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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위헌성과 친고죄 조항의 폐지에 대한 정책적 고찰 1)
고려대학교 박경신
In 2008,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proposed a bill to enhance the
crime of insult in two ways: (1) enhance the punishment to up to 2 years of
imprisonment and (2) eliminate the requirement that the victim file an accusation
thereby allow the police and prosecutor to prosecute insulting comments even if the
supposed victim does not come forward first.

In this article, the author argues that

the existing criminal law of insult is unconstitutional and falls miserably of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 rds, and that any attempt to enhance it should
therefore be aborted.

Insult is punishment on expression of one's opinions and

feelings on account of an insulting feeling that it causes on others.

However, opinions

and feelings are valuable part of speech which should be constitutionally protected.
Narrowing the scope of insult to 'bad language' does not relieve its unconstitutionality
because it is not the text of the expression that causes the stress on the hearer but
the context in which the expression was made.

Major elements of this context a re

the relative social status of the speaker and hearer, and the hearer's sense of
self-worth, which in no way can be a constitutionally acceptable basis for punishing
the speaker who does not have any control over those elements.

The author notices

that general insult law exists only in Germany, Japan, Korea, and Taiwan and the
insult-against-the-head-of-state laws a re retained only by authoritarian regimes who
are continuously pressured by international bodies to abolish them.

The author

proposes instead adoption of hate crime laws, which most developed countries adopted
instead of enhancing the already unconstitutional law of insult.
김경한 법무장관과 한나라당은 인터넷 상에서 타인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글을 처벌
하는 ‘ 사이버모욕죄 ’를 정보통신망법에 설치하여 사이버상의 모욕에 대해서는 현재의 형법
제311 조가 모든 모욕죄에 적용하고 있는 최고 징역 1 년 ․ 벌금200 만원까지의 형벌보다 높은
징역 2년 ․ 벌금 2 천만원까지의 형벌을 적용하고 현재의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전환하
여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명시적으로 처벌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기
소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2) 이 논문에서는 ‘사이버모욕죄’ 법안이라는 표현 대신

1) 이 글은 2008년 8월5일 조선일보 독자칼럼에 실린 '사이버모욕죄는 시대착오이다의
'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2) 장윤석 국회의원(한나라당), 형법 개정안 발의(2008.10.30)
- 컴퓨터 등 정보통신체제를 이용하여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11조의2 신설)
- 사이버 상의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반의
사불벌죄로 규정함(안 제312조제2항)
나경원 국회의원(한나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2008.11.3)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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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죄 임의처벌법안( 줄여서 , 임의처벌법)’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현행
법상으로 사이버 상의 모욕은 이미 처벌이 가능하고 현재의 대부분의 모욕죄 재판은 사이버
상의 모욕에 관한 것이며 이번 법안의 핵심은 피해자의 고소 없이 검찰이나 경찰이 임의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임의처벌법에 대한 반대논리들은 권력자가 자신에 대한 모욕적 표현을
검열하기 위해 남용할 수 있다거나3) 특별형법에 의한 가중처벌은 효력이 없거나 과중하다
거나 4) 구성요건이 모호하며 실효성이 없다는 5)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반대론들은 ‘ 우선 모욕은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라는 전제를 찬성론자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 그렇다면 모욕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져 그 폐해가 훨씬 다중적이고 영구적으로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라는 주장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논
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아래에 살피겠지만 필자는 현행법 상의 모욕죄는 위헌이며 친고죄 조항을 폐지하는
것은 이와 같은 위헌적인 요소를 더욱 강화시킨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1.

현행 모욕죄

가.

모욕의 정의 - 현재 대법원의 판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욕죄의 존재에 대해 당연시 여기는 이유는 모욕죄를 명예훼손
죄와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모욕에 대해 법적책임을 가하는 법리 (이하, “모욕법
리”) 와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책임을 가하는 법리( 이하 , “명예훼손법리”) 두 가지 모두 결국
사람들이 가진 명예감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흔히들 생각한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시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이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
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
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에 비하여 그 형을 무겁게 하고 있다.6)
즉 감정의 표현과 사실의 적시 모두 ‘사회적 평가’ 를 저하시키기는 하나 사실의 적
시는 더욱 평가의 저하가 강하기 때문에 형을 무겁게 하고 있다는 것이며 모욕죄를 기본적
으로 명예훼손죄의 낮은 단계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모욕죄
제70조제3항 및 제4항)
3) 김정진, “사이버모욕죄, 입법의 의도가 의심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론 2009년2월호. 금태섭, “사이버 모욕죄
의 법리상 문제점”, 민주사회를위한변론 2009년2월호.
4) 금태섭, 전게서. 조수진 “국회 내 사이버 모욕죄 도입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민주사회를위한변론 2009년
2월호.
5) 박혜진,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안암법학 28호, 2009년
6) 대법원 1987.5.12. 선고 87도7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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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필요성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법률의 해석은 오독으로 보인다 . 우선 문리해석 상 명예훼손은
“명예를 훼손하여 ”라는 문구로 이루어져 있고 모욕죄는 “모욕한”이라는 문구로 이루어져 있
어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의 심화된 형태로 보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대법원이 판시한대로 실제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경우에만 모욕
죄가 적용된다면 헌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왜냐하면 평판의 저하를 예방한다는 공
익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명예훼손죄를 정당화되고 있으며 이 공익은 모욕죄도 정당화
할 수 있다 . 하지만 실제로 판례들을 살펴보면 ‘사회적 평가’ 가 실제로 저하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실제로 성도와 간통을 한 것으로 알려진 목사에게 ‘ 음란한
거짓말장이 ’라고 부르는 것은 그 목사의 평판을 저하시키지 않을 것이다 .7) 평판의 저하는
평판의 대상인 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가 배척될 때 발생하는 것인데 이미 목사의 간통
사실이 알려진 이상 그 사실을 확인해주는 표현을 듣는다고 해서 그 목사에 대해서 원래 가
지고 있던 기대가 배척되지는 않는 것이다 . 하지만 그 목사는 같은 말을 여러 사람이 있는
앞에서(“공연히 ”) 듣게 된다면 심한 모욕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모욕죄는 이와 같은 모욕
감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물론 무엇이 ‘사회적 평가 ’의 저하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목사의 간통사실을 알고 있었어도 그 사실을 재승인하는 말
(‘음란한 거짓말쟁이’)을 들으면 목사에 대해 더욱 거부감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관적인 감정의 발생까지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다 . 현
재 모욕죄 유죄판결에 나타난 표현들이 청취자의 머릿속에 발생시키는 추상적인 거부감 마
저도 ‘ 사회적 평가의 저하’ 로 보아 그와 같은 표현에 대한 처벌을 정당화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 될 것이다.
또 모욕을 명예훼손의 낮은 단계의 범죄로 보는 것은 논리의 결절을 발생시킨다.
즉 명예훼손은 매우 공손한 말을 사용하여도 그 말이 평판을 저하시킬 경우 법적 책임을 지
운다 . 즉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이 같고 단지 전자가 후자보다 더욱 중한 것이라
면 공손한 말을 사용할수록 가벌성이 낮아져야하지만 명예훼손의 가벌성은 말이 공손했는가
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나.

모욕과 명예훼손의 차이

모욕8)과 명예훼손 9)을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로부터 논리적으로 재구성해보면 둘
사이에는 완전히 다른 법익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모욕은 사실적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고 명예훼손은 사실적 주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10) 바로 여기에서부터 모욕과 명예훼손의 서로 다른 입법목표를 이
7) 006년1월15일 연합통신 기사“‘간통 목사’ 원색 비난도 모욕죄 해당”
8)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개정 1995.12.29>
9)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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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할 수 있다.
명예훼손 법리의 목표는 제3 자들이 표현의 대상( 對象) 에 대해 가지고 있는 평판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모욕 법리의 목표는 표현의 상대( 相對 )를 모멸감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이다 . 명예훼손 법리는 평판을 보호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적인 주장을 그 요건으로 하
는 것이다.11) 내가 ‘ 갑’이라는 사람을 ‘사기꾼’ 이라고 욕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
해 가지고 있는 평판을 저하시킬 수는 없다 .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와 ‘ 갑’ 사이에 어떤 분쟁
이 있고 내가 ‘ 갑’에게 내가 속았다고 느끼고 있다고 생각할 뿐이지 나의 그러한 평가만을
근거로 사람들이 ‘ 갑’ 이 ‘ 사기꾼’으로 보지는 않을 것이다. ( 사실 그와 같은 나의 표현은 나
를 말씨가 곱지 않은 사람으로 보이도록 하여 도리어 나의 평판을 떨어뜨릴 수는 있을 것이
다.) 결국 실제로 타인의 평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사실적 주장을 해야 한
다. 즉 제3 자에게 가서 ‘ 그 사람이 피해자 누구로부터 얼마를 사기쳤다’ 라고 말해야 하는 것
이다 . 물론 이것만으로 평판이 저하된다는 것은 아니다. 위의 사실적 주장을 믿고 안 믿고
는 듣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최소한 이 정도의 사실적 주
장은 이루어져야 비로소 상대의 평판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욕의 법리를 보자 . 위의 예에서 내가 ‘ 갑’ 을 ‘ 사기꾼 ’으로 부른 것만으로도
그 말을 들은 ‘ 갑’ 은 모욕감을 느낄 것이다 .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들었을 때 모욕감은
더욱 증폭되겠지만 혼자 듣는다 해도 모욕감은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 그렇기 때문에 모욕
의 성립은 사실적 주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그 각각의 법리들이 보호하려는 가치들이 다르기 때문에 위의
사실적 주장의 요부 외에도 다른 차이들도 나타나야 할 것이다 . 예를 들어 명예훼손과 모욕
모두 사람의 언사를 제재하는 법리인데 명예훼손의 경우 그 언사가 명예훼손의 대상을 “향
하여 ”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대신 명예훼손의 대상에 “대하여” 이루어져 한다 . 내가 “홍길
동은 사기꾼이다”라는 말을 홍길동 “에게” 하지 않고 제 3 자에게만 하여도 이를 들은 제3 자는
나의 말에 영향을 받아 홍길동에 대해 낮은 평판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나의
말은 “홍길동”을 주어로 삼거나 하는 방식으로 홍길동에 “대한 ” 말이어야 한다 .
하지만 모욕의 경우 그 언사가 제3 자에게만 전달되고 모욕의 대상에게는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 대상자는 모멸감을 느끼지 못하며 모욕은 미수에 그칠 것이다. 결국 모욕이 성
립하려면 모욕의 대상은 그 언사를 직접 들어야 한다 . 즉 대화의 상대가 되어야 한다. 물론
10)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하며 단지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할 뿐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대법원
1989.3.14. 선고 88도1397 판결)
대법원 1989.3.14. 선고 88도1397 판결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이라는 구절은 모욕적인 언사일 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고 "잘 운영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 한다"는 구절도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1.11.24. 선고 81도2280 판결(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자기
의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것 (“빨갱이 계집년” “만신(무당)” “첩년”이라고 말한 것)은 사람을 모욕한 경우
에 해당하고, 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11)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각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공연하게 피해자
에 대하여 “늙은 화냥년의 간나, 너가 화냥질을 했잖아”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고
피고인을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를 적용 처단하고 있다. ...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에 대하여 말하였다는 판시와 같은 발언내용은 그 자체가 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도덕성에 관하여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과장되게 강조한 욕설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간다. (대법원 1987.5.12. 선고 87도739 판결)

- 4 -

그렇다고 하여 대면접촉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12)
그렇다면 모욕에 사용되는 언사는 반드시 모욕의 대상을 묘사해야 할까 ? 모욕의 법
리가 모멸감으로부터의 해방이라면 아마도 이 요건은 필요가 없을 것이다 . 예를 들어 “지옥
에나 떨어져 버려라”는 말은 하나의 명제가 아니라 하나의 요구이지만 이 말을 듣는 상대에
게 충분히 모멸감을 줄 수 있다.
명예훼손과 모욕과의 차이를 표로 나타내자면 다음과 같다.

입법목적
언사의 성격

명예훼손의 처벌
제 3 자가 표현의 대상의 대

감의 예방
사실적 주장 불필요

해 가지는 평판의 보호
사실적 주장 필요
언사가 피해자에게 전달되

언사가

언사의 전달

언사의 지시 대상

2.

모욕의 처벌
표현의 상대가 느끼는 모멸

피해자에게

전달되

지

않아도

되며

피해자에

어야 함

대해 평판을 가지게 될 사

언사가 피해자에 대한 명제

람들에게만 전달되어도 됨
언사가 피해자에 대한 명제

일 필요는 없음

이어야 함

모욕죄의 헌법적 평가

모욕을 위와 같이 정의하였을 때 모욕법리는 다음과 같은 헌법적인 문제들을 가진
다. 우리나라에서 이미 수많은 대법원 판례들이 명예훼손 법리를 해석하면서 의견표명에 대
해서는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하였다.13)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는 명예훼손 법리의 적용범위를 한정한 것이지 이와는 별도로
모욕법리를 통해 의견표명에 대해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
다. 하지만 의견표명도 어차피 모욕죄로 처벌될 것이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시는 한낱 검찰의 기소 선택에 관한 훈시가 될 뿐이다. 즉 ‘ 모욕’ 이라는 다른 죄목
으로 의견표명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지운다면 위의 판례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것이
다. 필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위의 대법원 판례들은 다음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본
다. 의견과 감정을 ‘ 표현의 안전지대’로서 보호함으로써 첫째 일반인들이 자기표현욕구가 분
출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고 둘째 의견과 감정의 표명은 사회적 공론의 일부분이다.

12) 모욕죄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표시 당시
에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제3자가 인식함을 요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그
장소에 있을 것을 요하지도 않고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였음을 요하지도 않으므로, 행위자가 피해자를 대면할
때만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13) 가장 최근으로는 대법원 2008도1421 (명예훼손 및 노동조합법 위반)가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기초하여 보면 “조합행사라는 이름으로 해외여행을 다녔다”라는 부분은 그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할 여지가 많다고 볼 수 있으며, “축산농가 육성에는 관심이 없이”라는 부분은
그 전제되는 사실을 제거하고 나면 피고인들의 순수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여 허위인지 여부를 따질 수 없다.
결국,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거나, 적어도 허위라는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
이거나, 단순한 의견의 표명에 불과한 것들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표현행위가 허위사실 적
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
예훼손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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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표현의 자유의 ‘ 안전지대’로서의 의견과 감정

모욕은 상대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과 감정의 표현인데 이와 같은 주관적인 의견 및
감정의 표명에 대해서도 그 표명의 상대가 모멸감을 느꼈다고 해서 법적책임을 지우는 것은
표현의 자유 전반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명제는 의견 및 감정
아니면 사실적 주장인데14) 사실적 주장에 대해 명예훼손 등으로 규제를 하면서 의견 및 감
정에까지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모든 표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질 위험을 감수하라는
것이 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예훼손 법리를 통해 사실적 주장을 제재하는 이유는 사
실적 주장은 타인을 오도할 수 있는 폭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중
개인이 ‘ 여기에 지하철역이 들어올 계획이 이미 서 있다 ’라고 사실적 주장을 하면 사람들이
현혹되지만 부동산중개인이 ‘ 여기는 지하철역이 들어설만한 자리이다’ 라고 의견을 표명하면
사람들은 현혹되지 않는다.
사실적 주장은 그 주장의 내용은 주장자의 감정과는 독립적이라는 주장을 이미 포
함하고 있다.15) 예를 들어 ‘홍길동은 누구누구에게 1 백만원을 훔쳤다 ’라는 주장에는 ‘나만
주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홍길동은 실제로 누구누구에게 1 백만원을 훔쳤다’
라는 객관성의 주장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야 사기꾼아’ 라는 말은 이와
같은 객관성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훨씬 약하게 포함되어 있다 . 그렇
기 때문에 타인들은 홍길동에 대해 사실적인 주장을 접할 때 그에 대한 의견이나 감정표명
을 접할 때 보다 홍길동에 대해 올바르지 않은 판단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이다. 위의
부동산중개인의 두 가지 말에서 살펴보았듯이, 사실적 주장은 그 주장을 전달받은 사람들이
옳지 않은 행동을 하도록 오도할 수 있는 반면 의견과 감정의 표명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명예훼손 법리와 사기 법리 모두 사실적인 주장에 한하여 법적 책임을 부과
하는 것이고 두 법리 모두 의견과 감정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원리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표현의 우주에서 사실적인 주장은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되더라도 적어도
의견 및 감정은 법적 책임을 감수하지 않고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 표현의 안전지대’ 로
서 남겨져야 한다. 의견이나 감정의 표현마저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은 심리적 절망으
로 몰고 갈 수도 있다.
욕은 일종의 화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데 , 화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긍
정적인 기능이 있다. 심리상담에서는 분노감정을 수용하고 상대방에게 잘
표현하도록 돕는다. 그런 과정에서 치유가 일어나는데, 특히 정부에서 사
이버 공간에서 쏟아지는 국민들의 분노 감정을 수용하고 달래준다면 국민
들의 상처가 많이 아물 것이다. 반대로 건전한 비판 글까지 지나치게 처벌
한다면 마치 압력밥솥의 구멍을 막은 것처럼 매우 파괴적인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16)
14) 의견, 사실적 주장 외에도 명령이나 감탄사가 있을 수 있으나 명령이나 감탄사는 명제라고 볼 수 없다.
15) Habermas는 자신의 대화이론에서 이 주장을 validity claim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
16) 박대령,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 세상을두드리는사람 37호, 2009년2/3월호

- 6 -

정리하자면, 사실적 주장에 대해 법적책임을 지우는 것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만
이를 넘어서서 상대가 느낄 수 있는 모멸감을 이유로 의견의 표명에 대해서도 법적책임을
지우는 것은 표현의 자유 전반에 대한 제약이 된다.
물론 모욕은 의견과 감정 만이 아니라 사실적 주장까지 포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명예훼손 법리가 적용되므로 모욕죄의 적용 여부는 관건이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모욕죄는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공연성 ”의 요건을 포함하고 있어 모욕죄는 모
욕의 대상 뿐 아니라 제3 자에게 동시에 전달될 경우에만 적용될 것을 상정하고 있다. 그러
므로 모욕이 사실적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사실적 주장에 대해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
것은 헌법적 문제를 수반하지 않는다. 필자가 문제삼는 것은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되지 않
는 의견과 감정의 표현을 ‘ 모욕’ 이라는 또 다른 죄목으로 처벌하는 것의 헌법적 타당성이다.
나.

의견과 감정의 표현은 사회적 공론(social discourse) 의 일부분이다

우리는 사실적 주장을 하기에는 충분한 정보가 없을 때 우선 의견을 제시한다. 예
를 들어 , ‘ 환경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다 ’라는 말을 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없을 때 ‘ 환경파괴
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라는 의견의 형태로 제시한다. 과거에도 지동설을 과학적으
로 입증을 할 수 없을 때 지동설을 처음 제시하였던 과학자들은 이것을 사실의 주장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의견의 제시로서 제시하였다. 물론 어떤 의견들은 나중에 옳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다른 의견들은 옳은 것으로 나타난다. 의견은 정보가 불완전한 진리추구의 과정
에서 자신의 입장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다.
그런데 모욕법리는 의견에 대해 법적책임을 지움으로써 현대사회가 진리 추구의 과
정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희망이 없다. X대학은 희망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표현 역시 X대학의 사람들에게는 모멸감을 발생시키겠지만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완전한 정보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줄기세포연구정책의 방향을 정
할 때 교환될 수 있는 의견의 하나이다. 이와 같은 의견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순기능을 제약한다.17)
사회적 공론은 항상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노정하고 있다 . 공론의 과정은 항상 우
리가 올바른 사회에서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 건강한 비판’ 을 필요로 한다 . 그런데 사람들
17) 심지어 캐나다연방대법원은 심지어 허위의 사실적 주장 마저도 그것이 나중에 허위로 밝혀진다고 해서 처
벌하는 제도는 위헌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판시를 한 바 있다.
[환경]활동가가 “ 브리티시콜럼비아 지역의 우림이 사라지고 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나중에 과학자들이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 배심원이 이를 수용하고
그리고 그 말이 브리티시콜럼비아의 삼림업을 교란할 수 있다는 이유로 “허위소
식” 의 유포로 형사처벌을 받을까봐 그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정당한가? 원자력발
전소 건설에 우려를 하고 있는 주민들이 이에 대한 토론에 참여하면서, 나중에 과
학자들이 그 피해가 크지 않다는 증명을 할 가능성이 두려워 “원자력발전소이 인
근 어린이들의 건강을 파괴한다”는 말을 못하는 것이 타당한가? 의학전문가들이
수막염의 전염 상황을 창궐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정부나 사설기관이 그 표현이
의도적인 거짓말이라고 단정하고 배심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두려워 그같은
표현을 쓰지 말아야할까? <R. v. Zundel [1992] 2 SCR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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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근거 없는 저열한 욕설을 들었을 때만 모멸감을 느끼지 않으며 건강한 비판을 받아도 모
멸감을 느낀다 . 예를 들어 학교 수업에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선생으로부터 ‘ 실력이 없다’ 라
는 평가를 받게 되었을 때에도 모멸감을 느끼게 된다. 이때 선생은 학생을 모욕한 것에 대
해 법적 책임을 감수해야 할까? 상대방이 듣기에 '불편한 의견'을 제시하지 말라는 것은 민
주주의가 요구하는 자유로운 토론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모욕죄는 이와 같이 단순한 의견의 표명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의견에 감정이
실려져 매우 과격한 표현을 매개로 하여 이 의견이 표명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감
정의 표명 역시 공론에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특정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고자 할
때 논리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우리 주변에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한 의견의 표명을 다큐멘터리, 영화, 드라마 등의 예술적인 매
체를 통해 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 그와 같이 오랜 시간을 통해 자신의 진지한 의견에
감정을 실어 표현하기 어려운 사람은 그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명하게 되며 바로 이것이 욕
이 되며 욕은 정당한 의견과 감정의 표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 상의 악플을 통한 소위 ‘ 인격살인’ 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지
만 그 대상이 실제로 그렇게 많은 악플을 받을 정도로 나쁜 일을 한 사람이라면 공동체가
반드시 이 사람을 악플로부터 보호해줄 필요가 있을까? 도리어 이 사람에게 달리는 많은 악
플은 공동체가 자기발전을 위해 먹고 살아야할 공론의 한 부분이 되는 것 아닐까?
욕이 자연스러운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길을 가다 깡패에게 돈을 뺏기고
맞기까지 했는데 그 깡패 욕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 사이버 공간의 일부
욕들은 마치 깡패에게 맞은 사람이 깡패를 욕하는 것과 같다.18)
다.

의견과 감정의 Text의 문제인가

혹자는 모욕죄의 입법취지가 의견이나 감정의 표명 자체를 막자는 것이 아니라 너
무 과격하거나 저열한 표현을 쓰지 말자는 취지라고 모욕죄를 정당화한다.19) 즉 언사의 성
격이 아니라 언사의 문구나 어구를 위법성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우선 이것은 원래 미국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를 내용규제와 방법규제로 나누고 내용규제는 헌법적으로
더욱 금기시되나 방법규제는 더욱 수월하게 허용된다는 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방법규제란 시간 , 장소 , 양태의 제한(time, place and manner regulation)을 말하는
것으로서 실제 사용된 표현에 대한 제한은 이미 내용규제(content regulation) 를 말하는 것

18) 박대령, 전게서.
19) 문재완 2008년 11월 13일 법무부 법조언론인클럽 토론회 발표문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 성립하므로 표현
의 양태에 대한 규제이고, 모욕죄로 경멸적 표현을 엄중하게 처벌한다고 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며, 언론의 자유의 헌법적 정
당성 근거도 사상의 자유 시장에 있음. 즉 표현의 자유가 보호하려는 것은 표현을 통하여 전달하려는 사상,
또는 의견임. 따라서 표현의 내용에 대한 규제는 이를 규제함으로써 얻는 공익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익보다 월등하게 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하지만, 표현의 방식에 대한 규제는
좀 더 자유롭게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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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 모욕죄는 내용규제이며 헌법적으로 엄격하게 심사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느 표현이 과격하고 저열한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존재할 수 있는가?
대법원은 ‘ 부모가 그러니 자식도 그렇지’ 라는 표현은 모욕이 아니라고 하였지만 20) ‘ 음란한
거짓말쟁이 ’라는 표현은 모욕이라고 판단한 바 있는데21) 필자가 실험해본 결과 대부분의 사
람들은 전자가 후자 보다 더 모욕적이라고 생각한다. 또 ‘ 아이를 차 안에 두고 불법주차의
방패막이로 썼다 ’는 표현이나 ‘ 한심하고 불쌍하다 ’라는 표현 역시 모욕으로 인정되지 않았
다.22)

20) 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도8915 판결 【상해·모욕】“검사는 상고이유에서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라는 말만으로도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표현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기분이 다
소 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너무나 막연하여 그것만으로 곧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하여 형법상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1) 2006년1월15일 연합통신 기사“‘간통 목사’ 원색 비난도 모욕죄 해당”(`음란한 거짓말쟁이', `뻔뻔이', `주구
노릇' 모욕임.); 김씨 등은 간통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이 선고된 목사와 그를 옹호하는 장로들에 대해
`교회 공금으로 변호사비용을 댔다', `뻔뻔스러운 목사를 추종하는 악한 무리와
' 같은 내용의 글을 교회와 교
단본부 홈페이지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1심에서 모욕죄가 인정됐지만 항소심에서는 형법 20조에 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간통죄로 기소된 목사와 비상대책위 장로들의 행위를 비판한다
해도 그 표현의 내용이나 정도가 피고인들의 본래 목적이나 동기에서 크게 벗어난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된다
고 봐야 하며 이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 형법 20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
혔다. 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이 사랑의 실천 및 복음전파를 목표로 삼는 기독교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이고
보면 그에 관한 논란도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이성적으로 품위있게 진행됨이 마땅하다"며 "피고인들이 `
음란한 거짓말쟁이', `뻔뻔이', `주구노릇' 등 욕설에 가까운 표현을 쓴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2)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MBC시청자 의견란에 다큐멘터리의 소재가 된 사람에 대해
“아이를 차 안에 두고 불법주차의 방패막이로 썼다”는 표현이 모욕이 아님); 우선, . . .나아가 그 글의 전체적
인 내용도 "불법주차와 아이를 차에 두고 내린 어머니로서의 과실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제공을 피해자가 하였
고, 그 방송된 내용은 개인적인 사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견인업
체 등의 잘못을 탓하며 자신의 범법행위를 변명하고 있다."는 취지로서, 그 전제한 객관적 사실관계는 이미
방송된 프로그램의 내용에 기초한 것이고, 이러한 의견 또는 판단 자체가 합당한 것인지 여부는 차치하고 전
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까지 할 수 없으며, 그 방송 후에 충주시청 홈페이지와 MBC 홈페이지에 그 프로그램
의 방영 취지나 피해자의 주장에 찬성하는 글과 함께 피고인의 글과 유사한 취지의 글이 적지 않게 게시된
점(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진정한 글만 해도 피고인의 것을 포함하여 모두 10개이다. 수사기록 9, 10쪽 참조)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할 것이고, . . .상당히 모욕적인 언사이기는 하나,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고는 할 수 없고, 그 글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 없다.. . .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의견에 대한 반박이나 반론을 구하면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의 타당함을 강조하
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도1433 판결(골프장 전 직원이 골프클럽직원 사이트에 골프클럽 조장에 대해 “한
심하고 불쌍하다” “공개처형 당할 수 있다”는 표현을 올린 것에 대해 모욕아님);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이 위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을 살펴보면, 위 글은 전체적으로는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골프
클럽에서 운영된 징벌적 근무제도의 불합리성 및 불공정성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으로,
. . . 피고인의 의견이나 판단 자체가 합리적인 것인지 여부는 차치하고 전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 .
. . 그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 또한, 비공개적인 상황에서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경미한 수준의 것으로
서 위 글의 전체적인 내용에서도 크게 벗어난 표현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위 글의 게시장소도 골프클럽 경
기보조원들 사이에서 각 골프클럽에 대한 정보교환을 통해 구직의 편의 등의 도모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
이트 내 회원 게시판으로, 위 글에 대한 댓글을 보아도 위 글이 골프클럽 자체에 대한 불만의 표출 내지 비난
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피고인의 표현은 골프클럽 경기보조원
인 회원들 사이의 각 골프클럽에 대한 평가 내지 의견교환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실제 경험하였던
특정 골프클럽 제도운영의 불합리성을 비난하고 이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그 비난의 대상인 제도의 담당자인
피해자에 대하여도 같은 맥락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
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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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위에서 “음란한”, “거짓말쟁이” 모두 비속어가 아니라 모두 표준어들임에도
불구하고 모욕이라고 판단한 점을 음미해야 한다. 실제로 공손한 단어들만을 사용해서도 상
대방을 극도의 모멸감을 느끼게 할 수 있음은 볼테르 등의 역사 속의 수많은 독설가들에게
서 목격하였다.
라.

모욕은 Text가 아니라 Context에서 발생한다

이것은 모든 법은 언어로 표현되고 언어는 현실의 복잡다기한 면에 일일이 대응할
수 없다는 언어의 한계에서 비롯된 실체적 불확정성과는 다른 문제이다. 모욕죄에 있어서
문구나 어구가 위법성의 판단기준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문구나 어구 (text) 의 의미가 그 맥락
(context)에 따라 급격하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사이에서 저급한 동물에 비유한 별명을 부르거나 욕을 하지
만 누구도 모멸감을 느끼지 않는 경우는 많이 있다.
친한 친구끼리 “이 개자식아! 넌 왜 그동안 연락도 없었냐?”라고 했을 때
이 개자식이라는 말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욕이지만 듣는 사람은 모욕감
이 아닌 친근감을 느낄 수 있다. 반대로 욕이 아닌 말도 수치심을 불러일
으키는 경우도 많다. 다음 기사를 보자 .
7 일 한 인터넷 포털에 실린 ‘ 주택담보 대출이자가 오르고 있다’ 는 기사에
는 , “국민요정 이명박 포에버!”, “금리 올려 서민들의 빚보증을 통한 내 집
마련에 일침을 가하신 이명박 사마 감사합니다( 이상은 일명 ‘ 최진실법’ 에
의거 작성됨 )” 등의 댓글이 달렸다. - 한겨레 신문 2008.10.8 일자 사회면
특정 문구나 어구가 모멸감을 발생시키는지의 여부는 그 문구나 어구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 . 예를 들어 초등학생 시절에 한 친구에게 우연히 “똘만이 ”라는 별명을 붙였고 초등학
생 시절에는 “똘만이”라는 말을 애칭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자 . 그러나 그 친구가 상급학교로
진학하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면서 “똘만이”라는 표현에 대해 심한 모멸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자. 만약 누군가 동창회에서 그 친구를 “똘만이”라고 불러 그 친구가 모
멸감을 느꼈다고 하자. 모욕죄가 성립된걸까 아닐까?

만약 그렇게 부른 동창은 그 친구가

상급학교에 가서 “똘만이”라고 불리면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사실은 안다면 어떨까? 답이 달
라질까? 만약 그 동창이 그러한 사실을 안다는 것을 친구가 모른다면 어떨까? 답이 달라질
까? 맥락에 따라 문구나 어구가 갖는 의미는 급격하게 변하는 것이다 .
물론 모든 사건에 대해 법원이 예측가능한 판결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위
의 “똘만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유죄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무죄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법
원의 판단이 어떻게 되었든 중요한 점은 그 판단의 근거가 사용된 문구가 되지는 않을 것이
라는 점이다.
문재완은 이에 대해 역설적으로 다음과 같은 논리로 공동체가 모욕을 구성하는 언
어들을 미리 정해 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23)

23) 문재완, 전게서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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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 자유는 의견 > 사실의 적시 > 경멸적 표현의 순으로 보호정도가 다른데, 의견과
사실의 적시와 경멸적 표현을 각각 구분하기 어렵다면 모욕죄의 처벌 강화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큼.
○ 법원은 모욕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경미한 모욕적 언사도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인정한
후, 그러한 표현이 이루어진 사정을 종합 판단하여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을 경우 위법성을
조각하는 2단계 구조로 모욕죄를 판단함.
- 법원의 태도는 구체적인 분쟁의 해결방법으로는 타당하지만, 예측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큰 원인이 되고 있음. 일반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지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없음.
○ 모욕의 범위를 축소하여 욕설에 가까운 분명한 양태의 표현만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하면,
사회상규 위반여부에 따라 위법성조각사유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짐. 즉 표현 그 자체에서 모
욕 여부를 판단하는 판례의 태도 변화가 요망됨.
○ 현재 법원의 판례 태도를 감안하면, [위와 같은 태도변화가 없는] 모욕죄의 처벌 강화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큼.

필자는 이 주장에 대해 원론적으로 찬성한다. “개새끼” 등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감을 발생시킬 것으로 보이는 표현들을 미리 국민들에게 공지하여 이 표현들의 사용
은 그 “표현이 이루어진 사정 ”에 관계없이 처벌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하면 국민들은 무엇이
가벌성있는 표현인지를 미리 알고 그 표현만을 피하면서 자유롭게 의견과 감정을 표명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모욕죄의 위헌성은 치유되는 것이다.
사실 문재완의 주장은 모욕죄를 내파하자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욕
은 text가 아니라 context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매우 공손한 표현들만으로도 상대하게 심
한 모욕감을 줄 수 있는데 결국 문재완의 새로이 구성된 모욕죄는 사실 모욕감의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포기하고 새롭게 구성하자는 것이다.
사실 아래에서 논의하겠지만 혐오죄는 (1) 사용된 표현과 (2) 표현이 사용된 사정
모두를 엄격하게 정의하여 그 정의에 포함되는 표현만을 처벌하며 그렇게 때문에 위헌성 논
란에 휩싸이지 않는다. 물론 이것은 예외적인 상황이고 일반적으로 표현의 문구 자체가 모
욕의 위법성 판단기준이 될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모욕은 의견과 감정의 표현이므로 사실적 주장을 동반하지 않아 헌법상
더욱 두터이 보호받을 필요가 있고 언사를 구성하는 문구도 그 언사의 대상에게 모멸감을
발생시킬지 여부를 측정하는 지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모욕 성립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마.

모욕감으로부터의 보호는 헌법적으로 실현가능한 목표인가?

결국 의견과 감정은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내용이며 그 형식이 되는 문구들 역시 모
욕감을 발생시키는지의 여부가 정해져 있지 않고 그 문구가 사용된 상황(context) 에 의해
정해진다면 과연 사람들을 모욕감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실현가능한 목표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모욕의 상대가 느끼는 모멸감의 강도는 그 상대의 주관적인 인식에 따라 달라진다.
똑같은 표현을 들어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 (自尊感) 즉 체면에 따라 그 사람이 모
멸감을 느낄 지는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자신은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서울시장은 될 수 있지만 당신은 대통령 재목이 못 돼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모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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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 . 똑같은 말을 조금 바꿔서 ‘당신은 대통령 재목은 못되지만 서울시장은 될 수
있어 ’라고 무명정치인에게 말한다면 절대로 모욕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표현의
수용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자존감에 따라 표현의 가벌성이 달라진다는 것은 표현자의 자
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될 것이다.
이 부당성은 명예훼손과 비교해보면 조금 더 명확해진다. 명예훼손 법리는 평판을
보호하고 모욕은 자존감을 보호한다 . 평판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제3
자들이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주관적으로 평판의 저하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객관적이다 . 반면 자존감은 모욕의 대상이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일
수 밖에 없다 .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한 평판이
허용하는 것 보다 더욱 높은 자존감 또는 명예감을 가지고 있다. 자신은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경우 ‘당신은 대통령 재목이
못 돼’라는 말은 그에게 명예훼손은 되지 않을 것이다. 사실적인 주장이 아니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여기서 더욱 주목할 점은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해 가지고 있는 ‘대통령감은 아니
다’ 라는 평판은 위 말에 의해 더 저하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위 말은 모욕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필자는 오랜 사회생활에서 큰 업적을 남기고 현재 그 업적으로 치부하
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해 가지고 있는 평판과 관계없이 지고지순한
자기환상에 빠져 살고 있을 가능성들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즉 명예훼손에 대해 위헌성
논란이 없는 이유는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명예훼손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주관적 성
격에 의해 정해지지 않고 제3 자들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이다.
물론 ‘합리적으로’ 또는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자존감의 침해만을
모욕으로 처벌하면 위 문제는 해결된다고 할지 모른다 . 바로 이것이 모욕의 판단기준이 되
는 객관적 주관론이다. 즉 모욕죄의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느낀 모욕감을 기준으로 가벌성을
판단하되 그 판단 자체는 객관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 하지만 한 사람이 합리적으로 가질 수
있는 자존감의 범위를 법원이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 ?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나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헌법적으로 차단된 방법이다. 즉 법원은 각 사람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자존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검증가능한 외관 상의 지표를 이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은 ‘사회적 지위’ 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당신 말은 초등학생
같은 소리이다 ’라는 표현도 교수가 학생을 향해 사용한다면 모욕이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학생이 교수에게 사용한다면 모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제시된 상대의 사회적 지위
에 따라 표현의 가벌성이 달라진다면 표현을 사용한 사람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불평등한
침해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대법원은 위의 교회 내 목사 사건에서 “ 재판부는 " 특히 이
사건이 사랑의 실천 및 복음전파를 목표로 삼는 기독교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이고 보면 그
에 관한 논란도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이성적으로 품위있게 진행됨이 마땅하다" 며 "피
고인들이 ` 음란한 거짓말쟁이', ` 뻔뻔이', ` 주구노릇' 등 욕설에 가까운 표현을 쓴 것은 모
욕죄에 해당한다 "고 밝혔다 .” 대법원이 다른 사건에서는 계속 모욕 성립을 인정하지 않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지위 때문이라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
더욱 큰 문제는 과연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명예감을 대법원이 객관적으로 공동
체를 대표하여 판단한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 제멋대로 사는 맛을 공동체가 빼앗
아가는 것이 된다. 법원이 한 사람이 가진 합리적인 자존감의 범위를 어떠한 다른 방식으로
든 재단하는 것 자체가 행복추구권의 핵심적 요소를 침해하는 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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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외국의 사례

위에서 설명한 이유로 거의 모든 나라에서 모욕죄는 존재하지 않는다.24) 대부분의
나라에서 명예에 대한 욕망은 명예훼손 법리가 사람들의 평판을 허위주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 충분히 보장되고, 사람들의 주관적인 ' 명예감 '이나 체면까지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침해가 될 것임을 간파하였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처럼 모욕죄가
있는 국가는 독일 25), 일본 26), 대만27) 뿐이며 일본에서는 처벌이 매우 경미하다.28)
독일의 모욕죄의 집행은 검찰이 주도하는 공소( 公訴, Offentliche klage) 29)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주도하는 사소( 私訴, Privatklage)에 의해 진행되는 것으로
서 우리나라처럼 강력한 국가기구의 힘으로 진행되는 형사처벌과 비교될 수 없으며 이마저
도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는 위헌적으로 애매모호한 조항이라는 주장들이 제기되어 왔
다.30) 그리고 사소의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부담스러워 이와 같은 위헌적인 측면을 완화하
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31) 물론 독일도 공익적인 측면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검
24) Marilyn J. Greene 편집, “It's A Crime: How Insult Laws Stifle Press Freedom", World Press
Freedom Committee <http://www.wpfc.org/Publications.html>
25) Criminal Code of 1871 (version of 13 Nov. 1998) Section 185 (모욕:Beleidigung:insult) StGB § 185:
Insult is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a term of up to one year or by a fine, and, where the insult
is made by means of physical assault [[[mittels einer Tätlichkeit], by a term of up to two years or
by a fine. 모욕은 타인의 명예에 대한 공격으로서 상대의 면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제3자에게 전달
되지 않아도 성립된다. 현재의 독일문화 내에서의 모욕죄의 의미에 대해서는 James Q. Whitman, “Enforcing
Civility and Respect: Three Societies", 109 Yale Law Journal 1279 (April 2000).
26) Defamation and 'Insult' : Writers React, A report from International PEN’s Writers in Prison
Committee:
Insult
Laws
in
the
European
Union,
http://freenewsfreespeech.blogspot.com/2008/07/defamation-and-insult-writers-react.html
27) 대만 형법 309조 Anyone who publicly insults others shall be subject to detention or a fine not to
exceed 300 silver yuan. 최근 주차 관련 말다툼에서 30대 여성을 ‘아줌마’라고 불러 모욕죄 고소가 이루어
진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2009년1월4일 데일리안 기사.
28) “사이버 모욕죄 관련조사”, 국회입법조사처, 2008년11월초. 참고로 이 자료는 프랑스에도 모욕죄가 존재한
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류이며 프랑스에 존재하는 것은 아래에서 살피겠지만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혐오죄’이다.
29) 프랑스의 action publique개념에 대응되는 것임. Action publique라는 개념은 프랑스의 형사제도의 독특함에
서 유래하는데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경미한 범죄들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직접 기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action civile이라고 하여 action publique와 구별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독일은
Offentliche klage와 Privatklage의 구분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법률가들은 이를 공소와 사소로 구분하고 있
다.
Justiz
Behörde
Hamburg
[HamburgJusticeAuthority],
Hamburgischer
Rechtswegweiser
<http://www.hamburg.de/Behoerden/JB/hhrecht/strat2.html>
형사소송법
374조
(Section
374
Strafprozeordnung [StPO]) [Code of Criminal Procedure]는 다음과 같은 범죄들에 대해 사소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1) 주거침입; (2) 모욕; (3) 상해; (4) 협박; (5) 상거래 상의 부패; (6) 재산상 손해; (7) 불공
정경쟁; 그리고 (8) 지적재산권침해.
30) 죄형법정주의 nulla poena sine lege as established by Grundgesetz [GG] [Constitution] Art. 103
Abs. 2 (F.R.G.). Ralf Stark, Ehrenschutz in Deutschland 26 (1996). at 139 & nn.30-31.
31) Whitman,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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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이 개입하기는 하지만 이는 예외적이다.32)
미국은 죄 자체가 없다 . 미국에서 민사불법행위의 일부로 존재하는 의도적 정신적
피해의 초래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는 단순한 의견이나 감정의 표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행동, 허위 및 강압을 수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33) 모욕죄
는 일반적인 형법 논리에 포함되지 않은 돌연변이 같은 것이다.
많은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죄형은 모욕죄가 아니라 국가모독죄이다.34) 그리고 국
가모독죄의 시초는 유럽의 국왕모독죄이며 이와 같은 구시대적인 배경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자리 잡힌 국가들에서는 대부분 폐지되거나 사문화되었고 가끔 권위주의 정부들이
이를 남용하다가 유럽인권재판소에서 대부분의 판결이 번복되고 있거나 국제인권기구들에
의해 계속 비판받고 있다.35) 아프리카 프랑스의 옛 식민지들과 남미의 스페인의 옛 식민지
들에서 식민통치의 잔재로 존재하고 있지만 그곳에서도 폐지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36)
아.

미워도 다시 한번 - 모욕죄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임수경씨 아들이 익사 사고를 당한 후 임수경씨에게 쏟아
졌던 악플을 떠올리며 모욕죄의 타당성에 미련을 갖기도 한다.37) 그러나 의견과 감정의 표
32) 형사소송법 제376조 (§ 376 StPO).
33) 가장 대표적인 예로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목사에 대해 그 목사가 어머니와 성교를 했다는 취지의 가상인터
뷰를 게재한 잡지에 대한 민사손해배상을 기각한 대법원판결이 있다. Hustler Magazine, Inc. v. Falwell,
485 U.S. 46 (1988).
34) Greene, 전게서
35) James H. Ottaway, Jr., Leonard Marks, "Insult Laws: An Insult to Freedom", World Press Freedom
Committee, 1996
36) Ottaway, 전게서.
37) 임수경씨 사건(서울중앙지법 2006.3.10. 선고 2006고정885 판결 【모욕】: 항소)
○ 피고인 서명길은
2004. 7. 22. 21:23경 아이디 myunggil2000으로 로그인하여 인터넷신문 조선닷컴에 ‘통일의 꽃 임수경씨 9살
아들 필리핀서 익사라는
’
제목의 기사를 읽고 댓글란에 “통일, 통일하지마라! 통일에 책임지지도 못할 뺄갱이
들이 민족이니 통일이니 입에 붙이고 다닌다. 임수경의 경우 사고 체계가 왜곡되어 있으니 정상적인 결혼 생
활이 가능할 수 없다…”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임수경을 모욕하고,
○ 피고인 이희관은
2004. 7. 22. 21:21경 아이디 leehg21로 로그인하여 인터넷신문 조선닷컴에 ‘통일의 꽃 임수경씨 9살 아들 필리
핀서 익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고 댓글란에 ‘인과응보, 사필귀정라는
’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임수경
을 모욕하고,
○ 피고인 임재식은
2004. 7. 23. 02:35경 아이디 ljslim82로 로그인하여 인터넷신문 조선닷컴에 ‘통일의 꽃 임수경씨 9살 아들 필리
핀서 익사라는
’
제목의 기사를 읽고 댓글란에 “ㅋ이혼한 여자가 통일의 꽃?! 통일의 하이에나겠지, ㅋ죽은 애
는 안되었지만 수경이한테는 인과응보, ㅋ미국을 웬쑤로 여기더니 영어연수는 왜?! 분명 하늘도 분노-한거야,
ㅋ이혼녀가 돈이 많나?! 영어연수 보내게.. 남자 쪽박 채웠겠구만!! ㅋ나라법도 무시하고 몰래 북에간 여자가
가정인들 무사하겠어!! 하여튼 수경이한테 고소하다, ㅋ얼굴은 지금도 그 때처럼 표독스럽다. 에그 소름끼
쳐…”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임수경을 모욕하고,
○ 피고인 이홍빈은
2004. 7. 23. 13:55경 아이디 036510으로 로그인하여 인터넷신문 조선닷컴에 ‘통일의 꽃 임수경씨 9살 아들 필
리핀서 익사라는
’
제목의 기사를 읽고 댓글란에 “애 잘 죽었다, 존경하고 우리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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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라고 하여도 극도의 모욕감을 발생시킨다면 법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단지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내야 하는데 이것은 문재
완이 제안한 방식으로 미리 모욕적인 표현을 열거하여 국민에게 정확히 위법의 범위를 알려
주는 방식도 있고 아래에 설명하겠지만 혐오죄와 마찬가지로 위법적인 표현과 위법적인 상
황을 모두 정하여 여기에 해당하는 표현에만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임수경씨 아들 사건을 잘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의 악플에 공동체의 대다수가 거부감을 느
꼈던 이유는 바로 ‘ 자식을 잃은 어려운 처지의 사람’ 에게 ‘자식을 잃은 것이 잘 되었다’는
저주를 퍼부었다는 것 때문이었다 . 그렇다면 바로 그러한 표현과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만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법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바로 그러한 것이 혐오죄의 한 형태이다.
이렇게 적용범위가 한정되는 혐오죄는 결국 모욕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법이 되는 것이
아니고 ‘ 자식을 잃은 사람을 보호하는 법’ 이 되며 바로 이것이 이념적으로 혐오죄와 모욕죄
가 다른 점이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결국 타인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는 것은 국가가 개입하여
막아야 되지 않는가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해악이 있다고 해서 모두 국가가 개입하여 금지
하지 않는다 . 법적 규제의 대상을 정하는 것은 사람들의 표현욕구 및 법의 집행가능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예를 들어 흡연은 흡연을 하는 사람 스스로도 자신과 타인들에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가적으로도 흡연은 의료보장제도에 의존하게 되는 사람들의 숫
자를 중대시켜 국가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그렇다고 흡연을 법으로 금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이에 대해 많은 이들은 흡연은 본인이 하는 것이지만 모욕은 타인으로부터 받는 것
이므로 다르지 않는가 모욕은 국가가 개입하여 금지할 수 있지 않은가 반문한다. 그러나 모
욕감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원리는 없다. 가장 모욕감을 발
생시키는 상황들을 생각해보자 . 연애하다 상대방에게 차이고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연애를
시작할 때, 자신은 열심히 공부해서 A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C+를 받을 때 등등. 하지
만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들은 모욕 당하기 싫어하는 만큼이나 모욕하고 싶어한다. 즉 모욕할 만한 일을
한 사람을 처절히 모욕하는 것은 국민들의 자연스러운 욕구이며 표현의 자유의 핵심임을 잊
어서는 안된다.
자.

소결

결국 모욕죄는 타인을 기망할 수 있는 폭력성을 가진 사실적 주장을 수반하지 않는
의견과 감정의 표명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헌법적 원리에 어긋난다. 모욕
죄는 의견과 감정의 내용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의견과 감정의 표명에 사용된 문구에 대한
규제로서 정당화될 수도 없다 . 문구의 모욕적 효과는 그 문구 자체가 아니라 발화자와 수용
싫다고 미군 철수하라하고 어린 것이 북한에서 돌아올 때 미국 나가라고 구호 외치는 꼴을 우리는 보지 않았
는가, 조국을 등진 채 행복을 모르더니 이혼도 김정일 찬양하고 남편에게 잘난 체 하니까 무서워서 남편이 도
망갔을 것이다, 통일의 꽃 좋아하네, 조선일보 기자 놈아 표현도 좀 가려서 해라, 임수경 같은 모 밑에서 자라
느니 잘 죽었다, 임수경”이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임수경을 모욕하였다.
피고인 이홍빈, 임재식, 서명길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이희관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서울
중앙지법 2006.3.10. 선고 2006고정885 판결)
○ 피고인 이홍빈, 임재식, 서명길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이희관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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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 내에서 문구가 가지는 의미 등에 의해 크게 좌지우지되기
때문이다.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객관적인 위법성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하다. 모욕은 기본 취지에 합당하게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존감의 침해 정도를 계량하여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것은 수용자의 사회적 지
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매우 차별적이고 위헌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3.

혐오죄

이 정부가 선진화를 꿈꾸고 있다면 역사적으로 억압과 차별을 겪어왔던 소수자들을
보호하는 혐오죄를 만들어야 한다. 대규모 노예제도를 가지고 있던 미국 , 식민지를 가지고
있던 프랑스, 유태인을 학살한 독일 등은 모두 수탈과 억압의 역사 속에서 또는 이에 힘입
어 현재의 선진국 대열에 올랐고 그 업보로 인종혐오행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 선진국’ 답게 대응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소수민족, 장애인, 여성 등에 대한 모욕성
발언을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38) 혐오성 발언이 동반된 범죄는 가중처벌한다.39) 독일은
집단혐오죄 40)와 유태인학살부인죄 , 프랑스는 국적 인종 종교적 혐오발언을 처벌한다.41)
38) U.S. CODE TITLE 18 PART I—CRIMES CHAPTER 13—CIVIL RIGHTS
Section 245. Federally protected activities(...)
(b) Whoever, whether or not acting under color of law, by force or threat of force willfully injures,
intimidates or interferes with, or attempts to injure, intimidate or interfere with—
(1) (...)
(2) any person because of his race, color, religion or national origin and . . .
. ..
39) 2006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U.S.S.G. §3A1.1. Hate Crime Motivation or Vulnerable Victim
(a) If the finder of fact at trial or, in the case of a plea of guilty or nolo contendere, the court at
sentencing determines beyond a reasonable doubt that the defendant intentionally selected any victim
or any property as the object of the offense of conviction because of the actual or perceived race,
color, religion, national origin, ethnicity, gender, disability, or sexual orientation of any person,
increase by 3 levels. . . .
40) Section 86: Dissemination of Means of Propaganda of Unconstitutional Organisations – provides for
fine or imprisonment for up to 3 years
Section 86a: Use of Symbols of Unconstitutional Organisations – provides for fine or imprisonment for
up to 3 years
Section 130 prohibits incitement to hatred and violence against segments of the population (§ 130.1),
including through dissemination of publications or broadcasts (§ 130.2).
Section 130 prohibits denial or playing down of the genocide committed under the National Socialist
regime (§ 130.3), including through dissemination of publications (§ 130.4).
Section 85 prohibits the continuation of the activities of an organisation that has been banned.
<http://www.legislationline.org/?tid=218&jid=21&less=false>
41) Articles 23, 24, Article 42 of Law of 29 July 1881 forbid public provocation of discrimination,
national, racial or religious violence
Articles 23, 29, 32 and 42 of Law of 29 July 1881 forbid racial defamation and public racial injury
Article R625-7 of penal code forbids non-public provocation of discrimination or national, racial or
religious hatred
Article R624-3 of the penal code forbids non-public racial defamation
As concerns racist statements, the law of 9 March 2004 extended the prescriptive period from three
months to one year for prosecuting the offences of: incitement to racial discrimination, hatre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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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년4 월에는 EU가 인종 , 원국적, 종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언사를 처벌하는 법을 각
회원국이 만들어야 한다는 결정을 통과시켰다.42)
혐오죄는 모욕죄와는 다르다 . 혐오죄는 모욕죄와 달리 차별의 금지를 목표로 삼고
있다 . 이에 따라 (1) 차별을 당하여왔던 취약계층 만이 혐오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2)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가 자신이 당해왔던 차별에 이용되었던 특정 문구만이 혐오죄의 구
성요건을 충족한다.
식민지의 잔재인 모욕죄에 기대어 비민주적 정권을 유지하는 아프리카나 남미의 옛

violence; negationism; and racial defamation and insults.
Articles 23, 24bis and 42 of the law of 29 July 1881 forbid denial of crimes against humanity.
Law of 3 February 2003 establishes aggravated circumstances according to article 132-76 of the penal
code if an infraction is preceded or accompanied by the consideration that the victim is in fact or
by supposition a member of a determined ethnicity, nation, race or religion. The aggravated
circumstance may increase the penalty or change the nature of the infraction.
Law 2004-204 of 9 March 2004 extends the list of crimes to which aggravated circumstances of
racist/anti-Semitic/xenophobic character can be attached, to include extortion, threats and theft.
Other crimes for which such motives constitute aggravating circumstances include homicide, torture
and barbarous acts, violence causing death, threat to commit a crime, threat of death, and others.
Law 2003-239 of 18 March 2003 created an article 132-77 of the penal code providing that
commission of a crime or delict because of the victim’s sexual orientation would constitute an
aggravating circumstance. Law 2004-204 of 9 March 2004 extended the range of crimes to which
this aggravating factor may attach. <http://www.legislationline.org/?tid=218&jid=19&less=false>
42)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 Framework decision on Racism and Xenophobia(19 April 2007)
Pending the lifting of some Parliamentary reservations, the Council reached a general approach on this
Framework Decision.
The text establishes that the following intentional conduct will be punishable in all EU Member States:
– Publicly inciting to violence or hatred , even by dissemination or distribution of tracts, pictures or
other material, directed against a group of persons or a member of such a group defined by
reference to race, colour, religion, descent or national or ethnic origin.
– Publicly condoning, denying or grossly trivialising
– crimes of genocide,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as defined in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rticles 6, 7 and 8) directed against a group of persons or a member
of such a group defined by reference to race, colour, religion, descent or national or ethnic origin,
and
– crimes defined by the Tribunal of Nüremberg (Article 6 of the Charter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London Agreement of 1945) directed against a group of persons or a member of such a
group defined by reference to race, colour, religion, descent or national or ethnic origin.
Member States may choose to punish only conduct which is either carried out in a manner likely to
disturb public order or which is threatening, abusive or insulting.
The reference to religion is intended to cover, at least, conduct which is a pretext for directing acts
against a group of persons or a member of such a group defined by reference to race, colour,
descent, or national or ethnic origin.
Member States will ensure that these conducts are punishable by criminal penalties of a maximum of at
least between 1 and 3 years of imprisonment.
The Framework Decision will not have the effect of modifying the obligation to respect fundamental
rights and fundamental legal principles, including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ociation, as
enshrined in Article 6 of the Treaty of the EU.
Member States will not have to modify their constitutional rules and fundamental principles relating to
freedom of association, freedom of the press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After its adoption, Member States will have 2 years to comply with the Framework Decision.
<http://www.legislationline.org/legislation.php?tid=218&lid=7975&less=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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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국가들의 길을 갈 것인가 모욕죄는 폐지하거나 사문화시키고 피억압자들을 위한 차별
및 혐오발언 금지법을 만드는 진정한 ‘ 선진화’의 길을 갈 것인가 ?
4.

모욕임의처벌법에 대한 정책적 평가

위에서 밝혔듯이 모욕죄 자체가 위헌이다. 모욕임의처벌법은 모욕죄가 사이버 상에
서 일어날 경우 고소의 요건을 없애 검찰이나 경찰이 임의로 인지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
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모욕죄의 위헌적인 면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가.

형사처벌의 문제 및 정치적 남용가능성

우리나라의 모욕 규제가 가지고 있는 더욱 큰 문제는 그 규제의 집행이 형사처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현재 선진국들에서는 헌법적으로 더욱 타당성이 있다는 명예훼
손에 대한 형사처벌 제도마저도 거의 폐지되거나 사문화 되어 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권력
자들이 명예훼손 형사처벌 제도를 정치적으로 남용하는 패악 때문이다.43) 이러한 상황에서
명예훼손죄보다 더욱 남용 가능성이 높은 모욕 ‘죄 ’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더욱 큰 문제이다.
43) 박경신, "명예훼손 형사처벌 폐지해야 [경향신문] 2008-07-17 26 면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형사상 명예훼손의 폐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007년에는 회교국가인 바레인
에서도 이 제도의 폐지가 논의되었다.
그 이유는 권력자들이 명예훼손의 형사처벌 제도를 정치적으로 남용하는 패악 때문이다. 형사처벌은 검찰 본
연의 업무이므로 권력자는 아무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검찰을 동원하여 자신에게
비판적인 개인 및 단체들에게 타격을 가하거나 이들을 제압할 수 있다. 이 행태는 그 사회에 매우 위험한 일
인데 권력자에 대한 비판이 사라지면 그 사회는 무비판의 암흑 속에서 썩어가기 때문이다. 부패와 언론의 자
유가 반비례 관계임은 매년 국제기구들의 조사에서 재확인되고 있다. 감시의 눈과 폭로하는 입이 없는 곳에는
부패가 만연하기 마련이다. 권력자가 쉽게 남용할 수 있는 명예훼손 형사처벌제도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사회의 투명성과 효율을 증진하기 위해서라도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저 유명한 1964년 New York Times 대 Sullivan 사건과 같은 해에 Sullivan사건의 판시를 잣대로
하여 명예훼손 처벌법 자체를 위헌처분한 Garrison v. Louisiana 사건 이후 뉴욕, 캘리포니아, 일리노이스, 텍
사스 주를 포함한 많은 주들의 명예훼손 처벌조항이 위헌처분되거나 주의회에 의해 자발적으로 폐기되었다.
사법부나 입법부에서 이렇게 형사상 명예훼손을 폐지하였던 이유는 1920부터 1956년 사이의 형사상 명예훼손
사건의 2분의 1 정도가 권력자가 검찰을 동원하여 비판적 개인을 탄압하려는 시도였다는 연구결과에서 찾을
수 있다. 2004년 현재 14개주만이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유지하고 있고 이들 주들에서 제기되는 명
예훼손 형사사건들을 모두 합쳐 전국 합계를 내어도 1년에 약 2건에 머물 정도로 의미가 없어져버렸다. 이 적
은 수의 사건들조차 상당수가 정부 관리들이 자신들을 비판했던 민간인들을 제압하기 위해 제기된 것으로 판
명되어 상급심에서 번복되었다. 1990년부터 2002년 사이에 있었던 명예훼손 형사건의 23건의 반이 정치적인
시도였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이 사건들의 대부분이 상급법원에 의해 번복되었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언론인들이 정부를 비판하여 명예훼손 형사처벌을 받은 여러 사례
들의 거대다수의 사건들에서 회원국 최고법원의 결정들을 번복하였다(유럽인권협약의 회원국들에 구속력을 미
치는 결정이다). 가장 유명한 것은 2006년 Lyshanko 대 Ukraine 사건으로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우크라이나 총
리를 비판한 기자에 대해 우크라이나 검찰이 형사처벌을 가한 것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규정하여 우크라이나
법원의 유죄판결을 번복하였다.
이와 같은 흐름은 유럽과 미국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아메리카대륙 30여개국이 가입한 아메리카인권협약
을 해석하는 아메리카인권재판소 역시 협약에 가입한 중남미의 국가들 내에서 언론인들이 자국의 정치인들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써서 명예훼손 처벌을 당하는 것에 대해 인권협약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2004
년 Canese 대 Paraguay 사건, 2004년 Herrera-Ulloa 대 Costa Rica 사건)
이에 따라 최근 월드뱅크, 유럽의회의 사무총장, UN사회경제권규약 특별조사관,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등의 국제기구들이 세계 각국에 형사상 명예훼손
의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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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으로도 모욕은 국가원수에 대한 모욕도 포함하게 되어 전세계적으로 폐지 및 사문화
의 일로를 밟고 있는 국가모독죄를 두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구시대의 유물인 명예
훼손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도 폐지되지 않았고, 전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진실을 명예훼
손에 대한 완전항변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44) 모욕임의처벌법까지 가세한다면 이는 아래
표에서 보다시피 진정으로 국가에 대한 모욕이 될 것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유형
모욕임의처벌법
모욕에 대한 형사처벌
모욕에 대한 법적책임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책임

한국
?
O
O
O
O46)
O

진실
허위

국제비교
X
X45)
X
X
X
O

표현 전체
사실적 주장
허위 주장
피 해 특 피해특정
진실주장
정가능
불가

의견의 표명
불법행위의 권유

의견의 단순표명

우리나라의 경우
형법307
조 2 항로
처벌!

전기통신
기 본 법

형 법 3 0 7조 1항 로

형법

47조 1항

처벌!

벌!

314 조로

처

형법311조로 처벌!

로 처벌!
대부분의 외국의 경우

민사 책
임

처벌없음

처벌없음

처벌없음

처벌없음

모욕죄든 국가모독죄든 우리나라가 이번에 “모욕임의처벌법 ”을 새로 만든다면 창피하게도
세계 유일의 사례로서 진정 ‘ 국가에 대한 모욕 ’이 될 것이다.
혹자는 ‘명예훼손을 가중처벌하는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있는데 모욕을 가중처벌하는
사이버모욕제도는 없으니 규범의 공백상황이 있다’ 라고 한다.47)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도 위헌적인 상황에서 사이버명예훼손 형사처벌을 이용해 사이버모욕의 형사처벌을 정
당화하려는 것은 “겨가 묻어 있으니 똥도 묻히자”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44) 한국, 독일, 미국의 명예훼손 구성요건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표는 박경신, 사진으로 보는 저작권 초
상권 상표권 기타등등,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22-223쪽.
45) 위에서 밝혔듯 일본에서는 경미하게 처벌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사소(私訴)의 형태로 집행된다.
46) 일본도 진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존재한다.
47) 정완, 2008년 10월16일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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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반의사불벌죄로의 전환

반의사불벌죄로의 전환은 다음과 같이 정당화된다 . “사이버공간의 특성인 익명성과
소위 ‘퍼나르기 ’ 등으로 인해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워 범죄피해에 대한 신고나
고소가 어려운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 으며 ,]”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기존의 형법상 모욕
죄로는 대처가 어렵거나 불충분한 영역이 많아 . . .형법상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자 [ 한다 ].” 48) 는 것이다.
반의사불벌죄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문재완은 다음과 같은 반대론을 펴고 있다.
○ 그러나 인터넷상 모욕적 표현이 난무하는 이유는 현행법으로 수사하기 어렵다거나, 법정
형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수사하기 꺼려하기
때문임.
- 명예훼손의 경우 구체적 사건에 있어 적용법조와 범죄성립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는
적시한 사건에 있어 진실성,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인지 여부 등을 따져야 하며, 그러한
사실 판단을 대부분 관계인의 진술에 의존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인력이 많이 들어 실
무에서 담당자들이 가장 꺼려하는 사건 중 하나라고 함(양동철, 위 논문).
4)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바꿀 경우 수혜자
○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 모욕죄의 잠재적 피해자 입장에서 사이버 모욕죄를 반의사불벌죄
로 변경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음.
- 검찰이 모욕죄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전개한다고 가정할 때, 정치인 등은 친고죄보다
반의사불벌죄를 선호하게 됨. 친고죄로 규정하면 정치인의 고소라는 능동적인 행위로 가해자
를 처벌하는 절차가 진행되지만,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면 정치인의 불벌의사라는 수동적 행
위로 가해자는 처벌 받지 않게 되는 은혜를 베풀 수 있게 됨.
- 정부ㆍ여당으로서는 인터넷 이용자를 고소하는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고 적대적인 여론
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이버 모욕죄를 악용할 소지는 분명히 있음.

필자는 위의 문재완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덧붙여 현재의 법안은 모욕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려 하는 것은

모욕 규제의 취지 자체를 형해화하는 것이

라고 본다. 모욕은 개인이 느끼는 모멸감을 방지하거나 개인이 가진 자존감을 보호하려 하
는 것이다. 그런데 표현의 대상이 된 사람이 모멸감을 느꼈는지에 대한 아무런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는데 이를 처벌한다는 것은 절도된 물건이 없음에도 절도죄를 적용하는 것과 같
다.49) 모멸감은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주관적인 측면이 틀림없이 존재하며 이 주관적인 측
48)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안, 전게서.
49)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명예훼손(일부 인정된 죄명 : 모욕)·폭행】
다. 처벌불원 의사의 존재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
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는 2000. 6. 21.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8,386,000원을 지급하면서
앞으로 상호 비방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공소외 1이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명목으로 편
취한 금원에 대하여 8,386,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데에 합의한 것으로 보일 뿐 합의 이전에 행하
여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 기재 명예훼손의 점이나 제2항 기재 폭행의 점에 대하여도 처벌을 원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공소외 2는 폭행의 점에 관하여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혔으므로, 위 명예훼손 및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의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
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반의사불벌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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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은
혹자는 수사의 착수에 있어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즉 친고죄라도 고소가 없는 상태에서 수사가 전반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다.50)
수사 실무에서 친고죄와 관련하여 수사착수를 결정하거나 단속의 강도를 결정하는 기준은,
고소의 여부보다 범죄의 특성이라고 함. 같은 친고죄라도 강간은 일단 수사를 착수하지만,
모욕과 같은 비폭력적 범죄는 고소없이 수사에 착수하는 예가 거의 없으며, 고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나 제출하는 증거 위주로 수사를 진행한다고 함. 또 같은 반의사불
벌죄라도 폭행죄는 폭행사건이 발생되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인지절차를 밟아 입건하
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면 불기소처분하지만, 명예훼손죄는 고소 없이 입건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함51)

그러나 이는 모욕죄의 특성을 이해한다면 “명예훼손죄는 고소없이 입건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는 사실이 그다지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 ‘무고소입건’이 항상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문제이다.
예를 들어 정치인이 모욕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경우 과연 경찰이 ‘고소 없이 입건 없다’
는 원칙을 내세울까 아니면 ‘ 법에 반의사불벌죄로 되어 있으니 수사하겠다’고 할까?
다.

“인터넷강국” 예외론

일부 모욕임의처벌법 찬성자들은 우리나라 인터넷문화의 특수성을 들어 우리나라에
서의 모욕죄 또는 모욕임의처벌법의 필요성을 강변한다.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소통
능력 , 즉 다중성 , 동시성, 영구성은 좋은 내용 뿐만 아니라 나쁜 내용도 그 효과를 오프라인
의 경우보다 훨씬 널리 확산시키므로 모욕죄가 외국에서는 위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에
서는 적어도 사이버 상의 모욕을 처벌하는 법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중성 , 동시성 및 영구성은 인터넷의 약점이기도 하지만 강점이기도 하다.
즉 자신을 칭찬하는 리플이 수 만 개가 순식간에 달리고 그러한 글들이 전파되어 영구적으
로 인터넷에 남게 된다면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귀에
달콤한 글들은 인터넷의 다중성, 동시성, 영구성에 의해 증폭되어도 괜찮고 자신의 귀에 아
픈 글들은 증폭되기를 원치 않아 국가가 처벌해주길 요구한다는 것은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오해한 것이다. 국가는 개인을 보호하지만 헌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개인을 보호하기로
한 것이다. 좋은 얘기 만을 골라 듣고 싶은 것은 모든 개인들의 욕망이지만 국가가 이 욕망
을 채워주기 위해 다른 많은 개인들의 헌법적 권리까지 위반하는 것이 허용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는 다른 한편으로는 위선적이기도 한다. 그러한 요구를 하는 자신은 절
대로 거친 욕을 사용하지 않으면 분이 풀리지 않을 정도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지 않
을 것이라는 은밀한 믿음을 기저에 깔고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사이버 상의 익명성은 같은 표현을 더욱 모욕적으로 만든다고 주장한다.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0) 양동철, “사이버폭력에 대한 입법방향 연구”, 법조 600호
51) 문재완,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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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모욕적인 말이라도 실명이라면 들어주겠지만 익명이라면 약올라서라도 못 들어주겠
다’ 는 것이다 . 그러나 이 입장 역시 매우 위선적인 입장이다. 자신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에게도 실명확인을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도리어 익명성은 모욕의 정도를 더욱 낮춘다. 사이버상의 익명 대화를 철학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52) 동네의 큰 길 옆에 큰 나무가 있다고 하자. ‘갑 ’이 그 나무가 교통
을 방해하니 베어버리자는 글을 익명으로 동네 담벼락에 남겼다고 하자 . 그러자 ‘ 을’ 이 이에
반대하는 글을 역시 익명으로 남겼다고 하자. 그러자 ‘갑 ’이 다시 여기에 답하고 ‘을 ’이 다시
답을 하면서 서로간의 글이 격해지기 시작하면서 ‘ 갑’ 이 욕설을 남기기 시작했다고 하자 . 특
히 서로 간에 익명으로 글을 남기기 때문에 욕설이 매우 심해졌다고 하자. 과연 ‘ 을’ 은 ‘ 갑’
의 욕을 자신에 대한 욕이라고 받아들여야 할까? 모욕은 Context 속에서 발생하고 가장 중
요한 context는 표현의 발화자와 수용자 사이의 사회적인 상대성이다 . 그런데 서로의 성별,
나이 , 지위, 직업 등등을 모르는 상황에서 모욕이 가능할까? 다시 말하면 모든 개인의 특질
들이 모두 배제된 추상적인 사이버인격이 모욕을 받는다는 것은 사이버세계와 현실세계를
혼동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마지막으로 인터넷규제를 조망함에 있어서 (1) 진정한 불법정보와 (2)단순모욕을
구별해야 한다.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 명예훼손 조항, 음란물 배포죄 조항 등의 인
터넷 상의 책임을 강화하면 된다 . 단순 모욕은 위에서 밝혔듯이 그 처벌은 위헌이 된다 . 최
진실씨의 죽음도 명예훼손과 관련된 것이지 모욕죄와는 관련이 없다. 우리나라의 인터넷문
화가 아무리 특수하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종류의 모욕죄까지 만들면서 개인의 감정이나 의
견의 표현은 자유로워야 한다는 보편타당한 원칙까지 포기할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숙고해보
아야 한다. 최씨의 친한 친구였던 정선희씨가 모욕임의처벌법에 대해 반대의견을 이렇게 제
시한 바 있다. “문화는 거대한 호수와 같다 . 어떤 미생물이나 병균이 자란다고 해서 물을 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5.

결론

삶의 밑바닥에서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죽으라’ 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전재산
을 빼앗는 것 보다 더 심한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다. 소위 ‘ 잘나가는’ 사람에게 ‘ 죽일 놈’
이라고 말하였을 때 발생하는 스트레스와는 비교할 수 없다 . 정작 ‘인격살인’ 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은 모욕죄의 강화가 아니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적인 언사를 규제하는 혐
오죄이다. 혐오죄를 제정하지 않고 모욕임의처벌법을 제정하는 것은 부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아주 작은 물건도 없어지지 않도록 경찰이 불침번을 서주는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전재산을 빼앗겨 신고를 해도 수사를 해주지 않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Keyword: insult,

cyber-insult

la w,

voluntary

prosecution

of

insult,

hate

crime,

defamation
주제어: 모욕죄, 사이버모욕죄 , 모욕임의처벌법 , 혐오죄, 명예훼손

52)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실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각 게시물에 달린 주민번호와 실명을 이용자가 볼 수는 없으
므로 익명의 대화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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