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존 인물의 모델화와 인격권 보호
– 모델 영화를 중심으로-

제1장

예술 활동과 인격권

제1절 저작물로서의 영화

1. 저작물의 현대적 의미

저작권은 근대적 의미의 권리다. 인간의 지적 ∙ 예술적 활동의 결과물을 재산권의 개념으
로 제도화하여 보호하려는 시도에서 비롯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한편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의 형태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급속도로 다양해지고 있다. 제작에서부터 보급과 이용
에 이르기까지 첨단 과학 기술이 동원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저작물의 실존
적 양상에 부응하기 위한 법체계는 정치하면서도 미래 대비적인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 그
런 면에서 저작권은 가장 현대적인 권리이기도 하다. 저작권법의 역사는 기술 발전에 대한
법적 대응의 역사란 말이 그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다. 헌법에서 저작권 보호를 특별히 규
정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을 것이다. 1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으로 상정되는 저작물은 국가와 사회의 학문적∙과학기술적∙예술적
성과의 총화라고도 할 수 있다.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은 단순한 권리의 한 형태를 넘어서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그것이 정신적 창작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 때문이다. 저작권과 저작
인접권을 법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창작 활동을 고무하고 장려하는 정책의 한 모습이 되고,
그 결과는 창작자뿐만 아니라 문화산업과 개개의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쳐 전체 사회의 이익
으로 귀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하여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에 대한 법적 보호는
고도의 것이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창작과 혁신 활동에 대한 투자
를 촉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그것은 다시 산업의 경쟁 능력을 향상시켜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동시에 고용 증대 효과까지 가져온다고 기대한다. 2 이것이 저작물의 현대

1

헌법 제22조 제2항은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을 비롯한 이런 권리는 당연히 재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헌법
상 개별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명문의 규
정을 두는 이유는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 때문이다. 보통 헌법 교과서에서도 저작권 등의 보
호 규정을 독립한 기본권으로 다루지 않고 학문∙예술의 자유에 포함하여 설명한다(성낙인,
「헌법학」,법문사, 376면; 정종섭,「헌법학원론」,박영사,446면; 허영,「한국헌법론」,박영
사,411면 등). 독일 기본법에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직접 규정이 없다. 그러나 해석상 저작
인격권 보호는 독일 기본법 제1조와 제2조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일반 규정을, 저작재산권
은 독일 기본법 제14조의 소유권 보호규정을 근거로 삼는다.
2
안효질, “정보사회에서의 유럽저작권법의 변화”, 지적소유권법연구(제4집), 한국지적소유권
학회(2000.6), 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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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의미라고 할 수 있다.

2. 영화 저작물

보통 법적 보호 대상으로서 저작물을 정의할 때 몇 가지 요건을 제시한다. 학술이나 문학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해야 한다든지,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든지,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
어진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물이어야 한다는 등이 그것이다. 3 저작물의 하나인 예술 작품은
법적 보호 이전에 현실의 사회에서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 그러한 예술 작품을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삼는 제도적이고 규범적인 조치를 취할 때, 미추호오를 불문하고 예술 작품은 재
산권으로서의 가치를 획득한다. 재산적 가치를 얻는다는 것은, 개인으로 하여금 예술가로서
의 창작 활동과 사회인으로서의 경제 생활을 동시에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예술 활동의 결과물 중에 영상 저작물도 포함된다. 여러 면에서 현대적인 의미를 지니는
영상 저작물의 형태는 영화, 비디오그램, 비디오게임 그리고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으로 나
뉜다. 4 그 중 저작물 자체의 예술성은 물론, 한 국가 사회 내에서 문화적으로나 산업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영화다. 영화 산업의 보호는 문화예술 활동의 증진과
그를 통한 국가 경제 발전에의 기여를 기대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일반 공중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법 제도를 통한 보호 대상의 저작물 중 영화
는 차별적 의미를 가진다.

3. 영화 저작물의 특성

영화는 종합예술로 불리는 만큼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도 영화는 소설이나
오리지널 시나리오와 같은 원저작물을 토대로 완성하는 2차적 저작물로서의 속성을 내포하
고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 보면 영화는 여러 가지 복합적 문제를 안고 있다.
예를 들면 원저작자와 저작권의 문제, 영화에 사용된 음악이나 미술 등 저작권의 문제 등이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영화와 관련하여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해 관계의 다양한 대립 양상이 표
출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러한 법적 문제로 인하여 제작된 영화의 이용, 즉 배급이나 상영
이 제한될 경우 역시 다른 예술 작품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현상이 발생한다. 영화 제작
에는 보통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기 때문에, 완성된 영화의 배급과 상영에 장해가 나타나면
제작자로는 큰 손해를 입게 된다. 그 결과는 개별 영화 제작자의 경제적 손실에 그치지 않
을 수 있다. 영화라는 장르의 예술은 대중 문화의 형성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

3

대법원도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으로 같은 내용을 열거하고 있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3073 판결). 저작물의 범위에 관한 근본 문제는 박성호,「저작권법의
이론과 현실」, 현암사, 63면 이하 참조.
4
문남숙, “영상저작물에 관한 저작권법상의 고찰”, 강원대 석사학위논문, 20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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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산업적으로도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현대 첨단의 상품이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볼
때에도 영화 산업에 대한 투자의 촉진이 필요하다.
이런 상호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완성된 영화나 제작 과정에 있는 영화가 외부의 사정으
로 인하여 저작물로서의 가치를 발현할 수 없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가 요구된
다. 그 외부 사정의 하나로 법률적 문제를 들 수 있다. 영화와 관련한 법적 문제에는 다양
한 형태가 있지만, 예술 활동의 하나인 영화 제작의 본질적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다른 권리와의 충돌이다.
영화는 예술 활동의 형태로 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예술의 자유의 범주에 영화의 제
작, 배급, 그리고 상영 등의 모든 활동이 포함된다. 그런데 그 영화의 내용이 다른 권리, 특
히 헌법상의 다른 기본권과 충돌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그 문제는 영화의 저작물적
가치에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와 영화 산업의 순조로운
유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영화가 다른 권리와 충돌할 경우 그 권리의 범위를 정하는 명확
하고 합리적인 기준의 설정을 생각할 수 있다. 즉, 예술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에 대한 현
실적 경계의 판단이 필요한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법원의 재판 행위와 판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론으로 존재한다.

제2절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실제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하여 영화를 제작하는 사례가 늘어 나고 있다. 영화 ‘효자
동 이발사’, ‘너는 내 운명’, ‘그때 그 사람들’, ‘실미도’, ‘살인의 추억’, ‘마라톤’ 등은 모두 실
제 있었던 사건을 소재로 하였다. 5 이러한 영화를 기획하는 영화제작자들이 실제 사건을 접
하는 경로는 다양하다. 뉴스를 통하여 직접 접하기도 하지만, 자서전이나 평전 등 실제 사
건을 기술한 서적에서 모티브를 얻는 경우도 있고, KBS의 ‘인간 극장’ 등의 다큐멘터리 프
로그램을 통해 접하기도 한다. 오래 전에 영화로 만들어진 적이 있는 소재를 사용하여 다시
영화를 제작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실제 사건을 가지고 영화를 제작하려는 사람들은 누구로부터 어떠한 허락을 받
고,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여야 법률적인 문제 없이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명예,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 저작권 등 많은 권리가 얽혀 있
을 뿐 아니라, 이들 권리는 그 범위 및 한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에 관한 기존의 이론이
영화에도 적용되는지가 분명하지 않아서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실제 사건에 연루된 사
람들이나 관련된 기록을 남겨 놓은 사람들이 많을 경우에는 어떤 범위에서 누구로부터 동의
를 얻거나 권리를 취득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기존에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하여 작성된 소설(이하 ‘모델소설’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유사
5

‘효자동 이발사’, ‘너는 내 운명’, ‘마라톤’ 등은 모델이 된 사람 등으로부터 영화 제작에 대
한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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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영화는 소설과 유사하기는 하나 그와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첫째, 문학의 경우, 평전, 소설 등으로 장르가 비교적 명백히 구별된다. 따라서 어떤 작품
의 장르가 평전이라고 하면 독자들은 그 내용이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소설이라고 하
면 그 내용이 어느 정도 허구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소설이라는 장르의 구분만으로 내
용이 어느 정도 허구일 수 있음을 알릴 수 있다. 그러나, 영화는 실제 있었던 사실 그대로
를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와 실제 사건을 가공하여 보여주는 허구적인 영화의 경계가 모호하
다. 다큐멘터리에도 실제 인물의 활동을 촬영한 후 편집하고 나레이션을 넣어 제작하는 방
법(예컨대, 영화 ‘송환’의 경우)과 실제 인물을 나타내는 배우를 사용하여 실제 사건을 재현
하는 방법으로 제작하는 방법(예컨대, 드라마 ‘제5공화국’의 경우. ‘다큐드라마’라고 불리기
도 한다)이 있다. 후자의 경우, 실제 사건을 실감나게 재현하기 위하여 배우의 대사 등을 창
작하여 사용한다. 실제 사건을 기초로 하였더라도 이러한 대사에는 어느 정도 허구적인 요
소가 들어갈 수 밖에 없다. 엄밀히 따지면, 전자의 경우도 편집과 나레이션을 삽입하는 과
정에서 실제 사건은 감독의 시각에서 일정하게 변형된다. 그러나 이 정도의 변형은 평전에
서 실존 인물에 대해 서술하고 평가를 내릴 때 행해지는 변형과 유사할 것이므로, 실제 인
물과 동일한 묘사로 될 여지가 있다. 6 이와 같이 영화는 (홍보 내용이나 서두의 자막을 고
려하지 않고 영화 자체만을 볼 경우) 관객들이 그 내용이 사실인지 허구인지에 대해 어떠한
전제를 두지 않고 보기 때문에,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의 가능성이 소설보다 높을 수
있다.
둘째, 영화는 동영상 이미지의 형태로 소리와 함께 보여지므로 글자로만 읽히게 되는 소
설에 비하여 사람들에게 주는 인상이 강하다.
셋째, 소설은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문학의 대표적인 장르의 하나로서 인정받아 왔다. 따
라서, 내용과 무관하게 그 예술성에 대해 큰 의심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영화는 하위문화
에서 기성문화로 진입한지 얼마 되지 않는다. 또한 대규모의 자본이 투입되고, 때로 상업성
만을 지향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 따라서, 그 예술성 또는 상업성에 대해 소설
과는 다른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소설과는 별개로 검토해야 하는 문제들
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실제 인물이 영화와 어떠한 관련을 가질 경우, 영화 제작자들이 법률
적인 문제가 없는 영화 제작을 위해 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인격권 침해 여부
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제3절 인격권의 법적 구성 및 침해 여부의 검토 방법

6

즉, 어떤 실존 인물을 묘사할 때 그의 일생을 모두 서술할 수는 없으므로, 편집이 행해질
수 밖에 없는 이상 실존 인물과 완전하게 동일한 묘사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일응 사회적으
로 동일하다고 평가되는 묘사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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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격권의 의의

인격권이라 함은 권리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
리이다. 즉, 인격권이란 신체∙건강∙자유∙명예 등 주로 인격적 속성을 대상으로 하여 그 자유
로운 발전을 위해 제3자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모든 이익의 총체이다. 7
인격권은 일반적 인격권과 개별적 인격권으로 나눌 수 있다. 후자는 성명권∙초상권∙명예권
등과 같이 꽤 한정된 구성요건을 갖는 권리이고 전자는 이들 개별적 인격권의 총체를 말한
다. 즉 일반적 인격권은 개별적 인격권의 모권적 권리이고 이로부터 개별적 인격권이 파생
되고 도출된다. 일반적 인격권이란 말은 대륙법에서도 주로 독일의 판례와 학설에서 사용되
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인격권이 일반적 인격권을 의미하고 있다. 일반적 인격권의 구체
적인 내용으로서는 명예, 생명∙신체∙건강권, 자유권, 성명권, 초상권, 저작물에 관한 권리, 실
연권, 사적문서에 관한 권리, 말하여진 언어(대화)에 대한 권리, 생활상, 성격상, 사생활과
비밀영역 등을 들 수 있다. 8

2. 영화 제작에서 인격권 침해 여부의 검토 방법

가. 영화의 분류
실제 인물과 관련된 영화를 제작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형태를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9

(1) 원작의 유무 및 형태에 따른 분류
① 원작이 없는 경우

7

五十嵐淸, 「人格權論」, 一粒社, 1989, 7면(박성호, 앞의 책, 179면에서 재인용).
안상운, “언론보도와 인격권 보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21면.
9
石村善治, "モデル小說", 現代損害賠償法講座2 名譽∙ブライバシ, 日本評論社(1980), 212면
이하에서는 허구, 픽션의 정도에 따라 모델소설을 다음과 같이 유형화하고 있다. 김재형,
“모델소설과 인격권”, 인권과 정의 제255호, 대한변호사협회(1997), 48면에서 재인용.
(1) 어떤 실제 인물의 성격이나 행동에서 힌트를 얻어 쓰기 시작한 것이지만, 작중 인물의
행동이 실제 인물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2) 소설의 기본골격이 줄곧 실제 인물의 행동에 따르고 있는 경우
(가) 작가가 동일 인물을 연상시키지 않도록 배려하여, 인명, 직업, 장소, 상황 등을 변경한
경우
(ㄱ) 주관적 배려대로 객관적으로도 동일 인물을 연상시키지 않는 경우
(ㄴ) 주관적 배려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는 동일 인물을 연상시키는 경우
(a) 모델로서 실제의 인물을 연상할 수 있는 자가 한정되는 소수에 그치는 경우
(b) 많은 일반 독자가 쉽게 모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경우
(나) 작가가 동일 인물을 연상시키지 않도록 배려를 하지 않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위 유형에서 (1) 및 (2) (가) (ㄱ)의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 침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
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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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모델이 된 사람에 대해 다큐멘터리 형태의 영상물(텔레비전 프로그램 등)이 있는 경
우
③ 모델이 된 사람을 모델로 한 소설이나 만화가 존재하는 경우
④ 모델이 된 사람의 자서전 또는 자술 내용이 있는 경우

(2) 기타 기준들에 의한 분류(위 (1)항의 형태들은 아래의 분류 중 하나 또는 여러 개와 조
합을 이룰 수 있다)
① 모델을 긍정적으로 묘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② 모델이 사망한 경우(유족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③ 모델이 공인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④ 역사적 사실을 묘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⑤ 내용이 허구적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⑥ 모델의 실명을 사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⑦ 제목에 모델의 실명을 사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위 분류에서, (1)항은 주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 판단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하고, (2)항은
주로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성명권 기타 인격권 침해 여부와 관련하
여 고려해야 한다. 다만, 이 글에서는 주로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초상권을 중심으로 검토
한다.

나. 검토 방법

첫째, 실제 사건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실존 인물과 동일시되는 인물이 부득이 부정적으로
묘사되거나, 실존 인물을 의도적으로 비판적으로 그리려고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명예가 훼손되려면, 우선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이 실존 인물을 나타낸 것이
라고 보여져야 한다. 즉, 피해자가 그 실존 인물로서 특정되어야 한다. 이는 영화가 어느 정
도 허구화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피해자가 특정되면,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표현
인지를 검토하고,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표현일지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지 판단한다.
이때, 모델이 이미 사망하였거나 역사적 사실을 묘사한 경우, 공인인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
지므로 그 여부도 검토하여야 한다.
둘째, 부정적∙비판적으로 그려지지 않는 경우에도 프라이버시나 초상권 침해의 여부가 검
토되어야 한다(실명이 거론될 경우에는 성명권의 침해 여부도 검토되어야 한다). 이들 권리
의 침해를 검토할 때에는 이들 권리 상호 간의 관계, 명예훼손과의 관계를 살피고, 이들 권
리에 대한 제한 원리가 각 권리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도 살핀다. 모델이 사망한 경
우와 공인인 경우도 검토한다.
셋째, 영화의 상영을 상업적인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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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자서전이나 일기, 평전, 다큐멘터리를 참고하였을 경우에의 저작권의 침해 문
제, 실명을 사용하였을 경우의 성명권 침해 문제 등을 부가적으로 검토한다.
제2장

명예훼손

제1절 명예훼손의 요건

1. 피해자의 특정

영화에서 실존 인물을 묘사하는 경우, 실존 인물의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
는 당해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이 실존 인물과 동일인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즉, 그
실존 인물이 피해자로서 특정되어야 한다. 영화에서 모델이 된 실존 인물의 실명을 사용하
고 그의 행동이나 생활상을 동일하게 묘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그 실존 인물로 특정되었
다고 인정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와 다른 이름을 사용하거나,
실존 인물의 생활상과 다르게 묘사한 경우 피해자가 그 실존 인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
는지가 문제된다. 우선 사실보도 등에서 피해자 특정의 기준을 살펴본 후, 영화에서의 피해
자 특정을 검토한다.

가. 사실보도의 경우

보도행위가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려면, 먼저 그 내용
이 피해자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피해자의 성명이나 명칭을 명시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피해자의 성명이나 명칭을 명시하지 아
니한 경우, 두문자(頭文字)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 약칭, 애칭이나 가명을 사용한 경우라
도, 보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그 독자나 시청자들이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이라
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충분하다.

나. 모델영화의 경우

(1) 기준

언론보도에 관한 소송에서 피해자의 특정이 인정되지 않았던 경우는 거의 없다. 이름이나
사진으로 정확하게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어도 대부분 보도를 본 사람들이 피해자를 떠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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렸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건들이었기 때문이다. 10 그러나, 영화에 의한 명예훼손이 문제
될 때, 그 영화의 내용이 허구적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사실보도의
경우에 비하여 높다.
소설에 관하여, 일본의 한 판례는 "문예작품이 픽션이고 진정한 소설이어서 사실이 아니라
고 하기 위해서는 개개의 실제 모델로부터 간취된 생생한 것이 작가의 머리 속에서 충분히
연소되고 완전한 픽션으로 승화되어 특정인의 구체적 행동을 추지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
일반에 관한 소설의 순수성을 가질 것까지 높여질 것이 필요하고, 소설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특정의 사실이 추지될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말할 수 없다
"고 판시하였다. 11

12

모델소설이라도 어떤 실제 인물의 성격과 행동에서 힌트를 얻어 작품을

쓰기 시작하였으나 작중인물이 실제 인물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경우와, 소설의 기본
골격을 시종 실제 인물의 행동에 따르고 있으나 작가가 모델을 연상시키지 않도록 배려하여
인명, 직업, 상황 등을 바꿈으로써 객관적으로 모델을 연상시키지 않는 경우는 피해자에 대
한 특정이 없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나 작가가 주관적으로 위와 같은 배려를
하였다 하여도 객관적으로 모델을 연상시키거나 작가가 위와 같은 배려를 전혀 하지 아니하
여 모델을 연상시킬 경우에는 모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
다. 13
미국의 판례에서는, (1) 작중 인물과 실제인의 이름, 신체상의 특징, 나이, 지역, 직업, 가
족관계, 성격 등이 유사한지의 여부, (2) 실제인과 비슷하게 보이는 작중 인물이 주인공인지
사소한 역에 그치는지의 여부, (3) 작품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너무나 환상적이고 기괴하
여 어떤 이성적인 독자도 그것을 사실의 묘사라고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인지의 여부 14 , (4)
작품이 전체적으로 가공임을 표시하고 실제인과의 유사성은 우연이라고 밝혔는지의 여부 등

10

윤재윤∙함석천,「언론분쟁과 법」, 청림출판(2005), 48면.
東京地判 昭和 32. 7. 13. 판결(‘大阪”會滑稽譚’ 사건), 判3時報 199호, 1면.
12
한편 영화 ‘그때 그 사람들’에 대한 가처분 결정(2005. 1. 31. 서울중앙지법 2005카합
106 결정)은 이 영화 중 ‘각하’가 박정희(이하 ‘고인’)를 의미하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으
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었으며, 이 영화가 고인 및 신청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는
하나, 신청을 인용할 정도로 명예가 중대하게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다큐멘터리 사진 부분에 대한 판단에서는, 다큐멘터리 장면들(이하 ‘이 사건 삽입장
면’)이 “극중 배역인 각하가 허구의 인물이 아닌 실제 고인을 묘사한 것으로 사실과 허구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여 모델이 된 고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삽입장면으로 인하여 실제 인물을 소재로 채용하였지만 창작자의 창작력에
의하여 충분히 연소되어 허구로서 승화되었다는 전제하에 앞의 2의 다.(2)에서 적시한 이
사건 문제장면을 삭제하기는 어렵다고 본 이 법원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도 곤란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사실과 허구의 혼동가능성은 피해자를 특정하여 명
예훼손 성립의 전제가 될 뿐, 그것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13
石村善治, "モデル小說", 現代損害賠償法講座 2 名譽∙プライバシ―(東京 : 日本評論社
1980), 212-123면 참조. 한위수, “명예의 훼손과 민사상의 제문제”, 사법논집 제24집, 법원
행정처(1993), 403면에서 재인용.
14
예컨대 우스개소리로서의 "최불암시리즈", "콜총리시리즈", "YS는 못말려" 등이 이에 해당
할 것이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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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떤 작품이 특정인에 관한 것인지의 판단하는 주요 기준으로 되고 있는바 15 , 이는 우리
나라에서도 참조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된다. 미국의 경우, 소설 속의 인물과 실존의
인물이 동일한지에 관하여는 소설이나 영화에 나오는 인물이 원고와 이름, 신체, 나이, 주소,
직업, 경력, 인간 관계, 성격 등에서 유사한 점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다. 16
소설 등에서 원고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체적 특징, 직업, 작품에서의
역할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독자의 입장에서 소설 속의 인물이 원고를 묘사한 것이라고 믿
을 만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있다. 통상 작가가 의도적으로 실
제의 인물을 묘사하려고 하였고, 독자가 그와 같이 생각했으면 원고와 작중 인물의 동일성
이 인정된다고 한다. 17 그러나 공표된 이야기가 허구적이고, 독자의 입장에서 소설상의 인물
이 원고와 동일한 인물이거나 원고가 소설상의 인물과 동일시된다고 볼 수 없으면, 명예훼
손이나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논의는 영화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결국 창작품이 모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가는 작중 인물의 이름, 성격, 경력 그를 둘러싼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
나 관객들로 하여금 모델로서 어떤 특정인을 지목케 하고, 또한 작품내용이 그 모델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이라고 믿게 하느냐에 달린 것이라고 하겠다. 18 비록 이름이 동일하지 않더라
도 신체적 특징, 직업, 작품에서의 역할 등으로 보아 일반인이 실존 인물을 묘사한 것이라
고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동일인으로 평가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완전히 허
구로 이해할 정도의 작품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영화 속의 인물이 실제 인물을 연상시키는지 여부는 관객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 공중은 잘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모델로 된 사람을 아는 사
람이 영화에서 실제 인물을 떠올릴 수 있으면 충분하다. 즉, 제작자가 모델을 상정하여 영
화를 제작하고 관객이 객관적으로 모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으면 된다. 그리고 작가가 주
관적으로 실존 인물과 다르게 묘사하려고 배려하였더라도 관객이 동일인이라고 생각하면 피
해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19

(2) 판례

15

R. Smolla, Law of Defamation(New York: Clark Boardman Co. 1990), sec. 4. 09[7][b],
at 4-40―4-43.
16
Smolla, Law of Defamation, Clark Boardman Callaghan, 1995. §4.09[7].[b], pp.4~40,
1~ 43: 표성수,「언론과 명예훼손」, 육법사(1997), 68면.
17
Second Restatement of Torts §564, Comment a.(1977); W.Keeton, D. Dobbs, R.
Keeton and D. Owen, Prosser and Keeton on the Law of Torts, 5th ed. (St. Paul, Minn:
West Publishing Co. 1984) [이하, Prosser & Keeton on Torts로 줄인다]p.783, p.852853;Bindrim v. Mitchell, 92 Cal. App.3d, 61(1979)., 김재형, “모델소설과 인격권”, 인권과
정의 255호, 대한변호사협회(1997), 48~49면에서 재인용.
18
한위수, “명예의 훼손과 민사상의 제문제”, 404면.
19
김재형, “모델소설과 인격권”, 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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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리나라

1) 긍정 사례
① 소설 ‘나는 사람 아닌 짐승을 죽였어요’ 사건 20
작중 인물에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실명을 그대로 사용하여 독자들이 소설의 내용이 허구가
아니라 피해자 일가의 실제 생활사를 기술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내용의 소설책을 발행
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였다.
② 소설 ‘소설 이휘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사건에서 이휘소 21
소설 ‘소설 이휘소’의 경우 실제 인물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였다. 소설 ‘무궁화 꽃이 피
었습니다’에서는 이용후라는 이름을 사용하였으나 서문에서 이휘소를 모델로 하였음을 밝혀
서, 피해자 특정이 특별히 문제되지 않았다.

2) 부인 사례
①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사건 22 에서 이휘소의 딸
소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소설 속 인물 이용후의 딸이 실제의 이휘소의 딸을 모
델로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은 “위 소설에서 이용후의 딸인 이미현은 이휘소의 딸
인 신청인 아이린 앤 리와는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신청인 아이린 앤 리가 위 소설 속
의 이미현의 모델이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소설 속의 이미현에 관한 부분은 작가가 창작
해 낸 허구라고 할 것이어서, 신청인 아이린 앤 리가 위 이휘소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명
예훼손을 이유로 위 소설의 출판금지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소설의 주인공이 실
존 인물을 모델로 한 경우에도 소설의 주인공의 가족이나 동료가 실제 인물의 가족이나 동
료와는 다르게 묘사되어 있다면 그 가족이나 동료까지 모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한 것이다.
② 영화 ‘하얀 방’ 사건 23
영화 ‘하얀 방’에 등장하는 산부인과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산부인과 운영자
들이 위 영화의 상영 금지를 청구한 가처분 사건에서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다.
“하나의 창작물이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소재로 인하여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20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 8. 27. 선고 92고단3622 판결(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3집 271
면).
21
서울지방법원 1995. 6. 23. 94카합9230 결정.
22
서울지방법원 1995. 6. 23. 94카합9230 결정.
23
서울지방법원 2002. 11. 14. 2002카합327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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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특정인의 주관적 명예감정이 손상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
고, 객관적으로 보아 그러한 영화를 관람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 등
이 실제 인물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할만한 상당한 연관성이 존재하여 결과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저하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한편 이러한 인격
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가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 나아가 예술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위 두 법익을 비교형량하여 명예훼손 여부를 신중하
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영화는 원한을 품고 사망한 어느 한
개인의 저주가 특정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그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여성들에게 전해
짐으로써 의문의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이 사건 영화의 내용
자체가 비현실적인 것으로서 허구임을 명백히 인식할 수 있고, …(중략)…그러한 사정만으로
일반인들이 이 사건 영화의 상영으로 인하여 영화 속의 ‘00산부인과’를 신청인들이 운영하
는 ‘00산부인과’로 인식하거나 오해하게 될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영화로 인하여 ‘00산부인과’라는 병원을 운영하는 신청인들에 대한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일본

1) 긍정 사례
① ‘오사카후 의회 골계담(大阪”會滑稽譚)’ 사건 24
문예춘추 1961년 1월호에 가벼운 읽을 거리로서 실린 '오사카후(大阪”) 의회 의원인 實
田作夫가 40일간의 미국 출장 명령과 함께 그에 대한 여비, 일당, 숙박료 등을 받고는 하루
만에 귀국하여 위 금원을 착복하고 국내 휴양지에서 기자를 만나자 입막음조로 금품을 제공
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는 취지의 글에 대한 것으로 법원은 위 글은 당시 오사카후 의회 의
원으로서 미국 출장 명령을 받은 바 있는 實野作雄임을 추지케 함에 족하다고 판시하였다.
② 소설 ‘간사장(幹事長)과 여비서’ 사건 25
일본 하급심 판결은 ‘간사장(幹事長)과 여비서’라는 소설에 의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고 하면서, 그 이유로 소설의 주인공인 고토 다이사쿠(後藤大作)가 소설의 배경인 인적 관
계, 기타 사회적 사건과 관련하여 볼 때 실제의 사토 에사쿠(佐藤榮作)를 가리키고 있다는
점이 명백하고, 집필자도 주관적으로 사토 에사쿠를 모델로 하여 이 작품을 집필하였으며
잡지 편집장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위 법원은 위 소설은 주인공인 고토
다이사쿠를 전 자유당 간사장으로서 세타가야구 기타자와(世田谷區北澤)에 자택을 가지고
24
25

大阪地裁 昭和 43.7.30. 판결(判3時報 528호 15면).
東京地判 昭和 32(1957). 7. 13.판결(判3時報 199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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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보수당 대동단결을 위해 신당 결성운동을 한 岸井新介의 친동생이며, 조선의혹사건(造
船疑惑事件)에서 猿養法相이 검찰청법에 의한 지휘권을 발동하여 체포를 면한 바 있고, 沼
田 전 대장상의 후임으로 간사장에 취임한 인물'로 그리고 있는 바, 위 소설은 비록 작품의
말미에 모델은 없다고 밝히고는 있으나 세타가야구 기타자와에 자택이 있고 보수당 대동단
결을 위해 신당 결성운동을 한 岸信介의 친동생으로서 造船疑惑事件에서 犬養法上의 지휘권
발동으로 체포를 면하고 池田 전 대장상의 후임으로 자유민주당 간사장에 취임한 사토 에사
쿠를 추지케 함에 충분하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소설 작품이 픽션으로서 사실이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는 개개의 실제 모델로부
터 나온 것이 작가의 머리 속에서 충분히 연소되고 완전한 픽션으로 승화되어 특정인의 구
체적 행동을 추지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 일반에 관한 소설의 순수성을 가질 것까지 고양되
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판결은 나아가 “요컨대, 작가의 주관에 있어서도, 작품을 전체적으
로 보더라도 실재의 특정인이 모델로 되어 있는 것이 명백하고, 개개의 재료가 작자의 창작
력에 의하여 충분히 요리되어 있지 않고 완전한 픽션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단지 소
설이라고 하는 문학 형식을 취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해하는 표현이 허
용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26
③ 소설 '잔치의 뒤(宴のあと)' 사건 27
외상을 지낸 바 있는 有田八郞이 소화 34년의 동경도지사선거에 입후보하였고, 요정 반야
원(般若苑)을 경영하던 그의 처 畔上輝井도 진력을 다하였으나 선거에서 석패하고 선거 후
처와 이혼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소화 35년부터 연재된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의 소
설 '잔치의 뒤(宴のあと)'는 그 내용이 외상을 지낸 바 있는 野口雄賢과 그의 처였던 요정
설후암(雪後庵)의 여장(女將) 후쿠자와 가즈(福澤かづ)를 주인공으로 하여 위 노구치(野口)가
동경도지사선거에 입후보하고 후카자와(福澤)는 설후암을 저당잡혀 자금을 조달하기까지 하
는 등 진력을 하였으나 후쿠자와에 관한 괴문서가 돌아 노구치가 석패하고 선거 후 후쿠자
와는 설후암을 재개하기로 하고 양자가 이혼한다는 것이어서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하여
동경지방재판소는 “세인의 기억에 생생히 남아 있는 사건을 기본 골격으로서 전면적으로 사
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독자가 소설의 모델을 알기 쉬운 것은 실명을 드는 경우와 큰 차
이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2) 부인 사례
① 소설 ‘하얀 마어’ 사건 28

26

김재형, “모델소설과 인격권”, 인권과 정의 제255호, 대한변호사협회(1997), 53면.
東京地裁 昭和 39.9.28. 判決(判3時報 385호 12면). 위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는 五十嵐
淸, "プライバシ―の權利―'宴のあと'事件", 別冊ジュリスト 85號 マスコミ判3百選(第2
版)(1985), 122면 참조.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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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舟橋聖一은 1955년 6월부터 1956년 3월까지 조일신문(朝一新聞)에 ‘하얀 마어(白い
魔魚)’라는 소설을 연재하였다. 岐阜市 元浜町의 유서깊은 미농지 점포가 영업부진으로 강제
집행절차를 받아 주인은 근심에 쌓여 사망하고 방탕한 아들은 동경에 유학중인 여동생을 채
권자 중의 한 사람인 중년 실업가에게 시집 보내어 점포의 재흥을 꾀하려 하였으나, 근대적
지성을 갖춘 여동생이 이를 거절하여 점포는 파산한다는 내용이었다. 원고는 위 소설로 인
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작가에게 사죄광고와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집이 岐阜市 元瀕町의 유서 깊은 지물포이고 소설 속의 점포와 원고
의 집과의 사이에 가옥의 구조나 소재지, 가업 및 그 유서, 가업의 쇠락과 파탄 등의 점에
서 공통유사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고의 집 소재지 일대의 가옥구조는 거의 공통된 점이
있고 岐阜市에 있는 구가(舊家)의 지물포를 소설에 등장시키는 이상, 그 소재지로서 원고의
집 지역이 선정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어 가옥 구조가 원고의 집과 비슷한 것으로 묘
사되어도 전혀 특이한 것이 아니고, 인물의 유사성도 인정되지 않으며 또한 원래 작자는 仙
台市를 무대로 예정하였다가 하녀 중의 한 사람이 岐阜市 출신이어서 자료입수가 용이한 점
때문에 岐阜를 무대로 설정한 점 등을 들어 소설과 사실과의 동일성 내지 유사성이 존재한
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위 소설이 원고를 모델로 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결
하였다.

(다) 미국
긍정사례 29
출판사인 피고가 1963년 잡지에 “Moonshine Light, Moonshine Bright”라는 단편소설을
게재하였는데, 십대 소년인 에스코 브룩스(Esco Brooks)와 얼 에지(Earl Edge)가 남부 캐
롤라이나 주의 콜럼비아에 있는 지방착유소에서 버터를 절취하는 행위 등을 묘사하는 등 에
스코 브룩스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었다. 원고는 에스코 브룩스가
저자의 친구인 원고(Larry Esco Middlebrooks) 자신을 지칭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실존하는 원고와 소설 속의 인물 사이에는 나이, 주거지역, 활동 등에서 차이점이 크기 때
문에,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소설 속의 인물이 사실상 원고이거나 원고를 지칭하려는 의도
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8

岐阜地板 昭和 34(1959). 3. 28.(判3時報 182호 17면) 이에 관한 評釋으로는 小堀憲助,
"モデル小說と名譽毁損―'白い魔魚'事件", 別冊ジュリスト 85號 マスコミ判3百選(第2版),
1985, 104면 참조.
29
Middlebrooks v. The Curtis Publishing Company, 281F. Supp. 1.(1968). 같은 취지의
판결로, Wheeler v. Dell Publishing Co., 300F.2d 372(1962); Geisler v. Petroceli, 616
F.2d 636(1980)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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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 성립 요건

가.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 불법행위의 요건

‘명예’는 외부적 명예만을 의미하며, 인격의 내재 가치로서의 ‘내부적 명예’나 자신에 대
한 스스로의 가치 판단이라 할 수 있는 ‘명예감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민법 제750조 및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
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제751조 제1항이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사
상의 손해배상책임의 직접적인 근거로 작용한다.

나. 영화와 명예훼손

그런데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한 영화 등 예술작품에 의한 명예훼손의 문제는 표현 및 예술
의 자유와 충돌하게 된다. 명예 등 인격권을 넓게 보호하게 되면, 이것은 결국 어떤 사람을
모델로 허구적인 내용을 가미한 영화는 제작하지 말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이는 특히 모
델이 된 사람을 왜곡하여 나타내게 되지만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
는 경우에 이를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유형은 뒤에서 살펴
볼 미국 프라이버시에 관한 이론의 ‘③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는 공표’에 해당할 여지가 클
것이다. 그 외에 명백히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정도의 표현에 이른 경우에는 모델이 된
인물의 인격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의 사실성과 상당성을 따져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이 명예훼손에 해
당한다고 평가할지의 문제이므로, 이론의 정립은 앞으로의 과제로 미루고 판례를 검토하여
현재 인정되고 있는 정도를 살펴 보기로 한다.

(1) 우리나라
(가)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사건 30
이휘소를 모델로 한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유족인 신청인들의 명예 등을 침해
하였다고 하여 제작 및 판매 등 금지 가처분이 신청된 사건이다. 소설의 작가의 말에서 작
가의 말에서 피신청인은 위 이휘소를 “개인의 최고 명예랄 수 있는 노벨상마저 포기하고 조
국의 핵개발을 위해 죽음을 각오한 채 귀국했던 천재 물리학자”와 “그들과는 딴판으로 이미
죽음을 예견한 채 모든 영화를 버리고 조국으로 달려와 핵개발을 완료하려 했던 이휘소”라
고 표현하였는데, 이휘소는 우리 나라에서 핵개발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 법원은 이 부분

30

서울지방법원 1995. 6. 23. 94카합92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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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소설 부분과는 달리 이휘소의 삶을 실제와 현저하게 달리 묘사함으로써 이휘소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가 된다고 하였다. 소설의 서문에서 소설의 모델이 된 인물을 밝
히는 것은 허용되지만, 그 부분까지 소설의 구성부분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 최소한 서문에
서는 소설의 모델이 된 인물에 관하여 기술하면서 실제와 달리 표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반면 소설의 내용 부분에서, 법원은 주인공 이용후가 부인과 사별하고 삼원각 마담 신윤
미와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등 이휘소의 실제의 모습과 많은 부분에서 다르게 그려져 있
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헌법상 예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소설로 인하여 위 이휘소의 명예가 중대하게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
소설의 출판 등을 금지시켜야 할 것인데, 위 소설에서 전반적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묘사되
어 있고, 위 소설을 읽는 우리 나라 독자들로 하여금 위 이휘소에 대하여 존경과 흠모의 정
을 불러일으킨다고 할 것이어서, 전체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이휘소의 명예가 훼손되었
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만화 ‘아스팔트 사나이’ 사건 31
실존하는 카레이서를 모델로 하여 허구적인 내용을 가미해 창작한 만화 ‘아스팔트 사나
이’에 대해, 모델이 된 카레이서가 자신을 저급한 멜로물과 비도덕적이고 비인격적인 기업
비리물의 조연으로 비하시켜서 성명 또는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사례이다. 법원은 실
존하는 인물을 모델로 삼아 만화 속의 인물을 창출할 수 있으며, 명예가 침해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헌법상 예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수인해야 하고, 공적인 인물의 경우에는 더 그러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모델이 긍정적
인 인물로 묘사되어 있으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 책 ‘메이저리그와 정복자 박찬호’ 사건 32

피신청인은 야구선수인 신청인 박찬호의 야구선수로서의 성장 과정과 활약상에 관한 기사
등을 엮어 ‘메이저리그와 정복자 박찬호’라는 서적을 저술하였다. 법원은 신청인이 아는 영
어는 오케이, 생큐 정도에 불과하다는 내용 등이 서적 중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신청인
이 신청인과 직접 대화를 하거나 신청인의 대화 내용을 들은 바 없음에도 따옴표를 사용하
는 등으로 마치 자신이 신청인으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었거나 신청인과 인터뷰한 것처럼
신청인과 관련된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서적 전
체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31
32

서울지방법원 1996. 9. 6. 선고 95가합72771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8. 9. 29. 98라3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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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가) 소설 ‘간사장과 여비서’ 사건 33
일본에서 소설에 의한 명예훼손은 먼저 형사사건으로 문제되었다. 즉, 1957년 ‘간사장과
여비서’라는 소설로 인하여 모델이 된 인물 34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집필자 등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았다. 1954년 11월 잡지 ‘면백구락부(面白俱樂部)’ 특대호는 소설 ‘간사
장과 여비서’를 게재하였다. 위 소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민당의 간사장 後藤大作은
어느 날 순진하지만 분방한 아프레(après)형의 여성을 비서로 두게 된다. 後藤 간사장은 그
녀에게 빠져 정무를 잊고 그녀와 교제하면서 뜻밖의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한다. 결국 호텔
방에서 그녀와 소주를 마시고 동침하였는데, 그 다음날 그녀는 몰래 지방 학교의 교사가 되
어 간사장의 곁을 떠나게 된다. 간사장은 안도와 미련의 감정을 느끼면서 그녀를 그리워한
다.’ 도쿄 지방재판소는 위 소설이 자유당의 간사장이었던 원고 佐藤榮作의 명예를 훼손하
였다고 인정하고, 집필자와 잡지 편집장을 각 5만 엔의 벌금형에 처하였다.
(나) 오사카후의 의회 골계담(大阪”會滑稽譚) 사건 35

오사카후 의회 골계담 사건에서는 잡지 문예춘추에 게재된 기사의 내용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출판사와 집필자는 위 기사가 사실과 픽션을 혼합한 추칸요
미모노(中間讀物) 36 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다. 37 즉, ① 기사에 등장하는 實田作夫와 원고 實野作雄은 명
33

東京地判 昭和 32(1957). 7. 13.(判3時報 119호 1면).
앞의 주31 참조.
35
大阪地裁 昭和 43.(1968) 7. 30.(判3時報 528호 15면).
36
이것은 일본에서 어떤 공공성이 있는 기사를 집필할 때 집필자의 집필 의도에 맞도록 약
간의 사실 또는 등장인물을 변경하거나 부가하여 읽을거리로서의 흥미를 증가시키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것은 고도의 예술적 승화도에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픽
션과 다르다고 한다. 小堀憲助, "中間讀物のモデルと名譽毁損", マスコミ判3百選, 別冊ジュ
リスト No.31, 1971, 121쪽, 김재형, 앞의 글 54면에서 재인용.
37
이 기사의 내용은 ‘實田作夫가 오사카후(大阪”)로부터 40일간의 미국 출장명령을 받고,
그 여비, 일당, 숙박료 등의 지급을 받았는데도,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다음날 바로 귀국하
여 출장 기간 중에 열해의 여관에서 지내고, 위 지급여비, 일당, 숙박료 등을 착복하였다.
그런데 그가 우연히 위 여관에서 피고 갑에게 발견되자, 위 피고의 입을 막는 대가로 위 피
고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진상의 폭로를 저지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위 피고에게 거부되어 울
상을 지었다’고 하는 것이었다. 원고는 오사카후 의회 의원으로서 1955년 오사카후로부터
17일간 미국 출장명령을 받아 그대로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위 기사 중에는 오사카후
로부터 미국 출장을 명령받았다는 점 외에는 모두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명
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기사가 오사카후 의회나 의원, 나아
가 일본의 의회 내지 의원이 매우 부패되어 있음을 폭로하여 그 반성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
로, 공익적 의도에서 작성된 것이고, 풍자적으로 픽션을 가미한 소위 中間讀物에 해당하여,
기사의 중심 인물인 實田作夫도 원고 實野作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가공 인물이고, 독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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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 문자, 발음 등이 비슷하고, 원고를 아는 독자로 하여금 實田作夫가 원고라고 믿도록 하
기에 충분하다. ② 위 기사는 전혀 사실 무근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원고의 명예를 현저
하게 손상시키는 것이다. ③ 피고는 위 기사가 추칸요미모노라고 하지만, 그 작중 인물이 원
고와 매우 유사하고, 그 인물의 행동에 관하여 허위로 추악한 사실을 기술하고 있어, 추칸
요미모노로서 허용되어야 할 한도를 초과하고 있다. ④ 집필자에게는 원고의 명예를 침해한
다는 것에 관한 고의가 있다. 또한 출판사에게는 명예훼손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
가 있고, 특히 이 사건처럼 오사카후 의회에 관한 폭로적 기사를 게재할 때에는 그 사실 및
등장 인물에 관하여 그 사정을 아는 관계자에게 물어보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충분히 조사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그 담당기관 혹은 사용인에게도 위와 마찬가지의 조사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다) 소설 ‘하얀 마어(魔魚)’ 사건 38
소설 ‘하얀 마어’ 사건에서는 명예훼손을 부정하였는데, 피고의 창작 활동을 순수한 픽션
으로 인정하고 창작의 세계에서 묘사의 승화도를 하나의 기준으로 본 것이라는 견해 39 가 있
다. 즉, 고도로 뛰어난 문필 활동-살아있는 사실로부터의 승화도-는 모델소설에 의한 인격
권 침해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따르더라도 ‘살아 있는 사실로부터 승화’ 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명예훼손 여부의 검토가 시작될 뿐, ‘살아 있는 사실로부터 승화’되지 않은 것만으로 명예훼
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독일 40

(가) 메피스토 사건

원고는 배우 겸 극장 감독이었던 구스타프 그륀드겐스(Gustaf Gründgens)의 양자이자 단
독상속인인데, 클라우스 만(Klaus Mann)의 소설 “메피스토(Mephisto)-한 입신 출세자의 이
야기”를 출판한 피고(님펜부르그 출판사)를 상대로 위 소설의 배포금지를 청구하였다. 그륀
드겐스는 1920년대에는 클라우스 만과 친한 친구였고, 클라우스 만의 여동생인 에리카 만
(Erika Mann)과 결혼하였다가 1928년 이혼하였다. 1933년 남매인 클라우스 만과 에리카

자도 위 기사가 모두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므로, 위 기사에 의하여 원고의 명예가 침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피고인 출판사와 집필자가 기사 취소 광고를 게재하고
각각 위자료 100만엔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38
위 주34 참조.
39
小堀憲助, "モデル小說と名譽毁損(2)", マスコミ判3百選, 別冊ジュリスト No.31, 1971,
119면. 김재형, “모델소설과 인격권”, 54면에서 재인용.
40
김재형, “모델소설과 인격권”, 51-53면에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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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은 정치적 망명을 하였다. 한편, 메피스토 역을 통해 유명해진 그륀드겐스는 1934년 베를
린 국립극장 감독으로 임명되었고, 1936년 프로이센 국가위원회에, 1937년에는 Göring 소
속 프로이센 국립극장의 총감독으로 임명되었다. 클라우스 만은 망명 직후 위 소설을 썼다.
위 소설에서 주인공은 연극 배우인 헨드릭 회프겐(Hendrik Höfgen)인데, 그는 소시민적 환
경에서 성장하여 연극에 재능이 있으나 기회주의자로서 나치에 동조하여 나치 정권하에서
출세를 거듭하였다. 회프겐은 특히 흑인 무용수와 성도착적인 행위를 하였는데, 그녀가 회
프겐의 출세를 위태롭게 하자 야비한 방법으로 나치로 하여금 그녀를 추방하도록 하였다.
위 소설에서의 회프겐의 모습은 그륀드겐스의 모습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그륀드겐스의 실제 모습이나 생활과 유사한 것이었다. 위 소설은 1936년에 쿠베리
도(Querido) 출판사에서 독일어로 출판되었다가, 그 후 1956년 동베를린에 있는 아우후바
우(Aufbau) 출판사에서 새로 출판되었으며, 41 다시 1963년 8월에 피고가 위 소설의 출간을
발표하자, 1963. 10. 7.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다.
1심인 함부르크 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2심인 함부르크 고등법원은 원
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연방대법원 42 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고
를 기각하였다. 즉, 위 소설은 적지 않은 독자들에게 이미 사망한 그륀드겐스에 관하여 잘
못되고 모욕적인 성격상과 생활상을 전달함으로써, 그의 인생상(Lebensbild)을 중대하게 왜
곡하고 그의 명예를 침해하고 있다. 이에 대한 금지를 청구할 권리는 사망 후에도 존속하고,
고인의 양자이며 단독 상속인인 원고가 위와 같은 금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왜곡은 기본법 제5조 제3항의 예술의 자유에 의해서도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
이에 피고(님펜부르그 출판사)는 고등법원과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예술의 자유, 알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연방헌법재판소 43 는 이 헌법
소원을 가부동수 44 로 기각하였다. 45
(나) 만화에서 정치가를 묘사한 사건 46

만화에서 정치가를 교미하는 돼지로 묘사한 것이 예술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지 문제

41

이 판에서는 소설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 책 속의 모든 인물들은 유형들을 묘사하고 있
는 것이지 특정 인물 성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K.M(클라우스 만을 가리킴)”이라
고 기재하였다.
42
BGHZ 50. 133. 이 판결에 관한 번역으로 이시우 역, "獨逸聯邦大審院民事部 1968년 3월
20일 판결", 공법학의 현대적 지평(심천계희열박사화갑기념), 1995, 528쪽 이하가 있다.
43
BVerfGE 30, 173. 이 결정은 계희열, 앞의 논문, 7면 이하에 소개되어 있다.
4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 제15조 제2항 4문에 의하면 가부동수인 경우 기본법 및 연방 법
률에 대한 위반은 확인될 수 없다.
45
그러나, 이 소설은 1981년부터 독일에서 출판되고 있다. Klaus Mann, Mephisto.Rowohlt
TAschenbuch Verlag GmbH, 1996.
46
BVerfGE 75.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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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는데, 이것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예술활동의 자유(독일 기본법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 빌헬름 2세 – 피스카토르(WilhelmII/Piscator) 사건 47
연극에 관한 것으로 빌헬름 2세 – 피스카토르 사건이 유명하다. 배우가 빌헬름 2세의 가
면을 쓰고 등장하는 연극에서 두 장면이 문제되었다. 첫 번째 장면은 빌헬름 2세가 몇 년
전의 사열식에서 한 발언을 1차 세계 대전과 관련하여 발언한 것으로 인용한 것이다. 베를
린고등법원(KG)은 예술저작권법 제22조를 유추적용하여 그 장면을 금지하였는데, 이는 정
당하다고

한다.

48

왜냐하면

원문(原文)을

(Meinungskampf)에서 위험한 무기

49

정당하지

않게

인용하는

것은

의견투쟁

이고 인용은 예술 작품 안에서도 그 자체로서 진실하

게 행해져야 하며, 고의적으로 이를 왜곡하면 안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장면은 빌헬름 2세
가 러시아 황제, 오스트리아 황제와 함께 승리를 기원한 것이었다. 법원은 이 장면도 금지
하였는데, 그 장면이 픽션이라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를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
50

가 있다.
한편 예술작품에서 어떤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해서 무조건 출판금지 청구를 받

아들일 수는 없다고 한다. 예컨대, 풍자나 만화의 경우에는 항상 오해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51

(4) 미국

(가) 미국에서의 명예훼손

1) 미국법상 명예훼손이란 타인에 대한 내용을 담은 언사를 제3자에게 전달하여 그 사람
의 평판을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단, 언사의 내용이 사실인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2) 언사가 허위이어도 공인 또는 공공성 있는 주제에 대한 언사를 통해 명예훼손이 성립
되기 위해서는 ‘악의’가 입증되어야 한다. 여기서 ‘악의’란 언사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줄을
알거나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면서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허위언사를 전달

47

KG JW 1928. 363.
Larenz/Canaris, Lehrbuch des Schuldrechts II/2, 13.Aufl., 1994, S. 529. 김재형, “모델
소설과 인격권”에서 재인용.
49
BVerfGE 54, 208(“BII/.Walden”). 이 결정에서 텔레비전 방송이 하인리히 뵐의 글을 인
용한 부분이 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았다.
50
Larenz/Canaris, a.a.O.
51
BGHZ84. 237(Horten-Moritat 사건) ; munchKomm-Schwerdtner §12 RdNr. 214 :
Staudinger-Schafer §823 Rz228ff.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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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에 그 행위자의 심리상태를 말한다. 52
3) ‘악의’가 증명된다고 해서 반드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는 않는다. 풍자(parody)나 과장
(hyperbole)과 같이, 허위언사의 내용이 합리적인 사람에게 전달되었을 때 사실로 믿겨질
수 없는 정도로 그 내용이 현실적인 가능성과 동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사실이 아닌 줄 알면
서 허위언사를 행하더라도, 즉 악의가 있어도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명예훼손의 요
건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합리적인 사람이 보기에 사실로 믿겨지지 않을 경우, 대상이 된 사
람의 평판을 훼손하지 않기 때문이다. 53
4) 픽션은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닌 줄 작가가 알면서도 반드시 풍자나 과장과 같이 현실적
인 가능성과 동떨어진 내용으로 구성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특히, 실제 사건을 기초로 하
되 현실적인 가능성의 범위 내에서 작가가 창작성을 발휘한 작품들이 있다. 이런 경우에 현
재 미국의 주법원 및 연방법원들은 “관련 내용이 정황(context)상 원고에 대한 실제 사실
및 실제 상황을 표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인가”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54 즉, 픽션의
경우 작가가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닌 줄 알더라도 즉, ‘악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정황상 원
고에 대한 실제 사실 및 실제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합리적인 사람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다”면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5) 위와 같은 소설 및 영화들의 내용이 작가가 밝힐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밝혀진 사실에
충실하고 그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 작가의 창작성이 발휘된 경우에는 아예 ‘악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았다. 그 예로는, ① 칠레에서의 학살에 대한 보고
서로서 퓰리처상 후보에 올랐던 책의 내용을 근거로 이야기를 구성한 드라마 55 , ② 미국에서
흑인소년들에 대해 조작되었던 강간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로서 당시 재판기록을 충실히 따
라 제작된 경우 56 , ③ 헤밍웨이가 원고에 대해서 했던 말을 허구화하여 사실적인 책에 포함
시킨 경우 57 , ④ 소련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로젠버그 부부가 쓴 편지에 기초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추정하여 쓴 사실적인 책 58 등을 들 수 있다.

52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1964) 376 U.S. 254, 84 S.Ct. 710, 11 L.Ed.2d 686.
Hustler Magazine Inc., v. Falwell, 485 U.S. 46 (1988) (도덕적 명사로 인정받는 유명한
목사의 사진을 패러디 양주광고에 ‘나의 첫 경험은 나의 어머니와였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만평한 사건).
54
Pring v. Penthouse Int'l Ltd., 695 F.2d 438 (10th Cir.1982), cert. denied, 462 U.S.
1132 (1983).
55
Davis v. Costa-Gavras, 654 F.Supp 653 (1987).
56
Street v. National Broadcasting Co., 645 F.2d 1227 (6th Cir.), cert. granted, 454 U.S.
815, 102 S.Ct. 91, 70 L.Ed.2d 83 cert. dismissed, 454 U.S. 1095, 102 S.Ct. 667, 70
L.Ed.2d 636 (1981).
57
Hotchner v. Castillo-Puche, 551 F.2d 910 (2d Cir.), cert. denied, 434 U.S. 834, 98
S.Ct. 120, 54 L.Ed.2d 95 (1977).
58
Meeropol v. Nizer, 381 F.Supp. 29 (S.D.N.Y.1974), aff'd, 560 F.2d 1061 (2d
Cir.1977), cert. denied, 434 U.S. 1013, 98 S.Ct. 727, 54 L.Ed.2d 756 (1978).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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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화 ‘미싱’ 사건 59

미국 판례 중에는 실존 인물을 소재로 한 점에 대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가 많으나, 대표적인 판례로 칠레에서의 한 미국인의 죽음에 대해 다룬 책(‘찰스 호먼의 처
형’, 토마스 하우져 저)에 근거하여 제작한 영화 ‘미싱’에 대해, 명예훼손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를 들 수 있다. 이 영화는 찰스 호먼이라는 미국인이 칠레에서의 학살에 대해 너무 많
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공무원의 지시 또는 승인하에 칠레 군대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데, 그 후 찰스 호먼의 가족들이 실종된 찰스 호먼을 찾아 다니면서 이러한 과정을
파헤치는 과정을 그린 영화다. 영화제작자들은 ‘찰스 호먼의 처형’이라는 책에 근거하기는
하였지만 사건을 재구성하여 허구적인 영화를 제작하였다. 위 판결은 영화 ‘미싱’은 다큐멘
타리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나 실제 인물들의 삶을 배우들을 사용하여 드라마화한 ‘다
큐-드라마(Docu-Drama)’임을 강조하면서, “원고에 의해 문제 제기된 각 장면은 사건들과
사람들과 거기에 개입된 칠레에서의 미국 대표단원들에 관한 압축된 합성물이다. 각각은 역
사적 디테일들을 드라마에 적합한 문맥으로 맞추기 위해서 허용될 수 있는 문학적인 라이센
스를 사용한다. 그러한 드라마적인 윤색은 근본적인 이야기-갑자기 실종된 사람에 대한 그
의 가족들에 의한 광란적인 수색, 그들의 감정들, 걱정, 불안, 당황함, 그리고 미국 공무원에
의한 지원의 의심-을 왜곡하지 않는다. 장면들은 따라서 사실과 허구의 혼합물이면서도 실
질적으로 분석을 왜곡하지는 않는다… 실제적 사실을 자세하게 이야기하려는 작가에게는 여
지가 적절하게 허용된다.”라고 판시하였다.
미국의 경우, 사실의 적시는 명예훼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
우에도 공인에 대해서는 악의가 입증되어야 하는 면에서 우리 나라의 이론과 다른 점이 있
지만, 작가가 드라마적인 윤색에 대해 ‘문학적인 라이센스’를 가진다는 내용은 표현의 자유
보장의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

다. 영화와 사실의 절연장치

허구적인 영화의 시작 무렵에 그 영화의 내용이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점을 표시함으
로써 허구적인 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성립을 방지할 수 있을지가 문제된다.

(1) 학설

이에 대해 특별한 학설 대립이나 논의는 없으나,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소설의 서문
이나 말미에 실제 인물과는 상관 없는 내용이라고 밝히더라도 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오히려 모델이 없다는 부기는 독자로 하여금 모델이 있다는 추측을

59

Davis v. Costa-Gavras, 654 F.Supp 653(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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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일으키고, 독자는 그러한 기재에도 불구하고 주인공과 실제 주인공을 일치시키려 하기
때문에 인격권 침해가 될 소지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한다. 위 영화 ‘그때 그 사람들’에 대한
판례와 거의 동일한 내용이다.

(2) 판례
(가) 영화 ‘실미도’ 사건 60
영화 ‘실미도’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
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한 상업영화를 제작함에 있어 영화제작진이
상업적 흥행성이나 관객들의 감동 등을 고양하기 위하여 역사적 사실을 각색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용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모델이 된 인물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
에 있어서 영화제작자가 본 영화에 부가하여 상영되는 자막에 이러한 각색사실을 분명하게
명시하여 일반관객들로 하여금 영화의 내용이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점을 용이하게 인
식하도록 하는 등 영화내용을 실제상황과 혼동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까지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전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위 영화가 국내 영화관에서 상영될 당시에 영화의 시작 무렵에
“영화 〈실미도〉는 1968년에 창설된 ‘실미도 684부대'에 관한 영화이며, 영화속 훈련병들
의 출신성분이나 상황설정이 과거 혹은 현재의 다른 북파공작부대와 북파공작원과는 무관함
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자막(이하 ‘원자막’)이 상영되었으나, 이는 684부대와 훈련병들의 출
신성분 등이 다른 북파공작부대의 경우와 다르다는 내용일 뿐, 이 사건 영화의 내용 자체가
684부대에 관련된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양자의 차이점에 관하
여 일반인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반면, DVD 및 비디오 테이프의 경우에는 원자막이 상영되기 직전에 “영화 〈실미도〉는
1968년에 창설되어 실재하였던 '실미도 684부대‘를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 제작 당
시 관련자료 부족과 공식적인 정보공개의 부재 등을 이유로 영화의 구체적인 상황설정이나
표현은 문학적 상상력에 의존하였습니다. 따라서 훈련병들과 기간병들에 대한 출신성분, 훈
련과정 기타 상황설정 중에 역사적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아울러 또한 684
부대는 다른 북파공작부대와 그 소속 북파공작원과는 무관합니다). 특히 이 영화 상영 이후
언론 등을 통해 훈련병들의 인적 사항 및 이들 중에 순수한 민간인이 다수 참여한 사실들이

60

서울고등법원 2005. 1. 17. 2004라439 결정. 원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6. 21. 2004
카합1177, 1605(병합) 결정. 위 결정은, 영화 내용에 대하여, 위 영화가 역사적 사실에 배
치되는 묘사를 함으로써 이 사건 망인들 내지 그 유가족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여
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가처분 결정을 할 만큼 충분한 소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즉, 권리 침해의 정도가 가처분을 인용할 정도로 크지는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광고 부분에 대해서는, 영화내용이 실제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는 식
의 광고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가처분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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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지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저희는 앞으로도 숨겨져 있던 실미도 사건에 대한 진실이 더욱
더 밝혀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영화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헌신했던 관련자
여러분 및 유가족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기를 충심으로 고대합니다.”라는 추가적인 자막(이
하, ‘추가자막’이라고 한다)이 상영되도록 삽입하였는데, 이러한 자막은 “일부 표현이 적절하
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예컨대, 이 사건 영화 이후에 비로소 민간인 모집사례가 밝혀지고 있
다는 부분 등), 이 사건 영화의 구체적인 상황설정이나 표현 등이 문학적 상상력에 기초하
고 있다는 점, 684부대의 훈련병들 중 다수가 ‘민간인 모집방식’에 의하여 충원되었다는 점,
훈련병들의 출신성분, 훈련과정 기타 상황설정 중에 역사적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
다는 점 등을 명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반관객으로 하여금 이 사건 영화의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억제하는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하였다.
(나) 영화 ‘그때 그 사람들’ 사건 61

영화 ‘그때 그 사람들’에 대한 가처분 사건에서 영화의 시작 부분에 ‘이 영화는 실제로 있
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세부사항과 등장인물의 심리묘사는
모두 픽션입니다’라는 자막이 삽입되어 있었음에도 법원은 “‘실제 있었던 사건’과 ‘픽션’이라
는 두 명제에 유사한 지위와 분량을 부여하여 자막에 배치함으로써 위 자막만으로는 관객들
에게 이 사건 영화가 허구라는 인상을 심어주기에 부족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자막이 이 사건 삽입장면들(다큐멘터리 장면들)과 결합할 경우 관객들로 하여금 ‘실제 사건’
을 묘사한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도 없지 않으며, 더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
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의 첫머리나 말미에 실제 인물과는 상관 없는 내용이라고 밝히더라도
관객은 그러한 자막에도 불구하고 영화 속의 인물과 소재가 된 인물을 일치시키려 할 것이
어서 인격권이 침해가 될 소지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이는 위 학설에서 제시한 근거와 거의 동일한 내용이다.

(3) 검토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의 경우 10·26사건을 배경으로 하였으며, 당연히 대통령의 역할을
하는 배우가 등장하였다. 그런데, 만일 위 판례나 학설대로라면, 10·26사건에 대한 영화이므
로 모든 사람들이 박정희가 모델이 되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허구
화된 부분이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 전혀 인격권 침해의 가능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
는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둔다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혼동을 불러일으킬 것임
은 자명하다. 따라서 영화 ‘실미도’에 대한 사건에서와 같이 자막이 실질적으로 일반관객으

6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 31. 2005카합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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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금 영화의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3. 위법성의 조각

가. 기준

대법원은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에서, “형사상으로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
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
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위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고, 이러한 취지는 그 후 수 차례의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되어 현재는 확립된 판례이론이 되었다. 62 이로써 보도 내용이 진실한 경우
(‘진실성’)뿐만 아니라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를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상당성’) 책임을 면하게 되어 그만큼 언론의 활동공간이 넓어지게 되었다. 63

(1) 공공성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명예훼손의 내용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
요건의 표현이나 체계에 관하여는 견해가 갈려 있으나, 판례는 대체로 ① 공공의 이익 혹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일 것, ②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이라는 요
건으로 나누고 있다. 64

62

한편,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 아니라
고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5. 8. 선고 96다36395 판결; 대법원
1995. 6. 15. 선고 94다35718 판결 등)가 있으나,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고의, 과실은 공표
되는 사실의 진실 여부에 대한 고의, 과실이 아니라 사실의 공표 및 인한 사회적 평가의 저
하 여부에 대한 고의, 과실이므로 이를 위법성 조각의 문제로 보는 다수판례의 입장이 옳다
고 여겨진다. 한위수, “공인의 명예훼손소송 관련 국내판결의 경향”, 언론중재 2004. 봄호,
언론중재위원회, 25면.
63
한위수, “명예의 훼손과 민사상의 제문제”, 24-25면.
64
위 위법성 조각사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힌 판례(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
37524, 37531 판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
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
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
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
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
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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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

대법원 판례는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
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
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라고 판시하고 있다. 65 그리고 공공의 이익
은 반드시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일 필요는 없고, 특정한 사회 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
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므로, 그 범위는 피해자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정해진
다. 따라서 작은 범위의 사회에 관한 사실을 그 사회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만 공표할 때에도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된다. 66

(나) 목적의 공익성

‘오로지’라는 요건은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
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
서 67 위법성은 조각된다는 의미로 파악해야 함을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의 명예훼손
에 관한 민사판결에서 나타나는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라는 표현
은 우리 법질서에서는 불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68

(다) 관련 판례

1) 공공성을 긍정한 사례

대법원 판례의 경우, 유명 여배우가 불법 유학을 알선하여 사기를 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도망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에 관하여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대법원 1996.10.11. 선고 95다36329 판결.
66
국악협회 이사장 선거에 즈음하여 어느 후보자한테서 5층 건물을 증여 받는 대가로 국악
협회 이사장으로 추천하였다고 인식할만한 인쇄물을 배포한 경우에 관한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교회 담임 목사를 출교 처분한다는 취지의 교단 산하 판결위원회의
판결문을 예배 보러 온 신자들에게 배포한 경우에 관한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899
판결 참조.
67
이는 이미 형사 판례에서도 인정하고 있었고, 학설 역시 거의 일치되어 있다. 같은 취지
의 민사 판례로는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36329 판결 등이 있다.
68
신평, 앞의 책, 80면; 한위수, “명예훼손과 민사상의 제문제”, 422면.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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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하여 보도된 것이라고 한 사례가 있다. 69
하급심 판결례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① 공영 방송이 방영한 다큐멘터리의 내용과 그 프로그램 제작을 총괄 지휘한 책임 프로
듀서인 원고의 역사관에 대한 비판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었으므로 그 내용 및 목적의 공
공성은 인정된다고 한 사례 70 .
② 시민 단체들의 재원 조달 방법의 투명성에 관한 의문 제기는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사
항이라고 한 사례 71 .
③ 정당의 부총재 겸 지구당 위원장이고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
람에 관련된 것이고, 그 내용도 그가 조직 폭력배를 동원하여 공정한 선거 운동을 해쳤다는
경우 72 .
④ 김일성이 사망한 후 북한 사회의 동향을 게재하면서 “피해자가 충성 서약을 했다”고
보도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김일성 사후의 북한에 대한 전
망과 북한 지도층 인사들의 동향을 알게 할 의도로 작성된 것으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
한 것이라고 한 사례 73 .
⑤ 애당초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들의 비난받아야 할 행태를 직접 보여줌으로써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 제작된 것이고, 피해자도 그 과정에서 우연히 취재
의 대상으로 포착된 것 뿐으로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으며 그가 공적 인물
(방송사 중견 간부)인 경우 74 .
⑥ 사회의 관심이 되고 있는 사회 지도층 중 일부(유명 대학의 총장)의 의견을 드러냄으
로써 공정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75 .
⑦ 테이프나 교재의 판매업자들이 대학교 신입생들을 상대로 부정한 판매 수법을 이용하
여 물건을 파는 실상을 알려줌으로써 이에 대한 일반인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일 때
76

.

2) 공공성을 부정한 사례

대법원 판례로 들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69

대법원 1996. 5. 28. 선고 94다33828 판결.
서울지방법원 1998. 9. 30. 선고 98가합18280 판결.
71
서울지방법원 1998. 8. 19. 선고 97가합93499 판결.
72
서울지방법원 1997. 12. 10. 선고 96가합22315 판결.
73
서울고등법원 1997. 12. 5. 선고 96나39389 판결(언론중재 1998. 봄호, 언론중재위원회,
142면)
74
서울고등법원 1997. 9. 3. 선고 96나82966 판결(언론중재 1997. 겨울호, 언론중재위원회,
140면)
75
서울지방법원 1997. 5. 2. 선고 95가합94947 판결(언론중재 1997. 여름호, 언론중재위원
회, 176면). 항소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1998. 1. 21. 선고 97나23466 판결(국내언론관계
판결집 제5집, 274면).
76
서울지방법원 1997. 4. 16. 선고 96가합23110 판결(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5집 181면).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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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고를 악덕 변호사로 표현한 수기 중에 피해자의 인격을 비방하는 인신 공격의 표현
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었던 경우 77 .
② 10대 가출 소녀에 대한 기사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것일 경우 78 .
③ 면접 여대생을 희롱하였다는 등의 보도로 변호사인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인정
한 사안에서, 그 보도 행위가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79 .

하급심 판결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원고의 남성 편력과 여성으로서의 부정한 생활 태도에 관한 기사가 독자들의 흥미를
불러 일으킬만한 기사임은 별론으로 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기사라고까지 단정하
기 어렵다고 한 경우 80 .
② 피해자의 과거 전력과 행적에 대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문헌이나 관계자들의 진술을 내
세워 피해자를 일정한 방향으로 몰고 가서 비방하려는 데 보도의 중점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 81 .
③ 북한군 접촉으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피의자에 대
하여, 그 범죄 혐의를 확장하여 당시 의문사의 의혹이 제기되던 상관의 살해범으로까지 단
정적으로 보도하면서 그의 실명과 사진, 인터뷰 장면 등을 함께 실어 보도한 경우 공익성을
부인한 사례 82

(2) 진실성 또는 상당성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
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83 표현 내용 중 사소한 부분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아
야 한다. 84 무릇 사건의 보도에는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하거
나 다소 과장하거나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예가 있는데, 이는 보도
관계자의 문필, 편집 작업의 일환으로서 허용된다. 85 그리고 언론이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77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6622 판결.
79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5510 판결.
80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12. 27. 선고 91가합52649 판결(국내언론관계판례집 제2집 147
면).
81
서울지방법원 1998. 7. 1. 선고 97가합88720 판결.
82
서울지방법원 2000. 8. 23. 선고 30768 판결.
83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84
2002나22153 판결 등 참조.
85
「언론법연구」, 사법연수원(2003), 65면.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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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론 가능한 보도를 했다면 내용이 다소 부적절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86

나. 허구적인 영화의 경우

허구적인 영화의 경우에도 위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이는 영화를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표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허
구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이거나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지와 관련하여 문제된다.

(1) 학설

(가) 적용 부인설

영화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모델소설에 관하여는 위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
용하기가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서는 소설은 예술성을 추구하는 것을 주된 목적
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비평적 소설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집필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하기 힘들고, 진실성에 관한 증
명이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는 것이 허구를 전제로
하는 소설에 적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공적 인물에 관한 이론은
사실을 전달하는 기사에 적용되는 것이고 허구를 전제로 한 소설, 만화, 드라마에는 적용되
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다. 87

(나) 적용설

위 위법성 조각 사유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은 아니나, 영화라는 매체에 형법 제310조
가 적용되는지의 문제는 이를 일률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문제된 영화의 장르가 다큐
멘터리인지 아니면 극영화인지, 논픽션인지 아니면 픽션인지, 또는 시대물이나 역사물인지
아니면 코미디나 멜로물인지 등을 살펴보고, 또한 영화가 추구하는 바가 논쟁지향적인지 아
니면 예술지향적인지 등도 구분하여 사안별로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88

(2) 판례

86
87
88

2002. 2. 7. 선고 2000나31320 판결,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다16804 판결 등.
김재형, “모델소설과 인격권”, 24면.
임상혁,「영화와 표현의 자유」, 청림출판(2005), 제1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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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드라마 ‘광복 50주년 기획드라마 김구’ 사건 89

대법원은 한국방송공사가 16회에 걸쳐 김구 선생의 일대기를 그린 '광복 50주년 기획드
라마 김구'라는 제목의 드라마를 제작하여 텔레비전으로 방영한 데 대하여,

“방송 등 언론

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
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
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행위에 대한 고의,
과실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라고 판시하여, 위법성의 조각을 긍정하였다. 위 사건의 1
심 90 에서도 “여러 자료들을 토대로 한 것으로서 전혀 터무니 없는 억측이 아니라 상당한 근
거 있는 극적 재구성이라고 할 것이므로,…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
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위 드라마는 백범 암살사건을 그린 것으로서, 실제 사건을 재현한 것이기는 하나 재현 과
정에서 어느 정도의 허구가 생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판례는 드라마라는 점에 대해
서는 특별한 언급 없이 위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용하였다.
(나) 논픽션 라디오 드라마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91

1) 사실관계

피고 문화방송이 제작한 논픽션 라디오 드라마에 원고가 1961년부터 1973. 11. 10.까지
국내 각 일간지와 방송사인 피고의 워싱턴 특파원을 지내고 그 이후에도 미국에서 언론활동
을 하여 오다가 소외 김○욱에게 취직을 부탁하여 경향신문 주미특파원에 임명되었다는 내
용 및 대통령 박정희의 처인 소외 육□수에게 아부하는 듯한 발언을 하여 환심을 샀다는 내
용과, 기사자료를 얻기 위하여 미국으로 망명한 김○욱에게 민주주의의 수호자인 것처럼 아
부하며 친밀하게 지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원고가 피고 문화방송을 상대
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2) 판결의 요지
89

1998. 2. 27. 선고 97다19038 판결.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1997.4.16. 선고 96나36700
판결.
90
서울지방법원 1996. 7. 25. 선고 95가합90717 판결.
91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1997. 6. 25. 선고 96나
50997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1996.11.22. 선고 93가합114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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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방송 등 언론매체의 명예훼손 행위와 관련하여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
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방송 등이 신속성이 요청되는 것인가,
그 방송 등의 자료가 믿을 만한가, 피해자와의 대면 등 진실 확인이 용이한가 하는 점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027 판결 참조),
“실명에 의한 논픽션 라디오 드라마에 있어서는 일반의 청취자 등이 그 내용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쉬운 반면에, 신속성의 요청은 일반 보도에 비하여 그다지 크다고 할 수가 없
으므로, 그 방송에 있어서는 단순히 풍문이나 억측이 아닌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보다 크다고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방송의 기초가 되는 그 자료 내용의 진위를 당사자 본인이나 그 주변인물을 통하여 확인하
는 등의 충분한 조사활동을 사전에 거침이 마땅하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확인 내지 조사활
동을 거치지 아니한 채 명예훼손의 내용이 담긴 논픽션 라디오 드라마를 그대로 방송하였다
면 방송사 측에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는 없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95다카29 판결, 1994. 5. 10. 선고 93다36622 판결,
1996. 5. 28. 선고 94다3382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가 실명에 의한 논픽션 라디오 드라마인 이 사건 드라마를 방송함에
있어 소외 김△재가 쓴 '김형욱 회고록'과 소외 이♧우가 쓴 '비록 박정희 시대' 등의 저서와
1973. 12. 1. 일본에서 발행된 '주간독매'에 실린 원고의 수기 및 소외 이◎봉이 제공한 김○
욱 관련 자료에 의하여 소외 김☆식이 집필한 방송대본에 따라 방송을 하였으나, 위 각 자
료는 위 방송대본의 내용이 진실함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함에도, 김☆식이 이 사건 드라마의
방송에 앞서 원고나 위 저서의 저자들을 만나 의견을 묻거나 달리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김☆식이 위 방송대본에 의한 이 사건 드라마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더
라도 그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피
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판시하였다.
(다) 드라마 ‘야인시대’ 사건 92

1) 사실관계

신청인들은 1공화국 정권하에서 활동하였던 망 임화수의 처와 후손들인바, 위 드라마에서
임화수를 묘사하면서 폭력조직을 결성하여 활동하고 정치권력과 결탁하였으며 인격을 심하
게 비하하는 등 사실과 다른 장면을 방영하여 망인의 명예 및 그 처와 후손들의 추모의 감
정 내지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와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다.

9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10. 28. 선고 2003가합78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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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결의 요지

법원은 ① 망인을 모델로 한 역사드라마의 경우, 드라마의 작가나 제작자가 역사적 사실
을 진실이라고 믿음에 있어 합리적으로 수긍할 정도의 근거 자료 또는 정황이 있거나, 적시
된 사실이 그 자료 또는 정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설정된 등장인물의 캐릭터의 동일성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왜곡이나 억측이 아닌 그 자료 또는 정황에 기초하여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추측, 풍자 내지 과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적시된 사실이 중대한
허위로서 고인에 대한 경애 추모의 정을 수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침해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고의, 과실이 없다는 전제하에, ② 드라마에서 문제된
부분과 관련된 근거 자료를 살펴보면 문제된 부분은 수긍할 수 있는 근거 자료 또는 정황이
존재하거나 객관적으로 설정된 캐릭터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근거와 추측에 의한
극적 재구성이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에게 망인과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하여
고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라) 영화 ‘실미도’ 사건 93
영화 ‘실미도’에 의한 훈련병들의 명예훼손이 문제된 사례에서, 법원은 당해 영화의 내용
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등에 대한 검토의 일반론으로서 “일반적으로 영화는 시나리오 작가
및 영화 감독 등을 비롯한 제작진들의 상상력에 의해 가상적인 인물들이 전개해 나가는 이
야기를 영상화한 창작물로서 통상적으로는 허구임을 전제로 하지만, 관객의 흥미와 감동을
유발하기 위해 때로는 실제로 존재했던 사건이나 인물을 모델로 하는 경우가 있다….(중
략)…실제 인물을 모델로 한 영화가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는,… (중략)….따라서 영화 제작의 토대가 된 각종 자료들의 확실성과 신빙성, 역사적 사건
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실확인작업이 비교적 용이하였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
합하여 영화제작자가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영화의 내용이 객관적이고
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인격권 침해 여부를 판
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24624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다.

이 결정은 위 위법성 조각사유가 적용됨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해
판시한 기존 대법원 판결례를 적시하면서 그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사용하고 있어서 위
위법성 조각사유가 적용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위 사건의 원심 94 에서도 사건에서, “…일부가 사형수 등 전과자라고 믿은 데에는 상당한
93
94

서울고등법원 2005. 1. 17. 2004라439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6. 21. 2004카합1177, 1605(병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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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있다 할 것이며, 그렇다면 설령 이 사건 영화로 인해…명예가 다소간 훼손되었다 하
더라도,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다”라고 결정
하였다.
(마) 영화 ‘그때 그 사람들’ 사건 9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화 ‘그때 그 사람들’에 대한 가처분 사건에서 “영화는 기본적으로
예술성을 추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비평적인 성격이 있거나 실제 인물을
모델로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실을 전달하는 기사와는 달리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것은 사실상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묘사의 대상이 공적 인물인 경우에도 그의 사생활을 왜곡 묘사하는 경우에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고…”라고 하여, 위법성 조각사유가 적용될 수 없다는 위에서 적시
한 학설의 문구와 거의 동일한 문구를 사용하여 위법성 조각 사유가 영화의 경우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3) 검토

영화는 의사표현의 여러 수단 중 하나일 뿐이다. 위 위법성 조각사유의 적용 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서, 의사표현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표현 수단의 종류를 기준으로 판단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영화가 다른 매체보다 더 허구성을 띨 경우에는 진실성 내지 상당성
의 판단에서 참작하면 된다. 즉 다른 매체와 동일하게 개개의 영화에 대해 적용 가부를 판
단해야 할 것이다.
우선 공공성에 관하여 검토해 보면, ‘영화’라는 표현수단을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공공
성이 없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도 “영화도 의사표현의 한 수단이므로 영화의 제
작 및 상영은 다른 의사표현수단과 마찬가지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음은 물
론, 영화는 학문적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예술표현의 수단이 되기도 하
므로 그 제작 및 상영은 학문∙예술의 자유에 의하여도 보장을 받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96
또한 대법원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의 의미나 ‘목적의 공익성’을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넓게 파악하고 있다는 점, 공공성을 부정한 판례들을 검토해 보면 지나친 사생활 공개
나 비방 목적이 강한 경우 등에 한정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영화라는 이유만으로 공공성
을 부정해서는 안된다.
진실성 내지 상당성에 관해 살펴 보면, 영화라고 하여 이 요건을 항상 충족시키지 못할
이유는 없다. 다만 실제 장면을 촬영하였거나 재현한 다큐멘터리일수록 진실성이나 상당성
을 인정하기 쉽다고 할 것이다. 영화가 실화에 근거하기는 하였으나 일정하게 각색된 경우
95
9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 31. 2005카합106 결정.
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3헌가1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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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사실에 근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그와 같이 보지 않을 경우에는 영화의 일부에라도 허구적으로 창작된 요소가
가미되면, 전혀 어떤 인물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은 표현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러
나, 부정적으로 그려진 부분이 사실이거나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자료에 근거하여
제작되었을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제2절 특수한 문제

1.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대법원은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97 등에서 “…의혹의 제기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공직자의 업무처
리의 공정성 여부에 관한 국민과 언론의 감시 비판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도의
암시나 의혹의 제기는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다” 와 같이 판시하여, 종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보도한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설시해 오던 판례 태도에 비추어 큰 변화를 보였다.
영화를 다른 표현의 수단과 다르게 취급할 것은 아니므로, 다른 요건들이 갖추어지는 한,
공적 사안 및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에 관한 것인지,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지 등의 기준은 영화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2. 역사적 사실

가. 역사적 사실에 대한 표현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보다 자유롭게 탐구 또는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역사적 사실 탐구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가치는 역사적 인물 또는 그 유족의 명예를 보호함으로써 달성되는 가치보다 소중한
것으로 배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에 관한 영화의 위법성 판단에는 이러한
점이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건현장의 검증이나 관계자들에 대한 탐문 등을 통하여
그 진실여부를 상당한 정도까지 조사할 수 있는 현재의 사실과는 달리, 역사적 사실은 객관
97

이른바 대전법조비리보도 사건. 피고 문화방송이 1999. 1. 7. 21:00경 방송된 ‘MBC 뉴스
데스크’ 프로그램에서 이른바 ‘대전 이OO 변호사 수임장부 폭로’를 처음 보도한 이래 같은
해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등에서 계속 확인되었다. 7.경까지 매일 21:00경에 방송
되는 같은 뉴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세칭 ‘대전 이OO 변호사 수임비리 사건’ 보도와 관련하
여 대전 지역 검사들의 명예를 해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도하였다. 이에 보도 당시 대전
지역에 근무하거나 직전에 근무한 검사들인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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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확실한 자료를 확보하기 매우 어려워 그 진위 조사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이러한 사정 역시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망한지 오래된 사람을 모델로 한 소설에서는 사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가 거의 인정되지
않으며, 특히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한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나 예술의 자유가 우위에 있다
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98

나. 관련 판례
(1) 드라마 ‘광복 50주년 기획드라마 김구’ 사건 99

(가) 사실관계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광복 50주년을 맞아 백범 김구 선생의 일대기를 통하여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왜곡된 역사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삼기 위한 의도로 1995. 8. 5.부터
매주 토, 일요일 21:50부터 22:50까지 16회에 걸쳐 김구 선생의 일대기를 그린 '광복 50주
년 기획드라마 김구'라는 제목의 드라마를 제작하여 텔레비전으로 방영하였다. 김구 선생의
암살사건을 주제로 한 위 드라마 제1부와 제16부에서는 소외 망 김창룡이 1949년 초여름
소외 망 안두희를 만나 그에게 "백범을 처치해야 한다구 했다면서? 백범은 큰 나무야. 백범
밑에는 빨갱이들이 많아요. 나무가 크면 벌레가 많이 꼬이기 마련이야. 맞아요, 나무를 쓰러
뜨려야 그 아래 숨어 있는 빨갱이들을 자연스럽게 없앨 수 있는 법이지. 건투를 빈다."라고
말하는 등 김구 선생의 암살을 암시·선동한 것으로 묘사되었다.

(나) 판결의 요지

법원은 방송 등 언론 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도 공공성 및 진실성, 상당성이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라고 하면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 표현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적시된 사실이 역사적 사실인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망인이나 그 유
족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하고 또 진실 여
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도 한계가 있어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
니한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에 이어서 “기록에 의하면, 위 안두희는 1992년경 수차에 걸쳐 위 김창룡이 자
98
99

김재형, 앞의 글, 24면.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90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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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게 백범의 암살을 지시 내지는 선동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곧이어 그러한 진
술을 번복한 바 있고, 위 김창룡이 백범 암살사건에 관여되어 있다는 관계자들의 진술도 암
살사건을 전후하여 밝혀진 사실이나 정황을 기초로 그 나름대로 추측한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 드라마 방영 이전부터 이미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하여 위 김창룡이 암살사건에 개입하
였다는 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어 있었던 사실은 엿보이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1960년 이후 여러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위 김창룡이 백범 암살사건의 배후인물로 지
목되어 왔고 위 안두희 스스로도 1992년 수차에 걸쳐 위 김창룡이 백범 암살을 암시·선동
하였음을 시인하였다면 이 사건 드라마의 내용은 단순히 억측만에 기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근거 있는 자료에 기한 것이고, 더욱이 백범 암살사건의 진상이 밝혀지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방송 당시 이미 46년의 세월이 지나 위 김창룡 본인은 물론 다른 대부분의 관련자
들도 사망하여 백범 암살사건 또한 역사적 사실이 되어 버린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가 이
사건 방송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라고 판시하면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2) 영화 ‘실미도’ 사건 100
영화 ‘실미도’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법원은 “실제 인물을 모델로 한 영화
가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역사
적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용이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망인이나 그 유가족의 인격권보다는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하는 창작 내지 예술의 자유에 대한 보호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9038 판결(백범 사건) 등 참조), 따
라서 영화제작의 토대가 된 각종 자료들의 확실성과 신빙성, 역사적 사건에 대한 구체적이
고 실질적인 사실확인작업이 비교적 용이하였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영화제작
자가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영화의 내용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
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인격권 침해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24624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다.
한편, 위 사건의 원심 101 도 “사자(死者)에 관한 사실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역사적 사실로
이행하여 가므로 세월이 경과함에 따라 세인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는 인물 또는 그 유족
의 명예에 대한 보호보다는 역사적 사실 탐구의 자유 혹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배려가 우위
에 선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사자(死者)의 인격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는 사망과 인격권 침해 사이에서의 시간적 간격도 고려되어야 할 터인데, 이 사건 망인들이
사망한 때로부터 이미 3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점…” 라고 하여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다.
100
101

서울고등법원 2005. 1. 17. 2004라439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6. 21. 2004카합1177,1605(병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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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자(死者)

가.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죄가 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법 제14조 제2항은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
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형벌을 가하고(위 법 제99조 제2
호), 저작자 사망 후에도 일정 기간 저작권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위 법 제36조 등).
하지만 민법에는 이에 관한 별다른 규정이 없어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표현이
있었을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

(1) 학설

학설을 보면, 위 형법과 저작권법 규정을 근거로 사람은 사망하였을지라도 그의 인격적
가치는 남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 가치로서의 사자의 명예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유
로 사자를 명예의 주체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102 그리고 사자는 사람이 아니므로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다거나, 사자에 대해서는 사회에서의 존재와 활동의 전제가 되는 가
치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유족의 명예 또는 유족이 사자
에 대하여 가지는 존경의 감정이고 사자의 명예라고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103

(2) 판례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자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평가를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
라고 하여 사자의 명예를 그 보호 법익으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104 그러나 민사소
송과 관련하여서는 이 문제를 직접 다룬 대법원 판결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하급심 판례
중에는 민사상 사자의 명예 주체성을 긍정하는 듯한 사례가 있었다. 소설 ‘소설 이휘소’ 사
건 105 에서 법원은 “모델 소설에 있어서 모델이 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
손 또는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그 소설의 출판 금지를 구할 수 있고, 그 모델이 된 사람이

102

「민법주해(I)」, 박영사(1999), 256면; 손동권, “언론보도와 사자의 명예훼손”, 언론중재
12권 1호(42호), 언론중재위원회, 8-9면; 김재형, “인격권 일반 – 언론 기타 표현행위에 의
한 인격권 침해를 중심으로-”, 민사판례연구 제21집, 박영사(1999), 659면.
103
지홍원, “인격권의 침해”, 사법논집 제10집, 법원행정처(1979), 226면; 한위수, “명예의
훼손과 민사상의 제문제”, 사법논집 제24집, 법원행정처(1993), 401-402면.
104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1520 판결.
105
서울지방법원 1995. 6. 23. 선고 94카합92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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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그 유족이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그 금지를 구할 수
있다. 인간은 적어도 사후에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시키는 왜곡으로부터 그의 생활상의 보호
를 신뢰하고 그 기대하에 살 수 있는 경우에만, 살아 있는 동안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가
치가 보장되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였다. 그 외에, 영화 ‘실미도’에 관한 가처분 항고 사건
106

에서 “실제 사건이나 인물을 모델로 한 영화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모델이 된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피해자는 영화제작자 등을
상대로 하여 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그 영화의 상영금지 등을 구할 수 있고, 그 모델이
된 사람이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망인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왜곡 등
으로부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유가족이 인격권 침
해를 근거로 하여 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겠다.”고 판단하였다.

(3) 외국의 사례

독일 연방대법원 판례는 “독일 기본법 제1조 제1항에 의한 인격권의 법률적인 보호는 사
망으로 인하여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반적인 가치 및 존경 청구권은 계속해서 존
속하는 것이어서 특히 사망한 사람의 계속적인 인생상(Lebensbild)은 적어도 심히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부터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107
일본의 경우를 보면, 도쿄고등재판소 소화 54. 3. 14. 판결에서 사자 본인의 명예 내지 인
격권에 관해서는 누가 민사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실정
법상 근거가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부정하였고,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원고들 자신
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고인에 대한 경애, 추모의 정도 일종의 인격
적 법익으로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적어도 적시된 사실이 허위일 것을 요건으로 하
여 원고 본인에 대한 직접적인 불법행위의 성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한 사례가 있었다. 위
판결의 이론은 그 후의 판례에도 인용되고 있다고 한다. 108
미국에는 사자의 명예훼손은, 사자의 유족이 명예훼손의 문건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명예
를 훼손 당하지 않는 한, 사자의 친족이나 제3자가 사자의 명예훼손을 근거로 민사상의 피
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다. 109 영미법계에서는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문제보다
는 절차 진행 후 원고가 사망하였을 때, 그 절차의 수계 문제가 중심이 되어 논의되고 있다
고 한다. 관습법상 피고의 폭행, 비방 등으로 야기된 원고의 인격 침해는 그가 사망함으로
써 중단된다는 오래된 원칙이 적용되어 소송의 수계가 인정되지 않았고, 더욱이 명예에 관
하여는 그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편이었으나, 미국에서 1975년 펜실베니아주 대법원이
106

서울고등법원 2005. 1. 17. 2004라439 결정.
BGHZ 50, 136(139),「언론법연구」, 사법연수원(2003), 33면에서 재인용.
108
이에 관하여는 竹田 稔, 「 名譽∙プライバシ-侵害に關する民事訴訟の硏究 」 , 酒井書店
(1983), 97-98면 참조. 「언론법연구」, 사법연수원(2003), 34면에서 재인용.
109
Lee v. Weston, (1980) 402 N.E. 2d 23; Gonzales v. Times Herald Printing Co., (1974)
513 S.W. 2d 124.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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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관습법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이래(Moyer v. Phillips) 미국
에서는 개별 주를 중심으로 명예훼손 수계를 인정하는 주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한
다. 110

(4) 검토

사자를 명예의 주체로 인정하더라도,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중대한 훼손의 경우에 한정
하여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다만, 사자가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자의 인격
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자의 인격권
은 살아 있는 동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소한도로 보장되어야 하
는데, 사후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하거나 명예회복 조치를 취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사자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면 사
망시에 재산상속이 이루어지는 것과 조화롭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유족의 명예도 훼손하거나 유족의 경건감정을 침해하는 경우에 유족 자신에 대
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111

나. 동의의 상대방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부정하는 견해 중에는, 명예란 그 자의 일신에 전속하고 사망에
의한 권리주체의 소멸에 의하여 그 존속성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하고, 설사 사자의 명예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명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기타 원상회복청구를 사자 스스로 행사
할 수 없음은 사리상 명백한 바, 형사소송법 제227조 112 나 저작권법 제96조 113 와 같이 그
행사방법을 법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이상, 누가 무슨 근거로 위 사자를 대신하여 위 사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남으므로, 사자의 명예가 사자의 법률상 인격과 별도
로 사후에도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사자의 명예를 해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고 하기보다 사자의 명예를 침해함으로써 유족이 사자에 대하여 품고 있는 경건감정 또는
유족의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보아 유족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유족은 사자의 권리를

110

수계 인정과 헌법 수정 1조와의 관계 등 자세한 내용은 염규호, “불법행위로서의 명예훼
손의 수계”, 언론중재 1990. 10권 4호(통권 37호), 언론중재위원회, 44면 이하 참조.
111
김재형,”모델소설과 인격권”, 67면.
112
형사소송법 제227조[피해자인 고소권자]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親
族 또는 子孫은 고소할 수 있다.”
113
저작권법 제96조[저작자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의 보호]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그 유족
(사망한 저작자의 배우자, 子, 父母, 孫, 祖父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이나 유언집행자는
당해 저작물에 대하여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는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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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권리를 직접 행사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
라는 견해가 있다. 114 이 견해에서 적절히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자의 명예를 인정할 경우
누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남는다.
사자의 명예를 인정할 경우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에 관하여는 저작권법 제96
조를 유추적용하여 유족(즉, 배우자, 자,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이나 유언집행자가
그러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115 그러나, 이와 같이 사후에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영화에 대해 사전에 동의를 받아
이를 제작하려고 할 경우에는 어느 범위의 사람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가 매우 어려
운 문제가 된다. 116 유족들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누구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예컨대
사자의 자녀들이 여러 명일 경우 모든 자녀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할까, 배우자, 형제자매,
손자손녀 등 유족들이 많은 경우에는 어느 범위에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이는 향후 검토
되어야 할 문제이다.

제3장

프라이버시권 침해

제1절 서

1. 의의 및 근거

우리 나라에서는 프라이버시권의 의미를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
인에게 공개 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 117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118 그리고 그 인정 근거는
헌법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다'), 같은 법 제17조('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21조 제4항('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
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

114

한위수, “명예의 훼손과 민사상의 제문제”, 401면.
김재형, “모델소설과 인격권”, 67면.
116
이 경우의 동의의 성격은 부제소 합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117
대법원 1998.9.4. 선고 96다11327 판결.
118
프라이버시는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하고 사적 영역의 평온과 비밀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보장”과 “자기에 관한 정보를 통제할 법적 능력”이라는 견해도 있다{프라이버
시에 관한 사법상의 논의에 관하여는, 양창수, “정보화사회와 프라이버시의 보장” 민법연구
I(1991), 505면 이하, 박용상, “언론의 프라이버시 기타 인격권 침해”, 인권과 정의 제228호,
대한변호사협회(1995) 31면 참고}.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은 행복추구
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는 자신에 대한 정
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판시하고 있다.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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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법 제316조, 제317조(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
하기 위하여 일정한 개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등을 종합
하여 찾을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권의 침해가 재판상 문제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무렵의 일이다(종래에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사항이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하여 명
예훼손만을 주장해 왔다). 119 프라이버시 침해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판결로서 공간된 최초의
것은, 청와대정책수석비서관으로 내정되었다가 취소된 전모 씨의 전처가 모 주간지와 단독
인터뷰를 하여 이혼사유를 밝힌 것처럼 허위 보도한 사건에 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2.7. 선고 93가합25344 판결(국내언론관계판례집 제3집 219면)로 보인다(사생활의
침해와 명예훼손 모두를 인정하였다).명예훼손이나 초상권과 관련 없이 사생활의 공개만을
이유로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로서 공간된 최초의 것은, 유방성형수술의 현
황과 문제점에 관한 보도프로그램에서 위 성형수술을 받은 대담자의 신분을 노출케 한 사안
에 대한 대법원 1998.9.4. 선고 96다11327 판결(프라이버시권이라는 명시적 언급은 하지
아니한 채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 당하지 아니
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라고 판시하였다)로 보인다. 영화배우 윤정희 씨의 여동생에 대한
여성월간지 기사가 문제된 사건 120 에서, “프라이버시란 우리 헌법 제17조에 표현된 ‘사생활
의 비밀과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프라이버시권이란 자기만이 간직한 비밀을 공개 당하
거나 사생활의 간섭을 받아 정신적 타격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말한다”고 판시하기도 하였
다.

2. 다른 권리들과의 관계

가. 초상권, 성명권과의 관계

프라이버시권의 개념이나 프라이버시권과 사생활, 초상권, 성명권 등과의 관계는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영화를 제작할 때에는 타인의 어떠한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 아
닌지 모두 검토해야 하므로, 이들의 개념이나 이들간의 관계는 중요하다. 초상권이나 성명
권이 프라이버시권에 포함되는 권리라면, 그 권리들의 침해 여부는 프라이버시권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없을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프라이버
시권이 제한되는 사유가 초상권이나 성명권이 제한되는 사유와 동일한지 여부를 검토할 필
요가 있다. 만일 제한 사유가 동일하다면, 그러한 사유에 의해 권리가 제한되는지 여부를
한꺼번에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 각각의 권리의 제한 사유를 검
토하여 권리 침해 여부를 별개로 따져야 한다.

119

다만,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판결은 그 전에도 있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98.5.11.
선고 87가합6175 판결(법률신문 1988.6.23.자 8면) 참조.
120
서울지방법원 1997. 2. 26. 선고 96가합312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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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권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초상권이
나 성명권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를 먼저 정립할 필요가 있다. 프라이버시권이라는
용어 안에는 초상권 및 성명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 견
해는 프라이버시권이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유래된 것으로 초상권과 성명권을 포함하는 의미
를 가지고 있으므로, 프라이버시를 사생활의 침해에만 한정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프라
이버시라는 용어의 연원과 맞지 않고 오히려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한다. 그리
고 프라이버시권의 재산적 측면을 강조하여 퍼블리시티권이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는
데, 이러한 개념에 대응하는 의미로서 프라이버시권을 인정할 필요도 있다고 한다. 121 그러
나 실제로 우리 나라에서는 프라이버시권을 독일, 일본에서와 같이 초상권, 성명권 등과 별
개의 개념으로 다루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122 여기서는 프라이버시권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미로 정의하고, 초상권, 성명권과는 별도의 개념으로 다루고자 한다. 다만,
사생활 침해와 초상권 및 성명권의 침해는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성립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연혁적으로도 프라이버시권의 범주 내에서 다루어져 왔으므로, 초상권,
성명권 등을 포함시킨 개념을 광의의 프라이버시권이라 부르고자 한다.

나. 명예훼손과의 관계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의 침해는 모두 다 인격권의 침해이며, 정신적 손해를 수반하며 그
성립요건 등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양자는 구별된다. 123
첫째, 명예훼손은 사람의 명예 즉 사회적 평가에 대한 침해이고, 사람으로 하여금 제3자
의 혐오 또는 경멸을 받게 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반하여 프
라이버시는 사회적 평가와는 무관하고 공표의 결과로써 사회적 평가에 영향이 없어도 사생
활의 폭로에 의하여 정신이나 감정에 고통을 받으면 그 침해가 될 수 있다. 극단적인 경우
에 호의적으로 쓰여져서 제3자로 하여금 그에게 친애의 감정을 품게 하는 때라도 프라이버
시가 침해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프라이버시는 제3자와의 관계와는 상관 없이 개인의 내면
적 감정에 중점을 둔다.
둘째,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주장이 제3자에게 전달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프라이버시의 침해는 사생활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 자체이고, 거기서 얻어진 정보가 제3자
에게 전달될 필요는 없다. 가령 전화의 도청은 그 자체가 프라이버시 침해이며 공연하게 전
파될 필요는 없다.
셋째,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가 공익을 위한 것이고 또한 그것에 대한 진실성이 증명되
면 면책되나, 프라이버시 침해의 경우에는 공표의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사사의 공개로 인
121

김재형, “언론의 사실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법학 39권 1호(106호), 195면.
한위수,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국내 판결의 동향”, 언론중재 1999. 19권 2호, 언론중재
위원회, 49면.
123
高知地判 1992. 3. 30. 判3タイムズ 제 788호, 213면(사생활의 공표가 프라이버시의 침
해에 해당하지만 명예훼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건).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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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신적 고통의 구제를 문제 삼는다. 프라이버시의 침해는 진실일 경우 더 충격이 크다
할 것이며, 진실이라 할지라도 공개하고 싶지 않은 사사를 보호하는 것이 프라이버시권의
취지이다.
넷째, 명예에 대한 형법적 보호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형법 제33장(제307조 내지 제309
조)에서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형사적 보호는 그 내용이 다양한
바, 그것은 프라이버시권의 성질이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124

제2절 외국의 입법례 및 판례 125

1. 미국

프라이버시권은 19세기 말 이래 미국에서 발달해 온 개념이다. 즉, 종래 미국에서 언론에
의한 침해는 명예훼손 여부만이 문제되다가, 워렌(Samuel D.Warren)과 브렌다이스(Louis
D.Brendeis)가 1890년에 발표한 논문 '프라이버시권(The Right to Privacy)' 126 에서 당시 미
국 황색언론이 유명인사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기사를 자주 게재하여도 종래의 명예훼손 법
리만으로는 그 구제가 곤란한 경우가 많아 새로이 프라이버시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
장한 데 기원하여, 20세기 들어 각 주에서 판례 또는 입법으로 프라이버시권을 인정하기 시
작하였다. 1960년 캘리포니아 대학의 교수 프로서(William L. Prosser)에 의해 체계화 되었
는데, 그에 의하면 프라이버시에 관련되는 사건은 4개의 상이한 별개의 독립된 불법행위에
의해 구성된다. 프라이버시권에 의해 보호되는 원고의 이익은 4개의 부류로 나누어지며, 그
각자에 대한 침해 방법도 상이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① 사적인 공간 또는 사항의 침범, ②
사적 사항의 공표, ③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는 공표, ④ 성명 혹은 초상의 도용이다. 127 이
와 같은 프로서 교수의 견해는 “불법행위법의 재술(Restatement of Tort)”에 수용되어 아직
까지 프라이버시권의 침해가 문제되는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기준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128
미국 헌법은 프라이버시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판례법상 수정헌법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9조, 제14조 1항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프라이버시권은 결혼, 출
산 129 , 피임, 가족관계, 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관한 행위, 그리고 여성 자신이 임신을 중절
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130 위에서 언급한

124

안상운, 앞의 논문, 126, 127면.
한위수,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국내 판결의 동향”, 47-48면 참조.
126
4 Harv.L.Rev. 193(1890).
127
Willian L. Prosser, “Privacy”, 48 California Law Review 388. 박용상,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128
안상운, 앞의 논문, 126면.
129
Meyer v. Nebraska, 262 U.S.390(1923).
130
Roe v. Wade, 410 U.S.113(1973), 안상운, 앞의 논문 12면에서 재인용.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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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권에 의해 보호되는 4개 부류의 이익과 침해방법은 다음과 같다. 131
가. 사적인 공간 또는 사항의 침범 132

개인의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사생활을 침해하여 개인으로 하여금 불안이나 불쾌감 등을
유발하는 행위이다. 이 프라이버시의 침해는 ‘통상의 분별력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분별력이 없으며 심히 무례한 침입이어야 한다. 집이나 숙소에 침입하는 것, 가게에서 가방
을 불법적으로 수색하는 것. 도청기로 대화를 도청하거나 창문을 통해 집안을 들여다보는
것, 강제로 혈액검사를 하는 것 등이 이에 속한다.
공개된 장소에서 어떤 인물을 촬영하는 행위는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아니다. 133 그러나
뉴스 수집의 방법으로서 합리적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된다. 134

나. 사적 사항의 공표

이 유형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신문, 잡지, 영화, TV 등의 매스미디어에 의하여 대중들에
게 사생활이 공개되는 경우로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일을 함부로 공표하거나 기타 사적
인 사항을 공개하는 것에 의하여 발생한다. 이 유형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공표된 사실이 허
위이거나 명예훼손적인 것이 아니고 사실인 경우도 포함한다. 이 유형의 프라이버시 침해행
위가 불법행위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35
첫째, 사적 사항의 공개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공중에게 알려야 하고, 좁은 의미의 사적
폭로이어서는 안된다.
둘째, 그 알려진 사실이 사적 생활, 습관, 행위, 관계 등의 사적 사항이어야 한다. 공적인
사실의 폭로는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이미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조사할
수 있는 것이면 사적인 사실이 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공개된 장소에 나타났을 때에 그
모습을 그대로 촬영하여 출판하는 행위는 어떤지가 문제된다. 136 이러한 사건에서는 보도의

131

더 자세한 내용은 안상운, 앞의 논문 130~148면 참고. 우리 나라에서는 가, 나의 유형
을 프라이버시라는 이름으로 다루는데 이견이 없지만, 다, 라의 유형에 관하여는 논란이 되
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양창수, “정보화 사회와 프라이버시의 보호”, 민법연구 I(1991), 511
면 이하 참조.
132
Restatement(Second) of Torts, sec.652B(1977)은 이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타인의 홀
로 있을 수 있는 공간 또는 그의 사적인 일들이나 관심사를 물리적으로 혹은 달리 의도적으
로 침해하는 자는 그 침해가 합리적인 사람이 볼 때 매우 불쾌한 것이라면 타인의 프라이버
시 침해에 대한 책임배상을 져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133
Gill v. Hearst Pubilishing Co., 40 Cal.2d 224,253 p.2d 441(1953).
134
Galella v. Onasis, 487 F.2d 986 (2d Cir. 1973). 이른바 파파라치가 재클린 케네디 오나
시스 여사와 그 가족을 성가실 정도로 쫓아다니며 사진을 촬영한 사안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를 인정한 사례.
135
Prosser & Keeton on Torts, p.856-858. 안상운, 앞의 논문, 136면에서 재인용.
136
東京高判 1993. 11. 24. 判3時報 제1491호, 99면(구속 중인 형사피고인의 호송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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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공적 이익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프라이버시권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에 대해 공개된 장소에서 볼 수 있는 어떠한 것도 붓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과 같이 녹음
되고 촬영되어 간행될 수 있다고 한 판결 137 이 있다. 그러한 공개장소에서의 존재는 누구나
있는 그대로 자유로이 볼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TV카메라를
통하여 자기가 크게 클로즈업 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개장소에서 촬영된 사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부당한 주의를 집중시킨다면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한다. 138
셋째, 공개된 사실이 통상의 감수성을 가진 합리적인 인간에 있어서 심히 무례하며 받아
들일 수 없는(highly offensive and objectionable to a reasonable person of ordinary
sensibilities) 것이어야 한다. 프라이버시 법리는 어떤 발표에 대하여 비정상적으로 민감하
고 내성적인 사람을 보호하는 취지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139
인물이나 경력이 소설 140 , 영화 141 등의 모델로서 등장했을 때에는 그것이 원고와 동일인
이라는 것을 밝혀야 한다. 그 동일성은 어느 정도로 족한가가 문제되겠으나 명예훼손법에서
요구되는 정도 즉 통상의 합리적 인간이 읽고 보았을 때 작품 중의 인물이 원고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다.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는 공표 142

이 유형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허위나 과장된 사실의 공표를 통하여 일반공중으로 하여금
개인에 대한 오해를 유발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공표된 내용이 사소하고 부수적인 것이 아
니라 본질적이고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과장이나 허위 또는 허구인 사실을 발표하거나, 신
문, 잡지의 기사 또는 소설에 허위와 진실을 혼합시킨 발표를 하거나, 타인 명의의 무단 사
용 또는 사진의 무단 전용 등을 자행하여 일반인의 눈에 당해 사람이 진실과 다르게 보이도
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책, 사설의 집필자로 타인의 이름을 기재하거나, 아무런 권한 없이
타인의 이름으로 탄원서를 작성하는 경우, 원고와 합리적인 연관이 없는 책이나 논문에 원
고의 사진을 게재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행위는 동시에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에도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프라이버시 사건은 명예훼손의 엄격한 성립요건의 제한에 구애

주간지가 게재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
Chaplin v. National Broadcasting Co., 15 F.R.D.134(S.D.N.Y.1953).
138
안상운, 앞의 논문, 139면.
139
Sidis v. F-R Publishing Co., 113 F. 2d 806(2nd Cir. 1940).
140
Cason v. Baskin,155 Fla. 198,20 So,2d 248(1945).
141
Melvin v. Reid,112 Cal. App. 285,297(1931).
142
이에 대하여 Restatement(Second) of Torts, sec.642E.(1977)은 “일반에게 어떤 사람에
대해 허위적인 인상을 심어 준 공표를 한 자는 그 사람에 대한 허위가 합리적인 사람이 볼
때 지극히 불쾌한 것이고, 그 행위를 한 사람이 공표된 것이 허위라는 것과 일반인으로부터
허위적인 인상을 받게 될 것을 알고 있거나 혹은 무모할 정도로 무시하고서 행동했다면 피
해를 입은 사람에게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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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않고 다른 손해배상 소송으로는 구제받을 수 없는 넓은 권리구제를 가능하게 한다. 143
다만, 통상인의 감수성으로 보아 용납할 수 없을 정도의 침해,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없을
정도의 침해일 것이 요청된다. 144
이 유형의 대표적 판결은 Time, Inc. v. Hill 145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Sullivan 판결에서 밝힌 ‘현실적 악의의 원칙’을 적용하여 사실적인 실수 혹은 공적인 명예
훼손이라고 해도 실질적인 악의 즉, 언사가 거짓임을 인지하고 있거나 진실을 무모하리만큼
무시한 증거가 없다면 공공의 관심사에 대한 보도가 설사 허위라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
이 없다고 판결하였는데, 이후 Cantrell사건 146 에서는 현실적 악의가 있다고 하였다.

라. 성명 또는 초상에 대한 침해

이 유형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특정인의 성명이나 상호, 경력 등의 인격적 징표들을 영업
적 이익의 확보를 위해 이용하는 것이다. 147 여기에는 경제적 이익의 보호뿐만 아니라 정신
적 이익의 보호도 포함된다. 이 유형에 속하는 것은 원고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고 피고에
게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권리 침해로서는 명백한 성격을 가지며, 프라이버시권 구
제도 이 부류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 이 유형의 최초의 사건인 Pavesich사건 148 에서 법
원이 원고의 동의 없이 신문광고에 사진이 사용된 것을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판시한 이후,
피고가 사용한 성명이나 사진, 초상(likeness) 등이 원고와 일치된다는 것과 원고의 동의 없
이 광고 혹은 거래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입증되면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
고 있다.
이 유형의 프라이버시권이 형성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 것은 뉴욕 주의 법률 149 이다.
Roberson사건 150 에서 판결 또는 Common Law로서는 이 유형의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자, 뉴욕 주 의회는 입법으로 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 법을 제
정하였다. 위 법은 전 미국의 프라이버시 법리를 지도하는 역할을 했으며 또한 당시의 프라
이버시권이 이 유형의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뉴욕은 매스미디어의 중심이었고, 따

143

Prosser, 앞의 글, 400면.
Strickler v. National Broadcasting Co., 167 F. Supp.68(1958).
145
385 U.S. 374(1967) (Life 잡지에 탈주범에 인질로 잡힌 Hill 가족들이 탈주범으로부터
어떠한 해도 입지 않았고 구타나 성희롱적인 모욕 등도 당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그런 것처
럼 가족의 시련을 그린 브로드웨이 연극에 관한 보도에 대한 사건).
146
Cantrell v. Forest City Publishing Co., 419 U.S. 245 (1974). (1967. 12. Cantrell의 남
편이 Ohio강의 다리 붕괴 때 43명의 사람들과 함께 사망하였는데 그 때 장례식 기사를 쓴
바 있는 기자가 5개월 뒤 후속기사를 쓰기 위해 Cantrell의 집에 갔으나 그의 부인을 만나
지 못했다. 그럼에도 신문에 Cantrell이 집에 있었고 무표정한 모습이었으며 사고 후 구차
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부각한 기사에 대하여 현실적 악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147
Prosser, 앞의 글, 401면.
148
Pavesich v. New England Life Ins. Co., 122 Ga. 190, 50 S.E.68(1905).
149
New York Civil Right Law Art.5, Ces. 50, 51.
150
Roberson v. Rochester Folding Box Co, 171 N.Y.538, 64 N.E.442(1902).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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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불법행위지도 그곳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뉴욕 주의 위 법과 그것을 모방한 다른 주
의 법률은 광고 목적 또는 상업 목적이라는 문구에 제한되어 그러한 제정법 없이 Common
Law에 입각하고 있는 주보다 프라이버시 보호가 더 좁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실
제로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 유형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고가 사용한 성명이나 초상 등이 원고
와 일치해야 하고 영리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첫째, 동일성(identification)의 문제이다.
원고의 이름이 드러난 사건의 전후 관계나 사정, 기타 다른 요소를 감안하여 단순히 그의
이름이 소설, 연속만화, 회사의 명칭과 같다는 것만으로는 이 유형의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성립하기에 불충분하다. 151 어떤 사람을 모델로 하여 만든 조각 152 , 포스터 153 등도 문제가
된다. 둘째, 영리목적상의 이용이어야 한다. 이 요건은 뉴욕 주 법률이 명문으로 정한 것으
로서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면 불법행위 또는 경범죄를 구성하지 못한다. 무엇이 영리목적
(purposes of trade)인지는 어려운 문제이다.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의 활동이 어떤 표
현의 형식을 취할 때에는 그 표현행위를 모두 영리 목적으로 보거나 사실을 전달하는 표현
행위에 허구의 요소를 가미한 때에는 영리성이 없을지라도 표현수단의 여하를 막론하고 영
리적 행동으로 보려는 태도 등 영리목적이란 규정을 탄력적으로 해석하려는 견해가 대두되
고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어떤 사람에 대한 허구의 사실을 신문에 게재했을 때 그것을 단
순히 판매하는 것만으로도 영리목적의 요건을 충족할 뿐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본다. 154

2. 독일

가. 법률 및 판례
독일에서는 성명권 155 , 초상권 156 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들을 개별적 인
격권이라고 한다. 한편 개인의 명예나 인생상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적 인격권에 관한 이
론이 발달하였다. 독일 민법 제정 당시에는 일반적 인격권은 불법행위법의 보호대상에 포함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독일민법 제823조 제1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
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한 자는 그 타인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말하는

151

Prosser & Keeton on Torts, p.853.
Young v. Greneker Studios, 175 Misc. 1027, 26 N.Y.S. 2d 357(1941); 東京地判 1991.
9. 27. 判3時報 제1411호 90면 (전 총리대신의 흉상의 무단공개, 전시가 인격적 이익의 침
해에 해당된다고 한 사건).
153
Freed v. Loew’s Inc., 175 Misc. 616,24 N.Y.S.2d 357(1941).
154
Prosser, 앞의 글, 406면.
155
독일민법 제12조.
156
독일 조형예술 및 사진 작품에 대한 저작권에 관한 법률 제22조 이하.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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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는 소유권 등 절대권을 가리킨다고 보았다. 157 그러나 나치 독재를 경험한 후 서독 기
본법에서 인간의 존엄과 자유로운 인격 발현의 권리가 기본권으로 규정된 후 1954년 연방
대법원의 판결(BGHZ 13, 334)에서 개별적 인격권의 상위 포괄개념으로서 일반적 인격권을
사법적인 권리로 승인하기에 이르렀고, 158 사생활에 대한 권리는 이러한 일반적 인격권의
한 영역으로서 보호하고 있다. 159 1954년 연방통상재판소의 ‘독자의 편지 판결’(LeserbriefEntscheidung) 160 에 의해 민사법적으로 승인된 일반적 인격권은 언론법상 가장 중요한 개
념으로 발전되었고, 오늘날 침해적 언론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와 함
께 표현행위에 의한 인격에 대한 침해, 특히 매스 미디어에 의한 보도의 경우와 관련하여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1980년 Eppler판결 161 에서 초상권과 자기가 한 말에 대한 권리 이외
에도 인격권의 승인된 형태로서 자신의 묘사에 관한 결정권, 내밀영역(Intimsphäre), 비밀영
역(Geheimsphäre), 개인사적(私事的) 영역(Privatsphäre)의 보호, 사생활에 관한 사실무근
의 날조로부터 해를 입지 않을 권리와 개인의 명예 등을 들고 있다. 162
나. 인격영역론 163

독일에서는 인격을 다양한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영역에 따라 인격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인격영역론이 발달하였다. 이 이론은 표현행위와 관련하여 인격권을 논함에 있어
서 인격이 타인의 무단 인지, 특히 공적인 간섭으로부터 해방되어 보호를 받을 일정한 범위
가 있다고 하는 점에서 출발한다. 인간 생활의 여러 국면은 가장 내밀하고 비밀스러운 것으
로부터 가장 공개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상이한 취급을 받게 되는 영역으로 세분화된다고
하면서, 내밀영역(Intimsphäre), 비밀영역(Geheimsphäre), 개인사적 영역(Privatsphäre), 사
회적 영역 (Sozialsphäre), 공개적 영역(Öffentlichkeitssphäre) 등으로 나눈다.

3. 일본

일본에서는 도쿄 도지사 선거에 나섰다가 패배한 유력 후보자 부부를 모델로 한 소설 ‘잔
치의 뒤(宴のあと)’가 그 부부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도쿄지방재

157

김재형, “언론의 사실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194면.
일반적 인격권을 독일민법 제823조 제1항의 “기타의 권리”로 승인하였다.
159
이건웅, “언론에 의한 인격권의 침해와 구제”, 재판자료 제66집 외국사법연수논집 12,
법원행정처(1994), 318면 이하 참조.
160
BGHZ 13, 334.
161
BVerGE 51, 148; AfP 80, 149.
162
박용상, “언론의 프라이버시 기타 인격권 침해”, 31면.
163
박용상, “언론의 프라이버시 기타 인격권의 침해”, 34-37면. 법익형량론과 인격영역론에
관한 더 상세한 언급은 박용상, “표현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일반적 고찰”, 민사재판의 제문
제 제8권, 민사실무연구회(1994), 242면 이하 참조.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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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소 1964.9.28. 판결 164 에서 프라이버시권을 법적으로 승인한 이래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판결이 다수 나오고 있으며, 프라이버시권은 일본국 헌법 제13조가 규정하는 행복추구권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165 일본에서는 프라이버시권을 “타인이 멋대로 개인의 사적인
사실에 관하여 정보를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또 타인이 자기가 알고 있는 개인의 사적인 사
실을 멋대로 제3자에게 공표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인격적 자율 내지 사생활상
의 평온을 유지하는 이익” 166 이라고 봄이 통례이다. 167 일본의 학설은 인격권에 명예권, 초
상권, 성명권, 프라이버시권 등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프라이버시권이라는 용어를 미국과는
달리 초상권, 성명권을 제외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168

제3절 우리나라에서의 침해 사례 169

미국 프라이버시법의 ① (사적인 공간 또는 사항의 침범), ② (사적 사항의 공표) 유형에
관하여는 우리 재판례에서도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고, 그 구분에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④ (성명 혹은 초상의 도용) 유형은 이미 성명권, 초상권 또는 퍼블리시티권
의 침해로서 별도로 논의되고 있으므로 사생활을 의미하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로 다룰
필요가 없다. 다음으로, ③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는 공표) 유형은 우리 실무에서는 통상 명
예훼손의 문제로 처리된다. 170 미국에서는 허위 공표된 내용이 ‘사적 사항’인지의 여부에 관
계 없이 공중에게 잘못된 인상을 심어준 것에 대한 고도의 심리적 불쾌감을 구제하기 위하
여 프라이버시 침해의 한 형태로 구성한 것으로 보이고, 우리 판례에서는 공표된 내용이
‘사적 사항’에 관한 것이라는 데 여전히 초점을 맞추고 다만 언론의 진실보도의무에 비추어
진실성 내지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보도에 대하여 책임을 지우는 논리를 구성한 것으로 추
측된다. 또한 미국에서는 현실적 악의의 법리를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의 위 판례에서는 현
실적 악의 법리를 인정하지 않음은 물론 언론에게 진실성 내지 상당성의 입증책임을 부과하
고 있다. 향후 위 ③의 유형이 본격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지는 않지만 171 , 현재 우리 실무

164

判3時報 385호 12면
竹田稔, “プライバシ―侵害と民事責任(1)”, 判3時報 1353호, 1990, 3∼4면, 한위수, “프
라이버시 침해 관련 국내 판결의 동향”, 언론중재 1999. 19권 2호(71호), 47-48면에서 재
인용.
166
이는 논픽션에서 私人의 전과를 공표한 것이 문제가 된 이른바 "逆轉" 사건에서의 제1
심 판결인 東京地方裁判所 1987. 11. 20. 判決(判3時報 1258, 22)에서의 정의이다.
167
竹田稔, “プライバシ―侵害と民事責任(4)”, 判3時報 1357호, 1990, 18면 참조. 한위수,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국내 판결의 동향”, 49면에서 재인용.
168
김재형, “언론의 사실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194면.
169
이 부분은 김경환, “언론의 사생활 침해에 있어서의 위법성 요건”, 언론중재 2006. 봄호
(통권 98호), 언론중재위원회, 67-78면을 크게 참조하였다.
170
한위수,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국내 판결의 동향”, 53-54면.
165

171

김경환, “언론의 사생활 침해에 있어서의 위법성 요건”, 언론중재 2006. 봄호(통권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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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굳이 독립된 프라이버시 침해 유형으로 다룰 필요는 없고, 위 ③ 유형 중 공표 내용이
사적 사항인 경우에 한하여 위 ② 유형과 함께 검토하면 될 것이다. 172 따라서 우리 실무상
문제되고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유형을 ‘취재 단계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위 분류법 중
① 유형)와 ‘보도 단계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위 분류법 중 ② 유형)의 두 가지로 나누어
검토한다. 이러한 판례들은 거의 모두가 언론에 의한 침해 사례이지만, 영화 제작 및 상영
의 경우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영화의 경우에는 언론과는 달리 취재 내지
촬영 단계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다큐멘터리 내지 사회
문제 고발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촬영 단계에서 이러한 점도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1. 취재 단계에서의 침해

언론이 취재 단계에서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즉 언론의 취재로 인한 사생활 침해는 대
개 미국의 위 분류법 중 ‘① 사적인 공간 또는 사항의 침범’의 유형이다. 물론 대개 취재가
보도로 이어지고 당사자가 이를 한꺼번에 문제 삼는 경우가 많다.

또한 취재행위 중 촬영

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도 같이 거론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방송국 기자가 원고의 실기 과외교습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
한 후 압수수색을 하는 경찰을 따라 과외교습 현장인 연습실에 들어가 기자라는 신분을 밝
히지 아니한 채 원고의 동의 없이 촬영 및 인터뷰 등의 취재행위를 하여 보도한 사안에서,
법원은 사생활과 초상권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하였다. 173
반면 원고의 불법 정치자금 지원 문제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던 상황에서 신문기자가 이웃
건물에서 망원렌즈가 장착된 카메라로 원고가 그의 아파트에서 측근들과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 게재한 사안과 관련하여, 원고가 공적 인물이고, 또한 이 사건 기사 보도 당시
정치자금의 불법 지원 여부에 관하여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신의 사진, 성명이
공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하고, 원고가 그 측근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있는 모
습은 비록 그 장소가 원고의 자택 거실이라고 하여도 그것이 원고의 사생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것이 원고의 사생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정치자금 지원에
대한 의혹을 받는 상태에서 그 측근들과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
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보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174
이는 보도뿐만 아니라 취재행위의 위법성도 함께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법성조각의
근거로 원고가 공적 인물이라는 점, 장소가 비록 원고의 주거라도 측근들과의 회의로 사용

호), 언론중재위원회, 68면은 그러한 경우에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라기보다 ‘오해
받지 않을 권리’라는 새로운 유형의 인격권 침해라고 봄이 자연스러울 것 같다고 한다.
172
양창수, “사생활 비밀의 보호-사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76호(2003), 45
면은 위 ③ 유형에 대하여 대체로는 명예훼손과 중첩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다룰 필요가 없
다고 한다.
173
서울고등법원 2001. 1. 11. 선고 99나66474 판결.
17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 12. 6. 선고 2002가합139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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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에는 사적 공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설사 사적 공간으로 보더라도 정당한 공적
관심사라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나아가, 언론의 취재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관련한 차별적
인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서 취재 목적의 공익성, 취재행위의 필요성 내지 부득이성을 제시
한 판결들도 나오고 있는데 175 , 구체적인 기준 제시를 위한 긍정적인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2. 보도 단계에서의 침해
가. 핵 물리학자 이휘소를 모델로 한 소설에 대한 출판금지가처분 사건 176 에서 법원은
“소설에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그 출판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헌법상 예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침해의 태양
및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의 명예가 중대하게 훼손된 경우에만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전제하면서, 위 소설은 이휘소라는 실명을 사용하고 이휘소의 삶과 상당부분이 일치한
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허구임을 전제로 한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휘소가 매우
긍정적으로 묘사되어 있고, 위 소설을 읽는 우리 나라 독자들로 하여금 대체로 위 이휘소에
대하여 존경과 흠모의 정을 불러 일으킨다고 할 것이어서, 우리 사회에서 위 이휘소의 명예
가 더욱 높아졌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위 소설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위 이휘
소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이휘소는 뛰어난 물리학자로서 우리
나라 국민들에게 많은 귀감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공적 인물이 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
러한 경우 위 이휘소와 그 유족인 신청인들은 그들의 생활상이 공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수
인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이휘소와 신청인들의 인격권 또는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였다.
이 판결은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서 ‘공적 인물’을 내세웠지만 공적 인물이 수인하여야 할
사생활 공표의 구체적 기준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나. 김우중이 자신에 대한 평전 ‘김우중, 신화는 있다’에 대해 출판 등 금지 가처분을 신
청한 사안 177 에서, 법원은 신청인은 뛰어난 기업인으로서 우리 나라 국민들에게 많은 귀감
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우리 사회의 공적 인물이 되었다고 할 것인데, 공적 인물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 사람은 자신의 사진, 성명, 가족들의 생활상이 공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과 같이 신청인을 모델로 하여 쓰여진 평
전의 표지 및 그 신문광고에 신청인의 사진을 사용하고 성명을 표기하거나 그 내용에 신청
인의 가족관계를 기재하는 것은 위 평전이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이 아닌 한 허

175

서울고등법원 2005. 8. 16. 선고 2005나1097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6. 30. 선
고 2002가단368619 판결.
176
서울중앙지방법원 1995. 6. 23. 선고 94카합9230 판결.
177
서울지방법원 1995. 9. 27. 95카합343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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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이 평전은 신청인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서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성명권,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판결 또한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공적 인물을 내세웠으나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
였지만, 공적 인물이 무엇인지, 공적 인물의 경우 어디까지 사생활을 공표해야 하는지는 판
단하지 않았다.

다. 유럽에서 오랫동안 카레이서로 활동하여 이미 잘 알려져 있던 원고를 모델로 삼아 만
화를 집필한 사건 178 에서, 법원은 “만화는 작가의 상상에 의하여 가상적인 인물들이 전개해
가는 이야기를 문자와 그림으로 서술한 창작물로서, 허구를 전제로 하지만, 작가는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을 모델로 삼아 만화 속의 인물을 창출하기도 하는데, 이 때는 독자의 흥미와
감동을 불러 일으키기 위하여 역사적인 인물이나 사회에서 널리 알려진 인물을 모델로 사용
하기도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작가가 만화 속에서 현실의 인물과 사건을 서술할지라도 만
화 속에서의 이 현실은 창작이 된다. 그러므로 만화 속에서의 모델은 만화 속에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침해의 금지를 요구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으나, 명예가 침해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헌법상 예술의 자유와 출
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 할 것이고, 특히 모델이 사
회에서 널리 알려진 공적인 인물인 경우에는 더 그러하다 할 것이다”라고 전제한 후, 이 사
건 만화의 주인공은 긍정적인 인물로 묘사되어 있어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자신의 성명, 경력 등을 사용하여 이 사건 만화를 집필하는 것을 수인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만화에 대하여 예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 모델로 되는 것을 수인하여야 하고, 공적인 인물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고 판
시하여, 공적 인물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에도 영화 등 창작물의 모델이 되는 것을 명예훼손
에만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인해야 하는 것처럼 판시하였다.

라. 그 후 대법원은 위에서 언급한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에서 “개인의 사생
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
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하고”라고 판시하여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를 사
생활 침해의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위 판결은 “본인의 승낙을 받
고 승낙의 범위 내에서 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사생활 침해의 위법성조각사유로서 ‘동의’를 들고 있다. 이 판결은 방송사
의 ‘PD수첩’ 프로그램에서 실리콘 백을 이용한 유방확대수술의 문제점을 다루기 위하여 수
술 부작용으로 고생하고 있던 원고를 만나 아무도 원고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여 달라는 조
건 하에 승낙을 받고 취재한 후 방영하면서 그림자 처리된 원고의 옆모습 윤곽이 그대로 나

178

서울지방법원 1996. 9. 6. 선고 95가합727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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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고 음성이 변조되지 아니하여 방송을 시청한 원고의 주변 사람들은 그 당사자가 원고임
을 알 수 있었던 사안에 관한 것이었다.

마. 이후 본격적으로 명예훼손과 구별되는 사생활 침해를 인정하고 독자적인 법리 판단을
하는 판결례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1) 그 중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인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판례가 있었다.
우리 판례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의 구체적 인정 근거로 ‘공적 인물’, ‘범죄 관련 보도’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① 유명 프로야구 선수 관련 서적 제작 및 반포
서울고등법원 1998. 9. 29. 98라35 결정은 박찬호의 야구선수로서의 성장과정과 활약상에
관한 기사 등을 엮어 제작한 서적의 제작 및 반포의 금지를 신청한 사건에서 179 , 공적 인물
의 프라이버시권은 일반인보다 제한된다 할 것이고, 그 경우 그러한 인물에 대한 공표내용
이 흥미위주로 그 인물의 사생활적인 비윤리, 비도덕적인 부분 등을 드러내는 등 공공의 정
당한 관심사를 초과한다고 보여지지 않는 한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내세워 이를 저지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신청인은 공적인물이고 위 서적이 신청인의 프라이버시권이나 인격권을 공
공의 정당한 관심사를 초과하는 범위로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② 성행위 비디오테이프 내용 공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 10. 11. 선고 99가합109817 판결은 원고와 후에 유명 연예인이
된 여자와의 성행위가 담긴 비디오테이프의 내용을 몇 장의 테이프 장면 사진과 함께 보도
한 것에 대하여 사생활 침해를 인정하고, 공인으로서 사생활 침해를 감수하여야 한다는 피
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를 공인이라고 할 수 없고, 설사 원고가 이 사건 비디오테이프
를 통해서 공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를 통해 공적인 관심사로 된 것은…이 사건 비디오테
이프를 찍었다는 사실 자체이지 이 사건 비디오테이프가 담고 있는 영상이나 음향의 내용은
아니다”라면서 배척하였다.

③ 유명 방송인의 이혼 사유와 그 배경에 관한 보도
서울고등법원 2001. 5. 31. 선고 2000나11098(본소), 2000나11104(반소) 판결에서는 유
명 방송인의 이혼 사유와 그 배경에 관한 사항을 보도하여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 공중의 정
당한 관심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그 방송인을 공인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보도
내용이 그의 혼인 중의 출생자가 그 배우자가 아닌 타인의 자녀라는 소문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남녀간의 성적교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통상의 가족관계나 혼인, 이혼에 관

179

명예훼손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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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에 비하여는 보호의 정도가 높은 영역에 속하는 점, 명예와 깨끗한 이미지를 생명으로
하는 여성 방송인으로서 위와 같은 소문이 보도되는 경우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치명적인
불이익을 입게 되는 반면 위와 같은 근거 없는 소문에 대한 공중의 관심이란 유명인에 대한
선정적인 호기심에 불과하여 정당한 관심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위법성 조각
항변을 배척하였다.

④ 유명 가수의 교제 및 결혼 소식 보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 12. 19. 선고 2001가합8399 판결에서는 유명 가수의 교제 및
결혼 소식을 보도한 데 대하여 그 가수 및 상대방 여자가 허위의 사생활 사항 보도로 인한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주장하였다. 법원은 위법성 판단의 일반론으로서 “언론기관이 사생활
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보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일 때에는 그 보도에 위법성이 없다고 볼 것이다. 물론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관한
언론보도라도 그 보도 내용은 진실한 것이어야 함이 원칙이고, 진실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언론기관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야 위법성이 조각되는 보도
로서 언론의 자유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설시한 후 180 , 위 가수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는 해당하나 181 그것이 진실이라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
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그 상대방 여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실명의 게재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아 역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고 판단하였다.

⑤ 원고의 비밀에 속하는 편지의 내용, 나체 사진의 공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 12. 26. 선고 2001가합25387 판결에서는 원고가 여성을 상대로
나체 사진을 동봉한 편지를 발송하는 등 스토킹을 한 것을 보도한 사안에서, 피고들이 공개
한 원고의 편지 및 사진들은 원고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그와 관련된 것들로서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⑥ 원고의 침실, 이혼과 관련된 내력 등의 공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 1. 16. 선고 98가합11257(본소), 99가합46565(반소) 판결은 종
교단체 내부의 비리를 고발하는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한 사안에서, “원고의 앞서 본 여러

180

유명 연예인의 결혼 소식 보도와 관련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6. 선고 2004가합
82527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 이 사건에서도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는 해당하나 진실성
내지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81
위 가수의 경우 공적 인물로서 결혼 예정 사실이 일반인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고 보
도 내용에 다른 내밀한 영역의 사항이나 노출되어서는 안 될 사적인 비밀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연예문화의 현황과 그 사회적, 문화적 영향력 등에 비추어 일
부 사람의 흥미 내지 호기심의 대상이 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치부해 버리기는 어렵다는 점
을 근거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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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침실 등도 위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무단으로 촬영, 공표한 부분까지 위법성이 조각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는 반면,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적시된 원고의 이혼과 관련된
내력, 학적부, 이력서, 세계정교 신도들이 성경루를 보면서 절하는 모습, 원고의 재산현황을
구체적인 주소와 함께 방영한 장면들은 앞서 본 원고의 범법행위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되
거나 원고의 공적 활동을 평가하는 자료가 되는 정당한 공중의 관심사라 할 것이므로 이 부
분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⑦ 결혼과 이혼 전력, 결혼 생활, 출산과 양육에 관한 사항 공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12. 선고 2004가합 47227 판결은 원고의 결혼과 이혼 전력,
결혼 생활, 출산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공개한 사안에서, 사생활 침해의 위법성 판단에 관
한 이익형량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즉 “사생활 공표의 위법성은 공표된 사
생활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인지 여부(표현 목적의 공공성), 공표된 내
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표현 내용의 진실성), 사실을 왜곡하거나 주제와는 무관한 내
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또는 주로 호기심에 호소하는 흥미본위의 품위 없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닌지 여부(표현 방법의 상당성) 등을 모두 종합하여 개별ㆍ구체적으로 판단함이 상
당하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아 위법성을 부인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의미의 ‘표현 방법의 상당성’이라는 요건은 공공성이나 진실성 요건에
관한 판단에서 걸러질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언론의 표현 방법의 선택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 182

(2) ‘동의’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판결들이 있다.

① 누드 모델로 활동하고 있다는 인터뷰 방영
누드모델인 원고가 인터뷰에 응하였고, 당시 기자가 신분노출 방지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
속을 하지 않았더라도 주변 정황으로 보아 원고로서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를 취해 줄 것을 전제로 인터뷰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면 그 신분 노출 방영은 동의의 범위
를 초과한 것이라는 판결 183

② 미혼 여성의 성적 체험 내용 공개
성적 체험을 기사화함에 있어 그 내용들 중 일부에 관한 명시적인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
182

김경환, “언론의 사생활 침해에 있어서의 위법성 요건”, 언론중재 2006. 봄호(통권 98
호), 언론중재위원회, 74면.
18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 8. 28. 선고 2003가단12162 판결. 당시 기자가 원고와의 인터
뷰 전에 옆에 있던 다른 누드모델에게 모자이크 무늬로 얼굴을 가려주겠다고 하면서 인터뷰
를 시도하였으나 거부당한 바 있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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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이를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라고 보기 어렵고, 콘돔캠페인과 관련하여 인터뷰에
동의하면서 비보도 요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것이 공식 행사인 콘돔캠페인과 달리 은밀한
사생활 영역인 성적 체험의 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판결

184

③ 전직 뉴스 앵커 및 기자에 대한 전화 취재
일간 연예 신문사 소속 기자임을 밝히면서 수차례에 걸쳐 이혼 사유 및 배경과 관련한 소
문의 진위에 관하여 질문하였을 때 뉴스 앵커 및 기자로서 다년간의 근무 경험이 있던 자가
전화취재에 응하여 답변한 것만으로는 보도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판결
185

제4절 면책사유

어떤 보도가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충돌하게 된다. 이와 같이 프라이버시권과 언론의 자유와의 경계선
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양 법익의 비교형량을 위해서 그 우열과 한계를 결정해야 한다. 프
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면책사유로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일 경우와 공적 인물일 경우를
들 수 있다. 또한, 프라이버시권도 포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프라이
버시의 침해가 되지 아니하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
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위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
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이
러한 법리가 프라이버시 침해에도 적용되는 것인가가 문제된다.
먼저 사적인 사항의 공표로 인한 프라이버시의 침해에 대하여는 그것이 진실하다 하더라
도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가 아닌 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닐 것이어서 이 법리가
적용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타인으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공표로 인한 프라이버시의 침해는 명
예훼손과 유사한 측면이 많고, 허위라는 결과만으로 무조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언론기
관에 지나친 부담을 주어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유추적용하여 보
도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하다는 증명이 없더
라도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6

184
185
186

서울중앙지방법원 21003. 9. 19. 선고 2003가합21594 판결.
2001. 5. 31. 선고 2000나11098(본소), 2000나11104(반소) 판결.
한위수,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국내 판결의 동향”, 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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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사자(死者)의 프라이버시

사자에게도 프라이버시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사자의 프라이버시를 전면적으로 부정
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사자의 비밀스러운 생활 등을 흥미 위주로 공개하는 것은 허용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견해에서도 사자의 명예훼손죄가 허위 사실을
보도하는 경우에만 성립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사자의 프라이버시는 사자의 명예훼손의 경
우보다 좀 더 엄격한 요건하에서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다. 187 반면, 명예훼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프라이버시권의 경우에도 사자는 그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188
고등법원 판례 중에는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는 동일한 기사 내용에 대하여 명예훼손으
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기사의 대상이 법인이나
사자이어서 프라이버시권의 주체가 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명예
훼손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관한 판단에 전부 포함된 것이어서 이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므로…”라고 판시 189 하여 사자에 대해 프라이버시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미국의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전적으로 그 개인에 관한 것이므로 프라이버시 침해
소송에서 원고는 원고 본인의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증명하여야 한다. 프라이버시권은 그 개
인의 사망과 함께 소멸되며, 사자의 친족이 그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 당하지 않은 이상,
사자의 친족이 프라이버시 침해 소송으로 사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있다. 190

제4장

초상권

제1절 서

1. 초상권의 의의 및 근거

187

김재형, “모델소설과 인격권”, 68면.
지홍원, 앞의 논문, 238면.
189
서울고등법원 2002. 1. 31. 선고 2001나9689 판결.
190
Margarette Thompson Kelly, et al. v. Johnson Publishing Company, Inc., 160 Cal.App.
2d 718 (1958) ; Flynn v. Higham (1983) 149 Cal.App.3d 677(피고가 그의 저서에서 사망
한 원고의 아버지가 동성애자이며 나치의 첩자라고 저술하였으나, 사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명예훼손을 대신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건).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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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의

초상권은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 할 수 있다. ‘초상’이란 모사된 인물이 누구인지 인지할 수 있을 것임을 전제로 하
므로, 신체의 일부만을 촬영하여 그 사진이 누구에 대한 사진인가를 알 수 없는 것이라면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이다. 191 그러나, 설사 사람의 뒷모습 사진과 같이 얼굴
이 나오지는 않더라도 피촬영자의 고유한 특징, 사진에 대한 설명 등 관계되는 사정을 종합
하면 그것이 누구의 사진인지를 알 수 있는 정도라면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
다.

나. 인정 근거

초상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하급심 판례와 학설은 모두 초상권을 인정하고 있
다. 개별적인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을 정면으로 거론한 대법원 판결은 보이지 않으나, 192
하급심 판결 중에는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
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
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
장이라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이러한 초상권을 인정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와 민법 제751조 제1항(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가 있다. 193

2. 외국의 입법례 및 판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 프랑스,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는 인간의
존엄 또는 인간으로서의 권리 즉 인격에 전속되는 생명, 자유, 신체, 명예 등의 인격적 이익
을 총칭하는 개념으로서의 인격권이 헌법 또는 민법상 인정되고 있고, 초상권은 일반적인
인격권에서 파생하는 개별적인 인격권의 하나로서 다른 개별적인 인격권인 명예권, 성명권,
프라이버시권과 구별되는 권리로서 파악된다. 반면, 영미법계에서는 일반적 인격권의 개념
이 없고 명예, 프라이버시 등은 불법행위법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법익으로 파악되
었으며, 특히 초상에 대한 권리는 독자적인 권리라기 보다 프라이버시권의 한 양태로서 파
191

Prosser & Keeton on Torts, sec. 117, p.853 참조.
다만,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230 판결은 “피고인의 동의하에 촬영된 나체사진
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라고 판시하여, 초
상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판결(하급심판결집 1997-2, 80면.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1998. 1. 13. 선고 97나43156 판결로 항소 기각 확정됨).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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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되고 있다. 미국의 프로서(William L. Prosser)교수는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침해유형을,
① 사적인 공간 또는 사항의 침범, ② 사적 사항의 공표, ③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는 공표,
④ 성명 혹은 초상의 도용의 4가지로 분류하였고, 위 분류방식은 미국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바, 사적 공간에서의 초상의 무단촬영은 위 ① 유형의, 초상의 무단공표는 ② 또는 ③
유형의, 초상의 영리적 이용은 ④ 유형에 해당되는 프라이버시의 침해로 파악되고 있다. 194

3. 영화 제작과 초상권

실존 인물의 얼굴 사진 또는 일러스트 등이 영화에 사용될 경우 초상권 침해 여부가 검토
되어야 한다. 예컨대 실존 인물을 촬영한 필름을 편집하여 제작하는 다큐멘타리의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큐드라마와 같이 배우가 실존 인물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면서 그의 역할을 맡아 실제 사건을 재현하는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까? 이는 초상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할지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만일 초상의 개념을 그 인
물과 동일성이 있다고 평가되는 모든 것이라고 규정한다면, 위의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초상의 의미를 그 특정인임이 직접 식별되어야 한다는
한정적 의미로 해석할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는 문제되지 않고 프라이버시 침
해만 문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생활 내지 프라이버시권과 초상권을 구별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제2절 초상권의 내용 및 범위

1. 내용

초상권에는 다음의 3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첫째,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
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아래에서는 간단히 ‘초상’으로 약칭한다)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 (촬영·작성거절권), 둘째,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
로 공표, 복제되지 아니할 권리 (공표거절권), 셋째,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
니할 권리 (초상영리권)다. 195

194

Prosser & Keeton on Torts sec. 117, p.849-868 참조. 한위수, “사진의 무단촬영∙사용
과 민사책임 –초상권의 침해-”, 민사재판의 제문제 8권(1994년), 한국사법행정학회, 211면
에서 재인용.
195
한위수, “사진의 무단촬영∙사용과 민사책임 –초상권의 침해-”, 209면 내지 241면 참조.
서울고등법원 1996. 6. 18. 선고 96나282 판결(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5집, 151면)은 이 논
문의 내용을 인용하여 “초상권은 첫째,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
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 작성 거절권), 둘째, 촬영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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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위

초상권은 반드시 사진에만 미치지는 아니한다. 사진 촬영과 같은 기계적 방법, 초상화나
일러스트레이션 196 과 같은 회화적 방법, 흉상 197 이나 입상과 같은 조각적 방법에 의한 초상
묘사의 경우 모두에 초상권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신문∙잡지 등에서 정치인, 배우, 기
타 유명인사의 얼굴 특징을 희화화한 그림을 싣는 경우, 비록 본인의 승인이 없더라도 비평
의 목적 등 공익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유명인사와 얼굴이 비슷한 인물의 사진을 광고 등에 사용하는 것은 작성된 초상이 본인의
모습과 반드시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초상권이 미치는 점에 비추어, 그 사진을 보는 사람
이 이를 유명인사 본인의 초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의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
다. 198
타인의 물건 또는 가축(예컨대 애견)의 사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초상권의 침해에 해
당하는가? 초상권을 인격권으로 보는 한 물체에 대한 초상권은 인정할 수가 없을 것이
다. 199 다만 어떤 물건이 특정인의 소유임이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대한 사
진을 이용함은 그 사람이 마치 광고에의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다른 사람이 오인할 가능성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 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 셋째, 초상이 함부로
영리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영리권)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초상권의
한 내용인 위 공표거절권과 관련하여 보면 승낙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이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하는 행위,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초상권의 침해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이하 초상권의 내용, 범위 부분은 주로 위 논문
을 참조하였다.
196
서울민사지방법원 1988.5.11. 선고, 87가합6175 판결(법률신문 1988. 6. 23.자 8면)은
화장품 선전책자에 실린 사진을 일러스트레이션 방법으로 묘사하여 백화점 광고에 사용한
사건에 대하여, "초상의 묘사방법이 사진촬영이든 또는 일러스트레이션과 같은 회화적 방법
등에 의한 것인지 등을 묻지 아니하고 그 보호를 받을 것이지만" 다만 사회통념상 위 광고
에 그린 그림이 원고라고 바로 식별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원고의 초상권이 침해되
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197
東京地裁 平成 3. 9. 27. 판결(判3時報 1411호 90면)은 생존한 전임수상의 흉상을 무단
으로 제작∙전시한 사건에 대하여, "흉상은 사진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고 그 제작 전시의 목적,
형태에 있어 그 사람의 이른바 분신으로서 그 전인격을 구체적으로 표상하는 것이고 또 반
영구적으로 보존되는 것이다. 본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성격을 가진 흉상의 제작∙전시 그 자
체를 싫어할 수도 있고, 또 시대의 흐름에 의하여 본인에 대한 평가가 변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고려하여 자기의 흉상이 제작, 전시를 거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흉상이 위와 같은 성
격을 가진 이상, 이러한, 본인의 의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흉상에 대
하여는 사진에서 보다도 더 큰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198
大家重夫, 「肖像權」(東京:新日本 法規, 1979), 266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원고
와 용모가 비슷한 마네킨의 사진을 이용한 사안에 관한 Young v. Grenecker Studios, 26
N.Y.S. 2d 357(1941)판결(Prosser & Keeton on Torts, sec. 117, p.852 n. 24) 및 재클린
오나시스 여사를 닮은 모델을 광고에 사용한 사건에 관한 Onasssis v. Christian Dior, 472
N.Y.S.2d 254(1984) 판결 참조.
199
Prosser & Keeton on Torts, sec. 117, p.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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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 또는 프라이버시의 침해로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200
한편, 물체에 대한 사진을 함부로 이용하는 것은, 비록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물체에 대한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
하여 그 물체에 의장권이나 저작권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가 단지 그 물체의 영
상을 이용하는 것은 그 사용∙수익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견해 201 와,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할 권능을 가지는 바 이에는 소
유물을 촬영하여 그 영상을 이용하여 수익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만일 타인이 함부로 소유물을 촬영하고 그 영상을 이용하여 사용∙수익한다면, 이는 소유자
의 사용∙수익권의 침해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다. 202
초상권이 침해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초상 본인의 동의 없이 또는
본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촬영한 경우 203 , 둘째 자료사진이나 화면을 초상 본인의 동의 없
이 사용한 경우 204 , 셋째 타 매체에 실린 사진을 복제하여 무단 전재한 경우 205 , 넷째 정보
원으로부터 사건과 관련 없는 사진을 제공받아 게재한 경우 206 , 다섯째 촬영조건과 다르게
게재된 경우 207 , 여섯째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여 사진을 사용한 경우 208 , 일곱째 독자의 흥
미를 끌기 위해서 기사와 관계 없는 사진을 삽입한 경우 209 등을 들 수 있다.

200

경주용 자동차를 허락 없이 담배 광고에 사용한 사안에 대하여 그 자동차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어 그 경주자인 원고와 동일시된다는 이유로 프라이버시 침해를 인정한 미국의 사
례로 Motschenbacher v. R. J. Reynolds Tobacco Co., 498 F. 2d 821 (9th Cir. 1974) 판결
이 있다.
201
大家重夫, 「肖像權」, 281면.
202
광고용 애드벌룬의 사진을 함부로 이용한 사건에 관한 일본 東京地裁 昭和 52. 3. 17.
판결(判3時報 868호 64면). 일본에서는 위 판결 외에도 高知地裁 昭和 59. 10. 29. 판결(判
3タイムズ 559호 291면)은 사육중인 장미계의 사진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사진복제허락권
이 있다고 판시하였고, 神戶地裁 伊舟支部 平成 3. 11. 28. 판결(判3時報 1412호 136면)은
호화 유람선의 사진을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선전광고용으로 잡지에 게재한 사건에 대하여 손
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203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5. 27. 선고 92가단57989호 판결.
204
서울고등법원 1992. 8. 20. 선고 91나64670 판결,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0. 1. 25.
선고 89가합13064 판결(“서울올림픽 성화봉송행사장면 사진을 피초상자의 동의 없이 타인
이 사적인 연하카드에 사용한 것은 그에 대한 초상권 침해이다”)
205
서울고등법원 1990. 5. 4. 선고 89나36528 판결.
206
대법원 1989. 11. 14. 고 89도1744 판결.
207
서울민사지방법원 1988. 9. 9. 선고 87가합6032 판결;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판결(하급심판결집 1997-2, 80면). TV에 대학 신입생 환영회 장면을 당
초의 약속과 달리 부정적인 내용으로 방송한 경우(사생활의 비밀 침해를 동시에 인정);
208
수원지방법원 1993. 4. 20. 선고 92가합9602 판결;서울지방법원 1997. 2. 26. 선고 96
가합31227 판결(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1997. 9. 30. 선고 97나14240 판결; 국내언론관계
판결집 제5집, 199면). 유명 연예인의 여동생이 사실은 딸일지 모른다는 허위의 사실을 기
사로 작성하면서 그 사진을 함께 게재한 경우;서울지방법원 1998. 7. 1. 선고 97가합88220
판결(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6집, 171면). 원고가 특정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일
목적으로 원고의 사진을 그 특정인과 나란히 게재한 경우.
209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1. 17. 선고 90가합15896 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10. 20.
선고 94가합36754 판결(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3집, 239면). 속칭 ‘오렌지 족’의 생활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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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초상권의 한계

초상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타인의 초상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아래
의 경우에는 초상 사용으로 인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초상권으로 보호되는 범위의 밖이라
고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경우 초상권이 프라이버시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위에서 살펴본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면책사유 내지는 제한원리에 관한 미국 이론의 적용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1. 본인의 승낙

초상권은 본인이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인의 승낙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초상권의 침해 자체가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2. 저명인의 경우, 공공장소에서의 초상권, 보도와 초상권

배우, 가수, TV탈렌트와 같은 연예인, 그리고 프로 스포츠 선수나 정치가들에 대하여는
대중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그들의 초상권은 일반인의 경우와는 달리 볼 여지가
있다. 광장, 공원 등 공공의 장소에 나선 사람들은 스스로 초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그
들을 촬영하고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도 문제된다. 이러한 문
제들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위 프라이버시에서 검토한 기준에 준하여 판
단하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프라이버시와 비교할 때 초상은 사회 생활에 있어서 어
떤 범위에서든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부분이므로, 프라이버시와 비교해서는 그
보호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아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판례도 공적 인물에 대해서 초상이 공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판례들 중 주로 그 인물이 창작물의 모델이 된 경우를 중심으로

판적으로 다룬 기사에서 원고들의 얼굴 사진을 승낙 없이 게재한 경우;서울고등법원 1996.
6. 18. 선고 96나282 판결(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5집, 151면). 여대생 시절 방북하여 유명
해진 인물의 결혼식 장면을 전혀 관련이 없는 호화 웨딩드레스가 유행한다는 TV 뉴스의 배
경 화면으로 방영한 경우(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초상이 공표된 경우임);서울지방법원
1993. 7. 8. 선고 92가단57989 판결(하급심판결집 1993-2, 206면). 주간 잡지에 과소비,
배금주의 풍조 등 사회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문제들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너무
빨리 부자가 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그 중간에 “돈의 노예들 : 이화여자대학
교 학생들”이라는 부제를 단 여대생 사진을 그들의 동의 없이 무단 수록한 경우;서울지방법
원 동부지원 1998. 2. 27. 선고 97가합14881 판결(1심), 서울고등법원 1998. 11. 3. 선고
98나18577 판결(항소심)(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6집, 102면). 연하 남자와의 교제 경험담을
내용으로 하는 기사에 이와 무관한 원고들의 사진을 무단 게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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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으로 살펴 본다.

① 과학자를 모델로 한 소설
서울지방법원 1995. 6. 23. 94카합9230 판결에서, 피신청인들이 이휘소를 모델로 소설을
작성하면서 위 소설 상권에 이휘소와 신청인들의 가족사진 1매를, 위 소설의 다른 면에 이
휘소의 사진 등을 게재한 것에 대해, 신청인들은 이로 인해 초상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
였다. 법원은 가족 사진에 대하여는, 동의 없이 이를 무단으로 게재한 행위는 신청인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삭제하지 않고서는 위 소설의 발행, 출판, 인쇄, 복제, 판매,
배포, 광고를 하여서는 안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휘소 자신의 사진에 대하여는,
이휘소가 우리 사회의 공인이 되었고, 사망한 지 이미 18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위 이휘소를
모델로 하여 위 이휘소라는 실명을 사용하여 창작된 소설에서 위 이휘소의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위 소설이 위 이휘소에 대한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이 아닌 한 210 허용되어야 할 것
이라고 하였다.

② 기업인에 대한 평전
서울지방법원 1995. 9. 27. 95카합3438 결정은 우리 나라 국민들에게 많은 귀감이 될 수
있는 뛰어난 기업인으로서 이미 우리 사회의 공적 인물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 사
람은 자신의 사진, 성명, 가족들의 생활상이 공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하고, 그
사람을 모델로 하여 쓰여진 평전의 표지 및 그 신문광고에 사진을 사용하거나 성명을 표기
하는 것, 그 내용에 가족 관계를 기재하는 것은 위 평전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
용이 아닌 한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③ 임수경 양 결혼 사진
서울고등법원 1996. 6. 18. 선고 96나282 판결(임수경 양 결혼사진 보도 사건)에서 법원
은 “세인의 관심을 끄는 공적인 인물의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는 자신의 초상이 상업적
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 그 스스로 자신의 초상이 언론에 의해 공표되는 것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나, 세인의 관심을 끄는 공적인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하여, 더욱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초상이 공표되는
것까지 감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④ 야구선수에 대한 평전
서울고등법원 1998. 9. 29. 98라35 결정은 박찬호가 자신의 야구선수로서의 성장과정과
활약상을 엮어 만든 책에 대해 제작 등의 금지를 신청한 가처분 사건에서 “공적 관심의 대
상이 되는 저명한 인물 즉 공적인물에 대한 서술, 평가는 자유스러워야 하고, 그것은 헌법

210

위 사건에서 명예훼손은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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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 출판 및 표현의 자유의 내용이기도 하다. 다만 그것은 타인의 명예
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제한을 받는다….공적인물의 생애에 관한 서술과 그에
관한 평가를 담는 서적인 평전에서는 그 저작물의 성질상 대상자의 성명을 사용하고 대상자
의 사진(보도용으로 촬영된 사진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한다)을 게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생애에서의 주요사건이 다루어지고, 그에 대한 저자의 의견이 더하여 지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며, 그러한 평전의 저술은 그 대상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허용되어야 하고, 그 대상자가 되는 공적 인물은 이를 수인하여야 할 것이다”고 전제하면서,
신청인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야구선수로서 국내외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어
공적 인물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서적은 신청인에 대한 평전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서적의 표지 구성 형식과 내용, 그와 관련하여 게재된 신청인의 성명과 사진, 위
서적의 배포를 위한 광고 내용에 나타나는 신청인의 성명과 사진이 공적 인물인 신청인이
수인하여야 할 정도를 넘어서서 신청인의 성명권과 초상권을 침해하는 정도로 과다하거나
부적절하게 이용되지 않았고, 신청인이 유명야구선수로서 그 성명과 초상을 재산권으로 이
용할 수 있는 권리 즉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신청인의
성명과 초상 그 자체가 독립적·영리적으로 이용되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211

앞에서 본 유형 외에도 초상의 촬영 또는 공표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할 것이다(형법 제20조 참조).

가. 교육 또는 예술 목적의 사진

(1) 백과사전이나 학술잡지에서와 같이 특정한 사건이 아닌 일반적인 토픽을 설명하기 위
하여 사람의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는가. 미국에서는 예컨대 춤
에 관한 서적에 사용된 무용가의 사진 또는 현대의상에 관한 글에 사용된 멋진 옷을 입은
여자의 사진과 같이 그 사진의 사용이 적절한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이 그 사용을 정당화하
여 면책이 되나, 그 설명이 부적절하거나 아무런 논리적 연관이 없는 사진을 사용한 경우
(예컨대 청소년 비행에 관한 글에 사용된 빈민가 소년의 사진, 택시운전사의 속임수에 관한
글에 사용된 선량한 택시운전사의 사진, '남자에 굶주린(man hunger)' 여인에 관한 글에 사
용된 우아한 모델의 사진)에는 면책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다. 212 이러한 법리는 적어도
이미 다른 곳에 공표된 적이 있는 사진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서도 참조할 만하다고 생각된
다.

211
212

한위수, “사진의 무단촬영∙사용과 민사책임 –초상권의 침해-”, 236면.
Prosser & Keeton on Torts, sec. 117, p.862, 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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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와 비슷하게 피촬영자의 허락 없는 예술사진의 촬영 및 공표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
되는가가 문제 된다. 213 이는 표현의 자유와도 관련이 되나 과연 어느 기준에서 예술사진으
로 구별할 수 있는가, 예술사진을 책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상업적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야 할 것인가 하는 어려움도 있다. 구체적 기준을 정하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공공의 장소에
서 촬영되었고, 그 모습이 특별히 피촬영자 본인에게 예상치 못한 장면이 아닌 한, 예술사
진의 촬영∙공표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14

나. 풍경의 일부 또는 우연한 포착
사람의 초상이 거리 등의 풍경사진의 일부가 된 경우 215 또는 유명인사의 사진에 배경으
로서 우연히 포착된 경우는 그 사진의 촬영 및 공표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독
일의 미술∙사진저작권법 제23조 제1항 제2호는 “사람이 어떤 경치 혹은 기타 장소의 부속
물로 나타나는 모습”은 동의 없이 배포 또는 공개전시 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를 명백히
하고 있다.

제5장

관련 문제

제1절 성명권

성명은 사람을 특정하는데 사용되는 징표로써 ‘성(姓)’과 ‘명(名)’으로 이루어진다. 성명은
사회적으로 보면 개인을 타인으로부터 식별하여 특정하는 기능을 하지만 동시에 그 개인으
로 보면 사람으로서 존중되는 기초이고 인격의 상징이므로 인격권의 내용을 구성한다. 우리

213

촉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촉탁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전시, 복제할 수 있다.
214
독일의 미술·사진저작권법 제23조 제1항 제4호는 "주문 제작되지 아니한 초상으로서 배
포 및 전시가 예술상 고도의 이익에 공해지는 경우" 피촬영자의 동의 없이 배포 혹은 공개
전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학문 및 예술의 가치가 인격가치와 충돌할
경우에는 어느 쪽이 우선하는가가 문제 되는데, 개인의 초상에 대하여는 초상권을 우선시켜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그 가족의 승낙이 없으면 학문 및 예술을 위해서도 초상의 작성, 공
표는 허락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五十嵐淸, 「人格權論」, 79면 참
조).
215
공장주인인 피고가 공장사진을 찍어 달력사진으로 사용하였는데 그 사진에 공장난간에
서 있던 원고의 초상이 나와 있었으나 원고는 공장종업원으로서 콘테이너 등 다른 물건들
사이에서 눈에 잘 띄지 않게 서 있었고 달력으로부터 75cm정도 이상의 거리에서는 원고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이어서 원고는 배경으로서의 역할만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초상
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독일판례(프랑크푸르트고등법원 1984. 1. 26. 판결, 언론
중재 1984. 겨울호, 언론중재위원회, 14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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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성명권의 침해나 그에 대한 보호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단지 상
표법(제7조 제1항 제6호), 부정경쟁방지법(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등에 타인의 성명 사용
을 금지하는 데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반면 독일민법 제12조는 일찍부터 개별적
인격권으로서의 성명권을 보호하여 왔다.
호적상의 성명 이외에 변명(變名), 필명, 아호, 예명 등도 호적상의 이름과 동일하게 보호
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변명 등 명칭은 성명과 달리 직업을 갖는데 대해 택해진 명칭
이므로 그 명칭 아래에 실제로 직업을 행하고 있을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변명 보호의
시기는 빨라야 작가, 미술가 등이 작품을 발표하거나 연기자가 데뷰하는 시점에 이루어진다
고 봐야 한다. 또한 변명이 통상의 성명과 같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특정의 사람을
연상시킬 정도로 구체적이고 특징적이어야 한다. 216 일반적 인격권에 의한 성명권의 보호도
그것과 일반이익의 보호와의 형량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217 성명이 정확하게 호칭되는 이
익도 불법행위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다 218 .
성명권도 공적 인물 등의 경우 일정하게 제한을 받는다. 세계적인 과학자 이휘소를 모델
로 소설을 제작한 사건에서, 법원은 작가가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을 모델로 삼아 소설 속의
인물을 창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독자의 흥미와 감동을 불러 일으키기 위하여 역사적 인물
이나 사회에서 널리 알려진 인물을 모델로 하기도 하며, 이때 실제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실제의 이름과 다른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이휘소를
모델로 한 소설을 쓰면서 이휘소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휘소의 유족인 신청
인들의 성명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인인 위 이휘소의 가족들로서는 이를 수인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신청인들이 위 소설에서 이휘소와 딸의 이름이 실제와 다르게 변
형된 것을 문제 삼자 법원은 “소설 속에서 이용후와 이미현은 작가가 만들어낸 인물로서 모
델소설에서 모델의 실제 이름과 달리 등장인물의 이름을 쓸 수도 있”다고 하여 성명권 침해
를 부정하였다. 219

제2절 퍼블리시티권

1. 퍼블리시티권의 의의와 한계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의 초상, 성명 등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을 광고,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220 대법원이 이러
216

안상운, 앞의 논문, 34-35면.
齊藤 博, 「人格權法の硏究, 238면.
218
日最判 1988. 2. 16. 判3時報 제1266호, 9면.
219
서울지방법원 1995. 6. 23. 94카합9230 판결.
220
한위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와 민사책임(상)”, 인권과 정의, 1996. 10, 대한변호사협회,
29면.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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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리를 인정한 바는 없으며, 하급심 법원은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나, 고등법원
판례 221 중에는 이러한 권리를 부정하는 것도 있다.
퍼블리시티권도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에 의하여 제약을 받게 된다. 따라서 신문,
잡지, 방송 등에서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성명, 초상 등을 사용하는 것
은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비록 언론사가 공영기관이 아니고 영리목적으로 보도를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22

그런데 보도가 아니라 전기

를 쓰거나 그 일생을 영화화하는 등의 경우에도 본인의 허락에 관계 없이 그 성명, 초상의
사용이 허락될 것인가에 관하여, 미국에서는 언론의 자유는 연예오락, 픽션, 논픽션을 포함
한 창작품에까지 미치므로 본인의 허락 없이 전기를 쓰거나 소설화, 영화화, 연극화하여 타
인의 성명, 초상을 사용하더라도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
설이다. 223 문학 작품의 경우에는 상업적 성격이 매우 미약한 반면에 예술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될 필요성이 높으므로, 광고를 중심으로 발달한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이론이 문학작품
에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224
영화는 소설 등 문학작품에 비하여 경우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상업성을 띨 수는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사회 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한 예술의 자유
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영화에서의 성명, 초상 등의 사용은 그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한도
내에서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관련 판례
법원은 만화 ‘아스팔트 사나이’ 사건 225 에서, “상업적 이용 또는 공표권(right of publicity)

221

서울고등법원 2006. 4. 16. 선고 2000나42061 판결(원고 제임스 딘 인크. 표장사용금지
등 청구 사건.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법률,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
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 양도·상속성, 보호
대상과 존속기간, 침해가 있는 경우의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
고 판시하여, 퍼블리시티권을 부정).
222
이해완, 오승종, 「저작권법」제3판, 박영사(2004), 424면. 이 때 퍼블리시티권의 침해가
되지 않기 위한 요건은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 중 ‘공표된 저작물의 인
용(저작권법 제25조)’의 요건이나 영미법상의 ‘공정사용(fair use)’ 항변, 또는 ‘패러디’ 항변
등의 요건과 유사하다고 한다. 따라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고, 정당한 범위 내에 있는 이
용인가 여부를 우선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라고 한다.
223
한위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와 민사책임(하)”, 인권과 정의, 1996.11, 대한변호사협회,
121면.
224

김재형, “모델소설과 인격권”, 같은 취지;한위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와 민사책임(하)",

121면.
225

서울지방법원 1996. 9. 6. 선고 95가합72771 판결. 제4절에서 자세히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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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상업적
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만화에서 등장인물
의 캐릭터로 원고의 성명과 원고의 경력을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만화 또한 예술적 저작물의
하나라고 보는 이상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라고 하였고, ‘소
설 이휘소’ 사건 226 에서도 “문학작품인 위 소설에서 위 이휘소의 성명, 사진 등을 사용하였
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라고 하여 퍼블리시티권 침
해를 부정하였다.

3. 영화의 제목과 퍼블리시티권

실존 인물의 이름을 영화의 제목에 사용할 경우 당해 인물의 퍼블리시티권 침해에해당할
까. 이에 대해, 우리 나라에서 구체적 논의를 찾아보기는 어려운 반면, 실무에서는 간혹 문
제되고 있다. 이 문제는 성명권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위반되는지 여
부와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나, 여기서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중심으로
살펴 본다. 우선 미국에서 이를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살펴 보고, 우리의 경우 어떻게 보
아야 하는지를 살핀다.

가. 미국

(1) 미국에서는 연방법과 주법이 병행된 미국 사법 체제의 특성에 따라, 영화에 유명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문제도 연방법인 Lanham Act 제 43(a)항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는 부당
경쟁 및 허위 광고를 금지하는 조항)과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는 주의 불법행위 관련법 또
는 판례에 의해 각각 규율된다. 유명인의 이름을 본인의 동의 없이 영화 (또는 책이나 기타
예술 작품) 제목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없으나 아래와 같은 연방 항소
법원 판례들이 있다.

(2) 제2항소법원은 진저 로저스(Ginger Rogers)가 자신의 이름이 영화제목에 사용되어
퍼블리시티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227 , Lanham Act 제 43(a)항과 퍼블리시

226

서울지방법원 1995. 6. 23. 94카합9230 판결. 제4절에서 자세히 살핀다.
Rogers v. Grimaldi, 875 F.2d 994 (2d Cir. 1989). 사안에서 피고들은 1986년 “Ginger
and Fred”라는 제목의 영화를 제작하여 미국에 배급하였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인 가공 인
물 Pippo와 Amelia는 미국의 전설적인 배우 Ginger Rogers와 Fred Astaire 를 모방하여
“Ginger and Fred” 라는 예명으로 유명해진 두 카바레 무용수들로 설정되어 있다. 영화는
연극 무대 등에서 함께 춤과 노래를 하다 보니 미국 배우들과 비슷하다고 하여 Ginger and
Fred 라는 예명으로 알려지게 된 두 이태리 연예인들이 세월이 흘러 TV를 통해 재회하는
줄거리이며, 이를 통해 TV variety show를 풍자하고 있다. 이에 대해 Ginger Rogers 는 피
고들이 영화 제목에 자신의 이름을 도용하여 소비자에게 혼란을 일으켜 부당경쟁 및 허위
광고를 금지한 연방법 Lanham 법 제 43(a)항을 위반하고 자신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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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권 침해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은 요지로 판시하였다.

(가) 사실 관계
Ginger Rogers와 Fred Astair는 쇼비즈니스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 중의 하나이다.
할리우드 뮤지컬에서의 실연을 통해서 이들은 스타일과 고상함과 기품의 전형이 되었다. 이
러한 그들의 정체성은 “Ginger and Fred”라는 이름을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인식
할 수 있게 되었다. Ginger Rogers는 이 영화와 간접적으로만 연관되어 있다.

(나) Lanham Act 제 43(a) 위반 여부
예술작품의 소비자들은 두 가지 이해관계를 갖는다. 그들은 제목에 의하여 내용에 대해
오해를 하게 되어서는 안되지만, 제목에 대해 작가의 자유로운 표현을 즐길 권리를 동시에
갖는다. 따라서 제목에 있어서 표현적인 요소는 보통 상품의 제목보다 더 보호되어야 한다.
원고는 제목이 작품의 주제와 매우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서 그 제목을 다른 표현으로
바꿀 수 없을 경우에만 그 제목이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대체
불가능한 표현”의 기준은 몇몇 상표 관련 판결에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예술작품의 제목
에 있어서 “대체불가능한 표현”의 기준은 표현의 자유를 너무 제한한다. “대체불가능한 표
현”의 기준이 적용되었던 사건은 본 사건과는 다른 사안에 대한 것이다. 반면, 지방법원에
서 적용하였던 “제목이 예술적 표현이기만 하면 Lanham Act에 대한 위반이 아니”라는 기
준은 제목에 의한 명백한 속임수를 인용해야 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균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 예술적인 관련이 전혀 없는 내용을 오도하는
제목은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될 수 없다. 예를 들어, “Ginger and Fred”와 아무런 관련
이 없는 영화에 이러한 제목을 사용하였다면 이는 위 법 위반이 된다. 그러나, 예술적인 관
련이 일정 정도 존재하더라도, “Nimmer on Copyright”과 같이 저자를 표현하는 제목, “an
authorized biography”처럼 추천관계를 표현하는 제목으로 내용을 잘못 인식시키는 경우에
는 위 법의 규제대상이 된다. 그러나, 히트송 “Bette Davis Eyes”나 “Come Back to the
Five and Dime, Jimmy Dean, Jimmy Dean”처럼 유명인의 이름을 포함하지만, 저자나 추천
관계를 명백히 드러내지 않는 제목이 많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제목들을 보고 그 유명인
이 당해 작품을 추천하거나 그 작품의 제작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지
만, 만일 그러한 생각이 틀렸더라도 작품이 제목과 예술적인 관련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가 우선되므로, 위 법에 의해 규제되지 않는다. 또한 내용을 명백히 잘못 드러
내는 작품인 경우, 예를 들어, 이 영화에서의 주인공들이 “the true lifestory of Ginger and
Fred”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낼 경우 이는 위 법의 규제대상이 된다. 결국, 제목이 내용과
어느 정도의 예술적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제목이 내용을 명시적으로 오도하지 않으면, 이
는 Lanham Act에서 규제하는 “잘못된 광고”가 아니다.

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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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준을 염두에 두면서 이 사건에 대해 검토해 본다. 원고는 “Ginger and Fred”라
는 제목이 “잘못된 광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목 “Ginger and Fred”는 내용과 최소한
의 예술적 관련이 있다. 주요 등장인물의 별명이 “Ginger”와 “Fred”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
름들이 단지 모델이 된 사람들의 유명세를 이용하기 위하여 선택된 것이 아니며, 이들은 영
화의 이야기와 근본적인 관계가 있다. 그리고 “Ginger and Fred”라는 제목은 원고가 이 영
화를 추천했거나 제작에 관여했다는 명시적인 표현을 담고 있지도 않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영화가 원고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오해할 수 있겠지만, 이런 정도의 위험은 표현의 자유를
위해 규제되지 않는다. 나아가, “Ginger and Fred”라는 제목은 영화의 내용과 관련하여 아
이러니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위 영화 감독인 Federico Felini에 의하면 Ginger
Rogers와 Fred Astaire가 "이탈리아가 3-40년대에 잔혹한 시기를 겪고 있을 당시 미국 영
화가 대표했던 매력적이고 근심없는 상징적 인물"인데, 이 영화는 이러한 우아함과 격조에
대비되는 현대의 텔레비전의 "저속함과 진부함"을 풍자하려는 의도였다. 이런 점에서 이 영
화의 제목은 사람들을 오인시키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위 제목은 이 영화와 영화 제작자
의 예술적인 표현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요컨대, 유명인의 이름을 사용한 예술작품의 제목이 그 유명인이 당해 예술작품의 작가이
거나, 후원하거나, 추천했다는 관계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거나, 예술작품의 내용을 명시적으
로 잘못 드러내지 않는 한 작품의 내용이 당해 유명인과 작은 관련이 있을 뿐이더라도
Lanham Act 제 43(a)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다.

(다) 퍼블리시티권 침해 여부
유명인의 이름을 사용한 영화의 제목이 영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그 제목이 “단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기 위한 숨겨진 상업 광고”일 경우가 아니라면, 당해 유명인의 이름을
영화 제목에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3) 한편, 제6항소법원은 위 판례에 근거하여 가사 내용과 전혀 연관이 없는 유명인의 이름
을 노래 제목에 사용한 음반 회사에 대해 예술적 표현 목적이 아니라 상업적 광고 또는 이
목을 끌기 위해 이름을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하였다. 228

(4) 위 제2항 기재 판례는 위 제9항소법원 및 제5항소법원에서 명시적으로 채택하였으며,
제3항소법원 산하 연방지방법원에서도 이를 채택한 바 있다 229 .

228

Parks v. LaFace Records, 329 F.3d 437, 442 (6th Cir. 2003), cert denied, LaFace
Records v. Parks, 124 S. Ct. 925 (2003).
229
Westchester Media v. PRL USA Holdings, Inc., 214 F.3d 658, 664-65 (5th Cir. 2000);
Mattel, Inc. v. MCA Records, Inc., 296 F.3d 894, 902 (9th Cir. 2002), cert. denied, 123 S.
Ct. 993 (2003); Seale v. Gramercy Pictures, 949 F. Supp. 331, 339 (E.D. Penn. 1996) 참
조. 참고로 상당수의 연예인들의 법적 주소지인 뉴욕과 캘리포니아 주는 각각 제2 및 제9
연방항소법원 관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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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리나라

영화 제목에 사람의 이름이 사용되었을 경우, 그것을 상업적 이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
부에 따라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결정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
화 내용에서는 실존 인물의 이름이나 초상을 사용한 경우에도 예술작품인 영화에 사용된 것
이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제목에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단순히 내용에 사용한 것과는 다른 고려점들이 발생한다. 예컨대, 당해 인물과 영
화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예술 창작의 목적보다는 광고ㆍ홍보의 목적으로 유명인의 이
름을 제목에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제목이 내용을 요약하여 드러내
주는 예술적 표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제목이 내용과 최
소한의 예술적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실존 인물의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퍼블리시티권 침해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제6장

결론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하여 실존 인물에 관한 영화를 제작할 때에는 관련된 사람들의 인
격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인격권 중 대표
적인 것들인 명예훼손과 (협의의) 프라이버시, 초상권에 관하여 주로 살펴 보았다.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에서 보도 및 논평의 자유와 피해자의 보호를 조화시키는 것이 매
우 어렵듯, 영화에서도 예술의 자유 내지 표현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를 어느 수준에서 조화
시킬 것인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영화에서 이러한 점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언
론보도에 의해 발달한 이론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화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 따라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기존에 발달해 온 이론들을 영화의 특성에 맞게 적용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면 상대적으로 명쾌하다.
그런데, 기존의 언론 보도에서는 주로 명예훼손이 문제 되었고, 프라이버시나 초상권의
침해는 이를 문제 삼더라도 명예훼손과 함께 주장∙인정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프라이버
시나 초상권의 독자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론이나 판례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
이다. 특히, 이러한 권리들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매우 불명확하다. 학설들은 그 한계에
관한 외국의 이론들을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고, 이러한 외국에서의 논의들은 각각 다른 역
사적 배경에 따라 발달해 온 것이어서 우리 나라에 바로 적용하기가 어렵다. 판례는 개개의
사안에서 정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과학자(이휘소), 기업인(김우중), 야구선
수(박찬호) 등을 공적 인물이라고 평가하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적 인물은
자신의 사진, 성명, 생활상이 공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한다는 정도로 판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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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뿐이다. 한편, 인터넷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이 일상적이고 광범위하게 공개되는 것
의 반작용으로 프라이버시나 초상에 대한 권리 의식은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영
화를 제작할 때에 사회적 평가의 저하에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개인의 초상
이나 생활상을 공개하게 될 경우에 이것이 법적으로 (광의의) 프라이버시로서 보호해야 할
부분인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영화에 사용될 경우에는 예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명예훼손에 이르지 않은 사생활이나 초상의 보호에 있어서는 그 범위를
너무 넓혀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사생활과 비교할 때 초상은 공공의 장소에서도 촬영될
수 있는 것이므로, 예술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사생활에 비하여 권리 행사를 더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판례는 명예훼손에서나 프라이버시 내지 초상권의 보장 범위 판단에서 공히 예술의
자유를 고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모든 영화에서 예술의 자유를 판단의 고려 요소로 넣어야
하는 것일까. 이 점에서는 ‘예술’이 무엇인지에 대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칸트는
‘무목적성’이라는 말로 예술을 규정했다. 예술이 어떤 목적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
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떤 예술도 그 기원에서 완벽하게 무목적적이지는 않다. 생물학에서
는 성선택의 입장에서 예술을 바라보기도 한다. 아름다움은 이성에 잘 보이게 해서 번식을
위해서 유리하므로 진화하였다는 것이다. 실용설, 제의(祭儀)설, 놀이설 같은 이론들도 예술
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결국 예술은 놀이, 오락, 즐거움, 심미성, 자기 과시
등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예술은 보는 사람에 따라 평가
가 모두 다르다는 상대적인 특징을 갖고 있기도 하다. 상업성과의 관계를 보면, 예술가들도
문학, 미술, 음악, 영상 등 장르를 막론하고 예술작품의 창작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만일 대가를 받는지 여부로 상업성을 결정한다면 거의 모든 예술작품이 상업
적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게다가 예술적 가치가 높은 작품은 높은 가격에 팔릴 것이므로,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예술성이 높을수록 상업성이 높다’는 결론에 이를 우려까지도 있다.
영화의 경우 거대 자금이 투자된다고 하지만, 많은 부분이 표현수단의 성격상 불가피한 제
작비용으로서 사용되는 것이며, 그런 점에서 보면 다른 의사표현 수단에 비하여 특별히 상
업성이 크다고 말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예술이 그 자체로서 ‘놀이’이고, 이 ‘놀
이’가 우리 사회를 풍부하고 윤택하게 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그에 대한 일률적인 평가도 불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면, 원칙적으로 모든 영화에 대해 예술의 자유를 고려 요소로 판단해
야 할 것이다.
영화는 일정한 단계를 거쳐 제작된다. 우선 어떤 소재로 영화를 만들 것인지, 줄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를 기획한다. 이것을 발전시켜서, 시나리오를 쓰고 다듬는다. 완성
된 시나리오로 배우를 섭외한 후 촬영을 시작한다. 촬영이 완료되면 후반작업을 거쳐서 완
성된 영화로 제작된다. 예전에는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영화를 제작하는 경우, 제작이 완료
되고 극장 개봉을 앞두고 나서야 뒤늦게 인격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나서
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일반적인 권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늘었고, 영화제작사들도 사전에 모든 준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영화 제작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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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는, 아이템을 선정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떠한 당사자로부터 어떤
권리를 취득해야 하는지를 검토하고, 그 권리 취득의 가능 여부를 빨리 판단하여 권리를 침
해당하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영화의 제작 및 상영에도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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