에

서분쟁해결방법을찾아가야한다는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터넷

의 특성에 한 고려가 이루어질 수 있다. 먼저 인

터넷상 정보는 다수에게 공개될 여지가 많다는 점

때문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높기는 하지만, 반면

에 인터넷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쌍방향성은 또 다

른이슈를제기한다. 기존언론에비해 다수의사

람들에게 반론권이 주어지는 공간이 되는 것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반박 을 올림으로써 명예훼

손적 정보에 해 즉각적인 응을 할 수 있다. 인

터넷 공간에서 명예의 회복은 아날로그 공간 및 전

통적인 언론환경에서의 명예회복과는 달리 좀 더

당사자의 적극적 반박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공인의 명예보호를

소극적으로 인정하는 근거로 작용하는“ 항언론

(more speech)”가능성 이론이 인터넷에서는 일반

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인터넷상의 명예

훼손에 해서는공인이론을적용하여보다엄격하

게명예훼손에 한피해구제를인정하자는주장도

나오고 있다.20)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

는 언론 매체에 보도된 처럼 신뢰성이 높지 않다

는 점을 부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적

정보의 향력 역시 기존 언론매체에서와는 다를

수 있다.21) 이러한 측면에서 인터넷상 명예훼손은

기존 매체에 의한 명예훼손과는 다른 판단기준을

요구하며, 기존의 명예훼손 법리와는 다른 형태의

법리구성이필요하다는주장이제기되는것이다.22)

반면 인터넷상에서도 제한된 회원들이 참여하

는 공간에서는 반론권의 행사가 가능하지만 표현

의 주체도 알기 어려운 데다가 여러 곳에서 빠르게

전파되는 명예훼손적 정보에 해서는 의미있는

반론권 행사가 어렵다고 보기도 한다.23) 명예에 관

련된 내용이 공개토론장에서 논의하기에는 적절하

지 않은 것일 가능성도 많고 오히려 피해자 개인에

한 메시지가 불필요하게 확 재생산되어 명예를

회복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결과가 생겨날 수도 있

다는 것이다.24) 또한 이용자들이 인터넷상 정보의

신뢰성을 여과하여 받아들인다는 단정적인 근거도

없고 신뢰성이 아무리 낮은 정보라 하더라도 인터

넷을 통해‘퍼나르기’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정보

의 확산은 신뢰성의 저하를 상쇄할 정도로 부정적

인 향을미친다고보기도한다.25)

LAW & TECHNOLOGY 제5권 제4호 (통권 제24호) 2009

18) 권 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 「저스티스」통권

제91호, 2006. 6. 10면. 

19) 헌재 2002. 6. 27. 99헌마480 결정. 

20) 백윤길,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상 명예훼손과 ISP의 책임”, 「고시

계」, 2001. 8., 60면; 곽병선, “사이버명예훼손에 한 규정상의

문제점 및 응방안”, 「법학연구」제23권, 2006. 8, 384면. 

21) 곽병선, 위의 논문, 384면. 

22) 곽병선, 위의 논문, 384면. 

23) 권 준, 앞의 논문, 10면. 

24) 주승희, “인터넷상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주장 검토”, 「형사법연

구」제25호, 2006. 여름, 301면. 

25) 권 준. 앞의 논문,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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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신뢰도가 떨어지는 정보에 해 상 적

으로반론이더쉽게이루어질수있다는매체적특

성을 고려하여 법리구성을 더 엄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나, 인터넷의 빠른 전파성이

라는 정도(degree)의 문제가 반론공간의 존재나

을쓰는주체의특성및이에 한신뢰도의차이

라는 성질(nature)의 문제보다 더 강하게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 등 반론권 행사에 한 논의

등이 존재한다는 것은, 실제로 인터넷 환경에서 반

론권의 행사가 가능한 것인지에 한 경험적 성찰

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인터넷상 명예훼손 관련 분쟁에서는 현실적인 반

론권 행사의 가능성을 고려 상으로 삼은 경우가

거의 없었고, 법원에서 인터넷의 특성이 거론된 경

우에는 주로 인터넷의 빠른 전파성과 관련된 문제

가더부각되는경향을보 다. 이는피해를주장하

는 사람들이 반론의 제기라는 직접적이고 효과적

일 수 있는 구제 방식보다는 손해배상 소송으로 해

결하려는 방식을 택하 기 때문일 수도 있다. 앞으

로 표현의 방식과 명예훼손이 일어난 공간의 특성

과 반론의 실제적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사안별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음

을보여주는것이다.26)

4. 주의의무에의한책임기준

우리나라에서 제3자 정보에 한 ISP의 책임은

먼저 민법의 불법행위 관련 규정들을 적용하여 판

단한다. 민법 제750조는“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동불법행

위자의 책임에 관한 조항인 제760조 제1항은“수

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에는 연 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으며, 제3항은“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

위자로본다”고하고있다. ISP의책임은주로방조

자로서의 책임이 문제가 되는데, 제3자의 정보에

한 ISP의 과실방조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ISP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27) 법령에서 특정하는 ISP의 주의의무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하“정보통신망법”)’제44조에 나와 있는데, 동법

률 제44조의 2에 의하면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피

해를 받은 자는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서

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정보를 삭제 또는 반박 내용

의 게재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서비스

제공자는지체없이삭제∙임시조치28) 등필요한조

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

ISP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통지할의무를부담하는것이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ISP에게 통지한 후에는 반

드시 이에 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해서는 학

계의의견이엇갈린다. 피해자의통지만으로ISP의

주의의무가 발생하고 이에 한 책임이 인정된다

는 견해29)도 있으나, 통지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을 ISP가 알고 있

었고또한게시물을삭제할것을기 할수있는경

우, 즉 ISP가 게시 을 삭제할 수 있었는데도 삭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

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30)도 있다. 통지만으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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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권 준, 앞의 논문, 11면. 

27) 권 준, 앞의 논문, 19면. 

28) 임시조치란 임시로 게재를 중단하는 조치로서, 을 삭제하는

것은 아니고 기술적으로 블라인드 처리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이용

자들의 접근을 금지함으로써 게시 을 읽을 수 없게 하는 것이다.

ISP들에 따라 조금씩 상이한 임시조치 및 재게시 제도를 갖고 있

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 (임의의 임시조치) 조항에 의하

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 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

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피해자의 통지 없이도 사업자의 모니터링을 통한 임시조치가 상

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다. 

29) 이인석, “명예훼손에 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민사책임”, 「저

스티스」. 통권 제67호, 2002, 197면; 황찬현, “사이버스페이스에

서의 명예훼손과 인권보장: 인터넷사업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저스티스」. 제34권 제1호, 2001, 34면. 

30) 김재형,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 「인터넷과 법률」, 남효

순∙정상조 공편, 법문사, 2002. 534면; 김상헌, “이용자의 불법

행위에 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민사책임”, 「법학연구」. 제27

권, 2007. 8. 5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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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의 문제점 중 하나는 해당 정

보가명예훼손에해당하는지는사법적판단이필요

한 부분이어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자체적으

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명예훼손 여부의

판단을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의 진실 여부 및 진실

로믿을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지여부, 적시된사

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사법부가 아닌 ISP에게

이러한 판단을 맡기게 되면 ISP에게 지나친 부담이

될 뿐 아니라 판단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법적 안정

성이 해쳐지므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명

예훼손임이명백한경우에한하여주의의무가발생

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31) 그러나 일반인의

관점에서보더라도명예훼손이명백한경우라는기

준 또한 불명확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의 명예훼손

여부에 한 판단과 관련한 ISP의 주의의무 범위에

해서는논란이있을수밖에없는듯하다. 

또한정보통신망법조항은삭제등필요한조치

를 취하 을 경우 해당 정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

이거나면제받을수있다고하고있다. 그런데구체

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한 경우 어느 범위까지 면책

을 받을 수 있는지에 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게다가 현재 정보통신망법의 면책 조항은 필

요적 면책이 아니라 임의적 면책으로 되어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 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반드

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SP 입장에서는 책임을 면할 가능성에 기 어 문

제의 소지가 있는 은 되도록 삭제할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32) 또한 삭제 등의 조치는 게시자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ISP는 필요한 조

치를 취하지 않으면 신청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소

송을 당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게시자로부

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어려운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33) 그러므로 ISP가 어떠한 경우에 명

예훼손적 정보에 해 책임을 지고 어떠한 경우에

면책을 받는지 그 책임귀속의 범위 및 한계를 구체

적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권리나 자유의 침해 또는

사업자에게도부당한결과가생겨날수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ISP의 주의의무는

피해자의 통지 및 요청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지만,

피해자 등으로부터 통지를 받지 않았을 때에도

ISP가 과실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 법

원의 입장이다. 판례상으로 보면 2001년 법원은

한 가수의 팬클럽 회원을 비방하는 을 삭제해 달

라는요청을거절한PC통신회사에 해, 명예를훼

손하는 이 게시판에 올려진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

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 다.34) 또한 지

방자치단체 홍보사이트 게시판에 오른 비방 을

삭제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받고 곧바로 관련 게시

물을 삭제한 지방자체단체가 삭제요구 전에도 명

예훼손적 게시 의 존재를 알았음에도 곧바로 삭

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

은 삭제의무의 발생요건에 한 보다 구체적인 판

단기준을 설정하 다.35) 즉 ISP가 명예훼손적 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삭제의무

가 발생는 것은 아니고, 게시의 목적, 내용, 게시

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

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

에 한 응 태도, 사이트의 성격 및 규모, 리목

적의유무, 운 자가게시물내용을알았거나알수

있었던 시점, 삭제의 기술적, 경제적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판단해야한다는것이다. 

이러한 판례들에 의하면 ISP는 실제로 인지하

지 못했지만 인지할 가능성이 있는 명예훼손물들

을 찾아서 발견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ISP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게시물들을 모니터링 하게 된다. 이는 ISP에 지나

친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고, 과도한 모니터

링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ISP

LAW & TECHNOLOGY 제5권 제4호 (통권 제24호) 2009

31) 권 준, 앞의 논문, 21면. 

32) 곽병선, 앞의 논문, 381면. 

33) 곽병선, 앞의 논문, 380면. 

34) 법원 2001. 9. 7. 선고 2001다36801 판결. 

35) 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721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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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명예훼손을 알 수 있었을 경우까지 책임을 부담

시키는 것보다는 ISP가 실제로 이를 알았을 경우

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비

판이 제기되어 왔다.36) ISP가 내용을 직접 작성하

거나 게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책임을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37) 그러나 이후

의 명예훼손 분쟁에서도 우리 법원은 ISP가 명예

훼손적 정보의 존재를 실제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

에도 주의의무가 발생할 수 있고 과실책임을 질 수

도 있다고 판시해 왔다.38) 그동안 우리나라의 학설

은 ISP의 책임인정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여 온 면이 있기는 하지만,39) 지금까지

의 판례들은 여전히 ISP의 법적 책임의 한계를 명

확하게 제시하지는 못하 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

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판시된 자살 홈페이지 사건

의 주요 사실관계와 이에 한 하급심 법원의 입장

을 살펴본 후, 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

53812 판결이 제시한 ISP의 법적 책임의 기준이

매체의 현실을 반 하고 있는지, ISP가 행동 가이

드라인으로 삼을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기준을 제

공하는것인지살펴본다.

III. 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

53812 판결의 주요 내용

1. 사실관계

원고 김모씨는 2004년 4월부터 서모씨와 교제

하다가 2004년 8월부터 성관계를 가졌고 서모씨

가 임신하 다가 자연유산 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

간에 갈등이 발생하 으며, 2005년 3월 서모씨의

두 번째 임신 후 김모씨는 서모씨에게 일방적으로

헤어질 것을 요구하 다. 서모씨의 어머니인 유모

씨는 2005년 4월 김모씨를 만나 서모씨가 임신중

인 사실을 전달하 으나, 김모씨는“그 애가 내 애

가맞느냐?”며심한말을하여이에충격을받은유

모씨는 김모씨의 뺨을 세 때렸으며 이에 김모씨

는 경찰에 신고하여 유모씨를 연행되도록 하 다.

이 충격으로 유모씨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

고 2005년 4월 16일 서모씨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

하 다. 

유모씨는 피고 중 하나인 에스케이커뮤니케이

션즈 주식회사에서 운 하는 사이월드의 딸의 미

니홈피에‘지난 1년간의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딸

과 김모씨에 한 을 게시하 고, “딸의 장례식

장에서 학교와 회사를 그만둔다는 각서를 김씨가

꼭 지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와 달라”는 호소

와 함께 원고가 다니던 학교의 인터넷 게시판에

도“딸의 미니홈피를 방문해 줄 것”과“딸의 사연

을 널리 퍼뜨려 줄 것”을 호소하는 을 게재하

다. 이후 서모씨의 미니홈피 방문자 수가 급증하고

그 게시판에는 서모씨의 명복을 빌고 김모씨를 비

방하는 들이 폭발적으로 게재되었다. 그 중에는

김모씨의실명과학교, 회사의이름, 전화번호등을

적시한 도 있었고, 미니홈피를 방문한 네티즌 중

많은 수가 이 게시물을 자신의 미니홈피에 복사해

가는방식으로전파하 다. 

2005년 5월 8일부터 쿠키뉴스, 브레이크뉴스,

조선일보, 동아일보 디지털 뉴스 등 종이신문과 인

터넷 신문의 기자들이 관련 내용을 기사화하여 보

도하기 시작하 고, 이 기사 중에는 서모씨의 실명

과 사진 및 미니홈피의 인터넷 주소가 표시된 초기

화면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고, 관련 카페

또는 관련 검색어로 링크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이

기사들은 이 사건 피고들인 엔에이치엔, 다음커뮤

니케이션,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야후코리아의

뉴스서비스란에도 게시되게 되었고, 이들 기사들에

는 원고 김모씨를 비난하는 수많은 댓 이 달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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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권 준, 앞의 논문, 21면. 

37) 김재형, 앞의 논문, 534면. 

38) 2006가합64571 손해배상(기)등, 2007나60990 손해배상(기)등. 

39) 불법행위 방조책임 이론에서 허용하는 것에 비해 판례에서는 책

임인정을 위한 고려사항들을 엄격하게 요구하려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김상헌, 앞의 논문, 554~5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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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중 일부가 제공하는 지식검색 서비스란에

는‘서부희가 누구예요?’, ‘김모씨 형사처벌이 가

능한가요?’등원고의신상정보(성명, 전화번호, 학

교 직장 등)와 원고의 사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답

변 들이게시되기도하 다. 또한피고중일부가

제공하는 블로그 서비스에는 일부 네티즌들이 원

고 관련 뉴스 기사, 동 상, 서모씨의 미니홈피 초

기화면사진, 원고의신상명세및사진등을게시하

고, 카페또는토론방서비스에는원고의사직서,

사진, 진상에관련정보등이담긴 이게시되었고

거기에 원고를 비방하는 많은 댓 들이 달리게 되

었다. 피고 중 일부가 제공하는 검색서비스에 원고

나 피고의 실명을 입력하면 검색어 추천이 제공되

고원고와피고의사진및신상정보등다양한검색

결과가표시되었다. 

피고들은 2005년 5월 8일 경부터 원고의 실명

을 검색어 순위에서 제외시키고, 관련 기사를 편집

판에서 내리고 거기에 달린 댓 들을 삭제하 으

며, 이후 네티즌들이 토론방 및 카페 서비스 등을

통해 원고를 비방하는 을 계속하여 게재하자 원

고 및 서모씨의 실명이 거론되거나 명예훼손적 표

현이 실린 들을 찾아 삭제하 다. 또한 피고 중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는 서모씨의 미니홈피에

방문자 수가 급증하고 원고를 비방하는 내용의 게

시물이 증가하고 있음을 이상히 여겨 자체 모니터

링을 실시하여 서모씨의 유가족에게 미니홈피를

자진 폐쇄할 것을 요청하 고, 7월 27일 서모씨의

미니홈피는 자진폐쇄 되었고, 어머니 유모씨 명의

의 미니홈피에 게시물을 옮겨와 게시하 던 것도

7월 25일 피고에 의해 사용중지되었다. 또한 피고

중 야후 코리아는 뉴스서비스 역에서 명예훼손

의위험이큰댓 들을삭제하 고7월8일경부터

커뮤니티와 지식검색 서비스 내에 나타나는 원고

신상관련게시물들을삭제하 다. 

원고는 2005년 6월 27일 피고들에 하여 자

신에 한 명예훼손을 우려하여 1) 관련 기사에 달

린 원고 관련 댓 전체 삭제, 2) 관련 추모 안티 카

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 원고의 피해가 우려되는

커뮤니티의 폐쇄, 3) 원고와 관련한 검색시 나타나

는직간접정보의차단및삭제를요구하 으나, 피

고들은 원고의 요구만으로는 게시물을 특정할 수

없어 이에 한 해결책 마련이 어려우니 문제되는

을 특정하여 삭제를 요구하여 달라고 답변하

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 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 다.  

2. 1심 판결

서울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2007년 5월 18일

선고된 2005가합64571 손해배상(기)등 판결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한 손해

배상책임의 발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

다.40) 

가. 판시 요지

1심 법원은 피고들이 종이신문 및 인터넷 신문

의 기사를 게시함에 있어서 기사들이 그 자체로는

원고의 실명 및 신상에 한 정보를 적시하고 있지

않지만 서모씨의 실명 및 사진 및 미니홈피의 인터

넷 주소 등을 포함하고 있어, 기사를 그 내용에 따

라 섹션별로 분류하여 배치하는 피고들로서는 기

사들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시하

고 네티즌들이 원고를 비방하도록 함으로써 원고

의 명예를 훼손하 다고 판시하 다. 피고들이 스

스로 기사를 작성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언론사

들로부터 전송받는 기사들을 분야별로 분류하고

속보성, 정보성 등의 기준에 따라 중요도를 판단하

여‘편집판’이라 불리는 주요화면에 배치하기도

하는 점, 기사 밑에 댓 을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정보교환 또는 여론이 형성되도록 유도하

기도 하는 점 등을 들어, 피고들이 고의 또는 과실

로원고의명예를훼손하 다고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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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서울중앙지법 2007. 5. 18. 선고 2005가합645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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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고들의 검색 서비스 및 블로그 카페 등

커뮤니티 서비스에 네티즌들이 원고 비방 을 게

시한사실을알게되었다면삭제요청, 해당커뮤니

티활동정지등피해의확산을방지할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원고에 한 게시물들이 높

은 조회수를 기록하여 검색어 순위에서 상위에 오

르는 등 피고들이 쉽게 그 존재를 알 수 있는 상태

에있었을뿐아니라, 피고들이뉴스기사나검색서

비스를 통하여 그러한 표현물의 위치를 네티즌에

게 알려주는 등 원고에 한 명예훼손 표현물들이

확산되도록 한 행위는 원고에 한 명예훼손 행위

가된다고판시하 다. 

나. ISP 주의의무의현실적의미

1심 판결을 논의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ISP

가 그렇다면 어떠한 행위(conduct)를 했을 경우 주

의의무, 즉필요한조치를다한것으로볼것인지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먼저 법원은 불법적

인 내용이“너무 많이”게시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삭제요청, 커뮤니티활동정지등피해의

확산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 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가“너무 많이”인지는 분명

하지 않다. 과연 피해의 확산을 ”방지“할 방법이 있

는지, ISP가 이를 현실적으로 행할 수 있는지도 알

기 어렵다. 또한 법원은 검색서비스의 경우 명예훼

손적인 자료들이 검색될 위험이 큰 상황을 인식하

다면 금칙어 설정으로 자료가 현출되지 않도록

해야했다고 하 는데, 금칙어를 통해 차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또 다른 기술적인

문제를야기한다는 점을간과한듯하다. 즉, 필요한

정보를 금칙어 때문에 검색을 못하게 될 수도 있고

금칙어의범위가너무넓어질수있는것이다. 

가장중요한것은이판결이항시적모니터링을

요구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법원은 커뮤니티 서

비스는“항시적인”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를 부담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커뮤니티의 역이 당

초 피고들이 제공한 역이고 그것을 이용하는 이

용자의 수와 활동량 등에 따라 피고들이 광고 수입

등 이익을 얻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상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게시물의 존재 상태를 알게 되었

다면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직접 삭제하는

등조치를취해야할의무가있다고보았다. 그러나

이사건에서는높은조회수, 엄청나게많은댓 등

으로 쉽게 존재를 알 수 있는데 뉴스 기사, 검색서

비스를 통하여 표현물을“확산되도록”한 행위는

원고에 한 명예훼손이라고 보았다. 즉, ISP의 구

체적 행위가 아니라‘확산의 방지’가 되었는지 하

는‘결과적 잣 ’로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

는 것이다.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책임을 부과하게

되면 표현물이 확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실질

적으로는 항시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것이다.  

다. 법원이바라본인터넷의특성및 ISP의 역할

한편 1심 법원은 ISP의 주의의무와 관련하여

인터넷의 특성을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논하 다.

인터넷 상에서는 첫째, 명예훼손 발생의‘가능성’

이 크고 익명성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괜찮다는

‘인식’을 쉽게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고, 둘

째, 신속하고 광범위한 전달 및 게시물 제거(근절)

의 어려움 때문에 피해가 확 되고 가해자를 특정

하기 어려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특히 인터넷이“여론을 좌우하는

막강한 향력을 가진 매체”이기 때문에 인터넷서

비스제공자는“사상의 자유시장 논리에 기댈 것이

아니라 불량한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여 인터넷 문

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 다.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중요한 이론

적 근거로 일컬어지는“사상의 자유시장”이론을

ISP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기댈”수 있는 하나의

“논리”로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불량

한”정보의 유통을“방지”하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다소 모호한 목적에 한

적극적 의무를 ISP에 부과하고 있다. 여기서“불량

한”정보의범위가불분명할뿐아니라, ISP가임의

로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게시 을 삭제하거나 할

우지숙 -명예훼손에 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책임 기준의 현실적 타당성과 함의: 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에 한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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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이것이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고 나

아가 서비스제공자에게 이를 강제하는 경우 위헌

적 요소가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법원이 ISP

의 책임발생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예시한

이런내용들은과학적, 경험적근거를갖고있기보

다는 인터넷을 위험한 매체로 보는 시각과 입장을

반 하고있는듯하다. 즉, 인터넷의 향력때문에

중한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책임론

의입장이법적책임관련논의에 향을미치고있

는것이다.41)

한편법원은ISP가이용자에게실명정보를“올

리도록”하 다고 강조하 는데, 댓 공간이 존재

한다는 점 때문에 실명 정보가 올라올 개연성이 매

우 크기는 하지만 ISP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올리

도록한것은아니라는점을간과하고있다. 공간을

제공하는 것과 정보를 올리도록 격려하는 것과의

차이를 구별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법원은 또한

ISP가 댓 공간을 만들어 기사에 한 관심을 유

도하고 때로는 기사 자체의 내용을 넘어서는 정보

교환 또는 여론이 형성되도록 하 다는 점을 지적

하 다.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상에

서 기사와 댓 을 패키지로 읽거나 반응하는 것이

전형적인 뉴스 소비 형태가 되어가고 있다.42) 댓

공간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책임이 발생한다는 논

리인데, 댓 공간의 존재 및 이를 포함한 뉴스 읽

기는 이미 인터넷상 뉴스 소비의 통상적 형식이 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책임, 무과실 책임의 논리

에버금가는입장을보인것이다. 

3. 항소심판결

가. 판시 요지

서울고등법원은 2008. 7. 2. 선고된 2007나

60990 판결에서 관련 기사“게재”로 인한 불법행

위와“게시물 방치”로 인한 불법행위 여부를 검토

하 다.43) 먼저 기사 게재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

서는 포털을 배포, 편집, 취재 기능을 두루 갖춘 언

론매체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

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

담해야 한다고 판시하 다. 또한 미미한 기사 제목

변경과 문구의 추가,44) 댓 이 많이 달렸다는 점에

비추어 기사를 특정 역에 배치하여 쉽게 접할 수

있게하 을것이라고추정할수있다는점등을들

어 ISP가 유사편집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아 공동

불법행위책임을져야한다고판시하 다.

다음으로 게시물 방치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

서는, 해당 ISP들이 기사 재배치를 통해 댓 이 달

리도록한점, 원고를비난하는게시물과신상정보

가 광범위하게 유통되는 현상을 우려하는 언론 보

도가 있었던 점, 해당 ISP들이 자체 모니터링을 시

행하여 게시물의 내용까지 점검하면서 조치를 취

해 오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피해 발생의 인식 또

는 예견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았다. 또한 해당

ISP들이 게시물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여 이용자의

이용권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고,

서비스를 통해 막 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으며, 금

칙어 설정을 통해 관련 게시물의 검색을 쉽게 막을

수 있었고, 점원고의 요청 후 삭제 및 모니터링 조

치를 해 온 것에 비추어 삭제 등 조치가 기술적 경

제적으로큰어려움은없어보이는점등을들어신

속하고도 적극적인 피해 방지조치를 일거에 함으

로써 피해의 추가 발생과 확 를 막을 수 있었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하

으므로 관련 게시물의작성자와 공동불법행위자

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

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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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정상조, “명예훼손에 한 포털의 책임: 서울고등법원 2008. 7.

2. 선고 2007나60990판결에 한 비판적 검토의견”, 법원 공개

변론, 2008. 12. 18.; 우지숙, 앞의 논문. 

42)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우리나라의 기존 언론에 한 불

신이 상 적으로 온라인 매체에 한 신뢰도를 높 다는 점도 지

적되고 있다. 서이종, “인터넷 이용행태와 댓 문화”, 기술과 법

센터 <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워크숍 발제문, 2009년 5월 11일. 

43) 서울고등법원 2008. 7. 2. 선고 2007나60990 판결. 

44) 예를 들어 NHN은 제목을“S양”에서 서모양“으로 바꾸었고, 다음

의 경우“2급정보”를 제목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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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ISP의 언론성및편집행위

항소 법원은 ISP를 언론매체로 규정하 고 유

사편집행위를하 다고인정했다. 그러나ISP를언

론 매체로 보는 것은 신문법(신문등의자유와기능

보전에관한법률) 등 현행 법률에서 정하는 신문에

한 정의와도 맞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바있다.45) 또한기존언론사의취재및편집

과 ISP의 편집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인데,

내용 자체에 한 통제권이 아니라 기계적이고 형

식적인 기사 배치 등의 행동을 편집행위로 간주하

는 것은 ISP의 서비스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

로 볼 수도 있다.46) 법원이 ISP의 유사편집행위의

근거로 든 기사 제목 수정이나 문구 추가, 제목의

배치 등도 매우 사소하고 형식적인 것들이었다. 이

러한 편집행위들이 인터넷을 통한 뉴스 유통에 있

어서 불가피하거나 관행적인 것은 아닌지를 따져

보지 않고 편집행위로 인한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포털 뉴스와 신문사의 닷컴 사이트를 비교한 연구

에서도 선정적기사선택과 관련하여서는 조선닷컴

과미디어다음의 기사주제, 갈등성, 맥락성측면에

서 차이점보다는 유사점이 많았고, 임의적 제목편

집과 관련해서는 조선닷컴이 미디어다음보다 기사

제목의 내용을 더 자주 변경했으며 제목의 직접 인

용구를 변경하는 경우도 더 많아서 저널리즘의 규

범에서 미디어다음보다 조선닷컴이 더 많이 일탈

해있다는결과가나온바있다.47) 이사건에서도주

요일간지는매우선정적인기사제목을달고, 기사

중간에 서O씨의 실명, 사진, 미니홈피의 인터넷 주

소가 표시된 미니홈피 초기화면까지 실은 바 있다.

또한 현재의 매체환경에서는 명예훼손적 표현이

만들어 지게 되는 과정이 다단계인 경우가 많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ISP가 제공하는 인터

넷 공간에서 실명이 특정되어 명예훼손이 일어나

기까지 언론을 비롯한 많은 중요한 고리들이 연결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ISP 책임 범위에

제기하는 문제들에 해서는 앞으로 좀 더 체계적

인연구가필요할듯하다. 

다. 주의의무의기준

그렇다면 항소심 판결이 현실적으로 ISP가 따

를 수 있는 주의의무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

펴본다. 법원은 ISP들이 원고의 요청 이전과 이후

에 행한 모니터링 및 삭제 조치들을 근거로 하여

ISP들이 원고의 피해에 한 예견을 할 수 있었다

고 판단하 고 또한 관련 게시물의 검색을 쉽게 막

을수있고이러한조치들이기술적, 경제적으로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고 보았다. 그런데 ISP들의

이러한 조치들은 한편으로는 다른 이용자들의 게

시 에 한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행해진 광범

위한 조치 다. 실제로 원고의 요청 이후에는 더욱

공격적인 삭제 조치를 행하 는데, 법원은 이러한

조치마저 불충분하다고 보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 다고 판시한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ISP들이

관련된 내용들을 거의 다 삭제하여 근절하다시피

하 는데도, 좀더즉시조치하지않았다는점을들

어 표현물의 광범위한 유포를 방치하고 일정 부분

기여하기까지 하 다고 보아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판시한 것은, 법원이 ISP의 주의의무를 행

동(conduct)에 근거하여 판단하기 보다는 결과에

근거하여판단하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ISP의

책임을 결과론적으로 인정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항소심 판결이 제시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ISP들에게 실행가능하고 예측가능한 가이드라인

을제시했다고보기는어려운것이다. 

4. 대법원판결요지

법원에서는 2009년 4월 16일 전원합의체 판

결을 통해 ISP가 타인의 특정한 내용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전파한 행위를 하 으

우지숙 -명예훼손에 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책임 기준의 현실적 타당성과 함의: 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에 한 비판적 검토

45) 정상조, 앞의 논문; 황성기, “뉴스매개자로서의 포털 뉴스서비스

의 언론성 및 법적 책임범위에 관한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통권 제21호, 2007; 황용석, “포털뉴스의 법적 문제와 책

무”, 「관훈저널」제47권 제2호 (통권 제99호), 2006.

46) 정상조, 앞의 논문. 

47) 방 덕, 박재 . “인터넷 뉴스의 기사선택과 제목편집: 미디어다

음과 조선닷컴의 경우”, 「한국방송학보」제23권 3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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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ISP는 기사를 작성

한 보도매체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에 하여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하 고,

ISP의 게시물 방치로 인한 책임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 다.48) 다수의견은 손해에 한 불

법행위 책임이 발생하는 요건을 논하면서, 1) 게시

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2) 사업자가 인식하 다

고 볼 수 있고, 3) 기술적, 경제적으로 게시물에

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ISP에게 그 게

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

무가 있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처리하지 않음

으로써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불

법행위책임이 성립된다고 판시하 다. 이 때 사업

자가 인식하 다고 볼 수 있는 근거로서는 1) 피해

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게시물 삭제 및 차단 요

구를 받은 경우, 2)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

우라 하더라도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

로인식하고있었던경우, 3) 직접적인요구를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를 들고 있

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법원은 해당 ISP들이 원

고에 한 비난 등을 보도한 기사를 스스로 게재한

사정 등에 비추어 게시공간에 원고에 한 명예훼

손적 게시물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

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고 보아

불법행위책임을인정하 다. 

한편 별개의견은 ISP의 명예훼손 게시물에

한 삭제 의무는 ISP가 피해자로부터 명예훼손의 내

용이 담긴 게시물을‘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하

여‘삭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그 게시물에

명예훼손의 불법성이‘현존’하는 것을 사업자가

‘명백’히 인식하 으며, 즉, 통제를 가하지 않을 경

우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며, 삭

제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기술적∙경제적으로 가

능한경우’로제한하는것이타당하다고보았다. 별

개 의견은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표현의 자유 제

한을최소화하기위해서명확성의원칙을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었는데, 김 란 법관은

다수의견에 한보충의견에서별개의견의여러측

면들에 해 다시 반박하 다. 다음 장에서는 법

원 판결의 다수 의견에서 제시된 기준들이 각각 어

느 정도 실제적으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있는지, 특히현재의사회적, 매체적현실과어느

정도맥락을같이하고있는지를살펴본다.

IV. 불법행위 책임 발생 요건의 명확성 및

현실과의 응성

1. “게시글의불법성이명백한경우”요건

먼저 게시 의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라는 요건

이 얼마나 명확한지, 그리고 ISP들에게 실제로 가

이드라인을제시할수있는것인지살펴본다. 

가. 명예훼손 구성 법리의 복잡함 및 우리나라의

특이점

“게시 의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의 기준은 일

단 삭제의무의 상이 되는 의 범위를 좁게 하고

ISP에게 항변의 가능성을 부여하기도 하는 것으로

평가할수있을듯하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는명

백성을 논의하기 전에 명예훼손이 불법행위를 구

성하기 위해서는 불법성을 인정하기 위한 실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어떤 게시 을

읽고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입

장에서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49) 더욱이 이러한

실체적 요건에 한 일반인들의 이해가 높을 수는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다지 명확하지 않은 규

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 명예훼손 구성 법리는 그

자체로서 매우 복잡하고 판단이 어려울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명예훼손 법리가 다른 국가들과는 다

LAW & TECHNOLOGY 제5권 제4호 (통권 제24호) 2009

48) 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49) 김경호, “언론사로부터 전재 받은 뉴스기사의 댓 에 한 포털의

작위의무”, 「한국언론정보학보」통권 42호, 2008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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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부분이있고, 이러한법리가반드시우리나라사

람들의 특별한 명예 감정이나 법의식을 반 한다

고 볼 수도 없다는 점에서 게시 의 불법성이 명백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가리는 것은 생각보

다어려운일일수있다. 

별개의견에서도 자세히 논하고 있는 것처럼, 게

시 이 명예훼손 관련 불법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

건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판단해야 하

는데, 어떤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의견또는논평을표명하는것인지, 의견또

는 논평을 표명하고 있더라도 그와 동시에 묵시적

으로라도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지 아

닌지,50) 사실의 적시라도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 없

는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등의 문제들을 포함한

다. 또한인터넷의특성은사실의적시여부나비방

목적, 공공의이익여부등을판단하는데고려해야

할 다른 여러 이슈들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51) 이

렇게 법률가들도 명예훼손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

하기어려운상황에서“명예훼손적게시물은그게

시물의 내용 자체로 불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다수의견에 한 보충의견의 입장은 현실과

동떨어진것일수있다.  

진실을 적시한 명예훼손도 인정한다는, 우리나

라의 명예훼손 죄 및 불법행위의 구성원리에 존재

하는 특정한 법리 역시 한편으로는 게시 자체로

부터 명예훼손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게

할 수 있다. 부분의 국가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명예훼손법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

손한 것 뿐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다고 판단된경우에도 처벌하거나 불법행위

가 인정되도록 하고 있다.52) 어떠한 상황이 사실임

에도 불구하고, 즉 어떤 사람이 스스로 명예를 떨어

뜨릴만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표하는

것이 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을 괴

롭히는직장상사를성희롱으로고소하거나이에

해어떤방식으로든공론화를시키면곧바로명예훼

손으로맞소송이들어오고, 사실에적시한명예훼손

이 성립함으로써 피의자 신분으로 고초를 겪을 수

있다. 이러한 명예훼손 법리의 문제점은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으며,53) 국민의 법의식과 괴리가 있을

가능성도 크다. 물론 국민의 법의식이 어떠한지를

쉽게 측정하거나 판단할 수는 없고, 실증 연구가 필

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실증 연구 역시 조사의 방

법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서 그 결과의 신중한 해

석이 필요하기도 할 것이다. 다만, 명예훼손의 구성

법리를 일반인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지에따라서어떤 이명예훼손에해당하는지에

한 명확성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진실을 적시하여도 명예훼손이 성

립할 수 있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표현이 많

아지고 인식에 한 요건도 더 쉽게 충족되는 등 여

러 가지 함의를 갖게 되는데, 명예훼손을 성립하는

표현의 범위가 넓은상황에서 이에 한 ISP의 책임

마저 포괄적으로 인정한다면 표현의 위축효과나 사

업자의부담은더욱커질수밖에없는것이다. 

나. 불법성의판단과명백성의판단

한편불법성의판단에비해명백한불법성의경

우에 한판단은더용이한것인지를생각해본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견에 한 보충의견은“가령

피해자가 사적 존재이고, 게시물의 내용이 명예를

저하시키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것이며, 사안 역

시 전혀 공공성, 사회성 없이 사적인 생활 역을

복로하는것에 불과하여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우지숙 -명예훼손에 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책임 기준의 현실적 타당성과 함의: 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에 한 비판적 검토

50) 미국의 경우 의견의 표명에 해서는 포괄적으로 면책을 하고 있

는 반면, 우리나라는 의견 표명이라 하더라도 전제 사실의 적시를

다시 한 번 고려한다는 점에서 법리의 적용이 더욱 복잡해 질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51) 김보라미, “네트워크화된 공론장인 인터넷의 특성에 따른 명예훼

손 성립에 한 검토”, 기술과 법 센터 <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워크숍 발제문, 2009년 5월 11일. 

52) 박경신, “진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폐지 및‘허위’입증책임 소

재 확립- 노회찬‘떡값검사’판결, PD수첩수사, 장자연 리스트

사태에 하여”, 2009년 4월14일 이종걸 의원실 주최 < 국민의

알권리인가? 명예훼손인가? - 장자연 사건에서 바라본 국민의

알권리와 명예훼손>  토론회 발제문. 

53) 이근우, “명예훼손죄의 해석, 적용상의 몇 가지 문제”. 「법학논

총」. 한양 학교 법학연구소. 제25권 제3호. 2008. 129-130면;

박경신,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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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하지 않는 경우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

더라도 그 표현 방법이 단순히 무례한 정도를 넘어

심한모멸적표현에의한인신공격적인경우등”이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

런데 이 예만을 보더라도, 어떤 사안이‘전혀’공공

성, 사회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고, 어느 정도가 무례한 표현이고 어느 정도가

심한 모멸적 표현이며, 인신공격적인 경우와 그렇

지않은경우는어떻게다른지등은말하는자와듣

는 자의 위치나 상황이나 맥락에 의해 결정되는 것

인데, 이를 자체로서 알 수 있다는 것은 다소 비

현실적인 주장이다. 결국 법원이 제시하는 기준

은‘불법성이명백한경우에는명백하니까누가보

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식의 다소 동어

반복적(tautological) 논의에 빠지게 될 수 있는 것

이고, 이는 현실에 적용하기에 적절한 기준이 되기

는어려운것이다.54)

특히구체적으로특정하여통지를받지않은게

시 에 해서까지 ISP가 불법성이 명백한지 여부

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 결

국 이 요건이 ISP의 주의의무를 실제로 구체화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게시 의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라는 요건이 ISP

에게 항변의 가능성을 주는지를 생각해 보면, 명백

한 불법성의 판단 자체가 모호한 상황에서 본질적

으로 위험회피적일수밖에 없는 ISP들이 이 요건을

적극적인 항변의 도구로 삼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

히려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임의적인 사법적 판단

을 수행하기보다는 위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즉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덜한 방향으로 판단하

여 게시 삭제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에서 표현 제한의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보인다.  

2. “사업자의인식”요건

ISP가 인터넷 게시 공간에 명예훼손적 표현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에 책임을 부과한다

는요건이현실적으로어떠한의미를갖는지살펴본

다. 이와 관련해서는 본 사건의 사실관계를 구체적

으로검토해가면서살펴보는것이필요할것이다.  

가. 삭제 및차단요구

법원판결의기준에따르면피해자의삭제및

차단 요구가 있었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명예훼손

적 표현의 존재에 해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하

도록하고있다. 그런데어느정도특정하여삭제를

요구해야 하는지에 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

하고 있지 않다. 실제로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보면, 본 사건에서 원고가 ISP들에게 삭제, 차단 요

구를하 을때삭제요구의내용은1) 관련기사에

달린 댓 “전체”삭제, 2) 피해가“우려되는”커뮤

니티의 폐쇄, 3) 검색시 나타나는 직“간접”정보의

차단및삭제등으로상당히광범위한것이었다. 이

러한 요구에 해 당시 ISP들은“관련 게시물을 특

정할수없어해결이어렵다”고통보하고게시 을

특정하여 삭제를 요구해 달라고 답변하 다. 이에

원고가 제소를 천명하 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법원의 다수의견이 제시한 기준은

특정하지 않은 포괄적 요청에 해서도 조치를 취

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서, 명예훼손 침해

를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포괄적으로 삭

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에도 ISP가 관련된 모

든 에 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되는것이다. 별개의견도이사건에서의원고

의 삭제 요구가 어느 정도 개괄적인 방식으로 특정

하기는 하 으나 유효한 삭제 요구로 취급할 수 있

다고보았다. 결국 법원은관련기사에달린댓

의“전체”삭제나 피해가“우려되는”커뮤니티를

LAW & TECHNOLOGY 제5권 제4호 (통권 제24호) 2009

54) 이는 음란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냥 보면 알 수 있다

(When I see it, I know it.)”고 Stewart 미 법관의 말을 떠올리게

한다. 혹자는 이를 자그 로 인용하면서 이것이 마치 하나의 기

준을 제시한 것처럼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표현물의 성격

을 규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더욱이 언어를 사용하여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지를 보여주는 다소 희극적

인 예로서 거론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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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폐쇄하라는 요구가 정당한 것일 뿐 아니라 이

를 통해 ISP가 관련된 모든 의 존재에 해 인식

하고있다고인정할수있다는입장이다. 그런데이

렇게 게시 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삭제 요

구를 하는 경우에도 사업자 인식을 인정하게 되면,

본사건에서ISP들이당면하 던, 인식은발생하

으나 실행은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하게 되는 것이다. 아마도 법원 판결 이후 ISP들

은이전에비해더광범위한게시 삭제등의조치

를취하게될수밖에없을것으로판단된다.

나. 삭제 및요구를받지않은경우의사업자인식

다수의견은 피해자의 삭제 요구, 즉 관련 게시

의 불법성에 한 통보 없이도 사업자가 인식하

다고볼수있는상황으로서, 사업자가명백한불

법 게시 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게시

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

러나는 경우를 들었다. 이는 이전의 기준에서 진일

보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인데, 전에는

사업자가 어떤 상황에 의해 정말 모르고 있었을 경

우에도 사업자가“알 수 있었으면”책임을 져야 했

다. 명백한 명예훼손이라 하더라도 사업자 입장에

서는알게된시점이문제가되는데, 실제로오랫동

안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전에는 알게 된 시점과 관계없이 알 수 있

었다는 이유로 같은 처벌을 받거나 책임을 져야 했

던것이다. 그러나이번 법원판결의기준에의하

면 명예훼손의 불법성이 명백하더라도 사업자의

인지시점이실제로늦은경우면책될수있는가능

성은생겼다고도볼수있다. 

그렇다면 인식할 수 있었음이‘외관상’명백히

드러나는 경우란 어떤 것인가. 별개의견은 이 요건

의 의미가 반드시 명백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명

확성의 원칙에 비추어 적절한 지 의문이라고 하

고, 보충의견에서 예로 든 것은“뉴스 기사로 게재

될 정도로...  피고들이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

음이 위 기사내용으로 보아 외관상 명백히 드러남

에도”라는 것이어서 뉴스 기사에 난 경우에는 외

관상 명백하다는 점 외에는 별다른 기준을 제시하

고있지않다. 그러나외관상명백한경우를이러한

경우로만 한정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향후 법

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법원 판결이 사

업자의 게시 에 한 어느 정도의 사전적 관리∙

감독 의무를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구

체적 범위와 내용에 해서는 지침을 주지 않고 있

는것이다.  

한편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라는 요건이

미국 저작권법 중 OSP의 면책요건에 관한 규정과

유사하므로, 법원이 ISP의 면책 요건을 정하고

이러한 면책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OSP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미국의 제도를 도

입한 것으로 보아도 된다는 주장이 있다.55) 미국 저

작권법 512(c)(1)(A)(ii)(호스팅 규정) 및

512(d)(1)(A)(정보검색도구 규정)에서 OSP가 면

책되는 여러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OSP가“침

해행위를 실제로 인식한(actual knowledge)한 경

우와, 침해행위가 외관에 의해 명백하다고 볼 사실

이나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awareness of

facts or circumstances from which infringing

activity is apparent)에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규정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본 사건의 법원 판단

중“게시물이게시된사정을구체적으로인식한경

우”와“게시물을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

한경우”에해당한다고본것이다. 

그러나 미 저작권법상“awareness of facts or

circumstances from which infringing activity is

apparent”는이번 법원판결에서말하는“게시물

을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문 해석만 보더라도“침해

행위가 외관에 의해 명백하다고 볼 사실이나 상황

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와“게시물을 인식할 수 있

었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다르다. 즉, “외관”

에 해당하는“apparent”가 저작권법에서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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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김기중, “표현행위와 관련된 인터넷 규제, 새로운 틀을 짜야할

때”,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전체회의 발표자료, 2009.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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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s)과 상황(circumstances)에 한 것이지 인

식(awareness)에 한 것이 아닌 것이다. 즉, 어떤

사실이나 상황에 의해 침해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

이는경우, 이런사실이나상황을OSP가알고있었

는지의 인식 여부에 해서는“외관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판단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법원에서는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

러난 경우, 라고 하여 어떤 사실이나 상황에 의한

“인식”의가능성을“외관상”보겠다는것이므로미

저작권법상 면책 조항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듯하다. 

그보다는 게시 에 한 ISP의 관리 감독이 실

제적으로가능하다는점, 또는관리감독을해야한

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외관상”의 개념을 쓴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다수의

견에 한 보충의견에서는 ISP가 갖추어야 할 객

관적인 인식 능력을 기준으로 보아 인식할 수 있었

음이외관상명백한경우에한하여삭제및차단의

무를 지우는 것이라고 하여 상시검열로 이어지지

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객관적 인식

능력이 결국 모니터링 및 삭제의 가능성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러한 기준이 결과적으로 ISP의

사전 모니터링 또는 상시검열로 이어질 것인지의

현실적 문제는 판결뿐 아니라 입법사항에 의해 달

라질 수 있다. ISP에게 불법정보에 한 항시적 모

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임시조치를 의무화하며,

비친고죄화된 모욕죄임의처벌제를 신설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만 보더라도

그렇다. ISP에게불법정보에 한모니터링의무를

부과하고임시조치를의무화하는한, ISP의불법적

게시 에 한 인식 가능성이 외관상 명백하지 않

은경우가별로없는것이다. 게다가모니터링시행

의 범위도 법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황

에서 ISP가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강도 높은 모

니터링을 실시할 수밖에 없게 된다면, 법원 판례

와 정보통신망법이 합성 효과를 일으켜 ISP로 하

여금 공격적인 모니터링과 삭제를 하게 만들 수

도있는것이다.  

3. “기술적, 경제적으로게시물에대한관리·

통제가능”요건

어떠한 경우에 ISP가 기술적, 경제적으로 게시

물에 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것인지에 한

법원의 입장은 ISP의 기술적, 경제적 현실 뿐 아니

라 게시물을 둘러싼 여러 이해당사자 및 이들의 행

동의현실을별로고려하고있지않은듯하다.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에 한 언급이 보충의견에서 잠

시 나오는데, 항소심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는 다

소 다르게 적시가 된 부분이 있다. 보충의견은

“NHN과 다음 커뮤니케이션은 2005. 5. 초순경부

터 이미 자신들이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원고

와 망 서부희의 교제 및 망 서부희의 자살에 관한

자세한 사연과 함께 원고를 비난하며 그 인적 사항

을 노출시키는 내용의 게시물들이 급증하다가 같

은달중순경에는그와같은인터넷이용자들의반

응이 위 피고들의 뉴스제공 공간에 기사로 게재될

정도로 원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위험이

현실화되었고, 위 피고들이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이 위 기사내용으로 보아 외관상 명백히 드

러남에도 위 피고들은 2005. 6. 27.에 이르러서야

원고로부터 삭제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그 이전

까지는 위와 같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방치한 데 한 손해배상책임을 전혀 지

지 않는다고 할 수밖에 없어 부당하다.”고 하 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에서 밝히고 있는 사실관계만

보더라도, 다음 커뮤니케이션은 쿠키뉴스 기자의

기사를 편집판에 올리고 댓 창을 개방한 지 3시

간여 후 댓 에서 네티즌들이 싸이월드 서부희 홈

페이지에서 밝혀낸 김명재 실명을 밝히고 비판하

기 시작하자, 기사를 편집판에서 내리고 거기에 달

린 댓 들을 삭제하 고, 이후 네티즌들이 토론방

서비스, 카페 서비스 등을 통하여 원고를 비방하는

들을 연속하에 게재하자, 원고 및 서부희의 실명

이 거론되거나 명예훼손적 표현이 실린 을 찾아

삭제하 다고 되어 있다.56) 보충의견은 다음 커뮤

니케이션의 이러한 삭제에 해서 침묵하고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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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물을 방치하 다고만 표현한 것이다. 물론, 모든

게시물을 완전히 다 삭제하지 못하 다는 의미로

쓴 것일 수도 있으나, 이는“게시물을 방치한”이라

는표현의일상적인해석과는다른것이다.57)

기술적, 경제적으로 게시물에 한 관리∙통제

가 가능한지 여부의 기준을 살피기 위해 관련 당사

자들이 행한 조치들의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본다.

앞서 잠깐 언급하 지만 이 사건 ISP들은 원고의

삭제 요청이 있기 전부터 자진하여 을 삭제하

다. NHN과 다음 뿐 아니라 이후 본 사건에서 피고

가 된 다른 ISP들이 행한 조치들을 살펴보면, 1) 실

명을 검색어 순위에서 제외시킴, 2) 기사를 편집판

에서 내리고 댓 삭제함, 3) 토론방 서비스, 카페

등에서 계속 비방 게재한 경우 실명이 거론되거

나명예훼손적내용이있는지찾아서삭제함, 4) 자

체 모니터링에 기반하여 서부희 홈피의 자진폐쇄

를 요청, 5) 원고의 실명 정보가 포함된 미니 홈피

게시물을 찾아서 삭제, 6) 실명 정보 등에 해 신

고받은 게시물을 삭제함, 7) 뉴스 서비스 역에서

명예훼손적인“위험이 큰”댓 들을 삭제함 등으

로 매우 광범위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관

련게시 은여전히남아있었고, 그렇기때문에원

고가 ISP들을 상 로 에 한 삭제 요청을 하

던 것이다. ISP들은 이미 이 시점에서도 실제로 명

예훼손적 내용이 아니더라도“위험이 큰”게시

들을 삭제하는 등 매우 광범위한 삭제를 하 고 정

당한 표현까지도 삭제하는 과잉규제적 행위를 하

다고 볼 수 있다. 즉, 원고 요청 이전에 ISP에 의

한 사전검열이 일어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이“무수히”존재할 수 있고“근절”은 어렵

다는 것이 인터넷의 현실이었음을 법원은 간과하

고있는것이다.

이에 원고는 위에서 언급한 로 ISP에게 매우

광범위한 게시 삭제 및 커뮤니티 폐쇄 등의 요청

을보냈다. 그런데관련기사의댓 을모두삭제하

고, 피해가발생할개연성이많은것도아닌데단지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커뮤니티까지도 폐쇄를 하

라는 요구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많

을 뿐 아니라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ISP가 들여야 할 시간

과 노력의 정도를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ISP에게

이러한 요구에 응하여 삭제요구된 을 모두 삭제

할 권리가 있는가 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원고의 이러한 삭제 요구는 다른 이용자들의 권리

를 침해하라는 요구에 다름 아니다. 일반 이용자들

에게 이 사건에 해서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전혀

없다고 볼 것인가? 기사에 달리는 모든 댓 전체

가 명예훼손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터인데, 그렇다

면일반인들이이사건과관련한윤리적, 사회적문

제에 한 관심을 로써 표현할 권리를 ISP가 박

탈하라는 요구인 것이다. 원고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는 다른 이용자들의 적법한 표현의 권리가

침해해야 하고, 이러한 권리 침해를 행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에 한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하게 되는

것이 ISP의 입장이라면, 이러한 요구에 응하는 것

이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한 일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좀더신중한접근이필요한것이다. 

원고의 제소 이후 ISP들은 다시 삭제 조치를 하

는데 그 내용은, 1) 모니터링 후 삭제, 2) 금칙어

를등록하여차단, 3) 서모씨어머니인유모씨의미

니홈피를 사용 중지시킴,58) 4) 커뮤니티, 지식검색

서비스의 게시물 삭제 등이다. 이 시점에서는 부

분의 ISP에서 원고의 이름인“김OO”를 검색하면

게시 검색이안되었다고하는데, 아마도매우공

격적인 삭제 조치를 단행했던 결과로 추정된다. 그

렇다면 결국 다른 이용자들의 권리를 심하게 훼손

우지숙 -명예훼손에 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책임 기준의 현실적 타당성과 함의: 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에 한 비판적 검토

56) NHN은 5. 16. 경부터 실명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나타나기 시

작하여 원고의 실명을 검색어 순위에서 제외시켰다고 되어 있어,

을 삭제한 것에 비해 소극적인 조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NHN과 다음 이외의 ISP들도 다양한 삭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

되고 있다. 

57) 법원 판결이 사실관계를 거론하지 않고 법적용의 타당성을 다

루는 것이므로 사실관계에 한 언급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이렇

게 왜곡된 사실관계가 제시되는 것은 더욱 문제가 된다. 특히 지

금까지 이 사건이나 하급심 판결에 한 관심이 적었던 상태에서

법원 판결만을 읽는 사람의 경우 사건에 해 매우 다른 현실인

식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58) IPS의 요청에 의해 홈페이지를 자진 폐쇄한 것이 아니고, ISP가

강제적으로 사용 중지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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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까지 삭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데, 명예훼손의“위험성”때문에 게시자의 표현의

권리를ISP가침해하게된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결과적으로ISP가손해배상

을해야한다는결론이나오게된것은, 한편으로는

그 이후의 다른 시점에 다시 검색을 하니 명예훼손

적 들이 발견되었다는 결과론적인 책임 부과와

관련이 있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ISP가 행한 삭제

와 모니터링의 조치가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으로

해석되기 보다는 오히려 기술적, 경제적 가능성의

증거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이기도 하

다.59) 검색을 막고 모니터링 하여 을 삭제하는 등

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한 책임의 근거가 된 것이

다. “결과적으로는”원고가 원하는 정도로 이 거

의 다 삭제되고 근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에서‘전면적으로’가 아니라‘부분적으로’삭제하

고, ‘즉시’가 아니라‘지체하여’조치하 다는

점에서 을“방치”한 것으로 해석이 된 것이다. 이

렇게 기술적, 경제적으로 관리∙통제가 가능한지

여부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현실적 문제들을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전면적으로 얼마

나 즉시, 빠르게 이러한 조치를 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이 ISP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 과정에서 다른 이용자들의 권리는 어

떻게 되는지 하는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고 고착상

태에빠지게되는것이다. 

V. 결론

본연구에서는자살홈페이지사건의 법원판

결이 제시한 ISP 법적 책임의 기준이 매체의 현실

을 반 하고 있는지, ISP가 행동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인

지를 살펴보았다. 앞으로 일어나는 분쟁에서 이 기

준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되는 지에 따라 달라

질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체적으로 법원 판결

의 기준은 매체 관련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잘

맞지 않는 부분을 많이 드러내고 있다. 인터넷의 전

파력과 향력에 한 고려에 중점을 두는, 사회적

책임론에 입각한 논의의 측면도 있고, ISP의 행동에

기반한책임부과보다는결과론적인책임부과의문

제도 있다. 또한 ISP가 구체적인 행동의 지침으로

삼기에는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원 판결의 기준은 결국 ISP의 위

험 부담을 증가시켜 ISP로 하여금 적극적인 모니터

링을 행하게 만들 것이다. 아마도 포괄적 요청에 따

른 삭제 및 임시조치와 피해자의 요청이 없이도

이루어지는 사업자 임의의 삭제 및 임시조치 시

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임시조치 기간이 끝난

후에 이루어지는 의 재게시 역시 이전에 비해 위

험부담이 더 커짐으로써 더 복잡해지거나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자살 홈페이지 사건의 법원

판결은이전의학자들이우려하 던, 과도한모니터

링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및 이용자의 권리 침해 문

제를더욱증폭시킬수있는것으로보인다.60)

이러한 법원판결의논리는어떻게보면전형

적인 미국의 코먼로 기준, 특히 편집행위를 하 으

므로 책임도 져야 한다는 Prodigy 판결의 논리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다. 편집권을 행사하는 것이

우리나라 부분의 포털의 운 방식이므로 포털이

책임을져야한다고보는것으로서, 그논리적타당

성을인정하기어려운것은아니다. 그런데또한우

리 법원은 컨텐츠 모니터링과 금칙어의 설정 등 적

극적인 편집권 행사를 격려하는 입장에 있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조항에 의해 사전 모니터링

을 해야만 면책이 될 수 있거나, 심지어는 사전 모

니터링이의무화될수도있다. 우리나라의ISP들은

한편으로는 모니터링 등 편집권을 행사해야 면책

이 되거나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이 된다는

압력을 받고, 한편으로는 바로 그 편집권을 행사하

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매우 모순적인 상황

에 있게 되는 것이다.61) 그러므로 우리나라 법원

판결이미코먼로기준의논리와크게다른점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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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우지숙, 앞의 논문. 

60) 권 준, 앞의 논문,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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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 ISP들은 편집권을 행사할지 안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다. 편집권 행사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

유로운 환경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편집권 행사의

정도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운다는 논리는 무의미

하고 부당하다. 경 전략적인 측면에서 스스로 선

택하여 편집권을 행사하 다면 그에 한 법적 책

임을 져야 하겠지만, 법에 의해 모니터링이 강제되

고 그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면 ISP가 어떠

한 행동을 해야 주의의무를 다하게 되는지 결론을

내리기어렵게되는것이다. 

ISP가 행해야 할 주의의무의 구체적 조치들에

해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은 그동안 여

러 차례 지적되어 왔으나,62) 법원 판결이 제시하

는 이러한 기준들은 주의의무 조치들에 한 구체

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판결에 의해 모호하게 남겨진 부분들

에 해서 ISP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우리

나라 인터넷의 게시 환경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

다. 최근 ISP들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orean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

이하 KISO)를 설립하여 게시 삭제나 모니터링

등과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려고자 하고 있다.63) 특

히이번 법원판결이후판결이제시한기준을구

체화 하는데 중점을 두어, 어느 범위에서 모니터링

을 할 것인지에 한 기준을 만들고 임시조치와 관

련한절차를마련하려하는등여러가지논의가진

행되고 있다.64)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가

이드라인이 나올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알

수있을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KISO가 자율규제기구로서 작

동하기 위해서는회원사들에게 최소한도의 자율성

이주어져있어야한다는점과관련이있다. 주의의

무 관련 기준들 중 가장 중요한 함의를 갖는 것이

항시적 모니터링의 문제일 것이다. 법원 판결에

의해서 뿐 아니라 만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

과된다면 ISP들은 항시적인 모니터링의 의무를 지

게 되는데, 모니터링의 범위와 정도를 스스로 정하

지 못하는 한 ISP들이 자율규제의 기초를 갖기는

어렵다. 특히법적책임의위험부담을줄이기위한

광범위한 모니터링 및 삭제와 임시조치로부터

벗어나기는어렵게되는것이다. ISP에사전적으로

게시 들을 모니터링할 의무를 지울 것인가 하는

점은 지금까지 ISP 책임 관련 논의의 초점이 되어

왔고, ISP들에게사전적으로일상적모니터링의무

를 지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인터넷 사업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고 인터넷

산업 및 기술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

적이 있어왔다.65) 그러므로 ISP의 사전감시의무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 판결의 기준과 ISP의 자율규제적 노력이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달성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제시하

는 기준의 실제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된 사회 환경과 당사자들의 행동, 입법과 행정기관

등 분쟁을 둘러싼 여러 상황들을 다각도로 살펴보

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결론에 갈음

하고자한다.

우지숙 -명예훼손에 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책임 기준의 현실적 타당성과 함의: 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에 한 비판적 검토

61) 우지숙, 앞의 논문. 

62) 권 준, “명예훼손에 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Law

and Technology」. 서울 학교 기술과 법 센터. 제2권 제2호.

2006. 3. 2006 . 

63) KISO는 국내 7개 포털사가 참여하는 민간자율기구로서 2009년

에 출범하 고, 각 회원사에서 1인과 학계의 전문가 3인이 정책결

정을 하게 되어 있다. 

64) 예를 들어 피해자의 구체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불법성이 명백한

지 여부에 한 판단을 법률전문인력을 고용하여 수행하도록 하

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인력이 판단한 불법성

역시 법원에서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모호함이 사라지

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

에 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매우 고무적인 것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요청의 주

체로 간주되지 않고 단체의 장 및 구성원 개인이 임시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며,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인 경우에는“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상이 아닌 것으

로 간주한다”는 처리 제한 원칙을 만들어, 국가기관이나 공인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한 임시조치의 남용을 막고자 한 것

이다. 황용석, 이동훈, “인터넷 자율규제모델 국내외 사례연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를 중심으로”, NIDA Issue

Report, 2009. 

65) 김상헌, 앞의 논문, 555~557면. 



LAW & TECHNOLOGY 제5권 제4호 (통권 제24호) 2009

<ABSTRACT>

A Critical Analysis of the Practical Applicability and Implication of the Korean

Supreme Court Case on the ISP Liability of Defamation

Woo, Jisuk 

This study examined the ISP liability rule decided at the recent Supreme Court case on

defamatory comments of Internet users regarding suicide of a girlfriend of the plaintiff, focusing on

whether the rule reflects the reality of the Internet and its users and whether the rule provides

specific guideline for ISPs. The study finds that liability rule provided by the Supreme Court does

not seem to provide a useful instruction for conduct to ISPs, in that it is unrealistic for ISPs to

determine what constitutes the “patent illegality”of critical remarks, it is highly unlikely that ISPs

could claim that it was not one of the “circumstances in which it is patently apparent that ISPs were

able to be aware of defamatory materials”given that a relevant act may immune ISPs for active

monitoring and deletion of seemingly defamatory materials, and the Court interpreted that the ISPs

at issue were “technologically and economically able to oversee and control online materials”

because they had tried to monitor and delete defamatory remarks in the process of the case at

issue. The ISP liability rule is certainly more narrowly tailored than the previous rule, but is limited

in its ability to provide a concrete guideline that ISPs can actually follow, and is likely to result in

ISPs’extensive advance monitoring and aggressive deletion of problematic, but not necessarily

illegal materials.

주제어(Key Words) : ISP 책임(ISP liability), 명예훼손(defamation), 주의의무(duty of care), 모니

터링(monitoring), 표현의자유(freedom of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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