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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12, the court judgment in the Postpartum Care Center case, in which the court decided in favor 

of freedom of expression, provided a reasonable test on defamation by online consumer reviews. As 

such, this study analyzed 63 court cases that were announced after the aforementioned judgment to 

examine the status of the lawsuits, the trend of the citation of the Postpartum Care Center case 

ruling, and the court’s position on the “purpose of slander,” which is an essential element of 

defamation under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appeal rate of the criminal judgments involving defamation by consumer reviews was 47.4% (61.1% 

for the first-instance judgments and 23.8% for the second-instance judgments). About 60% cases 

were confirmed at an appellate level or higher. The rate of acquittal was 45.9%, and the acquittal 

rate reached 65.4% for defamation cases based on facts, whereas all cases of defamation cases with 

false facts were convicted. And that of judgments maintained by appellant courts was 90.5%. 

Interestingly, the courts imposed fines on convicts in all cases where the defendants were convicted 

only of defamation, and the average amount of the fines stood at 1.08 million KRW. Among the 

cases, those citing the Postpartum Care Center case was 41.7%, and the citation rate in defamation 

cases with false facts was 53.8%, which is 43.8%p higher than that of cases with false facts. The 

acquittal rate when citing the Postpartum Care Center was 86.7%, which is 67.7%p higher than the 

judgments that did not. The fact that the acquittal rate reached 45.9% raises serious concerns about 

abuse of the right to prosecute in consumer defamation cases. However, the courts showed that they 

are trying to protect consumers' rights and freedom of expression through a process of appropri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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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ng and balancing the degree of defamation of the victim and the benefits of the free 

exchange of information and opinions of Internet users. In other words, if it was judged that the 

consumer reviews were posted for the purpose of public interest as truthful facts, the accused was 

acquitted by denying the purpose of slander. But when consumer reviews are posted indiscriminately 

in spaces that can be accessed by anyone: The victim can be identified from the content; the review 

contains personal attacks on the victim; the mode of expression is excessive in terms of several 

aspects, such as the number of posts; and the main purpose is to pursue the defendant’s personal 

agenda rather than providing information to other consumers, the courts recognized the purpose of 

slander. In other words, although the defendant wrote a review based on objective facts, if it was 

deemed to serve the purpose of slandering the victim considering the scope of distribution, the mode 

of expression, the mental distress that the victim may have suffered, and the posting process, the 

court found the defendant guilty.

Keywords: Consumer reviews, Defamation, Freedom of speech, Consumer right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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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연구목

인터넷 심의 소비문화가 일상화하며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매하려는 상품에 한 정보의 상당

량을 인터넷에서 습득한다. 특히 기존 소비자들이 블로그, SNS, 온라인 카페, 쇼핑몰 사이트에 

남긴 후기는 해당 상품의 구매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된다. 사업자가 일방 으로 

제공하는 상품 정보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을 한 충분한 정보가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송태원, 

2018). 특히 블로그와 SNS로 표되는 온라인 소통 도구는 언론에 하는 리즘 기능을 담

당한다고 평가되기도 한다(황용석, 2013). 그러한 측면에서 온라인 소비자 후기(이하 ‘소비자 

후기’라 함)는 잠재 고객들의 구매행 에 상당한 향을 미칠 수 있다. 이용자가 한 상품 후기

가 체로 정 이라면 상품에 한 태도도 우호 으로 형성되어 구매 의향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부정  후기가 지배 일 경우 이에 노출된 이용자가 해당 상품의 구매를 감행할 가능

성은 낮을 것이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사 상품에 한 부정  후기가 비 소비자들에게 무차별 으로 노출

될 경우 업에 치명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소비자가 상품에 한 자신의 실망스

러운 경험을 과장하여 표 하는 과정에서 일부 허 사실이 시될 수도 있는데, 사업자가 이를 

문제 삼아 명 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법  응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종종 보도된다. 물론 심각

한 허 사실 시에 의한 명 훼손이 인정되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다(강 훈, 

2020, 8, 25).1) 반면 사업자 측이 명 훼손으로 보기 어려운 솔직한 후기에 해 이를 삭제하

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소비자에게 엄포를 놓는 사례가 있다고 지 되기도 한다

(차상은, 2019, 10, 7). “살벌한 경쟁의 장”으로 불리는 인터넷 마  환경이 사업자가 부정  

게시물을 용납하지 못하는 심리를 증폭한다고 평가되기도 한다(김기 , 2015a, 49쪽).

사실 시에 의한 명 훼손을 인정하는 행 명 훼손 법제는 소비자들의 표 의 자유를 

축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비 이 제기되어 왔다(강명희, 2015; 모성 , 2014; 송태원, 2018). 

이와 련해 최근 헌법재 소(2021. 2. 25.)는 사실 시 명 훼손죄를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

1항에 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2) 소비자 후기에 의한 명 훼손 분쟁은 비단 우리나라만

1) 2020년 8월 수원지방법원은 남동생의 결혼식 사진이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로 웨딩컨설  업체를 비방하는 허  을 

올린 30  여성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 다. 피해 업체는 피고인의 명 훼손  업무방해 행

로 인해 폐업까지 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은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반려견이 실명 기에 처하자 SNS에 집도를 진행한 수의사의 진료행 를 구체

으로 기재하려 하 지만, 형법 제307조에 의해 진실한 사실을 시한 경우에도 명 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을 우려하여 2017년 10월 헌법소원을 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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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 태국 리조트에 방문한 미국인은 여행 후기 사이트에 해당 리조트 직원의 

불친  등을 지 하는 부정  후기를 게시했다가 리조트 측으로부터 명 훼손죄로 고소당했다. 

그가 태국 경찰에 체포 다가 보석으로 풀려나는 등 징역형에 처하게 될 험에 놓이자 해당 사

건이 국제 여론  양상으로 치닫기도 했다(김 호, 2020, 9, 28).3)

우리 법원은 2012년 소  ‘산후조리원 결’( 법원, 2012. 11. 29.)에서 소비자 후기의 

명 훼손 성립에 한 합리  기 을 제시한 바 있다. 소비자들의 상품에 한 평가는 표 의 자

유  헌법상 소비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 훼손으로 볼 수 없

다는 것이다(김기 , 2015b). 그러나 와 같은 례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소비자의 부정  

후기를 문제 삼아 과도한 법  응을 하는 사례가 여 히 이따  발견되고, 하 심 법원은 법

원 례의 취지 로라면 무죄 결을 선고하여야 할 사건에 유죄 결을 내리는 문제 을 보이고 

있다(김기 , 2015b). 법원이 소비자 후기의 보호범 를 획기 으로 확장하는 결을 내렸음

에도 불구하고, 그에 한 구체  법리가 하 심 법원에 제 로 수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비

자의 후기 작성 권리가 제 로 보장되기 어렵다. 그러한 환경이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미칠 부정

 향도 무시할 수 없다. 소비자는 자신이 작성한 후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우

려하여 자유로운 후기 작성에 주 할 것이고, 사업자는 정당한 후기를 작성한 소비자에게 무리한 

법  응을 할 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산후조리원 결’ 이후 2020년 11월까지 8년간 선고된 소비자 후기 련 명

훼손 형사 결을 분석하여 소송 황과 ‘산후조리원 결’ 인용 경향을 살펴보고, 법원이 개별 사

건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진  정보보호 등에 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상 명 훼

손죄의 구성요건인 ‘비방의 목 ’에 해 어떠한 단을 내리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분석 결

과를 바탕으로 법원이 소비자 표 의 자유  소비자 권리를 충실히 보호하고 있는지 단할 수 

있을 것이다. 례 분석에서 도출된 결과를 기반으로 소비자에게는 법  보호의 역 안에서 후

기를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거 틀을 제공하고, 사업자에게는 소비자의 표 을 존 하되 무

엇이 법  응에 나설만한 법한 후기인지 상할 수 있는 기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법

원에 해서는 유사한 사안에 일 성 있는 결을 선고함으로써 법  안정성과 사법 신뢰도를 제

고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되리라 단된다.

정보통신망법상 명 훼손죄에 한 선행 연구들은 일반 으로 명 훼손죄라는 큰 틀에서 

구성요건의 문제 등을 다루어왔으나, 이 연구는 명 훼손 표  에서도 ‘소비자 후기’라는 특정

3) 태국 명 훼손죄는 법정형으로 최고 2년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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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형의 표 에 집 하여 논의를 개하는 것이 의의라 할 수 있겠다. 한 사이버 명 훼손죄

에 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선고된 례를 분석한 선행 연구가 있었으나, 해당 연

구는 법원이 종합법률정보 사이트를 통해 제한 으로 공개한 법원 결 주의 결문을 분

석 상으로 삼은 한계가 있었다(정진수·강태경·김형길, 2015). 이 연구는  사이트에서 공개

하지 않은 다수의 하 심 결문까지 분석 상에 포함함으로써 결 경향에 한 양  분석을 

시도하고, 하 심 법원의 법원 법리 수용 양태와 구체  사안에서의 결 이유까지 살피는 방

법론  확장을 시도하고자 하 다.

2. 이론  논의

1) 소비자 후기와 기본권

(1) 표 의 자유로서 소비자 후기

자유로운 소통 수단으로서의 특성을 갖는 인터넷은 이용자가 기존 미디어에서 불가능했던 우월

 표 의 자유를 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평가된다(이재진, 2009). 인터넷상 표 의 

자유를 옹호하는 이론  배경은 세 가지 논의로 요약되는데, 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theory of 

free marketplace of ideas), 자치 이론(theory of self-government), 자기만족 이론

(theory of self-fulfillment)이 바로 그것이다(이재진, 2009). 이러한 이론들은 인터넷에서 

자유로운 의사 표 이 폭넓게 허용되어야만 이용자들이 진실을 발견하며 진정한 민주  주권자

로서 자아를 실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부여한다. 정완(2007)은 인터넷 공간이 “자유로운 의사표

을 한 무한한 가능성”(90쪽)을 지녔다는 에서 표 의 자유가 가장 시됨을 강조한다.

소비자 후기는 온라인 환경에서 소비자가 다른 소비자들과 소통하는 도구의 역할을 수행한

다. 이경아(2016)는 소비자 후기의 개념을 ‘소비자가 제품 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경험이나 

의견을 온라인에 공유할 목 으로 게재한 ’로 정의하 고, 소비자 후기를 작성하는 목 에는 

소비자간 정보 제공, 평가·의견 달, 공감 등 공유 개념이 포함된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소비자 

리뷰는 단순히 소비자간 정보 제공과 상호 공유차원에서 지원되고 리되는 을 넘어 소비자

의 표 의 자유와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극 으로 존 되고 보호되어야 한다.”(75쪽)고 강조

한다. 박아란(2015) 역시 소비자 후기는 온라인상에서 소비자들이 ‘사상의 자유 시장’을 형성하

고, 제품 경험의 호부를 표 하여 ‘자아충족’을 달성하게 하며, 다른 소비자의 알 권리에 기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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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표 의 자유로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평가한다.

소비자 후기에 한 소비자 인식 연구 결과, 부정 이며 과격한 내용이 담긴 후기에 해서

도 작성자에게 법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보다 작성행 를 지지하는 수 이 더 높게 나타났

다(김소연, 2015). 특히 소비자 후기가 ‘공익  정보’로서 의미가 있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를 제공하기 해 허용돼야 한다는 인식이 높았다. 해당 조사는 2012년 법원의 ‘산후조리원 

결’ 피고인이 작성한 표 물의 요지를 온라인 후기를 작성하거나 읽어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에

게 제시하여 진행한 것인데, 조사 결과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후기에 한 법  책임 인식이 법

원의 결 요지와 부합함을 보여 다. 반면, 사업자의 부정  후기에 한 인식 연구는 찾기 어

렵다.

(2) 소비자 권리로서 소비자 후기

헌법 제124조는 소비자보호운동을 규정하고 있는데,4) 소비자보호운동은 소비자의 권리 가운데 

하나로서 소비자의 권리를 제로 하므로 헌법 제124조는 소비자 권리의 헌법  근거라고 평가

된다(김 철, 2017). 이경아와 김성천(2007)에 따르면 소비자 권리는 복합  기본권으로서, 특

히 “경제  약자로서의 소비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한 생존권이념에 그 목 이 있

다”(26쪽)는 측면에서 사회  기본권의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된다. 이 복(2009) 한 헌법 제

124조에 근거를 둔 소비자의 권리는 경제  자유권과 사회권  기본권의 성격을 모두 갖는 복합

 기본권으로 볼 수 있으나, 경제구조에서 사업자에 비해 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

면에서 사회권  기본권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

소비자기본법은 제4조에서 소비자의 기본  권리로서 8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이는 ① 안

할 권리, ② 알 권리, ③ 선택할 권리, ④ 의견을 반 할 권리, ⑤ 보상을 받을 권리, ⑥ 교육을 

받을 권리, ⑦ 소비자 단체 조직  활동할 수 있는 권리, ⑧ 건강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로 요

약되며, 이는 국제 으로 리 인정되는 소비자 권리를 집 성한 것이라고 평가된다(김 철, 

2017). 여기서 소비자의 ‘알 권리’란 소비자기본법 제4조 제2호가 명시한 바와 같이 소비자가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한편, 소비자법

학계의 다수견해는  소비자기본법 제4조 규정을 이념으로서의 추상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으

며, 아직까지 해당 규정을 기반으로 소비자의 권리행사를 직  인정한 례는 없다는 주장도 있

4) 헌법 제124조 “국가는 건 한 소비행 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구하기 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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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규정은 소비자의 권리를 실 하기 한 정책 인 목표규정일 뿐이라는 것이다(이병 , 

2019).

법원은 2012년 ‘산후조리원 결’에서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한 헌법 제124조와 소비자

의 물품 는 용역에 한 ‘알 권리’와 ‘의견을 반 할 권리’를 규정한 소비자기본법 제4조 등에 

따라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을 

게시하는 행 ”가 소비자 권리로서 보장된다는 취지로 시한 바 있다. 소비자 후기를 소비자의 

권리행사 수단으로 인식하는 법원의 결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소비자의 권리는 재 인

터넷을 통한 소비자운동의 형식으로 활발히 개되고 있다(김상겸, 2009). 소비자운동은 소비자

의 권익 보호를 한 권리행사로서 소비자기본권의 요한 구성요소이며, 이러한 소비자운동은 

그 내용이 정 이든 부정 이든 소비자가 자신의 소비 활동에 한 의견을 온·오 라인에서 자

유롭게 표명하고 타인과도 이를 교환할 수 있음을 제로 한다(강명희, 2015). 김상겸(2009)은 

소비자 운동은 의사표시가 자유롭게 발 될 수 있어야 제 로 성사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언론의 자유와 소비자기본권은 보호 역과 범 가 다르다”(42쪽)며 소비자운동 역시 헌법 제21

조 제4항의 표 의 자유에 한 기본권 유보조항 등에 의해 그 표 행 가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다고 밝힌다. 즉 소비자 권리로서의 표 행 가 사업자의 기본권과 충돌할 경우 이익형량 등으

로 이를 히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소비자 후기와 명 훼손

(1) 인터넷 명 훼손과 소비자 후기

인터넷 공간에서는 표 행 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게시물 작성의 편의성도 높기 때문에 오 라

인 공간에 비해 허 나 비방의 표 을 거리낌 없이 함으로써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기 쉬운 환

경  특성을 갖는다(이재진, 2006). 블로그 등 개인 웹미디어 환경에서는 이용자가 정보생산 능

력을 갖추게 되는데, 그에 상응하는 책임 인식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권리침해와 같은 사회  부

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황용석, 2013).

소비자가 자신의 구매 경험을 온라인에 게시하며 허 사실을 시하거나, 사업자를 비방하

거나 보상을 받을 목 으로 과도한 표 행 를 하거나, 다른 소비자의 구매에 부정  향을 미

칠 수 있는 극단  발언을 하는 경우 명 훼손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강명희, 2015). 주변 정보 

없이 후기 내용만 보아서는 이용자들이 그 진 를 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가 악의 으로 

허  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사업자는 불의의 피해를 입기 쉽다(김민아·김재 , 2019).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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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사업자는 그러한 피해에 더 취약하여 명 훼손으로 인한 경제  피해가 생계의 험을 래할 

수도 있다(이상은, 2011). 

악의  소비자 후기는 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형사처벌 상이 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 훼손죄는 ‘비방의 목 ’5)이 있다는 과 성이 뛰어난 정보통신망

을 통한 행 라는 가  구성요건을 고려하여 형법상 단순명 훼손죄보다 처벌 수 가 높은 것

이 특징이다(정정원, 2013). 특히 형법 제309조의 출 물 등에 의한 명 훼손죄에서 정한 벌

형보다 벌  상한액이 높다는 은 인터넷이라는 환경  특징이 인터넷상 명 훼손 행 에 한 

법정형의 가 사유로 고려되었음을 잘 보여 다(정정원, 2013). 정보통신망법상 명 훼손죄는 

‘비방의 목 ’을 요건으로 하는 목 범으로서, 그것이 인정되면 공공의 이익을 한 행 라는 

은 당연히 부정되므로 공공의 이익을 목 으로 하는 형법 제310조의 단순명 훼손죄에 한 

법성조각사유는 용될 여지가 없다(김혜경, 2005). 구성요건해당성을 충족하는 경우 형법 제

20조와 같은 일반  법성조각사유의 용 여부만 검토하는 것이다.6) 와 같이 형법상 사회

상규에 반되지 않는 정당행 7)에 해당하여 법성이 조각되는 로는 공동의 심사를 지닌 

회원들에게만 속이 허용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회원들의 공동의 심사에 한 명 훼손  

사실이 공유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박용상, 2008). 그런데 공공의 이익에는 국가·사회  차원

의 것뿐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체의 심과 이익”도 포함된다( 법원, 2012. 

11. 29.). 그러한 법리에 따르면 에서 로 든 정당행 와 공공의 이익을 한 표 행 로서 

구성요건해당성이 부정되는 경우는 구분하기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

5) ‘비방의 목 ’이란 형법 제309조(출 물 등에 의한 명 훼손)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 ’과 마찬가지로 가해의 의

사 내지 목 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한 것과는 행 자의 주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계에 

있는 것이며( 법원, 2005. 10. 14.), 법원은 “비방할 목 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 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시하 다

( 법원, 2020. 12. 10.).

6) ‘비방의 목 ’을 명 훼손죄의 과주  구성요건요소로 규정한 입법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한다. 이와 련

해 ‘비방의 목 ’ 요건이 법 의 자의  단에 의해 표 의 자유를 제한하는 역기능으로 작동할 수 있으므로 정보통신방

법상 명 훼손죄 요건에서 이를 삭제하고, 형법 제310조와 같은 법성조각사유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주승

희, 2009).

7)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배되지 아니하는 행 ’란 법질서 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 를 말한다. 어떠한 행 가 사회상규에 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 로서 

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 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 , 합리 으로 고찰하여 개별 으로 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 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 의 동기나 목 의 정당성, 둘째 행 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

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 성, 다섯째 그 행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

어야 한다( 법원, 2017.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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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명 훼손죄의 요건인 ‘비방의 목 ’에 해 법원은 “행 자의 주요한 동기

나 목 이 공공의 이익을 한 것이라면 부수 으로 다른 사익  목 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

라도 비방할 목 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시한 바 있다( 법원, 2012. 11. 29.). 단순명

훼손의 법성조각사유인 공익성이 정보통신망법상 명 훼손죄에 해서는 구성요건해당성을 

단하는 기 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인터넷상 명 훼손 행 를 정보통신망법과 형법  어떠한 

법률로 의율할지는 검사의 재량에 속한다. 피의자의 ‘비방의 목 ’을 입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

다면 형법상 명 훼손죄를 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비방의 목 ’을 제외하면 정보통신망법

상 명 훼손죄의 구성요건 등 실체  법리는 형법상 명 훼손죄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우리 법원은 인터넷 표 이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순기능을 극 인정하여 인터넷 명 훼손 

사건에서 일반  명 훼손의 면책 기 이 되는 공익성 요건을 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인다(이

재진, 2009). 정보통신망법상 명 훼손과 련해서도 소비자의 의견표명은 헌법 제124조와 소

비자기본법 제4조 등에 의해 당연히 보장되므로 소비자가 인터넷에 불만사항을 공표하는 행 는 

그것이 진실에 부합하고 다른 소비자들의 합리  소비를 권장하는 것이 주된 목 으로 평가되는 

한 비방의 목 을 결여한 행 로 보아야 한다는 평가가 있다(모성 , 2014). 이러한 논의는 소

비자 후기가 헌법상 표 의 자유 역 등에 속하기 때문에 소비자로부터 명 훼손 책임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에 기 한 것이다. 다만 인터넷의 방향성의 특성은 아직까지 인터넷상 

명 훼손죄의 법성조각사유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이재진, 2009). 인터넷상 명 훼손에서 인

터넷의 공간  특성을 고려하는 것은 표 의 자유와 인격권간 이익형량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함이지 법한 명 훼손 행 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이민 , 2009).

인터넷에서 소비자의 표 행 를 리 보장해야 한다는 논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후기로 

인한 명 훼손 문제는 복잡한 갈등 양상을 띤다. 소비자의 표 이 진실한 경우에도 그것이 자사

에 불리한 내용이면 사업자가 마구잡이식 법  조치를 취해 소비자의 온 한 권리행사를 방해하

는 일이 벌어지는 한편, 소비자들이 허 사실이나 사업자를 비방할 목 이 뚜렷한 을 게시하여 

법  제재를 받는 문제가 공존하고 있다(모성 , 2014).

(2) 명 훼손죄와 축효과

표 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에 비해 축효과8)에 취약하다는 을 고려하면(모성 , 2014), 사

8) 축효과란 “권력을 가진 외부의 직·간 , 유·무형의 압력에 의해 심리 으로 축되어(불안감을 느끼게 되어) 자

유로운 의사 표 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으로 정의된다(이정기, 2017, 1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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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가 소비자 후기가 명 훼손에 해당한다며 소비자를 고소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소비자의 표

행 를 크게 축할 수 있는 험성이 있다(강명희, 2015). 특히, 솔직한 후기에 해서까지 

사업자가 법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은 소비자가 후기를 게시하는 데 심리  부담으로 작

용하며, 이는 다른 이용자의 합리  구매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차단하는 결과를 낳

을 수 있다(송태원, 2018). 이러한 축효과는 실증 으로도 다수 검증된 바 있다. 기업에 

한 력지각( 감) 수 이 증가할수록 SNS 공간에서 기업에 한 의사표 이 축되는 경

향이 보고된 바 있고(변상호·정성은, 2013), 후속연구에서는 SNS 공간에서 기업이 의사소통 

내용을 검열한다는 인식이 높을수록 SNS상 의사표 이 더욱 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변상호, 

2014). 권력 집단인 기업에 한 향력 지각이 축효과를 증가시킨 것이다. 이와 더불어 표

행 에 한 보복의 두려움이 학생들로 하여  온라인 공간에서의 학내, 정치·사회 문제에 

한 쓰기 행 를 망설이게 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도출된 바도 있다(이정기, 2017).

물론 비  후기라도 그것이 다른 소비자들의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면 공공

의 이익을 인정하여 비방의 목 이 없다고 보는 례의 태도를 볼 때, 더 이상 소비자들이 솔직

한 후기로 인한 처벌의 가능성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존재한다(박아란, 2014). 그러

나 소비자 후기에 한 사업자의 무리한 고소 등 응이 끊이지 않는 것이 실이고, 이러한 고

소사건들이 수사기 의 불충분한 법리 검토나 과도한 처벌 의지로 인해 기소처분으로 이어지는 

실상을 고려하면 선행 연구들이 지 하는 명 훼손죄의 축효과는 여 히 소비자 표 의 자유

를 크게 하는 요인임을 지 하지 않을 수 없다. 소비자들이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표 의 자

유를 제 로 향유하게 하려면 축효과를 최소화해야 하며, 이를 해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떠한 

표 이 명 훼손죄에 되지 않는지 그 기 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다(모성 , 2014).

3. 소비자 후기의 명 훼손 성립에 한 법원 례

‘산후조리원 결’은 소비자 후기에 의한 명 훼손 성립 기 에 한 법리를 일목 요연히 정리했

다고 평가된다(김기 , 2015b). 해당 사건의 공소사실과 하 심  법원의 결요지를 요약 

제시함으로써 법원이 제시한 법  기 을 악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년 12월 14일경부터 2주간 피해자가 운 하는 A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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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인은 같은 달 26일 네이버의 유명 산모카페에 “A산후조리원측의 막장 응”이라는 제목

으로 “250만 원이 정당한 요구의 청구인가를 물어보니 막장으로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네요. 

이러면 제가 겪은 사실 모두 후기에 다 올리겠다했더니 “해볼 테면 해 라” 오히려 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라는 을 게시하는 등 9회에 걸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A

산후조리원  원장인 피해자의 명 를 훼손하 다.

2) 1·2심: 유죄

1심 재 부는 이 사건 카페 회원수가 20,000명이 넘는 , 게시물에 산후조리원에 한 정보제

공차원을 넘어 피고인의 불만제기에 응하는 피해자의 태도와 언행을 인격 으로 비난하는 표

이 다수 포함된 , 피해자가 환불요구를 거 한 직후 을 계속· 복 으로 게재한  등 게

재 경 , 표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로 공공의 이익에 한 사실을 시하

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50만 원의 벌 형을 선고하 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6. 7.). 이

에 피고인이 항소하 으나 기각되었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8. 9.), 피고인은 상고를 제기

하 다.

3) 3심: 무죄취지 기환송

법원은 국가는 건 한 소비행 를 계도하고 품질향상을 구하기 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

하여야 하며(헌법 제124조), 소비자는 물품 는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  정보를 제

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해 의견을 반 시킬 권리가 있다(소비자기본법 제4조)

고 시하 다. 한 사업자와 소비자의 정보 격차를 이기 해 인터넷을 통한 정보  의견 

제공과 교환의 필요성이 증 되므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  사실을 바탕으로 사

업자에게 불리한 을 게시한 행 에 비방 목 이 있는지는 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범

, 표  방법 등을 두루 심사하여 더 신 하게 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문제의 후기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서 겪은 일과 이에 한 주  평가를 담

았고, ‘갑의 막장 응’ 등과 같이 다소 과장된 표 이 사용되었으나, 주요 내용은 객  사실에 

부합하며, 공표 상이 카페 회원이나 산후조리원 정보를 검색하는 자들에 한정된  등에 비추

어 볼 때, 피고인이 시한 사실은 산후조리원 정보를 구하는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공공의 이익에 한 것이라고 이 타당하고, 주요한 동기나 목 이 공공의 이익을 한 것이라

면 부수 으로 이용  환불과 같은 다른 사익  목 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자를 비방할 목 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시하 다. 김기 은 이러한 법원 례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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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정리한 바 있는데(김기 , 2015b), 법원은 ① 소비자 후기는 표 의 자유뿐 아니라 헌법

상 소비자 권리에 보호 근거를 두고 있고, ② 소비자의 경험  사실은 공익에 한 사항에 해당

한다고 시하 으며, ③ 소비자 후기의 명 훼손 성립(‘비방의 목 ’) 여부를 단할 때에는 첫

째, 소비자가 자신이 겪은 객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인지, 둘째, 공표 상이 특정 소비 

분야나 업체 정보를 구하는 이들에 한정되고 무분별하게 노출되지는 않는지, 셋째, 표 방법이 

타인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범 를 벗어나 인신공격에 이르는 등 과도하게 피해자의 명 를 

훼손하는지는 않는지, 넷째, 특정 소비 분야나 업체 정보를 구하는 다수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

는 정보  의견의 제공인지 여부를 종합 으로 고려한다고 보았다.

‘산후조리원 결’에서 법원은 소비자 후기 련 명 훼손죄 사건에 용되던 법리를 크

게 발 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성형외과 결’( 법원, 2009. 5. 28.)9)과 ‘동물병원 결’

( 법원, 2012. 1. 26.)10)은 단순히 정보통신망법상 명 훼손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비방의 목

’에 한 일반  법리를 명 훼손 단 기 으로 삼았다. ‘비방할 목 ’을 단할 때에는 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범 , 표 방법 등 제반 사정, 명 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 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 ’은 부인되며, 공공의 이

익에는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체의 심과 이익에 한 것도 포함된다는 것 등이 그

것이다. 반면, ‘산후조리원 결’은 소비자 후기의 보호 근거로 표 의 자유뿐 아니라 헌법상 소

비자 권리를 제시했고, 소비자 후기의 공공 ·사회  의미를 고려하여 소비자의 후기 게시 행

에 ‘비방의 목 ’이 있는지는 더욱 신 하게 단하여야 한다는 원칙 한 처음으로 내세웠다. 즉 

인터넷상의 다양한 유형의 표 물 에서 소비자 후기라는 특정 유형의 표 물에 해 표 의 자

유에 한 제한이 완화될 필요성이 있음을 특별히 밝힌 것이다. 이는 공공 ·사회  의미를 가진 

9) 네이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 에 성형시술 결과가 불만족스럽다는 주  평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댓 을 게

시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① 공표 상이 피해자의 시술능력에 심을 갖고 검색하는 사용자들에 한정되고, ② 분량도 

각 한 에 불과하며, ③ 내용도 주  평가가 주를 이루며, ④ 피해자의 명 훼손의 정도가 와 같은 인터넷 이용자들

의 자유로운 정보  의견 교환의 이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보기 어렵고, ⑤ 인신공격에 이르는 등 과도하게 피해자의 명

를 훼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시하 다. 결론 으로 피고인의 후기를 피해자로부터 성형시술을 받을 것을 고려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의견의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한 것으로 보아 ‘비방할 목 ’을 

부인하 다.

10) 피해자가 애완동물 오진에도 불구하고 환불요구를 거 한다는 을 애완견 련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여 기소된 사

안에서, ① 공표 상이 애완견 련 인터넷 카페 회원 는 동물병원 정보를 구하는 사용자들에 한정되고, ② 인신공격

에 이르는 등 과도하게 피해자의 명 를 훼손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③ 체  내용도 피해자 운 의 한방동물병원에 

한 정보를 구하는 다수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의견의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한 것이라고 보아 ‘비방

할 목 ’을 부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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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해서는 사  역에 속하는 사안과는 명 훼손죄 성립 여부에 한 평가를 달리하여야 

한다는 확립된 법리를 소비자 후기라는 표 물에 한 것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4. 연구문제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소비자 후기에 의한 명 훼손 성립 기 을 구체 으로 제시했다고 평가되는 ‘산후

조리원 결’ 이후 2020년 11월 28일까지 8년간 국내에서 선고된 소비자 후기 련 명 훼손 형

사 결을 분석하여, 소송 황(<연구문제 1>)과 ‘산후조리원 결’ 인용 경향(<연구문제 2>)을 

살펴보고, 법원이 개별 사건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 훼손죄의 구성요건인 ‘비방의 목 ’에 해 

어떠한 단을 내리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연구문제 3>). 언론법제 분야의 핵심 연구방법

인 례 분석은 표 의 자유와 인격권 침해를 둘러싼 분쟁 양상과 그에 한 사법부의 해결 기

을 효과 으로 악할 수 있도록 하는 장 이 있다(이재진, 2002; 이정기, 2018). 례 분석을 

실시하여 소비자 후기 련 형사 결의 경향성을 악하고, 법원이 소비자의 표 의 자유와 사업

자의 인격권을 어떠한 기 을 가지고 이익형량하고 있는지 세 하게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를 바탕으로 소비자 보호를 한 바람직한 후기 작성 기 을 설정하고, 법한 표 행 를 방

하기 한 유의 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소비자의 기본권을 히 보호할 수 있

는 지침을 마련하는데 구체  례를 분석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문제 1> ‘산후조리원 결’ 이후 소비자 후기 련 명 훼손 형사소송 황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소비자 후기 련 명 훼손죄 결에서의 ‘산후조리원 결’ 인용 경향은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3> ‘산후조리원 결’ 이후 법원은 소비자 후기 련 명 훼손죄 사건에서 비방의 

목 에 해 어떠한 단을 내리고 있는가?

분석 상 결문은 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페이지(https://www.scourt.go.kr/

portal/main.jsp)에서 제공하는 ‘ 결서( 결문) 인터넷 열람’ 기능을 사용하여 수집하 다. 검

색어는 ‘후기 & 명 훼손’, ‘소비자 & 명 훼손’으로 설정하 다. 결문 내용(검색어를 포함한 

부분 일부가 노출됨)을 확인하여 해당 결이 소비자 후기에 의한 명 훼손 여부를 다툰 것으로 

단되는 경우11) 열람을 신청하여 개인정보 등이 비실명 처리된 결문을 다운받았다. 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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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받은 73건의 결문 문을 확인하여 분석 상이 아니라고 단한 16건의 결문을 제외한 

57건의 결의 심 별 진행상황에 따른 27건의 결문12)을 추가 수집하여 총 84건의 결문을 

확보하 다. 추가 수집한 결문의 내용을 검토하여 기존  추가 수집한 결문  21건은 분석 

상이 아니라고 단하고 제외하여, 총 63건(최종심 기  37건)의 분석 상 결(모두 정보통

신망법상 명 훼손죄 사건이었음)을 확정하 다(부록 Ⅱ. 참조). 례 분석 연구에서 분석결과

의 일반화를 해 필요한 결 수는 20개 이상이 합하다는 견해(이정기, 2018)에 따르면, 이 

연구에서 수집한 례의 수는 그 기 을 상당히 상회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연구문제 분석을 해 먼  결문 문에서 확인되는 내용에 기 하여 개별 결의 심 , 

명 훼손 유형(사실 시 명 훼손, 허 사실 시 명 훼손)13), 피해자 속성(제공하는 재화  

서비스 유형)14), 결 결과(선고형, 원심유지 여부), 상소 여부, ‘산후조리원 결’ 인용 여부15) 

등을 코딩하 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문제 1>과 련해서는 심 별 결건수  상소율, 명 훼

손 유형  피해자 속성에 따른 유무죄 선고 비율, 심 별 유무죄 선고 비율, 상소심의 원심유지 

비율, 선고형 등을 분석하 다. <연구문제 2>에 해서는 ‘산후조리원 결’의 체 사건  인용 

비율, 명 훼손 유형에 따른 인용 비율, 인용 여부에 따른 유무죄 비율을 분석하 다. <연구문제 

3> 분석은 명 훼손 유형에 따라 유죄 결과 무죄 결이 선고된 경우로 나 어 주요 사건의 범

죄사실과 피고인의 ‘비방의 목 ’ 인정 여부에 한 재 부의 결 이유 등을 분석하는 것으로 진

행하 다.

11) 피고인이 피해자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 없이 다른 사람의 후기나 댓  등을 보고 임의로 작성

하거나, 소비자를 가장하여 경쟁사를 비방할 목 으로 게시물을 작성한 경우 등 명 훼손  표 물이 이 연구에서 다루

는 일반 인 소비자 후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건과 피해자가 법원에 피고인에 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공소가 기각된 사건들은 제외하 다.

12) 결문 열람이 제한되어 문 확인이 불가한 경우가 1건 있었으나(부록 Ⅱ. 26-1), 항소심 결문에서 주요 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분석 상에 포함하 다. 다만, ‘산후조리원 결’ 인용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연구문제 2> 분석

에서는 제외하 다.

13) 공소사실이 아닌 재 부의 단을 기 으로 하 다.

14) 법원은 명 훼손 소송에서 기업(언론사 제외)을 공  존재로 인정하여 법성을 엄격하게 단하는 것에 소극 인 

상황이다(이재진·정 주, 2007). 연구자들은 기업 여부에 따라 유무죄 선고 비율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

으나 피해자가 기업인 결문은 3건에 불과하여 분석을 진행하기가 어려웠다. 다만, 후기가 어떠한 재화  서비스에 

한 것인지도 명 훼손 성립에 향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분석범주에 포함하 다.

15) ‘산후조리원 결’을 인용한 결의 결론을 상소심에서 그 로 수 한 경우와 ‘산후조리원 결’의 사건번호를 표기하

지 않았을 뿐, 그 법리를 그 로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결 총 3건(부록 Ⅱ. 2; 13-1; 31)은 인용으로 코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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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결과

1) <연구문제 1> ‘산후조리원 결’ 이후 소비자 후기 련 명 훼손 형사소송16)

(1) 심 별 결건수  상소율

분석 상 결의 심 별 건수는 1심 36건(57.1%), 2심 21건(33.3%), 3심 5건(7.9%), 기

환송심 1건(1.6%)이었다. 1, 2심 결에 한 상소율을 살펴보면(<Table 1> 참조), 57건의 

결  27건(47.4%)에 해 상소가 제기되었다. 1심 결(36건)  22건(61.1%)에 해 항소

가 제기되었고, 14건(38.9%)은 그 로 확정되었다. 2심 결(21건)에 해서는 5건(23.8%)

의 상고가 제기되었고, 16건(76.2%)은 그 로 확정되었다. 이러한 심 별 상소율의 차이는 통

계 으로 유의하 다(χ²(1) = 7.40, p = .007). 최종심 기 으로 보면 15건(40.5%)이 상소 

없이, 16건(43.2%)은 항소심에서, 5건(13.5%)은 상고심에서, 1건(2.7%)은 기환송심에서 

확정되었다. 소비자 후기 련 명 훼손 형사소송의 약 60%가 항소심 이상 심 에서 확정되는 

것이다. 명 훼손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공소사실이 비교  단순할 수 있으나 유무죄에 

한 공방이 1심에서 끝나지 않고 상소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1심에 한 불복율

이 2심보다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2) 명 훼손 유형에 따른 유무죄 선고 비율

최종심 기  명 훼손 유형은(<Table 2> 참조), 26건(42.9%)이 사실 시 명 훼손, 11건

(57.1%)이 허 사실 시 명 훼손이었다. 유죄 결은 20건(54.1%), 무죄 결은 17건

(45.9%)이었다. 명 훼손 유형에 따른 유무죄 선고 비율을 살펴보면, 사실 시 명 훼손 사건

에 해서는 9건(34.6%)이 유죄 결, 17건(65.4%)은 무죄 결이 선고되었다. 허 사실 시 

16) 교차분석에서 5 미만의 기 빈도가 체 셀의 20.0% 이상을 차지할 경우 χ² 검증을 실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피셔의 정확검정(Fisher's exact test)을 실시하여 유의확률을 악하 다(최 철, 2016).

Grade Appeal Not appeal Total

First instance 22 (61.1%) 14 (38.9%) 36 (63.2%)

Second instance 5 (23.8%) 16 (76.2%) 21 (36.8%)

Total 27 (47.4%) 30 (52.6%) 57 (100.0%)

χ²(1) = 7.40, p ＜ .01.

Table 1. Appeal Rate by the Grade of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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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훼손 사건에 해서는 모두 유죄 결이 선고되었다. 유무죄 비율의 이러한 뚜렷한 차이는 통

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χ²(1) = 13.31, p = .000). 사실을 시한 경우에는 허

사실을 시한 경우에 비해 공표행 의 공익성이 인정될 여지가 높기 때문에 비방의 목 이 쉽게 

부인되어 무죄 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허 사실을 시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허

성 인식이 인정됨으로써 비방의 목 이 극 정됨에 따라 유죄 결을 피하기 어렵게 됨을 알 

수 있다.

(3) 피해자 속성에 따른 유무죄 선고 비율

피해자가 제공하는 재화  서비스 유형17)을 최종심 기 으로 살펴보면, ‘공공, 사회  개인 서

비스’가 16건(44.4%)으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 숙박 등 서비스’가 9건(25.0%)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 다. 의료, 미용, 교육, 유통 등 사람들이 일상 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일수록 많은 후기

가 작성될 것으로 상되므로, 이로 인한 명 훼손 분쟁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다만, 재화  서

비스 유형에 따른 유무죄 선고 비율은(<Table 3> 참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p = .903).

17) 한국재화  서비스분류(KCPC)에 의한 분류(총 9개)를 따랐다. 피해자들이 제공하는 재화  서비스는 5개 범

주에 해당하 다(미상 1건 제외).

Type Conviction Acquittal Total

Facts 9 (34.6%) 17 (65.4%) 26 (42.9%)

False facts 11 (100.0%) 0 (0.0%) 11 (57.1%)

Total 20 (54.1%) 17 (45.9%) 37 (100.0%)

χ²(1) = 13.31, p < .001.

Table 2. Conviction Rate by the Type of Defamation

Type Conviction Acquittal Total

Public, Social and Private 7 (43.8%) 9 (56.3%) 16 (44.4%)

Wholesale and Retail, Accommodation, etc. 5 (55.6%) 4 (44.4%) 9 (25.0%)

Business and Production 4 (66.7%) 2 (33.3%) 6 (16.7%)

Architecture and Construction 2 (66.7%) 1 (33.3%) 3 (8.3%)

Real estate, Rental, etc. 1 (50.0%) 1 (50.0%) 2 (5.6%)

Total 19 (52.8%) 17 (47.2%) 36 (100.0%)

p = .903.

Table 3. Conviction Rate by the Type of Goods and Services of the Vic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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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소심의 원심유지 비율

상소심(최종심 기 )의 원심유지 비율은 90.5% 고, 세부 으로 원심에서 유죄 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90.0%, 무죄 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90.9%로 나타났다(<Table 4> 참조). 원심의 유

무죄 결과와 계없이(p = 1.000.) 부분의 결 결과가 상소심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 

상소의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5) 선고형

최종심 기 으로 유죄가 선고된 20건의 결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1건(5.0%)이었다. 이

는 명 훼손 외에 다른 죄까지 인정한 결과 고,18) 명 훼손 단일 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는 없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 훼손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까지 규정하고 있으나 선고형이 모

두 벌 형에 그친 것을 볼 때 양형이 비교  함을 알 수 있다. 소비자 후기를 징역형으로 다

스리기에는 법원도 상당히 부담을 느낀다고 단된다. 명 훼손 단일 의 사건에서 최종 확정

(선고유  포함)된 벌 액(Penalty Amount)을 살펴보면(<Table 5> 참조), 평균액(M)은 

108만 원이었고. 최솟값(Min)은 30만 원, 앙값(Med)은 75만 원, 최댓값(Max)은 300만 

원, 최빈값(Mode)은 30만 원이었다. 명 훼손 유형에 따라 벌 액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만-휘트니 U 검증(Mann-Whitney U test)을 실시한 결과(<Table 6> 참조),19) 허 사실

시 명 훼손 사건과 사실 시 명 훼손 사건의 벌 액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Z 

= -1.31, p = .190).

18) 허 사실 시 명 훼손뿐 아니라 업무방해, 모욕, 무고까지 인정되어 8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부록 Ⅱ. 

18-2).

19) 집단별 표본수가 10 미만이며, 사실 시 명 훼손 사건의 벌 액이 정규성을 충족하지 않아 비모수 검증 방법을 선

택하 다.

Maintained Reversed Total

Conviction 9 (90.0%) 1 (10.0%) 10 (47.6%)

Acquittal 10 (90.9%) 1 (9.1%) 11 (52.4%)

Total 19 (90.5%) 2 (9.5%) 21 (100.0%)

p = 1.000.

Table 4. Rate of Judgments maintained by the Appellant Courts



온라인 소비자 후기 명 훼손 결에서 나타난 표 의 자유와 한계 227

2) <연구문제 2> 소비자 후기 련 명 훼손죄 결에서 ‘산후조리원 결’ 인용

최종심 기 으로 ‘산후조리원 결’을 인용한 경우는 15건(41.7%)이었다. 명 훼손 유형에 따른 

인용률을 살펴보면(<Table 7> 참조), 사실 시 명 훼손 사건이 53.8%(14건)로 허 사실 시 

명 훼손 사건 10.0%(1건)보다 43.8%p 높게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

(p = .024). ‘산후조리원 결’의 배경이 사실 시 명 훼손 사건이었던 만큼 인용률도 동일한 

유형의 사건에서 더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산후조리원 결’ 인용 여부에 따른 유무죄 비율을 살펴보면(<Table 8> 참조), 

‘산후조리원 결’을 인용한 경우의 무죄율은 86.7%(13건)로 그 지 않은 경우의 19.0%(4건)

보다 67.7p% 더 높았고, 그러한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χ²(1) = 16.05, p = .000). 

‘산후조리원 결’이 제시한 명 훼손 성립에 한 법리가 무죄 결의 근거로 극 활용됨을 알 

수 있다.

M SD Min Med Max Mode

108.13 93.40 30.00 75.00 300.00 30.00

Note. n = 16, Unit: million KRW.

Table 5. Penalty Amount

Type Citing Not citing Total

Facts 14 (53.8%) 12 (46.2%) 26 (72.2%)

False facts 1 (10.0%) 9 (90.0%) 10 (27.8%)

Total 15 (41.7%) 21 (58.3%) 36 (100.0%)

p ＜ .05.

Table 7. Percentage of Judgments Citing The Postpartum Care Center Case in Terms of The Defamation Type

Type n Average Ranking Sum Ranking U Z

Facts 9 7.17 64.50
19.50 -1.31

False facts 7 10.21 71.50

p = .190.

Table 6. Difference in Fines by the Type of Defa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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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문제 3> 소비자 후기 명 훼손 사건에서 ‘비방의 목 ’20)

(1) 사실 시 명 훼손 사건

가. 유죄 결이 선고된 사건

사실 시 명 훼손죄 사건에서 유죄로 단된 것은 체 27건  12건(44.4%)이다. 결에서 

법원은 비방의 목 이 있었는지 여부를 단할 때 의 표  방법을 요하게 고려하고 있었다. 

먼 , 피해자 특정 여부가 문제되는데, 소비자가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피해자의 가게 소재지

와 상호를 특정하여 피해자를 사기꾼처럼 묘사한 을 올린 것은 피해자의 가게에서 제품을 구입

하지 말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는  등에 비추어 을 올린 주요한 동기 내지 목 이 

피해자를 비방하는 데 있었다고 이 상당하다고 시하 다(부록 Ⅱ. 23). 피해자 특정과 더불

어 의 공표 범 도 주요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구나 볼 수 있

는 사이트에 피해자의 서비스와 응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

설하는 모습과 그의 얼굴, 근무지 상호와 사무실 등이 그 로 노출된 동 상을 함께 게시한 경우 

비방할 목 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부록 Ⅱ. 5). 법원은 소비자가 네이버 지식인 사이트에 

4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꺼풀 수술을 받은 후 피해를 엄청 보았고, 자신의 을 주사바늘로 

른 피해자에게 집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등의 을 게시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성형외과 정보

를 검색하는 이용자들에 국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사이트들에도 다수의 을 

올린 , 상호를 그 로 공개한 , 마  업체에 의뢰하여 을 올리기도 한  등을 종합하면, 

비방할 목 이 인정된다고 보았다(부록 Ⅱ. 19-1).

표  방법과 련해  내용에 인신공격 인 표 이나 보복 감정 등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도 비방의 목  여부를 단하는데 요한 기 이 되었다. 법원은 소비자가 강아지를 매한 피

20) 여기서 소개한 결은 특별한 언 이 없는 이상 해당 심 에서 상소 없이 그 로 확정되거나, 상소심에서도 원심의 

결 이유를 그 로 수 한 것이다. 한 명 훼손 유형은 재 부의 단이 아닌 공소사실을 기 으로 하 다.

Division Conviction Acquittal Total

Citing 2 (13.3%) 13 (86.7%) 15 (41.7%)

Not citing 17 (81.0%) 4 (19.0%) 21 (58.3%)

Total 19 (52.8%) 17 (47.2%) 36 (100.0%)

χ²(1) = 16.05, p ＜ .001.

Table 8. Acquittal Rate by Citing The Postpartum Care Center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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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간에 있었던 구체 이고 객 인 정보를 락한 채, 환불 는 교환 거부에 한 불만을 알

리기 해 다분히 감정 이고 자극 인 표 (“완  쓰 기 같은 장사꾼”)이 담긴 댓 을 피해자

가 업활동을 하는 네이버 블로그 후기작성란에 게시하여, 애견정보를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

라면 구나 찾아볼 수 있게 한 사안에서, “이 사건 게시 로 인해 신뢰 등 사회  평가가 하되

어 피해자가 받은 고통은 많은 반면, 인터넷 이용자들이 얻는 정보는 일부에 한정되어 실질 으

로 인터넷 이용자들이 얻는 이익은 은 것으로 보인다”며 비방의 목 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

다(부록 Ⅱ. 16-2).  사건에서는 게시 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최  교환요구에 응하여 강아지

를 교환해 주었다거나, 피해자가 소비자분쟁해결기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구체 이고 객 인 정보가 락된 사정을 근거로 해당 이 인터넷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

움이 되는 정보  의견 제공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단하 다. 즉, 사실을 시한 

이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만을 일방 으로 제시하며 피해자를 비방한 경우 비방의 목 이 인

정될 여지가 높음을 보여 다. 불량제품을 둘러싼 환불 문제가 붉어지자 피해자에 해 “사기꾼 

새끼”, “사장새끼”, “개새끼”, “ 라이”, “쓰 기”, “거지새끼”, “씹새끼‘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욕하

거나 경멸 으로 표 한 사정도 비방할 목 의 인정 요인이 되었다(부록 Ⅱ. 23). 한의원 원장의 

조제 잘못으로 한약이 부패했다는 을 네이버의 카페, 개인블로그, 지식인 사이트에 총 4차례 

게시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하지도 않은 행 를 상으로 피해자의 인격을 비하하며 이

를 비난하고, 보건소로부터 한약 부패의 원인이 보 방법의 잘못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고서도 

을 유지하면서, 다음 날 추가로 의료소비자연  사이트에 을 게시한  등을 고려하면 비방

할 목 이 인정된다고 보았다(부록 Ⅱ. 6-2).  사건에서 재 부는 피고인의 게시 을 “자유로

운 의사표명을 넘어 악의 이거나 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면서, 법

원(2007. 1. 26.) 결을 참조하 다. 법원은 해당 결에서 “공  심사안에 하여 진실하

거나 진실이라고 에 상당한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그것이 악의 이거나 히 상당성을 잃

은 공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 으로 공공의 이익에 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야 한다”고 시한 바 있다. 재 부가 한의원에 한 게시 을 공  사안에 한 것으로 일정 부

분 제하면서도 피고인의 표 행 가 피해자가 수인하여야 할 한도를 과한 것으로 단한 것

이다.

펜션에서 넘어져 무릎이 다친 소비자가 객 인 사실 계를 나열하면서 해당 펜션의 불친

함과 불편함을 지 할 수 있었지만, 지나친 표 (“지랄지랄”, “어 나 싸가지가 없는지”, “횡포

와 욕지거리” 등)과 더불어 업을 방해하고자 하는 취지의 보복 감정(“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

다”, “후기를 싹지웠네 매일매일 쓸겁니다”, “각오하세요 가지 마세요”)을 드러내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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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이 후기를 지우자 재차 을 올리는 등 자신의 문제 해결을 한 목 에서 피해자의 펜션 홈페

이지 여행 후기란에 을 게시한 경우에도 비방의 목 이 상당하다고 시하 다(부록 Ⅱ. 28).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랄지랄 하셨던 것 기억나시죠…각오하고 계세요”, “ 같은 피해

보지 않기 해 블로그 내이버 다음 다올릴겁니다 개같은 휴가를 보내지 않게”라는 카카오톡 문

자를 보냈는데, 이 같은 사정도 비방의 목 을 인정하는 근거로 활용되었다. 법원이 비방할 목

을 단하기 해 표 에 한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에는 문제된 표  자체뿐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정황도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원은 시 사실의 성질에 비추어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련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

우에도 비방의 목 을 인정하 다. 요가 강사인 피해자가 술집을 운 한다는 사실은 요가 강사에 

한 정보를 구하는 소비자들의 이익과 직  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그러한 내용을 

게시한 행 에 비방의 목 이 없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시하 다(부록 Ⅱ. 37). 피해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련성이 떨어지는 피해자의 사  정보를 공개한 행 의 공익성을 부인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나. 무죄 결이 선고된 사건

무죄로 단된 사건에서 법원은 소비자가 후기에서 피해자를 특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이를 비방의 목 을 부인하는 근거로 삼는 태도를 보 다. 피해자가 의류 교환을 요청한 소비자

에게 욕설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실수로 송하자 소비자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해당 메시

지 캡처화면과 함께 “2주나 배송 없던 상품 3번 문의했다가 뒤에서 고객 욕하는 D(피해자가 운

하는 의류 쇼핑몰 상호)”라는 을 게시한 사안에서, D라는 검색어로 피고인의 게시 이 검색

되지 않은 , 메시지 캡처화면에서 신상이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가린 , “인터넷으로 물

품을 매하는 피해자로서는 인터넷 상으로 구매자들의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잘 알고 

있고 구매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하는 ”, 피해자가 명 훼손의 

험을 자 한 측면이 있는 사정 등의 제반 사정을 보면 비방의 목 의 목 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고 시하 다(부록 Ⅱ. 31). 재 부는 게시  자체에 의한 피해자 특정성을 비방의 목 을 단

하는 주된 사정으로 보면서도, 피해자가 비 을 받을 행 를 하 는지를 고려하는 단 기 (

법원, 2011. 11. 24.)을 반 하 다. 와 같이 피해자가 명 훼손 행 를 유발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례의 태도는 헌법재 소(1999. 6. 24.) 결정 이후 명 훼손에 한 민·형사사건 일반

에 용되다가 비방의 목 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 훼손죄 등으로 확 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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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실 시 명 훼손 사건에서 무죄 결을 선고한 경우의 부분은 피고인의 시 사

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범 , 표  방법 등의 요건을 두루 살핀 복합  결과 다. 즉 의 내용

이 련 정보를 구하는 사람들의 심과 이익에 한 것이고, 공표 상이 피고인이 문제 삼는 

상품 는 서비스에 한 정보를 검색하는 사람들로 한정되며, 표  방법이 정제되고, 사  이익

을 주된 목 으로 한 것이 아닌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등 비방의 목 이 있다고 보기 어렵게 만

드는 다수의 제반 사정들이 고려되었다.

구체  사례를 보면, 자신의 다음 카페에 수입타이어 매업자인 피해자에게 사기를 당했

다는 을 게시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해자에 한 정보는 타이어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의 심과 

이익에 한 것이고, 에 피해자와 거래 시 주의를 구하는 내용이 있고, 공표 상 방이 카페 

회원이나 타이어 련 정보를 검색하는 사람들로 한정된 , 리 목 으로 타이어를 매하는 

피해자는 불만이 있는 구매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하는 , 피해자

의 사회  평가가 하한 정도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정보  의견 교환에 따른 이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운  등의 제반 사정을 보면 비방할 목 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시하 다(부록 Ⅱ. 9-1).  사건의 피해자는 실제로 피고인에 한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재 부는 피해자의 그러한 범죄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표 행 가 소비자

들의 추가 피해를 방하기 한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한 것으로 보았다

고 평가할 수 있다.

네이버 카페에 피해자의 고시원에서 생활할 당시 열악한 부 시설과 피해자의 불친 을 지

한 을 게시한 것에 해, 의 공표 상이 주로 수험생인 해당 카페 회원이나 련 정보를 

구하는 이들에 한정되고, 피고인이 보상을 요구하고 을 게시한 것이 아닌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비방할 목 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단하 다(부록 Ⅱ. 11-1).  사건 피고

인은 카페 을 보고 피해자의 고시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에 해 도의  차원에서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카페 리자의 보상 제의를 거 한 바 있다.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이 사  목 으로 

을 게시한 것이 아니라고 단하게 된 근거  하나로 작용한 것이다. 법원이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나 목 이 공공의 이익을 한 것인지 여부를 단하는데 의 내용과 성질뿐 아니라 피해자

의 내심을 반 하는 행 들도 고려함을 알 수 있다.

네이버 카페 등에 “턱수술 부작용”이라는 제목으로 “H역 6번 출구 E성형외과의 원장이 수

술은 무조건 잘되었다고 아무 잘못 없다고 뻔뻔스럽게 반복을 되풀이”, “수술  매끄러웠던 턱이 

수술 후에 지울 수 없는 마마자국 같은 커다란 흉터로 양쪽 턱 에 커다랗게 생겼습니다”라는 등

의 을 10회에 걸쳐 게시한 사안에 해, 피고인이 성형수술을 생각하는 불특정 사람들 혹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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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수술 후유증을 겪는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성형외과에 한 의견을 달하고자 하 고, 미용 혹

은 편의를 한 수술의 경우 병원홍보나 각종 시술 후기 공유가 활발하게 이 지고 있고, 소비자

들은 인터넷을 통해 각 병원에 한 자료를 범 하게 수집하여 자신의 기 에 부합하는 병원에 

내원하는 것이 통상 인 바, 피해자 한 이와 같은 각종 후기 등의 혜택을 받아왔고, 반 로 피

해자의 수술 방법 등에 만족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있다면 이들의 비 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존재한다며, “인터넷을 통한 방향  의사소통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정보화 시 에 

소비자들이 합리 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한” 피고인의 행 는 “정보제공 측면에서 공공

의 이익을 한 행 ”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비방의 목 을 부인하 다(부록 Ⅱ. 

4-2).  사건 피고인은 수술 후유증 해결을 해 피해자에게 수술비용을 환불을 요구했다가 거

당했다. 이에 해 재 부는 피해자가 필러와 같은 일시  해결책 외에 근본  해결책을 제시

하지 않는다는 에서 더욱더 련 정보를 제공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의 게시행 를  요구가 거 된 것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폄하하기 힘든 사정이 있다고 보

았다. 소비자가 불만족스러운 서비스에 한 환불을 요구한 것은 소비자들에 한 정보제공 측면

에 비추어볼 때 부수 인 사익  목 이나 동기에 불과하므로, 의 공익  목 에 무게를 두어

야 한다고 단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미용실에 한 정  후기를 보고 약을 하려다 거 당하고, 피해자

와 언쟁한 사실을 네이버 카페 등에 4차례 게시한 사안과 련,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검색하여 미용실 이용 여부를 결정할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불만족스러운 경

험을 알리고자 하는 생각으로 게시 을 작성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 을 올린 게시 은 소

비자들이 각종 이용후기 등을 자유롭게 게시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운 되는 , “미용업

이라는 서비스업의 특성상 고객들이 업소를 선택함에 있어 시술 능력 못지않게 친 도 역시 요

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비록 “몰상식, 막

말, 반말, 모욕” 등의 다소 과격한 표 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명 감정을 해한 은 있으나, 

비방할 목 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시하 다(부록 Ⅱ. 13-1). 해당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와 통화  서로 다소 불쾌감을 주는 언사가 있었던 사실이 참작되었다. 피해자

의 미용실 페이스북에 피해자 업소에서 머리 시술을 받았는데 머리가 심각하게 손상되고, 보상도 

제 로 받지 못했다는 을 게시하고, 같은 페이지 내 고객들의 미용 련 질문에  게시 을 

복사하여 수십여 회 게시한 사안에서, 이 “상당히 완고한 어조로 작성된 것인 ”, “같은 내용

의 을 수십여 회에 걸쳐 반복 으로 게시하기는 하 으나, 이는 피해자 측에서 계속 으로 게

시물을 삭제하거나 아이디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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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표 상 방이 피해자의 페이스북을 찾는 사람들 즉 피해자 미용실의 잠재  소비자 범 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 “피해자 등 개인을 직 으로 특정하여 거론하지는 아니한 ”, “미용실

을 이용한 모든 소비자가 만족할 수는 없으므로 리 목 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자로서는 

불만이 있는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하는 ”, “미용실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는 내용의 로 피해자의 사회  평가가 하한 정도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로

운 정보  의견 교환에 따른 이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운 ” 등의 제반 사정을 보면 비

방할 목 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시하 다. 한 “주요한 동기나 목 이 공공의 이익을 

한 것”이라면 부수 으로 “손해배상  수령과 같은 다른 사익  목 이나 보복성 행 를 통한 불

만감 해소 등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보았다(부록 Ⅱ. 24). 재 부는 피고인의 

후기 반복 게재행 가 후기 게시를 방해하는 피해자의 조치에 한 반발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를 정당화하 다. 단순히 표면 으로 나타난 게재 횟수를 두고 단하기보다 행 의 동기에 

을 두어 피고인의 사정을 보다 심층 으로 고려한 것이다.

(2) 허 사실 시 명 훼손 사건

가. 유죄 결이 선고된 사건

허 사실 시 명 훼손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허 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가 비방의 목  여

부를 단하는 주된 기 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이 허 이거나 허

일 수 있다는 을 미필 으로 인식하고서도 을 게시한 것이라면 공익성을 부인함으로써 비

방의 목 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 다.

구체  례를 보면, 네이버 카페에 피해자의 자동차 수리  매니 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

다는 을 게재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게시   거짓사실을 기재한 내용  체 인 취지”에 

비추어 보아 비방할 목 을 인정하 다(부록 Ⅱ. 30). 다음 카페에 피해자 가족이 사기행각을 벌

다는 을 2차례 게시한 사안에 해, 에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허

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공익 목 을 부인하고 비방할 목 을 인정하 다(부록 

Ⅱ. 3-1).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피해자와의 환불 분쟁에 한 을 7회에 걸쳐 게재한 사안에

서, 들이 객  사실과 다른 내용(이메일을 통하여 고 계약서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피해자가 계약서를 보내주지 않았다는 등)을 포함하고 있고, 환불과 련한 피고인과 피해

자의 분쟁 경 ,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허 의 을 인식하 거나 어도 미필

으로 인식하 다고 이 상당하다고 보아 비방할 목 을 인정하 다(부록 Ⅱ. 32). 피해자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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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상담 내용과  다른 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네이버 지도의 피

해자의 업체 평가란에 을 게시한 사안에 해서도 “피고인이 거짓의 을 게시한 이상,  

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 이 없는 공익  목 의 이라 인정할 수 없다”고 시하 다(부록 Ⅱ. 

10-1). 한  결은 ‘산후조리원 결’은 “객  사실에 일치하는 을 게시하 음을 제”로 

한다고 함으로써 허 사실 시에 의한 명 훼손죄 사건에 그 법리를 용할 수는 없음을 밝혔다. 

항소심 재 부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실제 공사를 한 이 없음에도 마치 실제로 공사를 한 것처

럼 게시 을 작성한 ,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으며 ‘이 사건 게시 을 읽는 사람들이 (피해

자가) 실제 공사를 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이라고 진술한 을 들어 피고인에게 허 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부록 Ⅱ. 10-2).

법원은 와 같이 소비자가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 외에 정당한 근거가 없는 내용을 

시하며 피해자의 명 를 더욱 훼손할 수 있는 단정 이거나 과도한 표 을 사용한 사정들을 비방

의 목 을 단하는데 고려하 다.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포털 내 피해자의 강좌 수강후기란에 피

해자가 성범죄를 조장하 다는 을 게시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당시 직  피해자의 진술을 들었

으므로 허 의 인식이 명백하 던 , 과도한 표 (“강의가  자격이 없는 그런 수 ”, “수업 

내용이 바닥” 등)이 사용된 , 을 “ 구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한 ”, “  수강후기를 작성하

여 얻게 되는 공공의 이익은 거의 없다고 보이는 ” 등을 종합하여 비방의 목 을 인정하 다

(부록 Ⅱ. 33-2).

특히 법원은 소비자가 문성이 요구되는 분쟁에 한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그 내용이 진

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갖춘 상태일 것을 요하고 있었다. 즉 신빙성 있는 자료나 

문 지식을 갖춘 제삼자에게 련 내용을 검토 받는 수 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게 한 것이다. 소비

자가 구나 볼 수 있는 동호회 사이트 자유게시 에 자동차검사소 운 자인 피해자가 자신의 차

량을 고의로 손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을 게재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막연히 주 의 이야기

만 듣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게시 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객 이고도 신뢰할 만한 자료에 

근거하거나 문가에게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것으

로 보이는 ”, 단정 으로 피해자의 사회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상습범들 같

았습니다”, “고의 손 후 부당 수리비 청구하는 악덕 업체입니다”)을 게재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의 내용이 허 라는 을 어도 미필 으로나마 인식하면서 비방할 목 으로 

이를 게시하 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재 부는 비방의 목 과 한 연 이 있

는 허 성 인식 여부와 련하여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내용, 피고

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인지 경  등을 토 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  지 , 공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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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그로 말미암아 상되는 효과 등의 여러 객  사정을 종합하여 단”한다는 

법원(2005. 7. 22.)의 단 기 을 용하 다(부록 Ⅱ. 22-2).

더불어 을 게재한 주된 동기나 목 이 피해자의 사과를 이끌어 내려는 것에 있다고 보이

는 등 공공의 이익과 련성이 떨어진다고 단되는 경우에도 비방의 목 이 인정되었다. 학원 

수강후기 게시 에 피해자가 자신을 비롯한 수강생들에게 아들 돌잔치를 홍보하거나 수강료 외 

가를 요구하거나 더 많은 돈을 받을 목 으로 자신의 컴퓨터를 일부러 작동이 안 되게 하거나 

컴퓨터 로그램과 일을 원격으로 손괴하 다는 허 의 을 게시한 사안에서, “ 은 구나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었던 ”, “제가 사이버수사 에 신고하기 에 고용센터에서 먼  조사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사죄하면 용서하려는 취지입니다.”라고 기재한 내용을 보면 공익 인 목 으

로 을 작성하 다고 보기는 어려운  등을 종합하여 비방의 목 을 인정하 다(부록 Ⅱ. 

17-2).

나. 무죄 결이 선고된 사건

허 사실 시 명 훼손 사건에서 무죄 결이 선고된 경우의 부분은 피고인이 시한 사실이 

오히려 객  사실에 부합한 것으로 명되고, 련 정보를 구하는 이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

는 공익  측면이 인정된 경우 다. 네이버 블로그  카페들에 2회에 걸쳐 피해자가 유아용 상

품을 강매하 다는 등의 을 게시한 사건에서, 1심 재 부는 “피고인이 게재한 이 다소 과장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허 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을 게재하 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

으며, 피고인이 유아를 키우는 부모가 같은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을 

게시한 것으로 보았다. 2심 재 부는 “게시 의 주된 내용이 피고인의 처가 직  겪은 것을 바탕

으로 한 것인 ”, 을 올린 카페의 회원이 소수(1명, 14명)인 을 추가로 고려하여 비방의 목

이 없었다고 보았다(부록 Ⅱ. 1-1; 1-2). 즉 자신이 입은 피해가 다른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목 으로 공익을 하여 을 게재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수 한 것이다.

네이버 카페 두 곳에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해자가 학부모들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아이

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때리며, 아이도 그런 피해자를 무서워한다는 을 게시한 사건에서, 어린

이집을 실제 이용하면서 겪은 일과 이에 한 주  평가를 담은 , 다소 과장되거나 격한 표

이 사용되기도 하 으나, 주요 내용은 체로 객  사실에 부합하는 , 공표 상 방이 카페 

회원이나 어린이집 정보를 검색하는 사람들에게 한정된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비방

의 목 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시하 다(부록 Ⅱ. 7-1).

네이버에서 피해자 병원에서의 수술 경험을 묻는 에 고주  시술이 불만족스러워 환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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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싶다는 댓 을 게시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한 시술의 과정과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주  평가가 주된 내용을 차지하는 , 댓  횟수도 단 한 차례에 불과하고 고소에 의하여 수

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겁을 먹고 곧바로 삭제한 , 공표 상 방이 피해자의 성형

시술능력에 심을 가지고 이에 해 검색하는 사람들에게 한정된 , 피고인이 수사기 에서부

터 일 하여 다른 피해사례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사실 로 쓴 것이라고 진술해온  등을 종

합하여 볼 때, 비방할 목 을 가지고 게시하 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시하 다(부록 Ⅱ. 14).

인터넷 카페와 보건소 홈페이지에 피해자가 고· 매하는 살충제에 의해 기르는 개가 죽

었고, 피해자가 해당 살충제를 온 동물에 사용해도 해가 없다며 매하 고, 허 고로 행정처

분을 받았다는 을 두 차례 게시한 사건에서, 시된 주요 내용이 객  사실에 부합하며, 

이 게재된 카페가 “주로 애완 닭을 사육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살충제에 한 정보 등도 회원

들의 주요 심사에 해당”하고, 보건소 홈페이지의 공익  성격을 인정하며,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며 문제의 살충제를 사람이나 동물에게 뿌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허 ·과 고를 한 피해

자에 한 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내용이며, 피해자를 인신공격하는 내용이나 욕설 등 표

이 없다는 측면에서 비방할 목 을 부인하 다(부록 Ⅱ. 15-2).

네이버 카페에 인터넷 상거래 개업무 회사인 피해자가 매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거짓 교육을 하 다는 을 게재한 사건에서,  카페가 “주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 하는 사람들

과 인터넷 쇼핑몰에 상품을 공 하는 사람들이 회원이 되어 인터넷 쇼핑몰 운 과 련된 정보를 

주고받는 공간인 ”, “자신이 교육받은 내용과 경험 그리고 주변 사용자들의 불만사항을 정리하

여 와 같은 을 게재하 던 ” 등을 고려하여 비방할 목 의 로 보기는 어렵다고 시하

다(부록 Ⅱ. 21). 특이하게 재 부는 피고인이 게재한 을 “인터넷 사이트 등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는 건 한 일반인들의 사회통념을 기 으로 볼 때” 비방할 목 의 로 보기는 어렵다고 

단하 다. 이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배되지 아니하는 행 ’로서 법성이 조각되는 정

당행 로 바라보는 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헬스장에서 부상을 당했는데 운 자가 치료비 요청도 거부하고, 오히려 탈퇴를 요구했다는 

등의 을 네이버 블로그에 3차례 게시하여 기소된 사건에서, “헬스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으로서

는 ‘헬스장의 시설이나 서비스’뿐 아니라 ‘헬스장에서 상해를 입은 회원에 한 사후 조치’도 충분

히 심을 가질 만한 사항”이므로, 피고인의 은 헬스장을 장기간 이용한 회원으로서 겪었던 일

과 그에 한 정보 제공의 의미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고, “헬스장을 이용하는 모든 회원이 만

족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 리를 목 으로 헬스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소인’으로서는 불만이 

있는 회원들이 있을 경우 그들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이나 ‘정보 교환’도 어느 정도 수인할 수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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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없는 측면이 있다는 도 부인할 수는 없다”며 비방의 목 을 부인하 다(부록 Ⅱ. 25-1).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  카페에 피해자 업체가 자신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

서 비싼 상품을 강매하고 환불을 거부했는데 이는 공정거래 원회 고시를 반한 것이고, 피해자 

업체 의사의 실력이 좋지 않고 진료 효과가 없다는 취지의 을 게시하여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

인이 다소 감정 이거나 과장된 표 을 사용하기는 하 지만 실제 겪은 일(환불 거부 등)에 한 

게시 은 허 라고 보기 어렵고, 일부 게시 은 피고인이 겪은 일을 바탕으로 한 주  평가로 

볼 수 있는 ,  게시로 피해자를 압박하여 환불을 받아낼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와 함

께 환불을 부당하게 거부당하여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없도록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목 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 을 게시한 카페는 “피부과 등에 한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로서 그 카페에 

게시한 은 피부과 등에 한 정보를 검색하는 소비자에게만 제공된 ”, 피고인의 블로그가 회

원이 2명뿐으로 일반인에 한 향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 , 피고인 이외에도 피해자의 

환불 거부 등에 하여 불만을 가진 소비자가 더러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을 고려하여 비방할 

목 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단하 다(부록 Ⅱ. 27). 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로

부터 환불을 받겠다는 사익  목 이나 동기가 있었더라도, 다른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행 자

의 주요한 동기나 목 이 공공의 이익을 한 것이라면 비방할 목 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단 기 을 따른 것이다.

네이버와 다음 카페에 피해자가 신혼여행 계약을 반하여 추가 비용을 부담시켰다는 을 

게시한 것과 련해, 이 객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해자로서는 일부 탐탁지 않은 표

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여러 불만들이 다소 과장되게 표 된 것일 뿐이고, 이 카

페 회원들에게만 공개된 사정을 고려하여 “신혼여행 등 결혼 비를 하는 비부부들에게 의사결

정에 도움이 되는 신혼여행에 한 정보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한 것이라고 이 

타당하다”며 비방할 목 을 부인하 다(부록 Ⅱ. 29-2).

피해자에게 받은 펌 시술의 불만을 제기하는 과 해당 미용실을 묻는 댓 에 미용실을 특

정한 댓 을 두 차례 게시한 사건에서, “게시 에 시된 주요 내용은 객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 “미용실에 한 정보는 이를 이용하려는 일반 고객들의 심과 이익에 한 

것으로, 피고인도 비방의 목 이 아닌 공익을 해 인터넷에 이 사건 을 게시하게 다고 동기

를 밝힌 ”, 게재 횟수가 1회뿐인 , “미용실을 이용한 모든 고객이 만족할 수는 없으므로 리 

목 으로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자로서는 불만이 있는 고객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 어

느 정도 수인하여야 하는 ”, “미용실 이용으로 불편을 겪었다는 내용의 로 피해자의 사회  

평가가 하한 정도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정보  의견 교환에 따른 이익에 비해 더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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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기 어려운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비방할 목 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단

하 다(부록 Ⅱ. 35-1).

6. 결론  논의

소비자 후기는 인터넷 심의 소비문화가 일상화한 재의 소비환경에서 소비자의 합리  소비

를 돕는 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근거 없는 허 사실을 시한 소비자 후기는 사업자에게 치

명 인 손해를 유발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소비자 후기의 명 훼손 성립에 한 합리  기 을 

제시한 2012년 ‘산후조리원 결’ 이후 선고된 소비자 후기에 의한 명 훼손 형사 결 63건을 분

석하여 련 소송 황과 ‘산후조리원 결’ 인용 경향, 개별 사건에서의 재 부의 정보통신망법

상 명 훼손죄의 구성요건인 ‘비방의 목 ’에 한 단을 살펴보았다.

<연구문제 1> 분석 결과, 상소율은 1·2심이 각각 61.1%, 23.8% 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 2019년을 기 으로 지난 10년간 체 형사 1심 단독사건  2심 지방법원 

사건에 한 상소율은 각각 35.4%, 32.9% 는데(법원행정처, 2020), 이에 비추어 보면 소비

자 후기 련 명 훼손 형사 1심(모두 단독사건)에 한 상소율은 상당히 높은 반면, 2심(모두 

지방법원 사건)에 한 상소율은 평균치를 하회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최종심 기  무죄율은 45.9%로 나타났는데, 검찰청이 e나라지표에 공개한 1·2심 사건의 

무죄율은 2020년에 선고된 결을 기 으로 각각 0.81%, 1.49% 다. 2019년에 선고된 형법상 

명 에 한 죄  정보통신망법 반( 체) 사건의 무죄율도 각각 1심이 5.6%, 4.6%, 2심(지방

법원 사건)이 8.1%, 5.4% 수 에 불과하 다(법원행정처, 2020).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 후기 

련 정보통신망법 반(명 훼손) 사건의 무죄율이 와 같이 높게 나타난 것은 기소의 정당성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물론 검찰청이  지표에 한 유의사항에서 밝힌 것처럼 “무죄 

선고 사유는 증거신빙성, 법리해석 등 법원과의 견해차이, 의율착오, 례 상충 등 그 요인이 다

양”하므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해 그것이 기소처분 된 것 자체가 정하지 않다고 단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 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의 에서 무죄율 45.9%라는 수치는 

반에 가까운 사건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무리하게 재 에 넘겨졌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실제로 분석 상 결  무죄 결이 선고된 사건들의 무죄 이유는 모두 ‘비

방의 목 ’ 등 구성요건해당성 부정에 따른 것이었고 법성조각사유가 용된 경우는 없었다.

특히 허 사실 시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반(명 훼손)의 에 한 공소사실에 하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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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사실 시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반(명 훼손)죄로 인정할 수 있고,  비

방의 목 이 인정되지 않으면 심리의 과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  불이익을 

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 형법상 명 훼손죄로 인정할 수도 있다( 법원, 

1997. 2. 14.). 와 같은 법리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후기가 객  사실에 부합하거나, 

피고인에게 허 의 에 한 인식이 없었거나, 비방의 목 을 인정하기 어려운 의에 해 의

율착오를 하여 허 사실 시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반(명 훼손)죄로 공소를 제기한 결과 무죄

가 선고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무리일 것이다. 분석 상 결  법원이 와 같이 공소장 변경 

없이 의율을 달리하여 유죄 결을 선고한 사례는 1건이 유일하기 때문이다(부록 Ⅱ. 37). 즉 소

비자 후기 련 명 훼손 사건에서 기소권 남용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는 어도 기

소여부를 단하는데 필요한 명확한 기 이 부재하다는 비 을 받을 수 있다. 2019년에 선고된 

언론보도에 의한 인격권 침해 련 민사소송에서의 피고 승소율이 53.4%인 을 고려하면(언론

재 원회, 2020), 그것이 남용될 경우 폐단이 매우 큰 기소권 행사의 결과가 원고 일방에 의

해 개시되는 민사소송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상황은 비 의 여지가 특히 크다.

와 같은 문제를 방하기 해서는 수사기 이 수사 기부터 피의자가 게시한 후기의 

내용과 성질, 게재 경 , 공표 범 , 표  방법 등을 두루 살펴 피의자의 게시 행 에 비방의 목

이 있는지 신 하게 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표 의 자유와 인격권을 이익형량 하는 것은 

단순히 당사자 일방의 주장에 의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니다. 때문에 수사기 은 피의자와 피

해자의 진술을 충실히 듣고 련 증거를 신 하게 살펴 기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공익

 목 ’과 ‘비방의 목 ’은 서로가 척 에 있고, ‘비방의 목 ’ 여부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후기 게시 행 에 ‘공익  목 ’이 

있는지 여부를 으로 살펴야 한다.

명 훼손 유형에 따라 재  결과가 매우 뚜렷한 차이를 보인 것은 의미 있는 발견이다. 사

실 시 명 훼손 사건의 무죄율이 65.4%로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은 법원이 객  사실에 근거

한 소비자 후기를 극 보호하는 태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 다. 반면, 허 사실 시 명 훼

손 사건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된 것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성 후기에 해 법원이 엄단하고 

있음을 보여 다. 허 사실 시 명 훼손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진실상당성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 일반 이었으나 재 부가 이를 받아들인 경우는 없었다. 법원이 소비자 후기 명

훼손죄 사건에서 진실상당성 인정에 매우 엄격한 기 을 용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명 훼손 단일 의 사건에 해서는 모두 벌 형이 선고되었고 그 액수는 평균 108만 원

이었다. 명 훼손죄와 함께 외부  명 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모욕죄 사건의 벌 액이 평균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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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원 수 임을 고려하면(박장희, 2020), 벌 액 상한액이 모욕죄(200만 원 이하)보다 훨씬 높

은 정보통신망법상 명 훼손죄 사건21)에서 선고되는 벌 액이 모욕죄 사건과 유사한 수 으로 

낮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법원이 거액의 벌 액으로 인해 소비자의 표 의 자유가 과도하게 

축되는 것을 방하고자 합리  양형을 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종심 기 으로 상소심에서 원심이 유지되는 비율은 90.5%로 번복률이 9.5%에 불

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 훼손죄 사건의 사실 계와 쟁 이 형사사건 에서는 비교  단순한 

편에 속하므로, 하 심 재 부의 사실오인 는 법리오해의 흠결이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

일 것으로 단된다. 앞서 살펴본 언론의 인격권 침해 련 민사소송에서의 원심 결 유지 비율

이 92.5%(2심 91.3%, 3심 94.1%)인 에 비추어 보면(언론 재 원회, 2020), 표 의 자유

와 련된 민·형사사건의 원심 결 유지 비율은 공통 으로 높은 수 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연구문제 2> 분석 결과, ‘산후조리원 결’ 인용률은 41.7%로 낮게 나타났고, 사실 시 

명 훼손 사건에서의 인용률도 53.8%에 그쳤다. 이는 법원이 소비자 후기의 보호범 를 획기

으로 확장하는 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  법리가 하 심 법원에 제 로 수용된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한 이 연구의 문제제기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법원에

서 련 법리에 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수사기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염려를 할 

수밖에 없다. 수사기 에 제언하기로는 련 수사의 문성 향상을 한 공론의 기회를 마련하여 

련 법리와 주요 례에 한 이해와 공감 를 형성하고 이를 지침으로 발 시켜 향후 유사 사

건에 한 기소처분의 정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표 행 자에 한 형사처벌

은 민주주의의 가장 큰 걸림돌  하나인 축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을 고려하면 정당한 후

기를 게시한 소비자들을 부당한 고소  고발로부터 보호하는 것 역시 수사기 의 요한 역할이

라고 평가할 수 있다.

‘산후조리원 결’을 인용한 경우의 무죄율은 86.7%로 그 지 않은 경우(19.0%)보다 월

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러한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 ‘산후조리원 결’을 인용한 

결들은 소비자 후기가 표 의 자유와 소비자 권리에 의해 보호됨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었고, 

피고인의 후기 게시 행 에 ‘비방의 목 ’이 있었는지를 단할 때에 인용 법리에 따라 ① 자신이 

겪은 객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인지, ② 공표 상이 련 정보를 구하는 이들에 한정되는

지, ③ 인신공격에 이르는 등 과도하게 명 를 훼손하는지, ④ 다수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지

를 고려하 다. 이러한 과정을 토 로 피해자의 사회  평가 하 정도와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

21) 사실 시 명 훼손의 경우 3,000만 원 이하, 허 사실 시 명 훼손의 경우 5,000만 원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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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운 정보  의견 교환에 따른 이익을 히 비교형량 하는 모습을 보여  은 상당히 고무

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유무죄 결과를 떠나 개별 사안에서 련 법리에 따라 논증을 충실히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법원은 서비스를 이용한 모든 고객이 만족할 수는 없으므로 리를 목 으로 서비스

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는 불만족을 표 하는 소비자들의 비 을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한다고 

보는 경향을 뚜렷하게 나타냈다. 이러한 논리는 ‘산후조리원 결’과 ‘성형외과 결’( 법원, 

2009. 5. 28.)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분석 상 결 에서는 일반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미

용실, 헬스장, 병원, 유통 서비스 련 사건에 용되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업자는 개인들

의 지속  구매·이용행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 때문에 소비자가 정당한 가를 지 하고 이용

한 상품 는 서비스에 해 비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그것이 허 사실에 기 한 것이 아닌 

한 표 의 자유  소비자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법원이 피해자가 

명 훼손의 험을 자 한 것인지 여부를 비방할 목 을 단하는 제반 사정으로 고려하는 것 역

시 고무 이다. 소비자는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에 한 불만 외에도 사업자의 잘못된 응  등을 

지 하기 해 비  후기를 게재할 가능성도 높다. 그러한 동기를 고려하면 비방할 목 을 

단하는 기 으로 사업자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 측면이 있었는지도 극 반 될 필요가 있다. 

한 비방할 목  여부를 단할 때에도 문제된 표  자체뿐 아니라 표 행 의 후 사정을 종

합 으로 고려하는 태도 역시 정 으로 평가할 수 있다. 향후 수사기 에서도 이러한 단 기

을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다만, 분석 상 결  기업이나 사업자 개인에 해 공인 이론을 용하여 국가기 , 공

직자에 한 명 훼손과 유사하게 악의 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명 훼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직 으로 개한 사례는 확인

할 수 없었다. ‘산후조리원 결’이 소비자의 표 의 자유를 상당 부분 확장한 바 있으나,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후기 게재행 를 더욱 활성화하기 해서는 진실한 후기로 인한 명 훼손의 

면책 기 을 더욱 완화하는 쪽으로 법리가 발 할 필요가 있다(모성 , 2014).

무죄 결의 선고 근거는 피해자 특정이 인정되지 않은 소수의 사례(부록 Ⅱ. 23-2; 23-3)

를 제외하면 모두 비방의 목 이 부인됨에 따른 것이었다. 즉, 구성요건해당성을 충족하지 못했

기 때문이었고 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된 경우는 없었다. 비방의 목 이라는 엄격한 요건이 달성

되는 한 표 행 의 공익성을 인정하거나 형법 제20조의 정당행 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특히 허 사실 시에 의한 명 훼손의 경우 부분 피고인의 허 의 인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진실상당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기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반 명 훼손죄 사건에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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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성 는 진실상당성 충족으로 법성이 조각되는 것이 일반 인 것과는 큰 차이라고 할 수 있

다. 법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 훼손 행 에는 법성 조각에 한 형법 제310조가 용될 

수 없다는 일 된 례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법원, 2006. 8. 25.). 이러한 경향은 소비자 후

기 명 훼손 사건에서도 그 로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개별 사건들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

인의 표 행 가 공공의 이익을 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

는 모습을 보이다. 이는 술한 법원의 법리에 한 무지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면 비방할 목 은 부정됨으로써 형법 제

310조가 용되는 것과 결과에 별다른 차이가 없게 된다(모성 , 2014). 즉, 공공의 이익에 

한 재 부의 단은 비방할 목  여부를 결정짓는 요한 요인이 된다는 에서 공공의 이익 존

재 여부는 소비자 후기 명 훼손 사건에서 가장 요한 쟁 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시 명 훼손 사건의 유죄 결 비율은 34.6%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했는데, <연구문

제 3> 분석 결과, 법원이  사건들에서 유죄 결을 선고한 데에는 나름의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단된다. 공통 으로 법원은 소비자 후기가 제한  범 를 벗어나 일반인 구나 볼 수 있는 공

간에 무차별 으로 게시되고, 그 내용이 피해자를 특정하며, 인신공격 인 내용을 포함하고, 게

시 횟수가 수십 회에 이르는 등 표  방법이 과도한 경우, 한 게시의 주된 목 이 다른 소비자

에 한 정보제공이라기보다 사  목 에 있다고 단되는 경우 비방의 목 을 인정하 다. 즉 

공표가 이루어진 상 방의 범 나 표  방법, 그와 같은 행 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  고통, 

게시물을 올리게 된 경  등을 종합하 을 때 피고인이 객  사실에 근거한 후기를 작성한 경

우라도 그것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 으로 게시된 경우 공익성이 부정되므로 형사처벌의 필요성

을 인정하는 것이다. 때문에 법조계와 학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사실 시 명 훼손죄 폐지는 사업

자에 한 악의  표 행 를 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신 하게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 사업자와 

소비자들과의 소통 공간으로 마련된 인터넷 게시 에서 악의  명 훼손 등 일탈행 가 만연히 

일어난다면 유용한 정보 교환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되며(정완, 2002), 그로 인한 경

제·사회  폐해는 무시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공익  폭로가 축되는 것을 막기 

해 사실 시 명 훼손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그 자체로 설득력이 있다. 연구결과 사실 시 

명 훼손죄 사건의 무죄 결 비율이 65%를 넘은 것은 공익  진실 공표행 에 한 기소가 남

발되는 험성을 보여 다. 한 명 훼손죄 폐지를 주장하는 측의 주된 논거  하나는 우리 사

회에서 사실 시 명 훼손죄로 처벌되는 사례 부분이 사인의 사생활 침해라는 것이다(김민정, 

2017). 때문에 사  역을 침범하는 명 훼손만 규율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목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연구결과와 같이 공익성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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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후기 련 사건에서도 진실한 사실을 시한 경우의 유죄 결 비율은 30%를 상회하 다. 명

훼손 분쟁의 실체부터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사안마다 다를 수 있는데, 진실을 완 항

변으로 인정하여 사실 시 명 훼손 사건을 민사 역으로 면 환하는 것이 표 의 자유와 인

격권의 균형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인지는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 후기는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다양한 이 을 제공한다. 소비자는 후기에 입각

하여 더욱 정보에 충실한 상태에서 구매 결정을 할 수 있고, 기존 소비자들이 제공한 정보를 토

로 검색에 필요한 노력을 일 수 있다. 사업자는 후기에서 얻은 의견·평가를 토 로 자사의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원가 감  품질 향상을 꾀할 수 있다. 소비자 후기 자체가 온라인 상

거래 과정에 소비자 참여를 진하며, 소비자와 사업자간 신뢰 형성을 돕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

이다(OECD, 2018). 와 같은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기 해서는 법  테두리 안에서 소비자의 

표 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여야 한다. 특히 온라인상의 축효과를 방하기 해 이용자들에

게 명 훼손 법규의 용 원리를 극 홍보함으로써 공익  표 이 법  보호의 상이고, 더 나

아가 사회 으로 권장된다는 을 인식시키는 것이 요하다(이정기, 2017). 다만 소비자 입장

에서는 사실을 시한 경우에도 그것이 피해자의 수인한도를 넘어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

다는 사실에 주의하여야 하므로, 제된 후기 작성을 한 지침이 필요하다. 사실 시 명 훼손

죄 사건에서 무죄 결이 선고된 사례들을 종합하면, 기본 으로 소비자 후기는 자신이 경험한 객

 사실에 근거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① 평가 상(제품 는 서비스)에 한 정보를 구하는 

이들이 주요 공표 상이 되어야 하며, ② 욕설이나 경멸 인 표  등 인신공격은 자제하고, ③ 

게재 횟수도 과도하지 않아야 하며, ④ 게재의 주된 동기가 사업자로부터 사과나 보상을 받기 

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특히 과격한 표 은 그 자체로 모욕을 구성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더

라도, 그러한 표 이 사실 시 명 훼손 사건에서 재 부로 하여  피고인의 비방의 목 을 인정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흥미롭게도 소비자 후기의 방향성이 정보 신뢰성과 제품태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에서, 제품의 장단 이 함께 언 된 양면  후기가 장 만 언 된 일면  후기에 비해 소비

자들로부터 정보 신뢰성을 높이 평가받고 제품태도도 더욱 호의 으로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문재학, 2014)는 연구결과를 감안할 때 사업자들도 부정  후기에 해 무조건 제소하려는 

태도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단된다. 최근 음식 배달앱 쿠팡이츠는 국내 업계 최 로 

주들이 소비자 후기에 댓 을 달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 다( 성필, 2021, 7, 20). 사업자에

게 부정  후기에 한 나름의 반론권을 보장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소비자의 표 의 자유와 

사업자의 인격권의 조화를 도모하는데 궁극 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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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고 96도2234 결(1997. 2. 14.).

법원 선고 2005도2627 결(2005. 7. 22.)

법원 선고 2005도5068 결(2005. 10. 14.).

법원 선고 2006도648 결(2006. 8. 25.).

법원 선고 2004도1632 결(2007. 1. 26.).

법원 선고 2008도8812 결(2009. 5. 28.).

법원 선고 2010도10864 결(2011. 11. 24.).

법원 선고 2010도8143 결(2012. 1. 26.).

법원 선고 2012도10392 결(2012. 11. 29.).

법원 선고 2017도2758 결(2017. 5. 30.).

법원 선고 2020도11471 결(2020. 12. 10.).

서울북부지방법원 선고 2012고단710 결(2012. 6. 7.).

서울북부지방법원 선고 2012노729 결(2012. 8. 9.).

헌법재 소 선고 97헌마265 원재 부 결정(1999. 6. 24.)

헌법재 소 선고 2017헌마1113, 2018헌바330(병합) 결정(2021.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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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Ⅱ. 분석 상 결

연 번 결명
명 훼손 

유형
피해자(유형) 결 결과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선고

2012고정982 결(2013. 1. 3.).
사실

유아용 상품 

매업자

무죄 

1-2
수원지방법원 선고

2013노531 결(2013. 6. 27.).
항소기각

2
서울북부지방법원 선고

2012노1575 결(2013. 4. 3.).
사실

산후조리원

원장

무죄(원심 기)

※ ‘산후조리원’ 결 기환송심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선고

2012고정2312 결(2013. 8. 13.).
허 사실

공동구매

매자

벌  30만 원(선고유 )

3-2
수원지방법원 선고

2013노4147 결(2013. 11. 28.).
검사 항소기각

4-1
지방법원 선고

2013고정208 결(2013. 10. 18.).
사실 성형외과 의사

무죄

4-2
지방법원 선고

2013노2723 결(2014. 5. 28.).
항소기각

5
주지방법원 선고

2013고정566 결(2013. 10. 23.).
사실

자동차 

서비스센터 

계자

벌  30만 원(선고유 )

6-1
지방법원 선고

2013고정2278 결(2014. 2. 6.).

사실 한의원 원장

무죄

6-2
지방법원 선고

2014노486 결(2014. 8. 20.).
벌  50만 원(원심일부 기)

6-3
법원 선고

2014도11710 결(2015. 3. 26.).
피고인 상고기각

7-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선고

2013고정315 결(2014. 2. 11.).
사실

어린이집

보육교사

무죄

7-2
창원지방법원 선고

2014노417 결(2014. 11. 6.).
항소기각

8
서울 앙지방법원 선고

2013고정6780 결(2014. 2. 13.).
사실 미상 벌  30만 원

9-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선고

2013고정1954 결(2014. 3. 7.).
사실

수입타이어

매업자

무죄

9-2
수원지방법원 선고

2014노1553 결(2014. 8. 28.).
무죄(항소기각)

10-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선고

2013고정2049 결(2014. 4. 10.).

허 사실
인테리어 업체

운 자

벌  300만 원

10-2
인천지방법원 선고

2014노1133 결(2014. 9. 18.).
피고인 항소기각

10-3
법원 선고

2014도12937 결(2015. 3. 12.).
피고인 상고기각

1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선고

2014고정110 결(2014. 4. 10.).
사실 고시원 운 자

무죄

11-2
인천지방법원 선고

2014노1110 결(2014. 9. 4.).
항소기각

12
의정부지방법원 선고

2013고정2913 결(2014. 5. 1.).
사실 한복 여 업자 벌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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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결명
명 훼손 

유형
피해자(유형) 결 결과

13-1
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선고

2013고정1450 결(2014. 6. 11.).
사실 미용실 운 자

무죄

13-2
구지방법원 선고

2014노2076 결(2016. 2. 4.).
항소기각

14
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선고

2014고정110 결(2014. 7. 22.).
사실 성형외과 원장 무죄

15-1
청주지방법원 선고

2013고정1090 결(2014. 10. 23.).
사실

살충제

도소매 업자

무죄

15-2
청주지방법원 선고

2014노1106 결(2015. 3. 26.).
무죄(원심 기)

16-1
주지방법원 선고

2014고단3993 결(2014. 12. 24.).
사실

애견센터

운 자

무죄

16-2
주지방법원 선고

2015노53 결(2015. 8. 20.).
사실 벌  30만 원(원심 기)

17-1
인천지방법원 선고

2014고정3894 결(2015. 3. 26.).

허 사실 웹디자인 강사

벌  100만 원

17-2
인천지방법원 선고

2015노1145 결(2015. 8. 26.).
피고인 항소기각

17-3
법원 선고

2015도13835 결(2015. 11. 12.).
피고인 상고기각

18-1
주지방법원 2015. 4. 2. 선고

2014고단4147, 5094(병합) 결
허 사실

결혼정보회사

운 자

징역 6개월

(업무방해, 모욕도 인정)

18-2
주지방법원 2015. 6. 17. 선고

2015노107, 2015노486(병합) 결

징역 8개월(원심 기)

(무고 추가 인정)

19-1
서울 앙지방법원 선고

2014고정3845 결(2015. 4. 29.).
사실 성형외과 원장

벌  300만 원

19-2
서울 앙지방법원 선고

2015노2026 결(2015. 9. 17.).
피고인 항소기각

20-1
춘천지방법원 속 지원 선고

2015고단16 결(2015. 6. 17. 선고).

사실
인테리어 업체 

운 자

벌  200만 원

20-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선고

2015노347 결(2015. 9. 24.).
무죄(원심 기)

20-3
법원 선고

2015도16063 결(2016. 3. 24.).
상고기각

21
주지방법원 선고

2014고정453 결(2015. 9. 9.).
사실

인터넷 상거래 

개업무 회사
무죄

2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선고

2015고정221 결(2015. 11. 12.).
허 사실

자동차검사소 

운 자

벌  200만 원

22-2
의정부지방법원 선고

2015노3185 결(2016. 8. 26.).
피고인 항소기각

23
창원지방법원 선고

2016고단434 결(2016. 6. 30.).
사실

컴퓨터 가게 

운 자
벌  30만 원

24
서울서부지방법원 선고

2016고정229 결(2016. 7. 22.).
사실 미용실 표 무죄

25-1
청주지방법원 선고

2016고정498 결(2016. 12. 14.).
사실 헬스장 운 자

무죄

25-2
청주지방법원 선고

2017노17 결(2017. 6. 1.).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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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결명
명 훼손 

유형
피해자(유형) 결 결과

26-1
지방법원 선고

2015고정681 결(2016. 4. 20.).

허 사실

해외구매

행업체

운 자

벌  200만 원

26-2
지방법원 선고

2016노1050 결(2017. 2. 8.).
벌  100만 원(원심 기)

26-3
법원 선고

2017도3061 결(2017. 5. 30.).
피고인 상고기각

27
서울동부지방법원 선고

2016고단889 결(2017. 2. 16.).
사실

피부과 

피부과 원장
무죄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선고

2017고정618 결(2017. 8. 9.).
사실 펜션 운 자 벌  30만 원

29-1
서울 앙지방법원 선고

2017고정3003 결(2018. 1. 24.).
허 사실

여행사

벌  50만 원

(업무방해도 인정)

29-2
서울 앙지방법원 선고

2018노360 결(2018. 7. 5.).
사실 무죄(원심 기)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선고

2017고정1257 결(2018. 5. 11.).
허 사실

자동차 수리  

운 자
벌  50만 원

31
서울동부지방법원 선고

2018고정153 결(2018. 6. 19.).
사실

인터넷 의류 

쇼핑몰 운 자
무죄

32
인천지방법원 선고

2017고정2046 결(2018. 9. 7.).
허 사실

고회사

운 자

벌  100만 원

(업무방해도 인정)

33-1
서울북부지방법원 선고

2018고정875 결(2018. 12. 21.).
허 사실 직업훈련 강사

벌  150만 원

33-2
서울북부지방법원 선고

2019노105 결(2019. 7. 12.).
피고인 항소기각

34
주지방법원 선고

2018고단2211 결(2019. 2. 15.).
허 사실 치과병원 원장

벌  300만 원(업무방해,

공동폭행, 퇴거불응도 인정)

35-1
의정부지방법원 선고

2019고정141 결(2019. 7. 4.).
사실 미용실 원장

무죄

35-2
의정부지방법원 선고

2019노1979 결(2020. 7. 3.).
항소기각

3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선고

2019고정179 결(2019. 9. 20.).
허 사실

인테리어 업체 

운 자

벌  300만 원

(업무방해도 인정)

37
서울동부지방법원 선고

2019고정71 결(2020. 1. 7.).
사실 요가 강사 벌  150만 원

※ 연번은 선고일 기 으로 오름차순으로 기재하되, 가지번호 있는 것은 사건이 상소된 경우 표기하 음(n-1은 1심, n-2는 2심, 

n-3은 3심). 명 훼손 유형은 사실 시 명 훼손죄 사건은 ‘사실’, 허 사실 시 명 훼손죄 사건은 ‘허 사실’로 표기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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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온라인 소비자 후기 명예훼손 판결에서 나타난 표현의 자유와 한계

이 찬

(한양 학교 미디어커뮤니 이션학과 박사과정)

이재진

(한양 학교 미디어커뮤니 이션학과 교수)

이 연구는 소비자 후기의 명 훼손 성립에 한 합리  기 을 제시한 2012년 ‘산후조리원 결’ 이후 선

고된 련 형사 결 63건을 분석하여 소송 황, ‘산후조리원 결’ 인용 경향, 정보통신망법상 명 훼손

죄의 구성요건인 ‘비방의 목 ’에 한 단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상소율은 47.4%(1심 61.1%, 2심 

23.8%)로 나타났고, 결의 약 60%가 항소심 이상에서 확정되었다. 무죄율은 45.9% 고, 사실 시 

명 훼손 사건은 무죄율이 65.4%에 이른 반면, 허 사실 시 명 훼손 사건에서는 모두 유죄가 선고되

었다. 상소심의 원심유지 비율은 90.5%로 나타났다. 명 훼손 단일 의 사건에는 모두 벌 형이 선고되

었고, 그 액수는 평균 108만 원이었다. ‘산후조리원 결’ 인용률은 41.7% 고, 사실 시 명 훼손 사건

에서의 인용률(53.8%)이 허 사실 시 명 훼손 사건(10.0%)보다 높게 나타났다. ‘산후조리원 결’을 

인용한 경우의 무죄율(86.7%)은 그 지 않은 경우(19.0%)보다 67.7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

죄율이 45.9%에 이른 것을 보면 소비자 후기 명 훼손 사건에서 기소권 남용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

이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명 훼손 정도와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정보  의견 교환에 따른 이

익을 히 비교형량하는 과정을 거쳐 소비자의 권리와 표 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 다. 

즉 소비자 후기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목 으로 게시된 것이라고 단된 경우에는 비방의 목

을 부인함으로서 무죄 결을 선고하 다. 다만, 법원은 소비자 후기가 구나 볼 수 있는 공간에 무차별

으로 게시되고, 그 내용이 피해자를 특정하며, 인신공격 인 내용을 포함하고, 게시 횟수 등 표  방법

이 과도한 경우, 한 주된 목 이 다른 소비자에 한 정보제공이라기보다 사  목 에 있다고 단되는 

경우 비방의 목 을 인정하 다. 즉 피고인이 객  사실에 근거한 후기를 작성한 경우라도 공표 범 , 

표  방법,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  고통, 게시 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것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 에 

의한 것으로 단되면 유죄 결을 선고하 다.

핵심어 : 소비자 후기, 명 훼손, 표 의 자유, 소비자 권리, 정보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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