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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사건 조정청구 및 처리현황

   

• 대량사건이라 함은 개별 권리 주체별 청구건수가 1,000건 이상에 해당하는 사건을 

의미한다.

• 대량사건 신청인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과 유 전 회장이 관여한 종교단체로 

알려진 세칭 구원파인 기독교복음침례회였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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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2014년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이하 기복침)와 유병언의 부인인 

권윤자가 235개 매체1)를 상대로 각각 4,811건과 11,306건 등 모두 16,117건을 청구한 

대량사건을 접수․처리했다. 

구원파 신도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신청한 조정신청 대부분이 집회․시위 현장, 세미나 현장, 

또는 검찰소환조사, 금수원 조사 보도 등에서 초상이 공개된 데 따른 초상권 침해를 다투는 

사안인데 비해 기복침과 권윤자가 청구한 16,117건 모두 명예훼손을 다투는 신청이었다.

청구권별 조정청구 건수를 보면 정정보도 청구는 기복침 2,441건, 권윤자 9,003건 등 11,444건 

이며, 손해배상청구는 기복침 2,370건, 권윤자 2,303건등 4,673건으로, 정정보도 청구가 

손해배상청구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중재부별 청구건수는 서울중재부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기복침의 경우는 서울중재부 4,572건, 

지역중재부 239건, 권윤자의 경우는 서울중재부 11,026건, 지방중재부 280건이었다. 이는 

대부분의 주요 매체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체별 신청은 인터넷신문 및 방송사 닷컴 등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포함한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한 조정신청이 전체의 66.3%를 차지할 정도로 월등히 많았다. 인터넷신문이 전체 

사건의 43.1%인 6,941건이었으며, 인터넷뉴스서비스 23.2%(3,738건), 방송 21.5%(3,453건) 

순 이었다. 단일매체로는 YTN이 1,0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인터넷 YTN 885건, 

TV조선 796건, 인터넷 TV조선 704건, 인터넷 MBN 496건, 인터넷 서울신문 415건, MBN 

410건 순으로 나타났다.  

매체별 처리결과는 취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체 16,117건중 취하가 94.6%인 15,245사건을 

기록했으며, 조정불성립결정 610건(3.8%), 조정성립 250건(1.6%),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8건, 

기각 4건 순이었다. 취하가 많은 이유는 중재부가 신청사건별로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건별 세부기준을 정한 후 매체별 대표적인 사건에 대해 심리를 진행하고, 

이를 중심으로 전체 조정신청 사건에 관하여 일괄논의한 후 취하를 받는 방법으로 사건을 

처리했기 때문이다. 중재부는 ① 재판결과나 검찰수사결과 사실관계가 다른 것으로 밝혀진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로, ② 현재의 증거자료만으로는 사실여부를 분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로, ③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1) KBS-1․2TV, KBS-1TV, KBS-2TV로 분류된 것을 KBS 한 매체로 볼 경우 전체 매체수는 233개 매체가 된다.

  대량사건 조정청구 및 처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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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은 추후보도하는 것으로, 그리고 ④ 신청인과 언론인 사이에 기사삭제 또는 수정 등의 

협의 의사가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고 취하하는 것으로 당사자들에 권고하여, 매체별 일괄 

처리했다. 

또한 사전에 양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정정보도, 반론보도를 게재하거나 기사수정 내지는 기사 

삭제하는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취하하였다. 

1. 청구권별, 중재부별 현황

기복침은 모두 4,811건의 조정을 청구했다. 전체 청구 중 정정보도는 2,441건, 손해배상은 

2,370건으로 엇비슷했으며, 서울중재부는 4,572건, 지역중재부는 239건을 처리했다. 

권윤자는 모두 11,306건의 조정을 청구했다. 전체 청구 중 정정보도는 9,003건, 손해배상은 

2,303건으로 정정보도 신청이 월등히 많았다. 서울중재부는 11,026건, 지역중재부는 280건을 

처리했다. 조정청구 초기 권윤자의 경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했으나, 아들과 함께 

법원에 유병언의 재산상속 포기 신청서를 제출(2014.11.4.)한 이후 조정신청건부터는 손해 

배상은 더 이상 청구하지 않고 정정보도청구만을 신청했다.   

중재부별 조정청구는 지역중재부에 비해 서울중재부에 신청한 건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기복침은 서울중재부 4,572건, 지역중재부 239건, 권윤자는 서울중재부 11,026건, 지역중재부 

280건의 조정을 각각 신청했다. 

[표 1] 청구권별 중재부별 조정신청 현황

구분 청구권별 계
중재부

서울 지역

기독교복음침례회

정정 2,441 2,318 123

손배 2,370 2,254 116

계 4,811 4,572 239

권 윤 자

정정 9,003 8,780 223

손배 2,303 2,246 57

계 11,306 11,026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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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체유형별 현황

다수사건의 매체유형별 청구현황을 보면 인터넷신문이 전체 사건의 43.1%인 6,941건(기복침 

2,220건, 권윤자 4,7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뉴스서비스 23.2%(3,738건), 방송 21.5% 

(3453건), 일간 신문 6.3%(1,024건), 뉴스통신 5.7%(92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합한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한 조정청구가 66.3%로, 대량사건 청구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게 온라인 기반의 기사에 대한 피해구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한편 인터넷신문의 경우 종속형 신문의 청구가 5,331건으로, 전체 청구건의 33.1%를 차지해, 

1,607건으로 10.0%를 차지한 독립형 신문에 비해 높았으며, 방송의 경우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신청이 1,623건으로, 케이블TV 1,337건, 공중파 493건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표 2] 매체유형별 조정청구 현황

구분 계
일간신문 주간

신문
주간지

월간지
뉴스
통신

방송 인터넷신문 인터넷
뉴스

서비스
종합
일간

특수
일간

공중파 종합편성 케이블 독립형 종속형

기독교
복음침례회

4,811 216 56 6 14 220 131 533 365 554 1,666 1,050

권윤자 11,306 562 190 13 - 708 362 1,090 972 1,076 3,645 2,688

계

16,117 778 246 19 14 928 493 1,623 1,337 1,630 5,311 3,738

(%)100 4.8 1.5 0.1 0.1 5.7 3.1 10.1 8.3 10.1 33.0 23.2

16,117 1,024 19 14 928 3453 6,941 3,738

(%)100 6.3 0.1 0.1 5.7 21.5 43.1 23.2

3. 처리결과 현황

다수사건의 처리결과는 압도적으로 취하가 많았다. 전체 16,117건 중 취하가 94.6%인 15,245사건 

을 기록했으며, 조정불성립결정 610건(3.8%), 조정성립 250건(1.6%),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8건, 기각 4건 순이었다. 기복침은 전체신청 4,811건 중 91.0%인 4,377건이 취하되었으며, 

조정불성립 결정은 5.4%인 262건, 조정성립은 3.3%인 160건 순으로 나타났다. 권윤자는 전체신청 

11,306건 중 취하가 96.1%인 10,86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정불성립결정은 3.1%인 348건, 

조정성립은 0.8%인 90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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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처리결과 현황

구분

기독교복음침례회 권윤자

소계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취하 기각

조정
불성립

소계
조정
성립

취하
조정

불성립

합계
16,117 4,811 160 8 4,377 4 262 11,306 90 10,868 348

(%)100 100 3.3 0.2 91.0 0.1 5.4 100 0.8 96.1 3.1

4. 매체별 조정신청 현황 및 처리결과

1) 중앙 및 지방종합일간지 

경향신문, 국민일보 등 12개 매체를 상대로 모두 778건(기복침 216건, 권윤자 572건)을 

청구했다. 세계일보가 166건으로 가장 많으며, 국민일보 133건, 중앙일보 99건, 동아일보 

93건, 조선일보 89건, 서울신문 73건, 문화일보 49건 순이다. 이 밖에도 경향신문, 내일 

신문, 한국일보, 한겨레를 대상으로 조정신청을 했으며, 지방종합일간지로는 유일하게 대구 

지역의 매일신문을 상대로 8건의 조정을 신청했다. 

종합일간지를 상대로 청구한 778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취하가 639건(기복침 146, 권윤자 

493)으로 월등히 많았으며, 조정불성립결정 133건(기복침 64건, 권윤자 69건), 조정성립 6건 

순이었다. 

2) 특수전문일간지

매일경제, 서울경제 등 모두 13개 매체를 상대로 모두 246건(기복침 56건, 권윤자 190건)을 

신청했다. 한국경제가 46건으로 가장 많으며, 매일경제 43건, 머니투데이 31건, 서울경제 26건, 

파이낸셜뉴스 23건, 아시아투데이 18건, 헤럴드경제 17건순이다. 이 밖에도 디지털타임스,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이데일리, 이투데이, 천지일보를 대상으로 조정을 신청했다. 

246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취하가 234건으로 월등히 많으며, 이어 조정성립이 12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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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간지 및 주간신문

일요신문 13건, 중앙SUNDAY 5건, 기자협회보 1건 등 모두 19건(기복침 6건, 권윤자 

13건)의 조정을 청구했으며, 19건 모두 취하하였다.

4) 월간지

종교전문지인 현대종교를 상대로 기복침이 모두 14건을 청구했으며, 이 가운데 취하 6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4건(동의후보도), 조정성립 및 기각 각 2건 순으로 처리되었다. 

5) 뉴스통신

뉴시스(뉴시스강원 포함) 333건, 뉴스1 332건, 연합뉴스 247건, 국제뉴스, 아시아뉴스통신 

각 8건 등 928건(기복침 220건, 권윤자 708건)을 청구했으며, 이 가운데 취하 919건, 

조정성립 9건 순으로 처리되었다.   

6) 공중파방송

KBS 계열 257건, MBC-TV 179건, SBS계열 46건, OBS경인TV 21건 등 493건(기복침 

131건, 권윤자 362건)의 조정을 청구했으며, 이 가운데 취하 427건, 조정불성립결정 66건 

순으로 처리되었다. KBS 일부 사건이 조정불성립결정되었다. 

7) 종합편성채널방송

TV조선 796건, MBN 410건, 채널A 281건, JTBC 136건 등 4개 매체를 대상으로 모두 

1,623건(기복침 533건, 1,090건)의 조정을 청구했으며, 이 가운데 취하 1,611건, 조정불 

성립 결정 9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피신청인 이의신청) 2건, 조정성립 1건 순으로 처리 

되었다. TV조선과 MBN은 일괄 합의 후 취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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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케이블 TV

YTN 1,037건, 연합뉴스 TV 296건, SBS CNBC NEWS 및 환경TV 각 2건 등 1,337건(기복침 

365건, 권윤자 972건)을 청구했으며, 이 가운데 취하 1,330건, 조정성립 7건 순으로 

처리되었다. YTN은 단일매체로는 유일하게 1천건 이상 신청한 매체이며, 이 중 1,033건에 

대해 일괄합의 후 취하가 이뤄졌다.

9) 인터넷신문(독립형)

경제투데이, 그린포스트코리아, 노컷뉴스 등 67개 매체를 상대로 1,630건(기복침 554건, 

권윤자 1,076건)을 청구했다. 매체별로 살펴보면 노컷뉴스 229건, 쿠키뉴스 218건, 티브이 

데일리 142건, 티비리포트 80건, 미디어펜 64건, 뉴스핌 62건, SSTV 59건, 뉴스타운 59건, 

스타뉴스 55건, 뉴데일리 48건, 데일리안 44건, 뉴스천지 42건, 뉴스엔 34건, 데일리한국 

33건 등의 순으로 신청했다. 종합인터넷신문뿐만 아니라, 전양자 씨 등 연예인이 연루 

의혹이 불거지면서 연예전문 인터넷신문을 상대로 한 조정신청도 다수 있었다. 1,607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면 취하 1,336건, 조정불성립결정 216건, 조정성립 78건 순이다. 

쿠키뉴스를 상대로 한 218건 중 2건만이 취하되고 나머지 216건은 일괄 조정불성립결정이 

내려졌다. 

10) 인터넷신문(닷컴. 종속형) 

동아닷컴, 매경닷컴, 세계닷컴 등 99개 매체를 상대로 5,311건(기복침 1,666건, 권윤자 

3,645건)을 청구했다. 매체별로 살펴보면 조선닷컴 345건, 매경닷컴 281건, 세계닷컴 

256건, 이투데이 인터넷 237건, 한경닷컴 218건, 인터넷 서울신문 215건, 인터넷 스포츠 

조선 215건, 아주뉴스 212건, 인터넷 헤럴드경제 211건, 동아닷컴 196건, 이데일리 인터넷 

188건, 인터넷 스포츠한국 173건, 인터넷 경향신문 141건, 온라인 중앙일보 136건, 

아시아투데이닷컴 114건,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109건, 인터넷 서울경제 108건 등 100건 

이상 신청한 매체수만도 17개에 이른다. 5,311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취하 5,115건, 

조정성립 123건, 조정불성립결정 71건, 기각 2건 순이었다. 대부분의 매체가 일괄합의후 

취하되었다. 한편 유병언 전 회장 도피 의혹과 관련해 “구원파 교주인 유병언이 도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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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매체명 건수

기독교복음침례회 권윤자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취하 기각
조정

불성립
결정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취하
조정

불성립
결정

중앙 및 
지방 
종합

일간지

경향신문 26 6 20

국민일보 133 64 69

내일신문 20 4 16

동아일보 93 34 59

문화일보 49 4 10 35

서울신문 73 8 65

세계일보 166 2 26 138

조선일보 89 22 67

중앙일보 99 16 83

한겨레 6 2 4

한국일보 16 10 6

매일신문 8 8

소계 778 6 0 146 0 64 0 0 493 69

특수전문
일간지

디지털타임스 5 5

매일경제 43 14 29

신도들이나 친족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공권력을 우롱하는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내용의 칼럼을 게재한 인터넷 전북도민일보의 경우는 보도의 진실․상당성을 인정해 

청구를 기각하였다. 

11)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 서울경제TV, 인터넷 서울신문 STV, 인터넷 연합뉴스TV 등 19개 매체를 상대로 

3,738건(기복침 1,050건, 권윤자 2,688건)을 청구했다. 매체별로 살펴보면 인터넷 YTN 

885건, 인터넷 TV조선 704건, 인터넷 MBN 496건, KBS미디어 331건, 인터넷 연합뉴스TV 

300건, 인터넷 채널A 267건, iMBC 161건, SBS콘텐츠허브 152건, 인터넷 JTBC 141건, 

wow한국경제TV 123건 등의 순으로 신청했다. 처리결과를 보면, 취하가 3,609건, 조정불 

성립결정 115건, 조정성립 12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동의후 보도) 2건 순이었다. KBS 

미디어의 경우 331건중 106건이 조정불성립결정되었다. 

[표 4] 매체별 조정청구 및 처리결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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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매체명 건수

기독교복음침례회 권윤자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취하 기각
조정

불성립
결정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취하
조정

불성립
결정

특수전문
일간지

머니투데이 31 8 23

서울경제 26 10 16

아시아경제 6 4 2

아시아투데이 18 8 10

아주경제 10 4 6

이데일리 11 11

이투데이 6 6

천지일보 4 2 2

파이낸셜뉴스 23 23

한국경제 46 2 2 10 32

헤럴드경제 17 2 15

소계 246 2 0 54 0 0 10 0 180

주간지/ 
주간신문

일요신문 13 6 7

기자협회보 1 1

중앙SUNDAY 5 5

소계 19 0 0 6 0 0 0 0 13

월간지
현대종교 14 2 4 6 2

소계 14 2 4 6 2

뉴스통신

국제뉴스 8 4 4

뉴시스 331 4 64 3 260

뉴시스강원 2 2

뉴스1 332 118 214

아시아뉴스통신 8 4 4

연합뉴스 247 24 223

소계 928 6 0 214 0 0 3 0 705

공중파
방송

KBS-1,2TV 158 46 8 85 19

KBS-1TV 84 6 12 41 25

KBS-2TV 5 2 2 1

MBC-TV 179 42 137

SBS-TV 44 10 34

SBS -R 2 2

OBS경인TV 21 3 18

소계 493 0 0 109 0 22 0 0 318 44



2014년대량사건 조정청구 및 처리현황

2014년도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  107

구분 매체명 건수

기독교복음침례회 권윤자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취하 기각
조정

불성립
결정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취하
조정

불성립
결정

종편방송

채널A 281 2 64 5 210

JTBC 136 1 21 114

MBN 410 164 246

TV조선 796 272 4 520

소계 1,623 1 2 521 0 9 0 0 1,090

케이블
TV

연합뉴스TV 296 3 66 227

환경TV 2 2

YTN 1,037 4 290 743

SBS CNBC NEWS 2 2

소계 1,337 7 0 358 0 0 0 0 972

인터넷
신문

(독립형)

경제투데이 14 6 8

그린포스트코리아 6 6

노컷뉴스 229 2 72 2 153

뉴데일리 48 16 32

뉴데일리경제 4 4

뉴시스 헬스 2 2

뉴스엔 34 28 6

뉴스웨이 7 2 5

뉴스천지 42 16 26

인터넷
신문

(독립형)

뉴스타운 59 20 39

뉴스토마토 22 6 2 14

뉴스핌 62 7 55

뉴스한국닷컴 1 1

대한금융신문 3 3

더블유스타뉴스 2 2

데일리그리드 12 12

데일리안 44 21 23

데일리한국 33 10 23

디트뉴스24 2 2

레디앙 6 6

로이슈 1 1

리뷰스타 7 4 3

마이데일리 35 2 12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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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매체명 건수

기독교복음침례회 권윤자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취하 기각
조정

불성립
결정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취하
조정

불성립
결정

인터넷
신문

(독립형)

메디컬투데이 12 3 9

미디어스 13 4 9

미디어펜 64 28 36

민중의소리 20 2 18

불교닷컴 4 2 2

뷰스앤뉴스 4 4

뷰티한국 3 3

브레이크뉴스 8 6 2

세계파이낸스 21 2 19

스타뉴스 55 8 8 10 29

스타투데이 9 2 7

시사위크 15 4 11

아이뉴스24 7 2 5

아이티투데이 3 2 1

업코리아 2 2

에너지경제 1 1

엑스포츠뉴스 22 4 18

오마이뉴스 19 2 17

오에스이엔 15 15

위키트리 10 10

이뉴스투데이 21 8 13

인터뷰365 1 1

일간 NTN 22 8 14

제주의소리 2 2

조세일보 21 21

지디넷코리아 1 1

초이스경제 1 1

컨슈머타임스 3 2 1

코나스 1 1

쿠키뉴스 218 2 100 116

텐아시아 10 1 9

티비리포트 80 10 12 16 42

티브이데일리 142 61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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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매체명 건수

기독교복음침례회 권윤자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취하 기각
조정

불성립
결정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취하
조정

불성립
결정

인터넷
신문

(독립형)

팩트TV 3 3

폴리뉴스 26 2 24

프레시안 10 2 8

프리미엄조선 2 2

한강타임스 3 3

bnt뉴스 6 3 3

e뉴스24 2 2

EBN 10 4 6

GValley 1 1

M이코노미뉴스 3 3

SSTV 59 30 29

소계 1,630 42 0 412 0 100 36 0 924 116

인터넷
신문
(닷컴)

동아닷컴 196 5 58 133

매경닷컴 281 72 209

세계닷컴 256 1 48 207

시사인Live 9 5 4

시사포커스신문 31 8 23

아시아경제 닷컴 91 30 61

아시아투데이 닷컴 114 31 83

아주뉴스 212 80 132

온라인 중앙일보 136 6 36 94

이데일리 인터넷 188 2 48 2 136

이투데이 인터넷 237 2 52 2 181

인터넷 강원도민일보 6 6

인터넷 경기신문 12 2 10

인터넷 경기일보 75 18 57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2 2

인터넷 경남신문 2 2

인터넷 경북매일신문 2 2

인터넷 경상일보 2 2

인터넷 경인일보 71 12 12 7 40

인터넷 경제풍월 26 16 10

인터넷 경향신문 141 21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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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매체명 건수

기독교복음침례회 권윤자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취하 기각
조정

불성립
결정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취하
조정

불성립
결정

인터넷
신문
(닷컴)

인터넷 광주일보 4 2 2

인터넷 교회와신앙 88 72 16

인터넷 국민일보 69 22 47

인터넷 국방일보 1 1

인터넷 국제신문 53 10 32 5 6

인터넷 금강일보 4 4

인터넷 기자협회보 3 3

인터넷 기호일보 29 6 4 8 11

인터넷 내일신문 28 8 20

인터넷 뉴스메이커 1 1

인터넷 대구신문 10 6 4

인터넷 대구일보 2 2

인터넷 대전일보 6 6

인터넷 더 스쿠프 1 1

인터넷 데일리스포츠월드 88 34 54

인터넷 동양일보 8 8

인터넷 디지털타임스 36 6 30

인터넷 매일신문 15 12 3

인터넷 메트로 31 7 4 4 16

인터넷 무등일보 2 2

인터넷 문화일보 74 4 10 58 2

인터넷 미디어오늘 5 1 4

인터넷 미디어워치 14 2 12

인터넷 법률신문 4 2 2

인터넷 부산일보 12 2 5 5

인터넷 서울경제 108 40 68

인터넷 서울신문 415 1 113 301

인터넷 서울파이낸스 13 2 11

인터넷 스포츠경향 13 4 9

인터넷 스포츠동아 72 26 46

인터넷 스포츠조선 215 96 119

인터넷 스포츠투데이 27 7 20

인터넷 스포츠한국 173 69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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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매체명 건수

기독교복음침례회 권윤자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취하 기각
조정

불성립
결정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취하
조정

불성립
결정

인터넷
신문
(닷컴)

인터넷 시민일보 30 12 18

인터넷 시사저널 24 14 10

인터넷 시사주간 4 4

인터넷 신동아 3 2 1

인터넷 영남일보 4 4

인터넷 울산매일 6 4 2

인터넷 위클리오늘 18 18

인터넷 이코노믹리뷰 10 1 9

인터넷 인천일보 21 10 11

인터넷 일간스포츠 17 6 11

인터넷 일요서울 56 16 40

인터넷 일요시사 19 19

인터넷 일요신문 31 3 6 22

인터넷 전북도민일보 2 2

인터넷 주간경향 13 6 7

인터넷 주간동아 7 2 5

인터넷 주간한국 3 3

인터넷 중도일보 2 2

인터넷 중부매일 1 1

인터넷 중부일보 57 10 47

인터넷 중앙sunday 8 2 6

인터넷 충남일보 2 2

인터넷 충청매일 2 2

인터넷 충청일보 16 16

인터넷 충청투데이 4 2 2

인터넷 코리아데일리 2 2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 51 34 17

인터넷 통일신문 1 1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109 30 79

인터넷 한국기독공보 3 2 1

인터넷 한겨레 20 6 14

인터넷 한겨레21 6 6

인터넷 한국일보 74 30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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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매체명 건수

기독교복음침례회 권윤자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취하 기각
조정

불성립
결정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취하
조정

불성립
결정

인터넷
신문
(닷컴)

인터넷 헤럴드경제 211 33 178

인터넷 CNB저널 1 1

인터넷 Mmoney 4 4

인터넷 MTN 23 12 11

인터넷 THE Korea Herald 1 1

전자신문 인터넷 12 4 8

조선닷컴 345 8 79 258

조선비즈니스닷컴 17 17

한경닷컴 218 2 48 2 166

한국아이닷컴 26 20 6

e머니위크 14 4 10

e머니투데이 99 14 85

소계 5,311 84 0 1,558 2 22 39 0 3,557 49

인터넷
뉴스

서비스

인터넷 서울경제TV 2 2

인터넷 서울신문STV 4 4

인터넷 연합뉴스TV 300 3 84 213

인터넷 채널A 267 2 66 5 194

인터넷 평화방송 7 2 5

인터넷 BBS불교방송 22 4 18

인터넷 JTBC 141 1 23 117

인터넷 KTV국민방송 32 4 28

인터넷 MBN 496 143 353

인터넷 OBS경인TV 49 5 44

인터넷 SBS CNBC NEWS 31 16 15

인터넷 TBS 29 2 2 25

인터넷 TV조선 704 210 4 490

인터넷 YTN 885 4 260 621

CBS-i 2 2

iMBC 161 32 129

KBS미디어 331 48 36 177 70

SBS콘텐츠허브 152 46 106

wow한국경제TV 123 44 79

소계 3,738 10 2 993 0 45 2 0 2,616 70

계 16,117 160 8 4,377 4 262 90 10,868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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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처리 기준

정정보도2)

- 재판결과나 검찰수사결과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사항 -

1. 기독교복음침례회 또는 유병언이 오대양사건과 관련이 있다. 

2. 유병언이 기독교복음침례회 설립에 참여하였다. 

3. 유병언이 기독교복음침례회의 목사 또는 교주이다.

4. 유병언이 제5공화국의 전두환 일가 등과 특수한 관계에 있었다.

5. 유병언이 중앙정보부 또는 전 전북부지사 등을 통해 정․관계에 로비를 하였다.

6. 유병언이 밀항하였거나 밀항 혹은 해외망명을 기도하였다.

7. 세월호 선장이 구원파이다.

8. 세월호 직원 대다수가 구원파이다.

5. 대량사건 처리기준

기복침 및 권윤자가 신청한 사건은 크게 기복침 및 유병언의 오대양 사건과의 연관성 여부,  

청해진 해운 소유와 경영에 관한 사항, 유병언의 도피와 관련된 의혹, 유병언의 과거사에 관한 

의혹 및 주변인물 관련 사항, 유병언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구원파 교리에 관한 사항, 

기복침 운영 및 경영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것이다. 조정심리 결과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검찰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사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사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반론보도 혹은 기사삭제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당시 중재부는 재판결과나 검찰수사결과 사실관계가 다른 것으로 밝혀진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로, 현재의 증거자료만으로는 사실여부를 분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로,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으로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사항은 추후보도하는 것으로 그리고 

신청인과 언론인 사이에 기사수정 등의 협의 의사가 있는 경우 기사수정 혹은 기사삭제하는 

것으로 세부 처리기준을 정한 다음 이를 당사자들에 권고하여, 매체별 일괄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처리기준에 따른 처리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대부분의 매체가 이 기준에 따라 

조정을 진행했으며, 다만 국민일보, KBS-1,2TV 일부, 쿠키뉴스, 인터넷 국민일보, KBS 미디어 

일부의 경우는 당사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되었다.  

[표 5] 대량사건 처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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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처리 기준

반론보도

- 현재의 증거자료만으로는 진위를 분별할 수 없는 사항 - 

1.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 및 교회(금수원 포함) 운영 관련 사항 일체 

2. 유병언이 프랑스에서의 사진 전시회 관련 기부금 제공하였다.

3. 김ㅇㅇ이 유병언의 비서였다.

4. 통합도산법이 유병언 때문에 추진되었다.

5. 김엄마가 유병언의 도피를 도왔다. 

6. 기타 각종 추측성 의혹보도 등 

추후보도

-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으로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사항 -

1. 청해진 해운 소유와 경영에 관한 사항

2. 청해진 해운 관련 회사의 소유와 경영에 관한 사항

3. 유병언 재산 및 각종 회계 관련 사항

4. 기독교복음침례회 관련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소유 및 경영에 관한 사항 

기사수정 또는 

기사삭제
- 신청인과 언론사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 -

2) 위 기준과 무관하게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정보도가 아닌 반론보도로 게재되는 경우도 많았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