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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意 義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speech, libere d'expression, 

Meinungsaußerungsfreiheit)는 그 표현의 다양성 만큼이나 다양한 법적인 분석이나 접근이 행해

지고 있는 분야이다. 따라서 각국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논리의 전개뿐만 아니라 법적 연구

에 있어서도 다양성을 띨 수밖에 없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본권이라

는 관념의 이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개념의 이해 및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본에 있어서는 인간이 인격적 존재로서 그 자신의 의사를 구체화하

는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본질적 차이가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1)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인간의 권리로서의 표현의 자유는 특히 제 2차 세계대전이후 단순히 국내법적인 보호의 차원이 

아니라 국제적 보  

 

1) 표현의 자유의 개념정립과 관련하여서는, Jean Morange, La liberte 

d'expression, P.U.F., 1993, pp. 11-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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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ㆍ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국제적인 표현의 자유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헌장이 채택되고 있다.2)  

한국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표현의 자유는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총괄하여 통칭되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도 제21조에서는 이들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의 동일한 조문에서 규

정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21조는 한국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원칙적 규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권으로서의 표현의 자유는 반드시 이들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에 한정

되는 것으로만 볼 수 없는 여지가 있다. 예컨대 헌법 제 22조의 학문과 예술의 자유도 표현의 자

유와 밀접한 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한국헌법의 이해에 있

어나 기본권의 학문적 체계상 일반적으로 지칭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즉 헌법 제21조의 언론ㆍ출

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에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표현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의 기저를 이룬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적인 국가생활에서 필요불가결한 

자유임에 틀림없다. 이에 표현의 자유 특히 언론ㆍ출판의 자유는 일반적인 개별적 기본권보다도 

우월적인 지위를 부여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대해서는 다른 개별적 기본권

보다 더욱 보호ㆍ보장해 주기 위한 일련의 법리가 개발되고 있다.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



유는 다시 그 기본권의 성격상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언론ㆍ출판의 자유가  

 

2) 인권보장의 차원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국제적 보장에 관해서는, Roger Pinto, 

La liberte d'information et d'opinion en droit international, Economica, 1984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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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의사의 표현의 자유라면, 집회ㆍ결사의 자유는 집단적 의사의 표현의 자유라는 점에 기인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표현의 자유의 기초로서의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살펴 본 다음 이어서 집

회ㆍ결사의 자유를 살펴 보고자 한다.  

본고의 집필에 있어서는 종래 표현의 자유에 관한 한 국내에서도 엄청난 양의 저서, 논문, 판례가 

소개되어 있는 실정임에 비추어 이를 헌법학이론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해 나감으로써 이에 

관한 앞으로의 연구에 하나의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

의 활성화와 더불어 판례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표현의 자유와 각 영역별로 

국내외 판례를 정리하여 보았다.3)  

 

2. 言論ㆍ出版의 自由  

 

(1) 意義 

 

1) 言論ㆍ出版의 自由의 定立 -消極的 自由에서 積極的 自由로- 

 

현실적으로 다원적 민주주의 사회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언론ㆍ출판의 자유창달이 불가결하였던 

만큼, 근대입헌주의의 전개과정  

 

3) 이 연구에서 소개한 국내외 판례는 상당부분 김철수교수의 판례교재헌법 제 1

권 및 제2권, 법문사; 문홍주교수의 기본적인권연구, 해암사; 언론중재위원회편, 

국내언론관계판례집(제1권), 국내외언론관계판례집(제2권)을 참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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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인간의 권리보장의 차원에서 언론ㆍ 출판의 자유를 천명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수정헌법 

제 1조나 프랑스 인권선언 제 11조에서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천명하고 있음은 언론ㆍ출판의 자

유가 민주주의의 생명선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것은 곧 언론ㆍ출판의 자유가 입헌주의의 핵심

적인 한 내용을 이룸을 의미하며 그에 따라 언론ㆍ출판의 자유는 소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자유와 권리의 차원에서 헌법전속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자연히 언론ㆍ출판의 자유는 헌

법학이론상 기본권론중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한국헌법상 언론ㆍ출판의 자유는 규



정형식이나 내용상 다소의 변용을 거치긴 했어도 제헌헌법이래 명문으로 규정해 두고 있다. 헌법 

제 21조 제1항이 언론ㆍ출판의 자유보장에 관한 원론적ㆍ총론적 규정이라면 헌법 제21조 제2항

의 사전검열금지, 제3항의 언론기관시설법정주의, 제4항의 언론의 사회적 책임은 각론적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본권제한에 관한 일반 원칙에 관한 헌법 제37조 제2항은 언론ㆍ출판의 자유

의 제한에 관한 일반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17조의 프라이버시보호조항도 언론의 자유와 상호 

표리의 관계에 있다. 이러한 헌법의 총론적ㆍ각론적 규범에 기초하여 이를 보다 구체화하는 법률

이 제정되어 있다. 언론기본법폐지이후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 등이 언론관

련 대표적인 법률이며 그 외에도 각종법률이 직ㆍ간접적으로 언론법제의 법원(法源)이 되고 있다.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에서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음은 곧 이러한 헌법규범의 정신을 

구체화하는 개별적인 법률의 제정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

유와 권리를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실정법상 보장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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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법률이 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상 보장된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언론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

률이 뒤따르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보장과 규제에 관한 법률은 이를 민법

이나 형법 등과 같이 하나의 단일법전으로 정립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외국에서

도 언론관련법률을 완전히 단일법제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언론ㆍ출판관련법

제는 공법에서 사법에 이르는 다양한 법률 중에서 언론ㆍ출판관련사항을 추출한 모자이크적인 집

합체로 될 수밖에 없다.4) 결국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관한 연구는 헌법상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이

념과 이에 기초한 헌법구체화법으로서의 언론ㆍ출판관련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그 체계

적인 이해를 기할 수 있다.  

또한 오늘날 국제화ㆍ개방화시대의 진전과 더불어 인간의 자유의 권리보장의 국제적인 성격이 강

하게 제기되면서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관한 국제법적인 보장도 예외일 수 없다.5) 이에 따라 언론

ㆍ출판도 국제법적인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정보유통이 대량화ㆍ집단화됨에 따라 그

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언론ㆍ출판 관련법제의 정립도 요망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

서 이제 언론ㆍ출판의 자유는 고전적 의미의 언론ㆍ출판의 보호ㆍ규제에 관한 법제  

 

4) Rolland Dumas, Le droit de l'information. P.U.F., 1983, p. 25.  

 

5) Jean Morange, La liberte d'expression, 1993, pp.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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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새로운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언론ㆍ출판의 보호ㆍ규제에 관한 법제를 총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의미의 언론법이라는 표현이 오늘날 흔히 정보법이라고 까지 불리고 있다.  

종래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ㆍ출판의 자유는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소극적 자유권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정보화사회의 가속화와 더불어 언론ㆍ출판의 

자유는 고전적인 소극적 성격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적극적인 정보의 수집ㆍ처리ㆍ유통까지를 포



괄하는 정보의 자유(알 권리)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2) 古典的인 言論ㆍ出版의 自由 保障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ㆍ출판의 자유보장에 관한 헌법적인 보장은 이미 근대입헌주의의 시발을 의

미하는 미국독립혁명 및 프랑스혁명이후에 출현한 입헌주의적 문서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1789년 8월 26일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11조는 “사상 및 의견의 자유로운 통신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의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롭게 말하고, 저작하고 출판할 수 

있다. 단 모든 시민은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만 이 자유의 남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인권선언은 1958년 제5공화국 헌법 전문에서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권선언에서 

정의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ㆍ보완된 인권과 국민 주권에 대한 애착을 엄숙히 선언한다”

라는 규정에 의거하여 오늘날까지도 프랑스헌법상 규범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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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치를 갖고 있음을 헌법위원회는 판시한 바 있다.6) 또한 1776년 미국의 버지니아주 권리선언 

제12조에서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전제정부라고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건국 직후 보완된 수정헌법 제1조는 “미합중국의회는 종교의 자유를 수립하거나 종교의 자유

로운 행사를 금지하거나 언론 또는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또는 평온하게 집회하고 고통의 구

제를 위하여 정부에 청원하는 인민의 권리를 침범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1971년 12월 15일 

공포)라고 규정하여 오늘날 미국에서 연방대법원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

위보장에 관한 이론 및 판례를 정립시키는 초석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 200여년전 프랑스 

인권선언과 미국 헌법에서 보장한 언론ㆍ출판의 자유는 오늘날 세계 각국 헌법에서 보편적 원리

로 도입되어 있으며 한국 헌법의 규정도 이러한 헌법 규범들과 동일 선상에 이해할 수 있다.7)  

고전적 의미의 언론ㆍ출판의 자유는 사상 및 의견을 표현할 자유와 이를 전파할 자유를 총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는 단순히 자기의 가치판단에 따른 견해를 표현하

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보도 가지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8) 그것은 곧 국가권력이라 하더라도 

사상 및 견해의 자유로운 표현 및 전파를 방해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를 억제하기 위한 어떠  

 

6) 성낙인, 프랑스헌법학, 제4편 제1장 제2절 프랑스헌법위원회의 결사의 자유판

결, 667-680면 참조.  

 

7) 독일에서의 출판의 자유에 관한 논의는, 박용선, 언론의 자유와 공적 과업, 교

보 문고, 1982, 제3부 출판의 자유와 공적 과업-서독 헌법 이론을 중심으로 참조.  

 

8) 김철수, 헌법학 개론, 박영사, 452면;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4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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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형태의 인신구속, 사전검열, 입법조치, 도청 등도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판례상 이른바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보장에 관

한 법리가 정립되기에 이르렀다. 일찍이 에머선(T. Emerson)이 표현의 자유의 기능9)으로서 ① 개

인의 인격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 ② 입헌민주주의의 유지ㆍ형성, ③ 진리에의 도달, ④ 사회의 

안정과 변화간의 균형을 적시한 바와 같이 표현의 자유의 그 중요성에 비추어 이를 보다 강력하

고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소위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를 보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에 관한 일련의 이론적 전개는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형성

되어 왔다. 헌법재판소도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특

히 ‘우월적 지위’를 지니고 있는 것이 현대헌법의 한 특징이다.”10)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것은 한

국헌법 제 21조 제2항과 같이 검열제금지가 헌법상 보장되고 나아가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

가 헌법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합헌성판단의 기준을 다른 자유권의 

규제보다 엄격하게 설정하고 있다. ① 언론ㆍ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제를 금지하는 사전억제(prior 

restraint) 금지의 이론, ② 명확성의 이론(막연하기 때문에 무효의 이론(void for vagueness))과 합

헌성추정의 배제원칙, ③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 

④ 보  

 

9) T.I. Emerson, Toward a general theory of the First Amendment, 1972, p.19.  

 

10) 헌재 1991.9.16, 89헌마 165,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3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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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약한 제한이 선택가능한 수단(less restrictive alternative, LRA)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필요최소한

도의 규제수단의 선택에 관한 원칙, ⑤ 표현의 자유보장과 표현의 자유규제 사이에 나타날 사회적 

이익ㆍ효용ㆍ가치를 비교형량(balancing  

test)하여 그 규제의 폭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비교형량의 원칙 또는 경제적 자유의 우월성을 인정

하는 이중기준(double standard)의 원칙이 있다.  

 

(가) 언론ㆍ출판에 대한 事前檢閱制를 禁止하는 事前抑 制(prior restraint) 禁止의 理論11)  

 

사전억제금지의 이론은 언론ㆍ출판에 대한 검열금지와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제의 금지를 의미

한다. 검열이라 함은 사상이나 정보의 발표이전에 국가기관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심사ㆍ선별하여 

일정한 사상표현을 저지하는 제도로서 그것은 사전검열금지를 의미한다는 것이 바이마르헌법하에

서의 통설ㆍ판례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사전검열 뿐만 아니라 사후검열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

실상 서전검열과 같은 효과를 나타낼 경우에는 사후검열도 금지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12) 또한 집회ㆍ결사에 대한 사전허가제도 금지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입영화ㆍ외설도서ㆍ불

온문서 등은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서 검열이 허용되고 있다. 또한 출판사나 인쇄소의 

등록이나 신고는 사전검열이라 보지  



 

11) 검열제도의 역사에 관해서는, 박용상, 언론의 자유와 공적 과업, 제1부 제1장 

참조.  

 

12) 김철수, 현대헌법론, 박영사, 1979, 356면. 미국에서는 의사의 표현을 원인으

로 한 사후 형사적인 소송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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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다.  

 

<한국의 판례>  

① 헌재 1992.6.26, 90헌바26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등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납본제도의 적헌성을 인정하고 있다. “언론ㆍ출판에 대한 이 검열금지는 사전검열금지만

을 의미한다는 것이 세계의 자유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의 일반적 경향이다.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따라 모든 국민이 자유로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의사표현이 외부에 공개되기 

이전에 국가기관이 그 내용을 심사하여 특정한 의사표현의 공개를 허가하거나 금지시키는 이른바 

사전검열의 금지를 말한다. 이에 반하여 헌법상 보호되지 않는 의사표현에 대하여 그 공개 후에 

국가기관이 간섭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결국 발행된 정간물을 공보처에 납본하는 것은 

그 정간물의 내용을 심사하여 이를 공개 내지 배포하는데 대한 허가나 금지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서 사전 검열이라고 볼 수 없다.”13)  

② 헌재 1992.11.12, 89헌마88 : 교육법 제157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검ㆍ인정ㆍ국정교과서

제도는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언론ㆍ출판의 자유에는 사상 내지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과 전파의 자유가 포함되고 전파의 자유에는 보급의 자유가 포함되는데, 국

정교과서제도는 보급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검토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 환언하면 교과  

 

13) 헌법재판소 판례집, 제4권(1992), 370-3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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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서로서의 적격여부를 검ㆍ인정제도의 방법으로 심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검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헌법은 명문(제21조 제2항)으로 검열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의 적격

여부의 심사는 헌법의 검열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며, 교과서의 검정제는 검ㆍ인정제도 보

다 일보 진하여 교과서를 아예 국가가 독점해 버리는 제도이므로 같은 차원에서 그 위헌성을 다

툴 수 있다는 논리이다. … 그러나 검열이라 함은 개인의 정보나 사상을 발표하기 이전에 국가기

관이 미리 그 내용을 심사ㆍ선별하여 일정한 범위내에서 발표를 저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자신

이 연구한 결과를 얼마든지 책자로서 발표할 수 있는 이 사건 교과서 문제와는 직접관련이 없는 

것이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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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판례>15)  

① Near v. Minnesota, 283U.S.697 (1931) : 언론의 자유의 보장은 출판에 대한 사전적 제한

(previous restraints) - 그것이 의회에 의한 것이든 행정부에 의한 것이든 -을 금지하는 데에 그 주

된 의의가 있다. 본 건에서 문제된 법률에 의하면 단지 공부상의 비행에 대한 비난을 하였다는 

이유로 출판에 대한 억압과 금지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그 본질적 요소에 있어서 검열에 해

당한다. 이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헌법상의 보장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16)  

② Kunz v. New York, 340U.S.290 (1951) : 가두연설에 대  

 

14) 헌법재판소 판례집, 제4권(1992), 758-759면.  

 

15) 김철수, 판례교재 헌법, 법문사, 1980, 304면 이하.  

 

16) 동 판결을 중심으로 한 미국판례의 경향은, 양건, 헌법연구, 법문사, 1995, 97-

10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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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허가를 요건으로 하는 뉴욕시의 조례에 의하면 허가의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

지 않고 시경찰당국에 완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언론의 자유에 대해 사전적 제

한을 가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의 위반으로서 무효이다.  

 

(나) 明確性의 理論(漠然하기 때문에 無效의 理論)과 合 憲性確定의 排除原則 

 

표현행위를 규제하는 법령의 규정은 명확하여야 한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의 합

헌성추정을 부인하고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막연하기 때

문에 무효(void for vagueness)이며 나아가서 지나치게 막연하고 넓은 범위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문언상 무효(void in its face)가 된다는 이론이 명확성

의 이론(막연하기 때문에 무효의 이론)과 합헌성추정의 배제원칙이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형벌규정에 있어서는 죄형법정주의와 결부되어 한층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  

 

<한국의 판례>  

① 헌재 1992.2.25, 89헌가104 :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등에 대한 위헌심판에서 한정합헌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규의 내용이 애매하거나 그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면 어떠한 경우에 법

을 적용하여야 합헌적인 것이 될 수 있는지 법집행자에게도 불확실하고 애매하게 되어 어떠한 것

이 범죄인가를 법제정기관인 입법자가 법률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법운영당국이 재량으

로 정하는 결과가 되어 법치주의에 위배되고 죄형법정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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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촉될 소지가 생겨나는 것이다(헌재 1990.4.2. 선고, 89헌가113결정 참조). … 군사기밀의 범위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내지 ‘알권리’의 대상영역을 가능한 최대한 넓혀 줄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

도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관계당국에서 어떠한 사항을 군사기밀로 규정하기만 하면 그 

내용이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할 실질가치의 유무 및 정도와 관계없이 모두 군사기밀이 되는 것이

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17)  

② 헌재 1990.4.2, 89헌가113 : 국가보안법 제7조 등에 대한 위헌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군

사기밀의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다던가 반국가단체를 위한 찬양활동의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여 한

정합헌판결을 내린 바 있다.18)  

 

<미국의 판례>  

① Superior Films v. Department of Education, 346U.S. 587 (1954)19) : 영화검열의 기준으로서 유해

하지 않아야(harmless) 한다든가(Ohio주 영화검열법), 부도덕(immoral) 또는 도덕을 문란케 하는

(tending to corrupt morals)(New York주 영화허가법) 등의 용어는 그 개념이 애매하고 명확성과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부당하다. 이 판결은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은 엄격하게 협의

로 해석하여야 하며 구체성과 명확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② Winters v. New York, U.S.507 (1948) : 법률규정이 막  

 

17) 헌법재판소 판례집, 제4권(1992), 64-113면.  

 

18) 헌법재판소 판례집, 제2권(1990), 49-74면.  

 

19) 문홍주, 기본적 인권연구, 해암사 1991, 2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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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고 불확실하여(vague and indefinite) 부당하게도 정상적인 것을 금지된 것처럼 알리는 경우에

는 이는 헌법상 적법절차의 보장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률규정이 불확실하게 규정되어 헌

법상 보호되는 행위까지도 포함시키게 될 경우에도 허용되는 한계 내로 그 범위를 축소시키는 사

법해석에 의하여 이 법률은 다시 회복(redeem) 될 수 있다. 그러나 본 건에 있어서는 가능한 사

법적인 축소해석에 의해서도 이 법률에 고유한 막연성(inherent vague- ness)을 제거할 수 없다. 

이 법률은 위헌적으로 불확실하며(unconstitutionally indefinite) 수정헌법 제1조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다.  

 

(다) 明白하고 現存하는 危險(clear and present danger) 의 原則 

 

1919년 미국연방대법원의 홈즈(Holmes) 판사가 주장한 표현의 자유를 사후적으로 제약할 경우에

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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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Gitlow v. New York, 286U.S.652 사건에서 일시 ‘위험경향의 원칙’(danger tendency rules)으로 

후퇴하였다가, 1937년 Hern Don v. Lowry, 301U.S.242 사건에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으

로 복귀시킨 바 있다. 헌법재판소도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ㆍ고무하는 자에 대해 처벌하는 규

정인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ㆍ5항에 대해서 그 규정들이 국가의 존립ㆍ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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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에서 ‘명백’이라 함은 표현과 해악의 발생사이에 긴밀한 인과관계

가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고, ‘현존’이라 함은 해악의 발생이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있는 경우를 말

하며, ‘위험’이라 함은 공공의 이익에 대한 위협, 즉 해악의 발생을 말한다. 즉 이 원칙은 언론과 

해악의 발생사이에 일정한 인과관계가 있고 그 해악이 목전에 절박한 때에 이 해악의 발생을 다

른 수단으로서는 방지할 수 없으면 그 언론을 제한하더라도 정당시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원칙은 먼저 위험의 명백성ㆍ현존성을 따지는 것이어서 결국 ‘위험의 근접성과 정도’가 

위험성판단의 중심문제로 되는데 그 판단의 주관적 기준에서 오는 불명확성의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이 원칙은 사후적으로 사법절차에 의하여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적합하나, 행정청이 사전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함에 있어서 이를 판단의 기준으로 하기에는 부적합한 점이 있다.  

 

<한국의 판례>  

① 헌재 1990.4.2, 89헌가113 :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무해한 행위는 처

벌에서 배제하고, 이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처벌을 축소 제한하는 

것이 헌법 전문 제4조ㆍ제8조 제4항ㆍ제37조 제2항에 합치하는 해석일 것이다. 이러한 제한은 표

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에 비추어 당연한 요청이라고 하겠다.”20)  

 

20) 국가보안법 제7조 등에 대한 한정합헌판결, 헌법재판소 판례집, 제2권(1990), 

62-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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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판례>21)  

① Schenck v. United States, 249U.S.47 (1919) : 동 사안은 징병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의 인쇄물배

포에 대해 방첩법(The Espionage Act)에 위배된다는 유죄판결에 대한 상고사건이다. 비록 상고는 

기각되었지만 판결문에서 종래 언론의 자유보장을 위한 사전억제금지에서 이제 사후처벌까지 명

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발생시키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적시하였다.  

언론의 자유의 보장은 사전억제(previous restraints)를 배제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왔는데 거기

에 그치지 않고 본 건과 같은 사후의 처벌도 제약한다. 그런데 “모든 행위의 성격은 그것이 행하

여진 상황에 따라 변한다. 어떠한 엄격한 언론의 자유의 보장도 극장외에서 거짓으로 화재가 일

어났다고 외쳐서 공포를 야기시키는 사람에게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물리력과 마찬가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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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은 금지명령(injunction) 으로부터 보호되지 않는다. 문제는 사용된 언사가 국가가 방지할 의

무를 가진 실질적 해악을 초래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발생시키는 (to create a clear and 

present danger) 상황에 있어서 사용되었느냐 또 언사 그 자체가 그러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성질

의 것인가 아닌가에 달려 있다. 그것은 위험의 근접성과 정도의 문제이다.”22)  

② Dennis v. United States, 341U.S.494 (1951) : (사실관계) 스미스법(The Smith Act)에 의하면 폭력

에 의하여 정부를 전복시킬 것을 주창하거나 그러한 목적을 위해 음모하는 행위를  

 

21) 이에 관한 미국판례흐름의 상세는, 양건, 앞의 책, 105-116면 참조.  

 

22) 김철수, 판례교재 헌법, 3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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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규정하였다. 피고인들은 미국공산당이 후신인 공산당정치결사(Communist Political 

Associat-  

ion)를 조직한 자들로서 스미스법에 의해 기소되었다. (판결요지) 어떠한 언론행위가 정부전복의 

결과를 야기시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한 정부는 비록 그 자신을 보호할 권한을 가진

다. ‘결과발생의 개연성이 희박함을 고려하더라도 해악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위험의 회피에 필요

한 만큼의 언론자유에 대한 침해가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존재하는 것

이다(There is a clear and present danger when ‘the gravity of the evil, discounted by its 

improbability, justifies such invasion of free speech as if necessary to avoid the danger’). 본 건에 

있어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존재하였다. 전기 법률은 합헌이다.  

③ Brandenbourg v. Ohio, 395U.S.444 (1969) : 단순히 추상적으로 무력과 폭력에 의존하는 것의 

도덕적 정당성 또는 나아가 도덕적 필요성을 가르치는 행위는 폭력행사를 위한 단체를 준비하는 

행위와 동일시 할 수 없다.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보장으로 인하여 폭력의 사용이나 

법률위반의 고취가 급박한 불법행동을 유도 또는 야기시킬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주는 폭력사용이나 법률위반을 고취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없다.  

 

(라) 必要最小限度의 規制手段의 選擇에 관한 原則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가 다른 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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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우월적 지위를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약한 제한이 선택가능한 수단(less restrictive 

alternative, LRA)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것이 필요 최소한도의 규제 수단의 선택에 관한 원칙이다. 

법원이 어떤 대체 수단이 개인의 이익에 관해서 보다 덜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기 위해 형량되어져

야 할 요소로서는 개인의 이익의 중요성 및 그 이익의 보호에 법원이 해 왔거나 앞으로 할 정도, 

문제의 법률이 취하는 수단과 대체 수단의 유효성의 차이, 양 수단의 비용 상의 차이, 대체 수단

이 보다 제한적이지 않을 정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 원칙은 사법 적극주의에 연결되는 기술



적인 차원의 법리이다.  

 

(마) 比較衡量(balancing test)의 原則과 二重基準(double standard)의 原則 

 

표현의 자유가 여러 가지 사회적 이익과 충돌하는 경우에 필연적으로 그 상호간의 목적ㆍ상태ㆍ

실현방법 등에 관한 비교형량(balancing test)이 행해지는 바 이 경우 표현의 자유보장과 표현의 

자유규제 사이에 나타날 사회적 이익ㆍ효용ㆍ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을 결정하여야 한

다는 비교형량의 원칙 또는 경제적 자유의 우월성을 인정하는 이중기준(double standard)의 원칙

이 있다. 특히 정신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구별하여 정신적 자유에 대한 우월성을 인정하는 이

중기준론은 그 근거로서 정신적 자유는 최고 자연권이라는 입장, 사상의 자유시장의 확보는 경제

적 자유시장보다도 고도로 요청된다는 입장, 사상표현의 자유는 대표민주제의 필수적 전제로서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개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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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이론은 다음과 같은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 대립되는 이익이 일반적으로 공적 이

익이기 때문에 이들 가치를 우선시키기 쉽다. 둘째 이익형량을 위하여 그 기본권의 성격, 대립하

는 이익의 성질, 제한의 정도ㆍ목적ㆍ방법ㆍ필요성, 보다 제한적이 아닌 다른 선택수단이 유무 등 

많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는데 법원이 모든 요소를 적정하게 찾아 판단하기는 불가능하다. 둘째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져 법적 안정성과 판결의 예측가능성을 파괴할 위험이 있으며, 법관에게 법

률해석의 자의를 허용하게 된다.  

 

<한국판례>  

헌재 1990.4.2., 89헌가113 :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그 다의성 때문에 위헌문제가 생길 수 있

다고 해서 전면위헌으로 완전 폐기되어야 할 규정으로는 보지 않으며 완전폐기에서 오는 법의 공

백과 혼란도 문제지만, 남북간에 일찍이 전쟁도 있었고 아직도 휴전상태에서 남북이 막강한 군사

력으로 대치하며 긴장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마당에서는 완전폐기함에서 오는 국가적 불이익이 폐

기함으로써 오는 이익보다는 이익형량상 더 클 것이다.”23)  

 

(바) 平價 

 

표현의 자유 특히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우월적 지위에 관한 일련의 판례와 이론정

립은 미국에서의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기초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언론ㆍ출판의 자유  

 

23) 헌법재판소 판례집, 제2권(1990), 61-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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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총론적 성격을 띠고 있다. 입헌주의의 원리에 따라 헌법상 보장된 자유와 권리에 기초한 

원리를 탐구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각론적 성격의 제문제를 검토함으로써 특히 오늘날 그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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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배가되고 있는 언론법제의 위상을 정립시키고 학문으로서의 언론법제를 체계화시키려는 것

이 미국에서 간행되고 있는 언론법관련 논저의 일반적 경향이다.24)  

한국에서의 언론ㆍ출판의 자유 및 언론ㆍ출판법제에 관한 헌법상 보장의 이론은 전통적으로 헌법

학의 기본권분야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다. 미국에서 발전된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에 

관한 이론이 학자들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던 차에 1988년 헌법재판소가 개설되면서 

이러한 이론이 헌법재판소판결문을 통해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3) 情報化 社會와 言論ㆍ出版의 自由 

 

고전적인 언론ㆍ출판의 자유는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를 받지 않는 소극적인 권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대적인 정보화사회의 성숙과 더불어 정보의 대량적ㆍ집단적인 유통이 일방

통행적인 성격을 갖는 상황하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독자적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사회적ㆍ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의 자유(알 권리, droit de 

savoir, right to know, Informationsfreiheit)를 정립시켜 다원  

 

24) Donald M. Gillmor Jerome A. Barron, Mass Communication Law, Case and 

Comment, West Publishing Co., 1974; Harvey L. Zuckman and Martin J. Gaynes, 

Mass Communications Law, West Publishing Co., 1974의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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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정보가 자유로이 유통되는 메카니즘을 만들어 이를 유지ㆍ확보하는 언론ㆍ출판제도의 정립

과, 정보를 수령하는 국민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화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제 

정보의 자유는 공권력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받

아들인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소극적 정보의 자유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서 의사형성ㆍ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적극적 정보의 자유를 포괄하게 된다.25)  

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19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모든 수단에 의하여 국경을 초월하여 정보 사

상을 요구하거나 입수 또는 전달할 자유를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독일헌법 제5조 제1

항도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받지 아니하고 정보를 수집할 자유를 가진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헌법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고전적인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관한 규정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

문에 정보의 자유 내지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에 관해서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의 원리, 헌법 제

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에서 그 헌법적 근거를 찾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논술의 체

제도 표현의 자유의 장에서 언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핵심적인 내

용으로서 알 권리를 이해하는 데 이론이 없다.26) 특히 헌법재판소도 “정보에의 접근ㆍ수집ㆍ처리

의  

 

25) 권영성, “언론자유의 새로운 전개”, 고시연구, 1994.11, 29-40면 참조.  



 

26) 국내 모든 헌법교과서에서 알 권리를 표현의 자유중 언론ㆍ출판의 자유에서 

논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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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27) 생각건대 알 권리는 세계인권선언이나 독일헌법처럼 헌법상 명문으로 인정된 것이 아님

에도 불구하고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하는 데에는 통설ㆍ판례가 이론의 여지가 없음은 올바른 태

도라 할 수 있으나 알 권리의 헌법상 정확한 위상 및 언론의 자유와의 관계는 좀 더 검토의 여지

가 있어 보인다.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알 권리의 정립은 개별법률을 통해서 보다 구체화되어야 한다. 미

국에서는 1946년 행정절차법에 정보공개조항을 두었다가 1966년에는 정보공개법(FOIA, Freedom 

of Information Act)을 제정하여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나아가서 정부회의공개법

(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과 정부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와 

상호보완적인 사생활보호법(Privacy Act)을 제정하여 입법적 조치를 완비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행정문서액세스권법(De la liberte d'acce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과 사생활보호법(Loi 

relative a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es)을 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그에 따른 

사생활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28)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정보공개와 사생활보호에 관한 체계

적인 법률제정이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다.  

정보공개ㆍ사생활보호에 관한 일반법률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던  

 

27) 헌재 1989.9.4. 88헌마22; 헌재 1991.5.13. 90헌마133  

 

28) 한국공법학회, 정보의 수집 관리와 사생활보호, 1989; 성낙인, 프랑스헌법학, 

제5편 제2장(정보화사회와 기본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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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1980년 제정된 언론기본법에서는 알 권리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법은 “국민의 표현

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호하고 여론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복리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모든 국민은 언어ㆍ문자ㆍ

상형에 의하여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알 권

리를 방해받지 아니한다”(제2조 제1항). “제1항 …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제한 받지 아니한다”(제4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는 신문ㆍ통신의 발행인 또

는 방송국의 장이나 그 대리인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공익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

다”(제6항)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보장과 나아가서 언론기관의 정보청구권을 명시하였다.29) 

그러나 언론기본법은 그 이상적인 방향설정에도 불구하고 언론통제법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음

javascript:openCaseView02%20('',%20'01030002',%20'판례집'%20,'90헌마133'%20,%20'0','','');


으로 인하여 1988년에 사실상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2) 言論ㆍ出判의 自由의 法的 性格ㆍ主體ㆍ效力 

 

1) 法的 性格 

 

(가) 개인적 자유권설 

 

언론ㆍ출판의 자유는 전통적인 기본권의 하나로서, 국민의 소극적 지위에서 나오는 시민의 방어

적인 자유권이다. 따라서 언론ㆍ  

 

29) 박용상, ‘언론기본법’, 김철수편, 정치관계법, 박영사, 1983, 127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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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의 자유는 국가에 의해서 방해됨이 없이 자유로이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고 형성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나) 제도적 보장설 

 

언론ㆍ출판의 자유는 개체의 인간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조직적인 사회에서 출발하여 민주정치

의 필수적인 요소로서의 여론형성의 자유이다. 특히 오늘날 신문과 방송의 중요성에 비추어 여론

형성을 위한 공적 책무와 그 제도적 보장을 중시한다.  

 

(다) 결 

 

언론ㆍ출판의 자유는 고전적 의미에서 전통적으로 개인의 자유권성에 기초해 있다. 그러나 오늘

날 국민의 여론형성을 위한 신문ㆍ방송과 같은 대중매체의 기능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 비

추어 이들이 국민여론형성을 위한 중개적 기능을 고려하여 그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성격을 부인

할 수 없다. 결국 오늘날 언론ㆍ출판의 자유는 고전적인 개인적 자유권적인 성격에 언론ㆍ출판의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성격이 결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주체 

 

언론ㆍ출판의 자유가 개인의 자유권적 성격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의 자유까지도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뿐만 아니라 신문사ㆍ방송사ㆍ통신사와 같은 법인에게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도한 언론ㆍ출판의 자유는 단순히 국민으로서의 권리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권리인 점에 비추

어 외국인에게도 기본권적 주체성이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또한 언론ㆍ출판이 자유는 단순히 국

민으로서의 권리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권리인 점에 비추어 외국인에게도 기본권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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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한 국가내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제한이 가능할 것이다.  

 

3) 효력 

 

언론ㆍ출판의 자유는 대국가적 효력뿐만 아니라 대사인적 효력도 인정된다. 그러나 대사인적 효

력에 관해 직접적 효력을 인정할 것이냐의 여부에 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우리 헌법상 

직접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言論ㆍ出版의 自由의 內容 

 

1) 의의 

 

오늘날 언론ㆍ출판의 자유는 고전적 의미의 소극적인 자유로부터 나아가서 현대적 정보화사회에

서의 적극적인 정보의 자유까지를 포괄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언론ㆍ출판의 자유는 사

상이나 의견을 단지 표현ㆍ전달하는 자유 이외에 알 권리, 보도기관의 자유와 책무, 액세스권, 반

론권 까지 포괄하는 통일적 체계로 이해하여야 한다.  

언론이라 함은 구두에 의한 표현은, 출판이라 함은 문자 또는 상형에 의한 표현을 말한다. 언론ㆍ

출판의 자유에서 지칭하는 언론ㆍ출판이라 함은 사상ㆍ양심 및 지식ㆍ경험 등을 표현하는 모든 

수단, 즉 담화ㆍ연설ㆍ토론ㆍ연극ㆍ방송ㆍ음악ㆍ영화ㆍ가요 등과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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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도화ㆍ사진ㆍ조각ㆍ서화ㆍ소설ㆍ시가 기타 형상에 의한 것을 모두 의미한다.30)  

다만 언론ㆍ출판의 자유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나타내는 정보유통에 관한 표현을 보호하는 것

이므로, 자기에 관한 정보의 지배표현은 사생활의 비밀ㆍ자유(제17조)로, 재적 커뮤니케이션 과정

의 보호로 개인간의 사적 접촉을 가능하게 하는 표현은 통신의 자유(제18조)로 보호를 받게 된다. 

또한 양심의 자유(제19조)ㆍ신앙의 자유(제20조)는 표현의 자유의 특별법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판례>  

Debs v. United States, 249U.S.211 (1919) : (사실관계) Debs는 사회주의자들의 집회에서 연설을 하

면서 미국의 참전을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한 징병방해로 유죄판결을 받은 몇몇 사람들의 

행위를 지지하였다. 그는 징병방해를 기도했다는 혐의로 방첩법(The Espionage Act of 1917)에 따

라 유죄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판결요지) 피고인의 연설에 있어서 그 목적의 하나와 

그 가능한 결과의 하나는 징병을 방해하는 것이었다. 동 연설은 그것이 일반적인 양심상의 신조

의 표현이라는 이유로 보호될 수 없다.  

 



음악ㆍ영화ㆍ연극ㆍ도화ㆍ사진 등의 순수한 예술적인 표현은 예술의 자유(제22조 제2항)로 보호

받게 된다.31)  

 

30) 김철수, 헌법학개론, 451면.  

 

31) 안용교, 한국헌법, 4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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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상ㆍ의견을 표명ㆍ전달할 자유 

 

사상이나 의견을 표명하고 전달할 자유는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기본적 내용이다. 이것은 자기의 

사상이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순히 소극적으로 침묵하는 자유까지 포함

한다.  

 

<미국판례>  

① Wood v. Georgia, 370U.S.375 (1962) : 법원 밖에서의 법정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어떤 표

현행위로 인하고 사법권의 운영에 급박한 위협이 있어야 한다. 본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그러한 

급박한 위험이 없다. 치안관은 민선공무원으로서 정치적 논쟁(political controversy)에 참여할 권리

를 가진다.  

② American Communication Association, C.I.O. v. Douds United Steelworks v. NLRB, 339U.S.382 

(1950) : 언론의 자유는 어떠한 주제에 관해서라도 어느 때를 막론하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

하는 것은 아니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모든 사건에 자동적으

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지도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신조가 어떠한 공공이익에 대한 해악을 초

래하게 될 경우에 그의 정치적 가입이나 신조에 의해 그를 심사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노조간부

에 대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선서진술서를 요구하는 규정은 그 규정과 정치적 파업 및 기타 

주제통상을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도 사이에 합리적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합리적이며 유

효하다.  

 

특히 오늘날 정치적 행사인 선거와 관련한 보도에 대한 공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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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객관적 성격이 항시논란이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판례>  

① Milles v. Alabama, 384U.S.214 (1966) : 투표당일의 신문논평을 금지하는 것은 언론자유의 침해

가 된다.  

② Brown v. Hortage, 456U.S.45 (1982) : 선거권자에게 물질적 이익제공을 금지한 것과 당선되면 



봉급을 적게 받겠다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③ First National Bank v. Belletti, 435U.S.765 (1978) : 은행과 기업체에 국민투표에 자금을 제공하

는 것을 금지함은 위헌이다.  

④ Members of City Council of L.A. v. Taxpayer, 466U.S.789(1984) : 공공재산에 입후보자 벽보를 붙

이지 못하게 함은 위헌이 아니다.  

⑤ EU v. SanFrancisco Denocratic Com., 489U.S.214 (1989) : 당지도부가 정당예비선거에서 후보를 

공천하는 것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 주 선거법은 수정헌법 제1조의 언론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

를 침해한다.  

⑥ Austin v. Mich. Chamber of Commerce, 494U. S.-,110 S.Ct.1391 (1990) : 법인이 주 선거에서 정

치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미시간 주 법률은 수정헌법 제1조의 언론의 자유와 수정헌법 

제14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사상이나 의견의 표현방법은 전통적인 구두 혹은 문자나 상형에 의한 방법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ㆍ라디오ㆍ레코드, 녹음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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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적 표현32)까지 포괄한다.  

 

<미국판례>  

Talley v. California, 36U. S.665 (1972) : 삐라를 배포하는 자는 그 삐라 위에 배포자의 성명과 주소

를 기입하여야 한다는 로스앤젤레스시조례의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다. 동시 조례

가 사기나 명예훼손 등의 언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시조례 중에 그러한 제한규정

은 보이지 않는다. 동 시조례의 규정은 너무 광범(too broad)하며 따라서 문면상 무효(void on its 

face)이다. 익명의 삐라는 언제나 박해받는 집단이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여해 왔다.  

 

기업 등에 의한 영업광고도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업상의 표

현은 경제적 자유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전통적인 언론의 자유보다는 합리적인 범위내

에서 제한이 불가피하다.  

 

<미국판례>  

① Pittsburgh Press Co. v. Pittsburgh Commission on  

 

32) 상징적 표현도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내용으로 보장된다. 미국에서 월남전쟁

에 반대하여 징병카드를 대중 앞에서 태우는 것, 검은 완장을 달고 학생이 등교

하는 것, 분신자살, 탈춤 등으로 정부에 항의하는 것 등이 이에 속한다.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소수파가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된 것이다. 안용교, 앞의 책, 409면 주 57; 구병삭, 신헌법원론, 428-

429면; 구병삭, “상징적 표현권과 그 법리”, 고시계, 1984.5, 155-1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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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Relations et al., 413U.S.376 (1973) : 상업광고에 대해서 정부가 통제할 수 있으며 성별을 

지정한 광고를 금지한 시조례는 언론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니다.  

② Bogelaw v. Virginia, 421U.S.809 (1975) : 피임에 관한 인쇄물 발간금지는 위헌이다.  

③ Virginia State Board of Pharmacy v. Virginia Consumer Council, Inc., 425U.S.748 (1976) : 약사가 

처방약의 가격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버지니아주 법률은 언론자유의 침해이다.  

④ Linmark Associates, Inc. v. Willingbors, 431 U.S. 85(1977) : 부동산은 판매하기 위하여 가정에 

For Sale 또는 Sold라고 써 붙이는 것을 금지함은 부당하다.  

⑤ Carey, Governor of New York v. Lation Service International, 431U.S.678 (1977) : 피임기구 판매 

광고 금지는 위헌이다.  

⑥ Bates v. State Bar of Arizona, 433U.S.350 (1977) : 변호사가 신문에 싼값으로 봉사하겠다고 광고

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주 최고법원의 금지가 있었음). 따라서 이를 금지한 아리조나주 법률은 부

당하다.  

⑦ In re Primus 436U.S.412 (1978) : 불임수술자에 대한 무료변호를 광고한 것은 가능하다.  

⑧ Ohralik v. Ohio State Bar Assn, 436U.S.47 (1978) : 변호사의 의뢰인 유인금지법은 합헌이다.  

⑨ Zauderer v. Office of Diciplinary Council of Supreme Court of Ohio, 471U.S.628 (1985) : 변호사 

의뢰인 유인광고는 합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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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Bolger v. Young Drug Products Corp., 463U.S.60 (1983) : 피임기구 광고물 우송을 금지함은 위

헌이다.  

⑪ Peel v. Attorney Disciplinary Com. 496U.S.-,110 S.Ct. 2281 (1990) : 변호사가 편지지에 ‘전문가’

로 자기소개하는 것은 무방하다.  

 

3) 알 권리 

 

(가) 이론ㆍ판례에서 입법으로 

 

가) 정보화사회의 법적 대응 

 

현대 산업사회의 성숙과 더불어 정보혁명ㆍ통신혁명이 가속화되고 있음에 따라 이를 흔히 ‘정보

화사회’로 명명하고 있다.33) 우리 나라에서도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1986. 5. 1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86.12.31),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등이 제정되기에 이르렀고 이러

한 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른 공법적 대응 내지는 정비의 문제가 오래 전부터 학계ㆍ실무계 등을 

통해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34)  

 

33) 김철수, “정보공개법과 사생활비밀보호법 서설”. 정보의 수집ㆍ관리와 사생활

보호(한국공법학회 특별호, 1989.12), 13-14면; 정보통신연구ㆍ개발에 관한 법률



(1991.12.14)에서는 ‘“정보화”라 함은 전기통신설비 또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

여 모든 종류의 부호ㆍ문언ㆍ영상 또는 음향을 송신하거나 수령하는 것을 말한

다.’  

 

34) 한국공법학회, 미래정보화사회에 대한 공법적 대응, 1987 : 정보의 수집ㆍ관

리와 사생활보호, 1989: 국가사회의 정보화와 공법체계의 재구성,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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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1989년 12월에 개인정보보호법시안을 마련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조회하는 한편 과도기적인 준비조치로서 1991년 5월에는 ‘전산처리되는개인정보보호를위한관리지

침’(국무총리훈령 제250호)을 제정ㆍ시행하여 오던 차에 1992년 3월에 본법안이 입법예고되고 7

월에는 국무회의를 통과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차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민정부의 일련의 개

혁입법과 맞물려 1993년 정기국회에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1994.1.7.)되기에 이르

렀다. 동 법률은 그 동안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법 제정후 1년 이후에 시행되고 있다.35)  

 

다) 정보공개와 알 권리 

 

정보공개는 ‘국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주장과 투명한 공개행정 필요, 정보의 자산가치 증가에 

따른 관련정보의 수요 증대, 행정과정에의 국민참여 및 민주적 통제기반 제도화 요청’에 따른 것

이다. 정보공개의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위상은 ‘알 권리’로 대변되고 있으며 그것은 비록 사생

활보호(헌법 제17조)처럼 헌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이론ㆍ판례상 국민주권주의, 인간

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 등에서 그 근거를 구하고 있음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국민의 알 권리의 충족이라는 헌법상 이념의 정립이 그  

 

35) 이에 관한 상세는, 성낙인, “행정상 개인정보보호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공법연구(한국공법학회) 제22집 제3호, 1994.6, 285-

324면; 총무처, 축조해설 개인정보보호법, 19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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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학계는 물론 1989년이래 헌법재판소의 판례36) 및 법원의 판례37)를 통해서 국민의 정보공개청

구권을 인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인 청주시가 청주시의회의 정보공개조례 제정

을 모법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위법성을 법원에 제소하였으나 대법원의 최종판결38)을 통해

서 최초의 정보공개조례가 봇물처럼 제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39) 정부로서도 더 이상 정보공



개의 제도화에 주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국무총리훈령 제288호,1994. 3.2.)의 발령 

 

정부에서는 행정정보공개를 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하여 입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행정정보공개

법제정에 앞서 시행을 위한 여건조성과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운영경험을 축적하기 위하여 “행정

정보공개운영지침”을 제정하여 각급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적극 추진하여 줄 것을 바라는 취지에

서 국무총리훈령이 발령되었다.  

 

36) 헌재 1989.9.8 결정, 88헌마22 - 공권력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헌재 1991.5.13 결정, 90헌마113 - 기록등사신청(형사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에 

대한 헌법소원; 헌재 1992.2.25 결정, 89헌가104 -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등에 대

한 위헌심판.  

 

37) 서울고법(제3특별부) 1988.7.6 판결, 88구1334; 대판 1989.1024, 88누 9312.  

 

38) 청주시의회조례는 1991년 11월 25일 의결에 이어 동 12월 26일 재의결함에 

따라, 청주시는 1992년 1월 8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던 바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동 6월 23일 취소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39) 지방자치단체공개조례는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제정되고 있는데 그 숫자

는 1994년 10월 31일 현재 133개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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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무총리의 훈령사항이므로 행정기관 내부에만 효력을 미치고 일반적인 법적 

효과를 동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보공개법의 제정을 위한 준비조치로서의 의미를 갖는다.40)  

기본지침에 있어서도 그간 학계41)ㆍ판례 등에서 논의되어온 국민의 알 권리의 충족이라는 기본적

인 인식하에서 발령되고 있음은 평가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그간 국민에 대한 정보공개제도의 홍

보부족과 여건미비로 인하여 정보공개가 제대로 행해지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다.  

 

(나) 외국의 입법동향과 정보공개법의 정부시안 

 

가) 외국의 입법동향42)  

 

정보공개법은 구미 각국에서도 미국, 프랑스 등 현재까지 단 11개국만이 시행하고 있을 뿐이다. 

일본뿐만 아니라 영국ㆍ독일 등에서도 아직 독자적인 정보공개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① 스웨덴 : 헌법의 일부를 이루는 ‘출판의 자유에 관한 기본법’(Freedom of the Press Act, 1766)에

javascript:openCaseView02%20('',%20'01030002',%20'판례집'%20,'89헌가104'%20,%20'0','','');


서 ‘시민의 공적 기관이 불법한 행위나 부당한 고발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공문서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여 공문서공개  

 

40) 강경근, “총무처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의 문제점”, 경제정의(경실련), 1994 여

름호, 97-111면 참조.  

 

41) 한국공법학회, 정보공개법시안(기초자 : 황우려ㆍ성낙인ㆍ김선욱), 1989; 구병

삭, “정보공개법제정의 방향”, 정보화사회의 공법적 대응, 한국공법학회, 1989; 박

영도, “정보공개제도와 정보공개법제정의 방향”, 한국법제연구원, 1992.  

 

42) 이에 관한 상세는, Tom Riley, Harold C. Relyea, Freedom of Information 

Trends in the Information Age, London, Franck Cases, 1983; 한국행정연구원, 행정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연구, 45-8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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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칙을 확립한 바 있다.  

② 미국 : 1946년 행정절차법 제3조에 정보공개에 관한 근거조항을 둔 이래, 1966년에는 정보자유

법(일명 정보공개법,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 법은 1974년, 76

년, 78년, 86년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43) 미국에서는 1974년에 프라이버시법, 76년에 

회의공개법, 78년에 정부윤리법, 86년에 전자통신개인정보보호법, 87년에 컴퓨터안정법 등이 제정

되어 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른 입법적 대응을 이루고 있다.  

③ 프랑스 : ‘행정과 국민의 관계개선에 관한 법률’(Loi no 78-17 portant diverses mesures 

d'amelioration des relations entre l'adminiatration et le public et diverses disposition d'ordre 

administratif, social et fiscal 1978.7.17.) 제1장에서 ‘행정문서악세스 자유’(De la liberte d'acce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를 규정하고 있다.44) 이것은 비록 한 장의 형태를 취하지만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정보처리ㆍ축적 및 자유에 관한 법률’(1978)을 제정한 바 있

다. 또한 1979년에는 ‘행정행위의 이유부기와 행정과 국민과의 관계개선에 관한 법률’과 ‘공문서관

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④ 그 외에도 캐나다에서는 1982년에 ‘정보악세스법’을, 핀란드에서는 1951년에 ‘공문서공개에 관

한 법률’을, 덴마크에서는  

 

43) 변재옥, “미국의 정보자유법의 운용상 문제점”, 현대의 공법이론, 김도창박사

회갑기념논문집, 1982; 황우려, “미국에 있어서의 정보공개법과 사생활보호법”, 정

보화사회의 공법적 대응(한국공법학회), 1989.  

 

44) 성낙인, “정보공개법의 계정방향 - 프랑스 정보공개법제를 중심으로”, 아산재

단연구논문, 사회과학연구(영남대), 19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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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1985년 개정)에 ‘행정문서악세스에 관한 법률’을, 노르웨이에서는 1971년에 ‘행정공개에 

관한 법률’을, 네덜란드에서는 1980년에 ‘공적정보의 악세스에 관한 법률’을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1982년 ‘정보자유법’을, 뉴질랜드에서는 1987년에 ‘행정정보에 관한 법률’을, 오스트리아에서는 

1988년에 ‘연방행정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나) 정보공개법제정을 위한 ‘정보공개법심의위원회’의 설치 

 

한국에서의 법제정ㆍ법실무ㆍ법이론 등에 비추어 보건대 아직 일본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

개조례제정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금년 말까지 정부의 정보공개법안을 확정하고 내년이

후에 본격적으로 정보공개법을 시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45)에 따라 1994년 7월에는 총무처에 ‘정

보공개법심의위워회’가 설치되었다. 그 구성원은 학계 4인, 언론계 1인, 법관 1인, 검사 1인, 총무

처 국장 1인, 법제연구관 1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1인 등 각계인사로 구성되어 약 3개월간 

7차에 걸친 축조심의를 거쳐 위원회안을 확정한 바 있다.  

그간의 논의과정에서는 국내에서 이미 제시한 바 있는 한국공법학회(안), 한국행정연구원(안), 경

제정의실천시민연합(안), 민주당(안) 등에서 주장되고 있는 내용과 외국의 법제를 종합하여 비교검

토하면서 위원회의 독자적인 시안을 만들어 나갔다. 다만  

 

45) 시사저널 1994.3.31(제231호) 40면 : 주무부처인 총무처 김중양 능률국장의 

인터뷰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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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안)이 성안된 이후 정부에서의 일부 조정을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1994년 12월 21일 공청

회에 회부된 정부(안)이 확정된 바 있다.  

 

다) 법률의 체제 

 

정보공개법 시안의 체제는 대체로 국내에서 이미 제시된 바 있는 각계 시안과 별 다른 차이나 문

제점은 없다. 비교법적으로도 외국의 입법례를 충분히 참조하여 이미 국내에 제안된 바 있는 각

계안을 검토한 것이다. 정보공개법 시안은 7장 34조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제4조 적용범위, 제5조 공공기관의 

의무)  

제2장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적용제외대상 정보(제6조 정보공개 청구권자, 제7조 적용제외대상 정

보)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8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제9조 공개여부 결정, 제10조 정보공개의 실



시, 제11조 부분공개, 제12조 청구인의 의무, 제13조 비용부담)  

제4장 정보공개위원회 (제14조 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제15조 위원회의 구성과 임명, 제1조 직무

의 독립성, 제17조 의결정족수, 제18조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제19조 위원ㆍ직원의 비밀엄수)  

제5장 불복구제절차 (제20조 이의신청, 제21조 심사청구, 제22조 심사 및 결정, 제23조 공개등 시

정조치의 권고, 제24조 공표, 제25조 행정심판법의 준용, 제26조 행정소송)  

제6장 보칙 (제27조 자료제공, 제28조 정보공개의 목록작성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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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등, 제29조 국회에의 보고, 제30조 자료제출요구등, 제31조 위임규정)  

제7장 벌칙 (제32조 벌칙, 제33조 양벌규정)  

부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경과조치)  

 

(다) 基本原則 

 

가) 목적 

 

‘이 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보유ㆍ관리하는 정

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

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목적조항에서 헌법상 가치를 갖는 기본권으로서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것은 정보공개를 통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국정에 대한 참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의민

주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참여민주주의를 통한 직접민주주의적인 효과를 동반할 뿐만 아니라, 

국정운영의 투명성(transparence)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의 실질화를 기할 수 있다.  

 

나) 정보공개 의무기관의 확대 

 

가. 의의 - 공공기관 

 

원래 정보공개는 행정정보공개가 주종을 이룬다. 따라서 정보공개법제의 일반적인 경향은 행정정

보공개법의 형태를 취한다. 미국ㆍ프랑스ㆍ캐나다 등에서도 행정기관중심의 정보공개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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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고 있다. 다만 스웨덴에서는 법원 및 국회도 정보공개 대상기관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실제 국회의 본질적 기능인 입법과정은 이미 공개되고 있고 법원의 판결 또한 공개되고 있다. 하

지만 입법행정 및 사법행정도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공개대상이 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시안에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정보공개 대상기관을 모든 국가기관, 지방자치

단체 및 법이 정하는 공공단체의 기관까지 포괄하고 있다. 공공단체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정부투자기관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범주는 시행령에서 공공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까지 가급적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특정기관의 어느 부서가 공개의무를 질것인가 라는 문제로 인하여 공개를 회피하는 

빌미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관련부처간에 안건이 작성되었을 경우에도 안건 작성을 주

도한 기관뿐만 아니라 안건작성에 관여한 모든 기관도 공개의무를 져야 할 것이다.  

 

나. 국가기관 

 

국가기관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

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모든 국가기관은 정보공개의무기관이다.  

 

다. 지방자지단체 

 

지방자체단체도 이 법에 따라 정보공개의무를 진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기본취지에 반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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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 관한 조례를 따로 정할 수 있다(제4조).  

 

라. 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 투자기관이라 함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로 

한다. 다만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는 제외한다”(법 제2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에 예시된 26개 정부투자기관은 다음과 같다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

행, 한국주택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증권거래소,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종합화학공업

주식회사, 한국방송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근로복지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철도공사.  

 

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위에 적시한 기관이외에 이 법상의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들 정보공개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범주는 시행령에서 공공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까지 가급적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특계자금을 지원받는 무역협회나 방송개발연구원 등과 같은 단체와, 

국고보조를 받는 사립학교 등의 정보공개대상기관성 여부 등이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의 규제를 받는 법인 및 모든 독립규제위원회를 명문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공법인 뿐만 아니라 공역무를 관리하는 사법상 법인까지도 공개의무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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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있다.46)  

 

다) ‘정보’‘공개’의 원칙 



 

이 법은 정보공개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제4조), 이 법의 제정과 더불어 정보공개가 원칙이고 정보

비공개가 예외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제3조).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

프, 슬라이드,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제2조 제1호). 널리 공문서의 

성격을 갖는 일체의 기록물을 정보공개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문서가 지칭하는 개념은 보다 포

괄적인 것으로서 서류, 보고서, 연구서, 합의서, 의견서, 통계자료, 예측서, 결정서, 회람, 지시 및 

법률의 해석과 행정절차의 기술을 담고 있는 관계부처의 답변서 등을 포함한다. 특히 정보화사회

의 진전과 관련된 법률로서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까지 공개대상

으로 하고 있다.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2호).  

 

라) 정보공개 청구권자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모든 국민이다. 국민에는 자연인뿐만 아  

 

46) 프랑스에서는 공역무를 관리하는 모든 사법인도 정보공개의무를 갖는다. 예

컨대 사회보장금고, 국영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국, 에어프랑스, 성인직업훈련협회, 

농업사회공조협의 등을 들 수 있다. Juris Class-  

 

eur, Droit administaratif, 1988, n˚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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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법인도 포함한다. 외국인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조). 외국인에게 어느 정도까

지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는 소위 정보주권이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주장이 가능할 것이나 지구

촌의 세계화에 비추어 상호주의의 원칙이 적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입법례에서도 외국인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권을 널리 인정하는 미국이나 프랑스가 있는가 하

면,47) 스웨덴이나 캐나다에서는 원칙적으로 국민에 한한다.48)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는 당해 정보와 어떤 특정한 관련성을 가진 자일 필요는 없다. 따라서 당

해 정보에 관해 ‘단순한 호기심을 가진 자’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권을 실제로 행사한 국민을 직업별로 분석한 프랑스의 통계자료를 보면 공무원, 지

방의회의원, 법률가, 기업가, 노동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 등의 순서로 나타나 있으며, 일반국민은 

특히 인ㆍ허가 업무, 행정시험, 사회보장 등에 많은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주된 

정보공개청구자가 상대방기업의 비밀탐지를 원하는 법률가, 범죄인이나 마약밀매자, 외국국적자, 

법원에서의 소송에 이용하고자하는 당사자 등이라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정

부에 자기 기업의 비밀을 제공한 기업은 이의 공개를 방지하기 위하여 역으로 정보공개금지소송

을  



 

47) 이와 관련하여 법인과 외국인을 포함하는 입법례로서, 미국에서는 ‘누구든

지’(any person), 프랑스에서는 ‘피치자’라는 표현을 법률개정을 통하여 ‘모든 인’

으로 하고 있다(toute personne).  

 

48) 캐나다에서는 영주권자 및 총독령으로 정한 자에게까지 인정하고 있다. 경실

련안에서는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한 자로, 민주당안에서는 3년이상 국내에 거주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자에게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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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하는 역정보공개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49)  

정보를 가장 많이 취급하는 언론기관이 정보공개청구권 행사의 주된 주체가 아닌 것은 언론보도

의 성격상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정보는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신속히 보도해야 할 가치를 

잃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정보공개제도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한국에서의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주권주

의를 실질화하는 방향으로 국민들이 널리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라) 적용제외대상 정보 : 비공개정보 

 

가) 의의 

 

주권자인 국민이 행정비밀주의를 타파하여 국민주권의 실질화를 기하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정보

공개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국가의 모든 정보는 공개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정한 범위의 정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함은 각국의 입법례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

나 비공개정보의 범위를 법상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정보공개법의 핵심적 논쟁사항의 하나이다.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정보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그것은 자칫 정보공개법이 아니라 정

보비공개를 법적으로 제도화 해 주는 정보‘비’공개법 내지 비밀보호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시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논의를 거친 부분중의 하나이다.  

 

49) 한국행정연구원, 행정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KIPA 연구보고 92-04. 

1992.12, 67-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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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안에서는 9호로 나누어 비공개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 논자에 따라서는 비공개사항

이 너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비공개사항에 새로이 추가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  



 

나) 시안의 검토 

 

가. 개관  

비공개사항의 규정에 관해 막연하고 추상적인 규정 즉 ‘상당한 이유’ 또는 ‘현저한 우려’등의 표현

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이해할 경우에는 이러

한 표현이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비공개의 우려를 보다 제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 것으로도 이

해할 수 있다. 민주당(안)이나 경실련(안)에서도 ‘충분한 이유’, ‘상당한 이유’ 등의 표현이 원용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비교법적으로는 간명하게 비공개정보에 관한 사항을 

열거하는 프랑스법이나 스웨덴법과 같은 모델을 고려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구체적인 문

제점은 역시 정보위원회나 옴부즈만의 권고 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정립될 수밖에 없다.  

정보공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는 크게 볼 때 국익에 관한 전보, 공익에 관한 정보, 개인의 

기본권에 관한 정보 특히 개인정보로 유형화할 수 있다. 개인정보에 관한 사랑은 이미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  

이에 시안에서는 법령(제1호), 국익(제2호), 국민의 기본권(제3호), 형사사법적 정의(제4호), 인사행

정(제5호), 공정한 행정(제6호), 의사결정과정(제7호), 개인정보(제8호), 법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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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호)의 순으로 적용제외대상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이미 국내에서 발표된 각

계 시안에서나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본질적인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나.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

된 정보  

 

제1호는 법령에 의한 비공개 가능성을 열어둔 일반조항의 성격을 갖는다.50) 이에 대해서는 법령

의 형식을 빌려서 공공기관의 비공개에로의 도피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준 것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즉 법령을 통하여 개별적ㆍ특정적으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사항으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51)  

 

다. 제2호 : 공개될 경우 국가안정이나 국방 또는 외교관 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가 있다고 인 정되는 정보  

 

국익이나 공익의 필요성에 따라 정보공개를 제한하는 것은 외  

 

50) 비공개에 관한 현행법령은 다음과 같다 :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공직자 

윤리법 제10조, 국가안전기획부법 제12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

조, 군근무성적평정규정 제9조,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2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3조,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100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형사소송법 제47조,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제27조, 보안업무규정 제24조.  



 

51) 강경근, “시론”, 시민의 신문, 1994.10.29, 3면; 행정연구원(안) 제8조 제10호(다

른 법령에 의하여 비공개에 관한 특별한 기준을 설정하거나 사안을 개별적 또는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비공개로 하도록 규정한 정 보) ; 경실련(안) 제7조 제1항 

제2호(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법령이 사항을 특정하여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사항) ; 민주당(안) 제7조 제1항 제2호(법률 또는 법률에 기한 

명령에 의하여 특정적으로 공개를 면제한 사항, 이 경우 법률은 재량의 여지를 

부여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그 사항에 대한 비공개조치를 할 것을 요구 하며, 

또는 비공개조치의 상세한 기준을 정하거나 비공개되어야 할 사항의 상세한 종

류를 합리적으로 열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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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법제에서도 공통적으로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남북분단이라는 특수상황

과 맞물려서 국가기밀사항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설정하고 있다. 더구나 제1호에서 법적으로 비공

개로 한 경우를 공개대상에서 제외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국가기밀과 관련된 일련의 법체제를 정

보공개법의 제정취지에 맞추어 전면적인 정비를 하지 않을 경우 자칫 정보공개법이 권위주의체제

하에서 제정된 기존 국가기밀 관련 법체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정보공개법의 목적이 국민의 알 권리의 최대한 보장에 있다면 국가기밀의 존재이유는 국익보호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국민과 국익의 차원에서 국가기밀사항의 객관적 실질적 

인식이 가능한 범위내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52)  

국가비밀에 관한 관련법률은 형법 제98조 제2항(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 군형법 제13조 제2

항(군사상의 기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형법 제98조의 군사상의 기밀이나 국가기밀을 누설한 

데 대한 처벌),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엄수의무), 군사기밀보호법 등이 있다. 국가안전기획부법 

제2조 국가안전기획부는 국가기밀보안업무를 관장하고, 그 절차에 관하여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제4조에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가기밀사항이라 하더라도 국회의 국정조사ㆍ국정감사 

및 감사원감사와 국회의 대정부질문등의 경우에 한정적 공개가 가능하다.  

 

52) 현재1992.2.25결정, 89헌가104,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등에 대한 위헌심판:‘군

사기밀보호법(1972.12.26. 법률 제2387호) 제6조, 제7조, 제10조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의 기밀이 비공지의 사실로서 적법절차에 따라 군사기말로

서의 표지를 갖추고 그 누설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 실질가치를 가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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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 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한다고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javascript:openCaseView02%20('',%20'01030002',%20'판례집'%20,'89헌가104'%20,%20'0','','');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이라는 표현이 반

드시 논리필연적으로 연결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법문의 표현대로라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

산의 보호는 공익적 측면에서 공개를 제한한다는 의미로 이해 될 수 있으나 이를 반드시 공익적 

측면에서의 비공개사유로만 이해할 수 없는 측면도 있다. 오히려 이는 사익보호의 측면도 강하게 

띨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분리할 필요성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이라는 

표현은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갖게 된다.53)  

 

마. 제4호 : 범죄의 예방, 수사, 소추, 형의집행, 교정, 보 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 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또는 형사피고인의 공정 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다고 인정하기에 상당 한 이유가 있는 정보  

 

공개로 인하여 형사사법적 정의의 실현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는 비공개로 한다는 원칙에 입각

한 규정이다. 제4호는 대체로 행정연구원(안)을 원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광범

위하게 설정해 놓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범죄의 예방,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

여도 무방하다고 본다.  

 

53) 강경근, “정보공개법시안상의 정보공개범위와 문제점”, 인권과 정의(대한변호

사협회), 1995.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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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절차가 재판에 계속중이거나 진행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거부를 

정당화시켜 주지 못한다.54) 앞으로의 법 운용에 미국정보자유법 552(6) b(7)의 내용을 참조해 볼 

필요가 있다 : “사법의 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조사기록 또는 정보”. 다만 이러한 사법상의 기록 또

는 정보의 제출이, (A) 소송절차의 방해가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경우, (B) 개인의 공정한 재판 또는 

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는 경우, (C)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되는 경우를 합리

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경우, (D) 비밀리에 정보를 제공한 국가, 지방 또는 외국의 행정기관 혹은 

관공서 또는 민간단체 등의 비밀정보원의 정체가 노출되는 경우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경

우 및 사법당국이 수사과정에서 또는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조사활동을 행하는 

행정기관이 작성한 기록의 경우에 비밀정보원에 의하여서만 제공된 정보를 공개하게 되는 경우, 

(E) 사법상 수사 혹은 소추의 기술 및 절차를 공개하는 경우 또는 사법당국의 수사 혹은 소추의 

지침을 공개하게 되는 경우로, 그 공개가 법의 참탈위험을 초래하게 된다고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경우, (F) 개인의 생명 혹은 신체의 안전을 위험에 노출시키게 되는 경우가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경우.  

바. 제5호 : 공공기관 내부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당해기관의 인사행정에 현저

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  

 

54) 그런 점에서 소송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해서 정보공개의 거부를 인정한 마르



세이유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Cf. Tri. adm. Marseille, 12 

mai 1981. Esteve c. Cne d'Aix-en-Prov- ence : Gaz. Pal 1981. 2, 715, note Ami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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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인사행정에 대한 행정비밀을 보호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현대행정은 행정주체의 자의적ㆍ재량적 

범위를 축소하여 법치행정의 범주로 포괄시켜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실적 행정업무의 담당

자인 공직자의 인사는 객관적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인사행정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엄격한 준칙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관리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행정

청내부의 준칙이 주어진 범위내에서 인사권자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사행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정보로 본다.  

 

사. 제6호 : 감사, 감독, 검사, 규제, 입찰계약, 첨단기술  

개발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행정의 공정한 집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

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아. 제7호 : 공공기관에서 의사결정 또는 정책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중에서 공개될 경우 의사결정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이나 정책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의사결정이

나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행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이러한 사항도 공개되어야 한다. 특히 이들 내용은 주로 정보공개법상의 정보

공개청구권을 행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언론기관이 취재보도의 자유의 원리에 입각하여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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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의 엄격한 적용으로 인하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

는 일이 야기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언론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이 조항은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

될 것이 요망된다.  

 

자. 제8호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에서는 규정한 개인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정 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 등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 적으로 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헌법적 가치를 갖는 두 개의 권리 즉 알 권리와 사생활 비밀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기하고자 하는 규정이다. 특히 행정전산망 등의 가동으로 인하여 국민의 사생활이 



공공기관에서 수집ㆍ관리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이들 정보의 자의적인 유출은 ‘유리알 인간화’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운용은 구체적 타당성을 기해야만 한다.  

 

차. 제9호 : 법인 및 그 외의 단체와 사업을 영위하는 개 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

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할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 보는 제외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 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

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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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법ㆍ부당한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ㆍ 지장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로 인하여 법인등의 영업상ㆍ사업상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적 배

려이다. 예컨대 특정기업이 연구 개발하여 특허출원이 되어 있는 사항에 관한 내용은 엄격히 비

밀이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증권시장의 육성에 따라 기업의 국민화 내지 국민주 시대

를 열고 있음에 비추어 법인등의 비밀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은 자칫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바른 언론을 위한 시민연합’이 국세청에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특정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결과가 외부에 밝혀질 경우에 본인은 물론 기업경영

의 기밀이 유출되어 납세자의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조사과정에서 당국을 믿고 조사에 

협조한 납세자와의 신뢰관계가 무너지게 되어 원활한 세정운영에 저해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

개결정”을 하고 있다.55)  

 

다) 법의 시행을 통한 구체적 타당성 확보의 필요성 

 

정보비공개사항을 법상 구정하고 있는 사항은 내용이나 본질에 있어서 비교법적으로도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면, 이들 규정을 현실적인 해석ㆍ적용ㆍ운용과정에서 어떻게 합리적인 

기  

 

55) 서울지방국세청장의 1994년 7월 15일 비공개결정 ; 언론사의 세무조사결과 

공개거부취소청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1994년 10월 21일 청구기각결정. 상세한 

비판적 검토는 강경근, 앞의 논문, 17-1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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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설정하여 나갈 것인가가 더욱 본질적인 문제라고 본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정보공개법

을 제정ㆍ시행하여 구체적인 문제점을 사안별로 해결해 나감으로서 하나의 통일적인 기준이나 준



거가 제시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한 가지 추가할 것은 법안심의과정에서 삭제한 부분이긴 하나 행정실무 차원에서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목적을 해치거나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또는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10호로 삽입할 필요성이 제

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규정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망라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최종논

의과정에서 삭제되었다.  

 

(마) 공개청구와 권리구제 : 액세스권의 제도적 보장 

 

가) 정보공개청구의 절차 

① 청구인은 시안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앞으로 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라서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정보공개청구의 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의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 결정은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30일을 한도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③ 비공개결정을 한때에는 비공개사유와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공개여부 결정통지가 없는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

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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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절차는 다음과 같이 제도화되어 있다 : 정보공개청구서의 제출 - 15일이내 

결정 - 30일 한도 결정연장가능 - 60일이 지나면 비공개결정 간주.  

시안의 절차 및 기간은 프랑스나 캐나다의 법제와 비슷하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10일이내 결정

통보를 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경우 1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비하면 기간이 

너무 장기라는 비판도 있다.  

 

나) 불복구제절차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당해 공공기관이 이를 인용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구제방법으로

서 법안 심의과정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사항은 이를 일반적인 행정구제절차에 의할 것인가 

아니면 독립된 제3의 기관을 설치하여 이를 심사하도록 할 것이냐의 문제였다.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일반적인 행정구제절차에 의할 경우 ① 새로운 심사기관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존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② 각 기관별로 설치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판단이 가능하고, ③ 행정행위일반에 관한 구제절차와 균형을 이룬다는 장점이 있

다. 그러나 ① 정보공개라는 새로운 제도에 부응하는 구제절차가 될 수 없고, ② 그 판단의 독립

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③ 정보공개라는 단일 목적의 실현을 위한 통일적이고 객관적인 심사기준

설정에 어려움이 따르는 단점을 안고 있다. 더구나 행정심판제도가 행정소송법의 개정으로 이제 

행정심판전치주의가 폐지된 마당에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만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강제하는 것도 

균형상 무리가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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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민의 신속한 정보에의 욕구를 행정소송의 형태로만 갈음할 수밖에 없다면 번잡스러운 제도

임에 틀림없다.  

정보공개위원회 제도는 ① 정보공개제도의 본질에 부합한 독자적인 법적 구제제도가 될 수 있고, 

② 독립적인 기관의 심사를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고, ③ 기관간 통일적인 심사기준

의 설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① 심사청구의 폭주시에 처리의 신속성을 어떻게 기

할 수 있을 것인지, ② 별도기구 설치에 따른 예산과 인력의 문제가 따른다.  

미국에서는 공개거부를 한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이에 불복할 경우에는 법원

에 제소한다. 심리는 비공개로 하며 비공개의 입증책임은 행정기관이 진다. 캐나다에서는 의회소

속의 정보커미셔너제도를 두고 있다. 커미셔너의 결정의 성격은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이에 불복

할 경우에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시안에서는 불복구제절차로는 정보공개신청대상기관의 장에게 신청인이 임의로 제기하는 신속간

편한 이의신청제도와, 정보공개위원회에 제기하는 심사청구라는 2원적 제도를 두고 있다.  

 

가. 이의신청(제20조)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청구인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이

의신청제도를 두고 있다.  

청구인은 7일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나. 정보공개 심사청구(제21조-제25조)  

① 신청인은 공개여부의 결정통보를 받거나 비공개의 결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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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되는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정보공개위원회에 정보공개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

신청을 거칠 필요는 없다.  

② 위원회는 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1차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개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권고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심사는 법상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반면 심사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청구인

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원회의 결정이 권고적 효력밖에 갖지 못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위원회 권한의 실효성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적어도 행정심판과 같은 기속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하지 않은 것도 위원회의 

실질적 위상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소지가 있다. 위원회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법상 필요적 전치주의를 명문화하고 있지도 않고 또한 그 결정이 권고적 효력을 가짐에도 불구하

고, 법운용의 실제에 있어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연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메카니즘이 정립

되어 있다.  



 

다. 행정소송의 제기(제26조)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56)  

 

56) 정보공개소송과 관련하여서는 의무이행소송제도, 역정보소송, 제3자의 권리보

호와 예방적 쟁송절차 등을 입법적 대안으로 제시하는 견해도 있다. 앞으로 이에 

관한 사항은 보다 발전적으로 검토의 가치가 있는 견해로 보여진다. 그러나 현단

계에서 이러한 제도를 전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인지는 재론의 소지가 있을 

것이다. 홍준형. “정보공개법시안에 의한 권리구제절차의 문제점”, 인권과 정의(대

한변호사협회), 1995.1, 30-3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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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독립기관으로서의 ‘정보공개위원회’설치 

 

가) 정보공개 감독기구의 위상설정의 방향 

 

정보공개에 관한 감독기구는 비교법적으로 ① 정보처리자 내부의 자율규제에 맡기는 방법과 ② 

특수한 감독기관에 의한 외부적 통제방법으로 양대별 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다시 ① 옴부즈만

제도를 설치하는 방안, ②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③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행

정위원회를 두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옴부즈만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는 스웨덴과 캐나다를 들 수 있다. 스웨덴의 옴부즈만은 4년 임기

로 국회에서 임명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의 고충이나 민원을 수리하여 조사한 후에 관계기관

에 적절한 권고를 행하고 이를 매년 국회에 보고한다. 비록 옴부즈만이 권고를 할 수 있을 뿐이

라 하더라도 옴부즈만이 갖는 무제한적인 조사권과 이에 대해 모든 공공기관과 직원이 협력하여

야 하기 때문에 권고는 사실상 명령에 비견되는 강한 힘을 갖게 된다. 캐나다에서는 정보커미셔

너를 두고 있다. 의회소속의 커미셔너는 옴부즈만의 일종으로서 상하 양원의 결의에 의해 총독이 

임명한다. 커미셔너는 공개거부결정이나 수수료금액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로부터 이의신청을 받

은 경우에는 거부결정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 사실을 통지하고, 비공개로 심사하며 필

요한 경우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관련기록을 조사할 수 있다. 커미셔너의 이의신청 심사결정 역시 

권고적 효력을 갖는데 불과하다.  

생각건대 스웨덴에서 발달된 옴부즈만제도를 두는 방안을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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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도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학계에서 옴부즈만제도에 관한 도입논의는 있으나 아직 이 제도

가 실정법상 도입된 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비교적 독립적인 정보공개위원회를 두자는 것이

다.  

그렇게 함으로서 정보공개여부에 관한 논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공개와 관련된 일련의 문제를 총괄하는 독립된 기관으로 하여금 제도운용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권리구제는 일반법원의 판단에 따르기 이전에 보다 전문성과 기술

성을 확보한 기관이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독립된 기관으로 하여금 정보공개업무를 통할하고 나아가서 권리구제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안은 

법안 심의위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로 채택되게 괴었다. 다만 그 구성과 지위 등에 관해서는 끝까

지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  

 

나) 시안상의 정보공개위원회 제도의 검토 

 

가. 지위 

정보공개위원회가 독립된 기관이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에 위원회의 독립기

관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단일 위원회를 두자는 안이 채택된 바 있으

나, 최종적인 검토과정에서 권력분립의 원리를 존중한다는 취지하에 국가최고기관의 하나인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정부에 각기 정보공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공청회이후 총무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보공개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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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성(제15조) 

① 위원의 수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원래 법안 

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의 숫자를 12인이상 15인이하로 하며 그 중 1인을 상임위원으로 둔다는 

안을 채택한 바 있으나, 그 후 조정 과정에서 위원 숫자의 지나친 중대로 인하여 업무의 능률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또한 상임위원을 둘 경우 작은 정부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

니한다는 주장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되었다. 또한 규정은 없지만 위원회의 성격상 위원장은 위

원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새로운 조정안에서는 이를 명시하고 있음)  

② 위원의 자격 : 위원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정보공개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나 또는 3급이상

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새로운 조정안에서는 1. 판사ㆍ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자, 2. 대학에서 법률학ㆍ행정학ㆍ정치학 또는 언론학을 가르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자, 3. 3급이상 해당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근무한 자, 4. 기타 

사회적 신망이 높고 정보공개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자. 로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원래 법안 심의위원회에서는 국가 전체를 통할하는 하나의 정보공개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전제하

에서 입법, 행정, 사법 3부에서 각기 추천하는 인사와 주요사회단체로부터 추천 받은 인사로 구성

하도록 하였으나 각부에 각기 정보공개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결론에 따라 이를 백지화 한 바 있다. 

다만 주요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는 방법을 제도화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정보공개위원회와 비견될 수 있는 외국의 제도로는 프랑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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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서악세스위원회’를 들 수 있다. 위원은 10명이다. 위원장은 전현직 국사원(최고행정법원 겸 

정부정책심의기관)위원이 맡는다. 위원은 파기원(민형사최고법원) 및 심계원 추천 각각 1인, 상하



양원의장이 추천한 2명의 국회의원, 수상을 대표하는 자 1인, 상하양원의장의 공동결정에 의한 1

명이 지방의회의원, 대학교수 1인, 고문서관 국장, 문서관 국장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독립된 기

관으로서 정보공개업무를 통할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단계에서 불복구제심사를 담당한다.57)  

③ 임기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 권한 

① 불복신청 심사 : 공동기관의 장으로부터 비공개 통보를 받았거나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 경우 청구인이 제기한 불복신청을 심사한다.  

② 정보공개 정책 : 위원회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③ 기타 : 기타 정보공개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권한으로 정한 사항을 처리한다.  

 

(사) 벌칙(제32조-34조) 

 

법률의 실효성을 담보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당해 법률에서 금지한 사항에 관해서는 처벌규정

을 두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정보공개법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에는 정보공개  

 

57) Cf. B. Lasserre et E. Lenoir, B. Stirn, La transparence administrative, Paris, P.U.F.,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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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관련사항을 위배하였다고 하여 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때에는 자칫 정보공개의 본지

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법안 심의위원회에서도 많은 논의를 거친 끝에 일단 

벌칙조항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이용에 제공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시안 제7조에

서 정한 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인의 대표

자나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33조의 위반행위를 한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

을 과한다(양벌규정)  

이러한 처벌규정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 것이다. 그러나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정보공개법에 이러한 강력한 벌칙규정을 둔 예를 찾아 볼 수 없다. 외국의 입법례

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벌칙조항을 두고 있으면서 정보공개법에는 벌칙조항을 설정하지 아

니하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보공개법이 행정의 비밀주의를 타파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제도적 장치임에 비추어 본다면, 종래 비밀주의의 타성에 젖어서 알 권리

의 본질에 반하여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을 공개하였을 경우에 무거운 처벌을 가한다는 것은 자칫 

정보공개법제가 비밀보호법제로 전락할 우려도 안게 된다.58) 이  

 

58) 공청회에서 모든 토론자들이 벌칙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의외



로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조례를 최초로 정립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바 있는 

청주시의회의 박종구의원은 정보공개조례운용의 실제에 비추어 벌칙조항에 찬성

의 뜻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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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공공기관의 직원에 관한 처벌은 기존의 국가공무원법 등의 처벌규정을 원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반론이 제기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법에 굳이 벌칙조항을 둘 경우에는 정보공개를 악의 또는 고의로 거부하거나 

진실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한 공직자여야 한다는 반론이 설득력을 갖게 된다.59)  

다행히 총무처에서 공청회를 통하여 거의 대부분의 참여인사들이 반대론을 지적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벌칙조항을 전면적으로 삭제한 것은 바람직한 태도로 평가할 수 있다.60)  

 

(아) 결 

 

① 조속한 법제정과 시행의 필요성 : 모처럼 정보공개법이라는 좋은 법을 빨리 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문민시대의 정부의 할 도리를 다할 것을 기대한다. 이에 정부당국

에서는 정보공개법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하여 보다 능동적인 대응을 통해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부가 아닌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부로서의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정치와 행정의 민주화는 이제 

국민에게 장막의 베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보여주고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가운

데 실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훈령을 시행하면서 축적될 경험과 준비를 바탕으로 정보공

개법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1966년에 ‘정보자유법’(The  

 

59) 경실련(안) 제24조 (정보공개청구의 상대방인 정부기관의 공무원이 악의 또는 

고의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진실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한 때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면직을 제외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60) 총무처가 1995년 2월 17일 정보공개법 심의위원회에 상정한 조정안에서 벌

칙조항이 전면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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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of Information Act)을 제정하여 그간 수 차례에 걸쳐 개정과 입법적 보완이 가해진 미국

과 1978년에 ‘행정문서악세스권법’(De la liberte d'acces aux document administratifs)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 등의 경험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리라고 본다.  

② 정보공개와 사생활보호의 조화 : 정보공개를 통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함으로써 정보화사

회에서의 민주주의를 보다 실질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

공개를 통해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 또한 헌법적 요망사항이기도 하다. 



따라서 앞으로 정보공개법까지 정비될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도 정보공개와 사생활보호 사이의 규

범조화적인 해석 적용 운용이 요망된다. 그것은 정보공개를 통한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의 실현과 

개인정보보호를 통한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의 조화의 문제이기도 하다.  

 

4) 報道의 自由 

 

정보화된 사회에서 분출하는 정보는 언론기관의 보도를 통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게 된다. 

따라서 언론의 보도는 신속공정하게 사실에 입각하여 아무런 간섭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도의 

자유에는 신문ㆍ잡지ㆍ방송 등 매스 미디어의 자유를 포괄하게 되는데 신문보도의 자유가 대표적

이다. 보도의 자유에는 뉴스 등을 보도할 자유뿐만 아니라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ㆍ신문 등의 배

포의 자유까지 포괄하게 된다.61) 그러나 보도의 자유는 진실보  

 

61) 김철수, 헌법학개론, 454면; 안용교, 한국헌법, 416면; 한편 권영성 교수는 이

를 언론기관의 특권과 자유로 설명하고 있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4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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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무를 동시에 갖게 된다.  

 

(가) 言論機關施設法定主義 

 

보도의 자유를 확립하기 위하여는 권력이나 자본으로부터 자유롭고 독자적으로 존립할 수 있는 

조직과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이에 따라 헌법 제21조 제3항은 “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언론 기관 시설 법정 주의를 명시

하고 있다.62)  

이에 따라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63)은 언론기관의 설립의 자유에 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① 법인이 아니면 일간신문이나 일반 주간신문 또는 통신을 발행하거나 방송을 

할 수 없다(정간법 제9조 2항, 방송법 제6조 2항), 형법(제87조-90조 등), 군형법(제5조-8조), 국가

보안법(제3조-9조), 사회안전법에 의한 보안처분이나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처분이 집행중인 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등은 언론사 발행인, 편집인, 또는 방송국의 장이 될 수 없다(정간법 제9조 1항, 방송법 제9조). ② 

일간신문과 통신은 서로 겸영할 수 없으며, 방송국을 겸영할 수 없다(정간법 제3조, 방송법 제7

조). ③ 정기  

 

62) 프랑스에서는 이미 1881년 7월 29일 법률을 통해서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법

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신문의 창간에는 단순한 사전 신 고로 족하다. 다만 형

사책임의 문제가 야기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 여 검찰에 언론의 제호, 주기적 

발행일, 발행인과 인쇄인의 성명을 신고하기만 하면 된다. J. Rivero, Les libertes 

publiques, tome 2, pp. 219 이하 참조.  



 

63) 방송법은 무선방송에 의한 방송과 방영만 규정하고 있다. 유선방송은 종합 

유선방송법에 의한 규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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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처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정간법 제7조) 그 등록은 법원의 재판으로 취소할 수 있다(정간법 제12조). 방송은 전파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제는 신문 또는 통신의 발행시설기준이 너무 과중하여 언론기관남설의 폐해를 방지

하고자 하는 법의 원래의 제정목적보다 신문사나 통신의 설립이 자유를 사실상 제한하는 것이라

는 비판도 제기된다.64) 이와 관련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9호 소정

의 제6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시설에 대하여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

면을 첨부하는 것은 위헌제청신청에 대하여 해당시설을 발행인의 자기소유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

라고 판시한 바 있다. 동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인들에 의한 무책임한 정기간

행물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언론ㆍ출판의 공적 기능과 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규정으로서, 헌법상 금지된 허가제나 검열제와는 다른 차원의 규정이고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헌법 제37조 2항에 반하는 입법권의 행사라 할 수 없

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법상 ‘해당시설’은 ‘임차 또는 리스에 의하여도 갖출 수’ 있다.65) 이

에 대하여 반대의견은 “정기간행물에 대한 등록제는 실질적으로 허가제와 다름없이 운영될 가능

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는  

 

64) 안용교, 앞의 책, 418면.  

 

65) 그런 점에서 비록 위헌선언을 한 것은 아니지만 법 시행령 제6조 제3호가 

자기소유임을 등록요건으로 함은 위헌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동 판결에 부합하

게 동 시행령 제6조 제3호는 개정된 바 있다(1992.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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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며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야 등록할 수 있는 본 조

항은 출판자유의 보장에 있어서 재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사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다.66)  

신문ㆍ통신ㆍ방송의 겸영(兼營)금지는 언론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하여 야기될 국민의사의 왜곡현상

을 시정시키려는 입법적 조치이다. 그러나 국제화ㆍ개방화의 흐름은 언론기업경영에도 예외일수 

없기 때문에 국내언론기업도 일정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킬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이에 

동 규정도 언론 정책의 방향 설정 여하에 따라 변용 될 가능성도 있다.  

 



(나) 取材의 自由 

 

보도의 자유는 취재의 자유 없이는 실질적으로 확립될 수 없기 때문에 보도의 자유에 소극적 정

보수집권으로서의 취재의 자유가 당연히 포함된다. 다만 취재의 자유는 질서유지, 프라이버시보호, 

국가기밀유지를 위한 제한을 받는다. 법정에서의 사진촬영ㆍ녹화ㆍ중계방송 등은 법원의 허가 없

이는 행할 수 없다(법원조직법 제54조의 2).  

 

<일본판례>  

최고재 소화33년 2월 17일 대법정판결, 소화29년 제1호 : 무릇 신문이 진실을 보도하는 것은 헌

법 제21조가 인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고, 또 그것을 위한 취재활동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66) 헌재 1992.6.26, 90헌가23; 대판 1990.4.1, 90도332.  

 

- 231 -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헌법이 재판의 대심 및 판결을 공개법정에서 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절차를 일반

에게 공개하여 그 심판이 공정하게 행하여 질 것을 보장하는 취지 이외에는 없는 것이므로, 가령 

공판정의 상황을 일반에게 보도하기 위한 취재활동일지라도 그 활동이 공판정에 있어서 심판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피고인 기타 소송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것과 같은 것은 원

래부터 허용되지 아니하는 바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공판정에 있어서 사진의 촬영 

등은 그 행하는 시ㆍ장소 등 여하에 따라서는 전기와 같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 올 우려가 있

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15조는 사진촬영의 허가 등을 재판소의 재량에 맡기고, 그 허가에 따르

지 않는 한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며 위 규칙은 헌법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비밀보호에 관한 법령규정에 위배하여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60조). 그러나 비밀은 형식적

인 비밀의 취재보도만으로 곧 위법성이 추정된다고 해석할 수 없고 객관적인 실질적 요건(비공지

성, 필요성, 상당성)을 갖춘 것이어야 하고 실질성의 판단기준도 자유로운 정보유통이 저해되지 

않도록 엄격한 한정해석이 필요하다.  

취재원(取材源)에 대한 진술거부권(秘匿權)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취재원에 대한 

진술거부권은 국민에 대한 전보전파의 목적으로 내적 신뢰관계를 통하여 취재한 취재원의 공개를 

당하지 않을 권리이다. 이 권리는 언론의 진실보도 및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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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도를 위한 불가결의 전제조건이며 이 권리 없이 언론은 진실보도의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취재의 자유의 내용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67) 그런 의

미에서 구언론 기본법에서 인정되었던 취재원의 진술거부권이 언론기본법의 폐지와 더불어 사라



진 것은 바람직한 입법방향이라 할 수 없다.68) 다만 이 진술거부권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한

을 받는다. 즉 이 권리는 공정한 재판의 실현 때문에 형사재판과 관련된 제한된 범위내, 예컨대 

범죄를 구성하는 내용이 공표된 때, 범죄행위로 공표의 기초가 된 자료 또는 정보를 입수한 때 

등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진술거부권을 부인할 경우에도 형사재판의 증거의 중요

성과 취재원을 공개함으로써 미치는 보도의 자유의 침해를 비교형량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야 한다.  

 

<미국판례>  

① Branzenburg v. Hayes et al., Judges, 408U.S.665 (1972) : 신문기자의 취재원의 비밀은 당연히 

언론의 자유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해설) 취재원의 비밀을 직접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5:4

의 판결이다. 취재원의 비밀을 직접적으로 보장한 헌법이나 법률을 두고 있는 입법례는 극소수이

며, 미국에서도 17개주만이 이를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다. 앞으로의 입법이나 판례의 방향이 주목

되는 부분이다.  

② Zucher v. Stanford Daily, 436U.S.547(1978) : 시위하고  

 

67) 김철수, 앞의 책, 254면; 안용교, 앞의 책, 419면.  

 

68) 팽원순, 매스커뮤니케이션법제이론, 법문사, 1990, 3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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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습격한 사람을 알기 위하여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갖고 있는 학생신문사에 대하여 압수수

색영장을 발부받아 사진 및 원판을 압수함은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 아니다.69)  

 

<일본판례>  

소화 28년 8월 6일 대법정판결, 소화25년 재2505호 : 신문기자에게 취재원에 대하여 증언거부권

을 인정할 것인가 아닌가는 입법정책상 고려의 여지가 있는 문제이며 신문기자에게 증언거절권을 

인정한 입법례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 현행형소법은 신문기자를 증언거절권 있는 것으로써 열거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소법 제149조에 열거하는 의사 등과 비교하여 신문기자에게 위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헌법 제21조 규정의 보장은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한 말하고 싶은 것은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말하고 싶은 내용을 정하지도 않고 이제

부터 그 내용을 작출하기 위한 취재에 관하여 그 취재원에 대하여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가장 중

대한 사법권의 공정한 발동에 대하여 필요 불가결한 증언의 의무까지도 희생시키고 증언거절의 

권리까지 보장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풀이할 수 없다.  

 

(다) 言論機關內部의 自由 

 

언론의 자유는 언론기관이나 언론인의 국가로부터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오늘날 언론기관이 대기

업화ㆍ독과점화함에 따라 언론기관의 상업화와 그에 따른 국민의 의사를 왜곡시키게 된다. 언론  



 

69) 위 두 판결에 대한 논의의 상세는, 이관희, “미국에 있어서 형법과 보도의 자

유”, 미국헌법연구(미국헌법연구소), 제4호, 1993, 173-24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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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의 인사권ㆍ경리권ㆍ운영권이 언론종사자의 편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장이 마련

되어야 한다. 언론종사자의 편집권은 헌법상 언론의 자유의 기본적 내용이므로 언론기업경영자의 

경영권이 편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편집ㆍ편성권의 경영권으로부터의 

독립을 헌법상 제도보장하는 것도 이상적인 입법병행으로 볼 수 있다. 편집권의 경영으로부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늘날 언론인의 신분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경향을 띠고 있

다.  

 

<프랑스판례>  

Cour de cassation(Ch. soc.) 1987.3.5, Mlle Mermet : 직업적인 언론인(le journalistes professionnels)

이란 독자의 정보를 위한 정기간행물의 간행에 지적이고 학구적인 협력을 행하면서 급여를 받는 

원칙적이고 정기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자를 말한다(참조판례 : C.E. 1983.6.29, Forest).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발행인은 종사자의 편집 및 제작활동을 보호하여야 한

다”(제6조 2항). 방송법도 ‘방송편성의 자유는 보장된다. 방송순서의 편성ㆍ제작이나 방송국의 운

영에 관하여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

섭을 할 수 없다’(제3조)고 규정하고 있다. 편집ㆍ편성권의 입법적 보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언론

기관내부의 자유는 한국언론의 현실에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특히 시사적인 문제와 관련하

여 언론경영자의 언론노조사이에 자주 첨예한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한국적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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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례>  

대판 1980.9.9, 77다2030 : “신문기사의 편집행위가 사시에 반하는지의 여부나 어떤 사태가 언론의 

자유와 근로자의 신문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신문기자 각자의 주관

이나 정치적ㆍ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결론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의도하는 바를 행

동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고용계약이나 근무규정 등의 범위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고용계약

상의 노무계약을 거부하며 근무규정상의 의무에 반하여 기업체내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동은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고용계약이다.”  

 

(라) 방송의 자유 

 

가) 방송ㆍ유선방송ㆍ종합유선방송의 개념 

 



“방송이라 함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과 교양ㆍ음악ㆍ오락ㆍ

연예 등을 공중에게 전파함을 목적으로 방송국이 행하는 무선통신의 송신을 말한다”(방송법 제2

조). 종래 방송이라 함은 방송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무선통신에 의한 것을 의미하였으나 오늘날 

방송에는 유선방송이 발달하기 시작하여 1995년부터는 종합유선방송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

에 유성통신에 관해서는 유선방송관리법에서 “유선방송이라 함은 유선 전기 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음성ㆍ음향 또는 영상을 공중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송신하는 것”(제2조)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종합유선방송법에서는 “종합유선방송이라 함은 영상(문자 및 정지화상을 포함한다)ㆍ음반ㆍ음향 

등을 유선전기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수신자에게 송신하는 다채널방송을 말한다”(제2조 1호). 이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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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상의 제도적인 방송이외에 인공위성을 통하여 외국의 방송이 아무런 국내법적인 제한이 불

가능한 상태에서 시청이 가능한 상황에 처하여 방송에 대한 실정법적인 대응은 새로운 국면을 맞

이하고 있다.  

 

나)방송의 자유와 공적 책임  

 

종래 언론의 자유에 관한 고전적 논의는 개인의 언론의 자유와 또 다른 측면에서 국민의 알 권리

를 충족시켜 주는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를 지칭하였으며, 여기서 보도의 자유는 일반적으로 신

문의 자유를 의미하였다. 물론 신문을 중심으로 한 활자매체의 중요성이 줄어 든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영상매체의 발달이 눈부신 바 있다. 이에 방송의 자유의 새로운 

법적 대응에는 동시에 방송의 책임도 강조될 수밖에 없다.  

물론 방송의 자유라는 원리하에 언론의 자유의 일환으로 방송의 자유ㆍ방송편성의 자유를 실정법

적으로 보장(방송법 제1조ㆍ3조, 종합유선방송법 제3조-편성의 불간섭)하고 있다. “① 방송편성의 

자유는 보장된다. ② 방송순서의 편성ㆍ제작이나 방송국의 운영에 관하여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

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구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방송법 제3조)  

동시에 방송법에서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 “①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② 방송은 국민의 윤리적ㆍ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사회정의의 전파, 

국민의 기본권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특정한 정당ㆍ집단ㆍ이익ㆍ

신념 또는 사상을 지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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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호할 수 없다. 다만,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허가 받은 방송이 허가 받은 내용에 따라 방송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발전에 기여하여야 하며, 

계층간ㆍ지역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방송은 사회적으로 유효한 생활정보를 확산

보급하고,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을 높이며, 민족문화의 창조적 개발에 기여하여야 한다. ⑥ 방송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기여하여야 하며, 음란ㆍ퇴폐ㆍ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방송법 제5조). 나아가서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① 방송은 인간의 존엄

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공익사항에 관하여 취재 보도 논평 



기타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하여야 하며, 사회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 ③ 방송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

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방송법 제4조)”. 이러한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

지하고, 방송내용전반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를 둔다”(방송법 제11조).70)  

위와 같이 신문 등 정기간행물에 관한 법제보다 더욱 엄격하게 방송의 공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

는 것이 현행법제의 태도이다. 그것은 오늘날 방송매체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입법

적인 방향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통신혁명이라 불리울 정도로 방송매체가 다양하게 발

전하고 있음에 비추어 종래 방식의 공적 책임의 강조로는 적극적인 대응이 불가능한 생황에 처  

 

70) 박용상, “방송위원회의 법적 지위”, 한국공법학회 학술발표회 발표문, 19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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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있다. 종래 방송은 전파사용의 독점적 체제와 더불어 공영방송의 체제였으나 오늘날 세계각국

에서 상업방송의 시대로 대변환을 이루고 있는 상황하에서 종래 방식의 방송에 관한 실정법의 태

도가 합당한지 재검토의 시점에 이르고 있다.71)  

 

<한국판례>  

서울고법 1994.9.27, 94나35846 : ① 헌법상 방송의 자유란 방송주체의 존립과 활동이 국가권력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독립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이외에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회 

제세력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상 국민의

사 결정의 원리에 따라 다양성 원칙과 공정성의무에 의해 구속되는 제도적 자유이며, 자유민주주

의의 헌법체제아래서 위 방송의 자유 내지 편성권의 주체는 전파법상 허가를 받고 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을 경영하는 방송법인이고, 방송법인이 이러한 방송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특히 프

로그램의 편성과 제작을 위요한 제 권한은 법령상 방송법인을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를 통괄하는 방송법인의 기관이 담당하게 된다.  

② 방송법인이 국가 이외의 제3자에 대해서도 방송의 자유(편성권)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 하

더라도 그 편성권을 행사하여 특정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로 내부적 계획을 세운 후 방송사의 소속

원이 아닌 제3자와 출연계약을 맺게 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71) 이에 관한 상세는, 박용상, 방송법제론, 교보문고, 1988. 특히 이 책에서는 세

계각국의 방송제도 및 방송법제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한국의 방송법제개혁에 관한 논의를 결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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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인 피고공사는 그 사법상의 출연계약에 특별히 약정한 바가 없다면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제작하고 방송할 의무를 부담할 뿐 피고가 갖는 편성권이 제3자인 원고의 저작권을 임의로 침해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③ 방송매체를 관리하는 방송법인은 그 운영 방송채널을 통하여 송출한 내용전반에 관하여 관리

자로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프로그램의 종류와 제작형태에 

따라서 법적인 책임의 귀속과 부담의 정도는 달라진다. 매체가 단지 타인의 의견을 전달하는데 

불과한 순수한 채널 내지 의견의 시장으로서만 기능하는 경우에는 방송법인이 방송내용을 검토하

여 이를 수정한다거나 삭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 방송법인에 대하

여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면 방송의 매체로서의 전파기능을 저해하고 방송을 통한 언론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표현된 제3자의 표현내용에 대하여 방

송법인에게 책임을 지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방송국의 경영자인 방송법인은 형사상의 처벌법규

에 위반하는 표현내용을 방송하거나 그 방송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 그 실제상

의 행위자와 함께 민, 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의 당

연한 귀결로서 방송법인은 편성과 방송을 행함에 있어서 방송내용에 관하여 심사할 권한과 의무

를 갖게 된다 할 것인데, 방송사의 임. 직원의 표현내용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에 이를 수정 

삭제할 권한이 방송법인의 기관에게 인정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사외의 제3자가 제작한 프로그램

이나 저명한 인사 등이 스스로 출연하여 일정 주제에 관하여 개인적 소견을 진술하는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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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에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원칙상 제작자 또는 원진술자인 제3자에 귀속되고 매

체의 관리자인 방송공사가 위 제3자의 표현행위로 인해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

에 한 한다고 할 것이다. 즉, 외부의 제3자가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방송법인이 편집제작하여 방송

한 진술내용이 예컨대 명예훼손, 음란 또는 내란선동 등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것인 경우에 이를 

전파한 방송법인은 그것이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면책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방송법인은 그 방송내용으로 인하여 방송법인에게 법적 책임이 

부과될 사항을 심사하고 이를 배제할 수 있는 일반적인 관리자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④ 방송법 제5조는 방송이 공공의 소유라고 생각되는 유한한 자원인 전파를 사용하여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불가결한 여론의 형성에 기여하는 중대한 기능에 비추어 방송에 부과되는 공정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헌법적인 요청을 법률로서 명문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정성의 원칙이라 

함은 방송법인이 방송할 사항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인간의 존엄존중이라는 헌법상의 기본적 합의

를 토대로 한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구성원의 의견과 이익이 다양함을 전제로 하여 각계각층의 

관심사중 논란되는 현안의 쟁점을 주제로 선택하고 그에 관련되는 모든 이해관계의 입장이 실제

상의 중요성에 상응하도록 합당한 비중으로 다루어질 것을 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방송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이러한 원칙은 의견이 대립될 수 있는 모든 영역의 프로그램을 편성 또는 

제작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것이며, 이러한 편성규범은 방송주체를 수명자로 하여 명령된 규정이

여서 방송법인 및 그의 편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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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를 보조하는 임,직원은 편성을 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법적인 기준에 구속되는 것이 당연하지

만, 헌법상 의견표현의 자유를 보호받는 사외의 기고자나 참여자와 같은 제3자는 이러한 방송법



상의 의무를 지킬 의무가 없다.  

⑤ 방송법인은 여론형성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그램편성에 있어서 논란되는 공적 쟁점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편성해야 할 뿐 아니라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주제에 관하여는 공

정성원칙에 따라 사회내의 찬반입장 또는 다양한 세력의 이해관계가 실제상의 비중에 따라 의견

이 표현되도록 프로그램을 형성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러한 공정성요건을 충족하려면 다수의 견

해가 동시에 주장되고 반박됨으로써 토론이 이루어지는 형식의 프로그램이 바람직하고, 반박과 

토론이 있을 수 없는 개인의 견해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형식의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지만, 부득이 개인주장프로그램의 형식을 취하려면 여러 입장의 다양한 견해를 가진 다

수 인사의 의견을 실제적 중요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또는 시리즈의 형태로 편성하는 방법

으로 다양성과 공정성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미국판례>  

① Red Lion Broadcasting Co., Inc. v.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395U.S.367 (1969) : 공

정의 원칙 및 이와 관련된 입법사를 보건대 Red Lion사건에 있어서 연방통신위원회(FCC)의 행동

은 그 권한을 초과한 것이 아니다. 국민의 관심사가 되는 중요한 논쟁적 문제점에 관해 활발한 

토론을 방송하는 것은 방송에 있어서의 공공이익(public interest)에 포함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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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공정의 원칙 및 인신공격과 정치적 논설에 관한 구체적 규

정이 의회가 위임한 권한의 합법적 행사라고 생각한다. 방송국측은 수정헌법 제1조를 근거로 공

정의 원칙 및 정치적 논설과 인신공격에 대한 그 구체적 규정들에 도전하면서, 이들 규정은 언론 

출판의 자유(freedom of speech and press)를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어떠한 사람도 자

기가 생각하는 바를 말하거나 출판하는 권리, 또는 자기의 연설이나 기타의 표현행위에 있어서 

반대자의 의견에 대해 동등한 비중을 주기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방송

도 분명히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영향을 받는 매개체이지만(U.S. v. Paramount Pictures, Inc., 

334U.S.131, 1948) 새로운 미디어의 성격상의 차이로 인하여 거기에 적용되는 수정헌법 제1조의 

기준의 차이도 정당화되는 것이다(Joseph Burstyn, Inc., v. Wilson, 343U.S.495, 1952). 예컨대 사람

의 유성보다 큰소리를 낼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은 확성기를 장치한 트럭의 사용에 대하여 그 소리

의 크기ㆍ사용시간과 장소에 대한 제한을(다만 그 제한이 합리적이고 차별없이 적용되는 한) 정당

화시킨다(Kovacs v. Cooper v. United States, 336U.S. 77, 1949). 온건한 사적인 이야기를 들리지 않

게끔 시끄러운 확성장치의 사용을 정부가 제한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방송시설의 사용에 

대해서도 정부는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확성장치를 한 트럭의 사용자나 방송국측이 갖는 

언론의 자유 기타 어떠한 개인의 언론의 자유도 타인의 언론의 자유를 소멸시키는 권리를 포함하

는 것은 아니다(Associated Press v. United States, 326U.S.1, 1945). 방송국설립의 허가를 받고자 하

는 사람의 수가 모두 충족시킬 수 없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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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훨씬 많은 경우 모든 사람의 말하고, 쓰고, 출판할 수 있는 권리에 비교할 때 무제한하게 수

정헌법 제1조상의 방송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렇다고 해서 수정헌법 제1조



가 공공의 방송과 무관하다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시청자와 청취자의 권리이지 방송국측의 

권리가 아니다. 수정헌법 제1조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진리가 승리하는 사상의 자유시장

(uninhibited market-place of ideas)을 확보하는 데 있으며, 그러한 시장의 독점(그것이 정부에 의

한 것이든 또는 사적인 허가취득자에 의한 것이든)을 옹호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만일 

여기에 대해 싫어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에 대해 답변을 부여할 의무를 지게 된다면 방송국측은 

불가분 자체검열(self-censorship)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렇게 되면 논쟁적인 공공문제에 대한 

방송은 없어지게 될 것이고 또는 적어도 거의 효과가 없게 될 것이라는 열렬한 주장이 있다. 실

로 그 같은 결과가 일어난다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방송국측이 실제로 논쟁적인 

문제에 관한 방송을 없애 버린다면 공정의 원칙의 목적은 상실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점

에 관해 FCC가 지적한 것처럼 그러한 가능성은 거의 상상적인 것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통신산업 

특히 방송국들은 논쟁적인 문제점에 관한 프로그램을 방송하려고 애써 왔다. 그리고 현재에도 이 

점에 관한 노력을 포기하겠다는 주장은 없다. 물론 FCC가 방송국측이 그들의 책임을 다하도록 유

도하기 위해 독려할 필요가 없다면 더 좋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공정의 원칙을 실시해 본 결과 

이것이 방송의 양과 질을 증진시키기보다는 저하시키는 효과를 나타낸다면 그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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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의미를 재고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 지금까지 공정의 원칙은 그와 같은 전면적 효과를 나타내

지 안았다. 부족한 방송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된 허가취득자를 전체공동체의 대리

인으로서 취급하여 이들에 대한 중대한 공공관심사에 적정한 시간과 주의를 기울이도록 의무 지

우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마이크로웨이브송신과 같은 기술의 진보로 

주파수범위(frequency spectrum)의 보다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해졌지만 그것에 대한 수요 또한 급

속히 증가하고 있다.  

② Colombia Broadcasting C. v. Democratic Committee , 412U.S.94(1973) : 방송국은 유료정치광고

방송을 꼭 접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방송국이 평소에 공정하게 방송하고 있을 경우에는 거절

하여도 무방하다.  

③ Zacchini v. Scripps-Howard Broadcasting Co., 433U.S.562(1977) : 공연을 비디오로 제작ㆍ방송함

은 권익침해이다.  

④ FCCV v. League of Women Voters of California, 468U.S.364(1984) : 공공방송은 사견을 넣어서는 

안 된다.  

⑤ CBS Inc. v. FCC, 453 U.S.367(1981) : 연방입후보자의 방송에 액세스하는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

다. 그러나 그것은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와 공중과 방송국의 편집권과 합리적으로 조절되어야 

한다.  

 

<프랑스판례>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e Paris(1rech., 1re sec.) 1988.6.29, Marchand et autres c. La Cinq : 저

작자는 그 저작에 대한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특히 이러한 저작권은 영상매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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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엄격하게 적용된다. 왜냐하면 1957년 3월 11일에 제정되고 1985년 7월 3일에 개정된 법률 



제16조에 의하면 첨가나 삭제 혹은 변경에 의한 모든 영상물의 결정적인 변환은 연출자 및 최종

적으로는 공동저작자의 동의 혹은 제작자의 동의를 요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비추어 보건대 채

널5 텔레비전은 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 ‘로고’사용시에 저작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방영하였

다. 개인의 정신적 저작권은 양도 불가능하다. 그 저작자만이 유일한 향유자이다.  

 

<독일판례>  

BVerfGE 1961.2.28, 2 Bv G 1,2/60 BVerfge Bd.12 SS. 204/205 : 연방정부 TV회사를 설립함으로써 

기본법 제5조가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표현 및 보도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법 제

5조하에 출판에 못지 않는 매스미디어가 있으며 여론형성의 요소인 방송에는 그 특수성에 따른 

제도적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것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또는 한정된 감독만

에 따르는 공법인을 주체로 하는 방송사업을 법률에 따라 행하게 하여 정치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제단체의 대표자로서 구성된 합의제기관이 프로그램편성을 통제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며 

전체프로그램의 내용에는 균형, 객관성 및 상호의견의 존중을 그 지도원리로 요청한다. 방송사업

의 중립적 담당기관중에 국가의 대표가 들어가는 것은 허용되지만 본 건의 TV회사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방송을 행하는 시설을 국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것은 기본법 제5조가 금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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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공개와 언론ㆍ개인정보보호의 상호관련성 

 

(가) 정보공개ㆍ언론ㆍ개인정보보호의 상호관련성 

 

개인정보의 보호는 흔히 정보화사회에서 ‘유리알 인간화’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심지어 ‘국가권력

에 의한 인간사냥’이라고까지 문제제기가 될 만큼 심각한 사안이다. 정보공개는 행정의 비밀주의

를 타파하는 법적 장치라는 점에서 ‘정책실명제’라고 불리고 있다. 정보화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

와 정보공개의 필요성은 당연한 요청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개할 

경우 그것은 정보공개의 원리에는 부합할지라도 자칫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소지가 있

다.  

따라서 이들 법제의 실천적 운용에 있어서는 두 개의 권리의 규범조화적 적용이 필요해진다.  

한편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생명선으로서의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최대한 보

장과 최소한 제한의 원리에 입각해 있다. 언론의 자유는 국민일반이 누리는 자유와 권리이다. 그

러나 종래 국민은 일반적으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정보를 얻기 때문에, 여기서는 특히 언론기관의 

취재보도의 자유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공개법이라는 새로운 법제의 정립이 어떠한 

관련성을 갖게 될 것인지를 주된 문제로 부각시키려 한다.  

 

(나) 정보공개와 언론 

 

가)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와의 관계 



 

언론의 보도기능이 기본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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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알권리의 확충강화는 언론의 자유를 보다 실질화 시켜주게 된다.  

그런 점에서 종래 언론의 자유의 일부로 알 권리를 설명하는 태도는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알 

권리의 본격적인 등장이 현대적인 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행정과 국민과의 관계개선 즉 행정

과 국민과의 직접적인 접근을 제도화시켜 주는 기능을 갖는다는 점에서, 종래 언론을 통한 국민

의 공공정보에의 간접적인 접근양태가 이제 언론매체를 통하지 아니하고 국민이 직접 정보에 액

세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의 흐름에 새로운 변용이라 할 수 있다.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

유는 전통적으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할 자

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한

다.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ㆍ수집ㆍ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며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이다. 자유권적 성질은 일반적으로 정보에 

접근하며 수집ㆍ처리함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방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하며, 청구권적 성

질은 의사형성이나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수집을 방해하는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는 정보수집권 또는 정보공개청구권으로 나타난다.72)  

 

72) 헌재 결정 1991.5.13, 90헌마133, 기록등사신청에 대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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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보공개법의 제정과 언론의 취재보도 

 

언론기관의 보도와 관련하여서는 알 권리의 제도화 즉 정보공개법의 제정이 현실적으로 당장 실

질적인 효과를 동반할 수 있기보다는 다소간의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실질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리라고 본다. 왜냐하면 언론의 보도는 공정성 못지 않게 신속성이 생명이므로 정보공개법의 

원리에 입각한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는 이미 그 정보의 신선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외국의 정보공개법…………………………운용실태를 보더라도 언론기관의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언론기관의 보도내용 중에서 일간지나 

라디오ㆍ텔레비전의 일상적인 뉴스보도이외에 행사를 통하여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보공개의 제도화라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언론기관으로 하여금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통해서 지득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그 보도의 내용과 질을 보다 알차게 해 

줄 수 있으리라고 본다.  

한편 정보공개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언론기관의 보도내용이 정보공개법의 내용과 충돌하는 경우

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언론기관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사항을 보도하는 경우에 그것이 정보

javascript:openCaseView02%20('',%20'01030002',%20'판례집'%20,'90헌마133'%20,%20'0','','');


공개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사안이 국익관련사안에 대한 보도

일 것이다.73)  

 

73) 언론중재, 특집 언론보도와 국가기밀, 언론중재위원회, 1987 여름호 ; 언론중

재, 특집 국가이익과 언론보도, 언론중재위원회, 1991 여름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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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는 비록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기존법령 등에서 공개제한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정보공개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언론보도의 자유가 위축

될 소지는 없다고 본다.  

더구나 일반국민의 개인적 차원에서의 알 권리 충족의 문제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빠르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언론기관의 취재ㆍ보도의 자유를 단순히 평면적으로 

정보공개법의 법리를 널리 적용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전형적인 예로서 공공기관이 의

사결정과정에 있는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로 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를 언

론기관의 취재ㆍ보도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언론의 자유의 법리상 용납될 수 없다.  

즉 정보공개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정의 투명성을 국민앞에 펼쳐 보여 줌으로써 언론기관의 취재

ㆍ보도의 자유를 보다 내실있게 한다는 점에서, 알 권리의 제도화는 언론의 자유를 보다 실질화 

시켜 주는 상호보완관계에 있다. 여기에 정보공개법의 제정이 자칫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소지

가 있다는 기우를 씻어 내기 위해서도 정보공개법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의 삭제가 필요하게 된

다.74)  

 

74) 정보공개법시안의 벌칙조항은 공청회를 통해 나타난 여론수집과정에서의 비

판에 직면하여 이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정보공개법에서 벌칙조항을 

삭제할 경우 정보공개법 위반사항에 대하여서는 일반법의 원리에 따른 규율에 

의하게 된다.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의제조항을 통해서 국가공무

원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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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言論ㆍ出版의 自由의 制限 

 

언론ㆍ출판의 자유도 무제한적ㆍ절대적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제한이 따를 수 있다. 그 

제한방법에는 사전제한, 사후제한, 예외적 제한이 있다.  

 

1) 事前制限75)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러나 제3항에서 시설기준에 관해서는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허가제의 금지 : 허가라 함은 자연적 자유에 속하는 행위를 법령으로서 일반적으로 제한 또는 금

지하고, 다만 특정한 경우에 이를 해제함으로서 그 행위를 적법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처

분을 말한다. 언론에 관한 허가제는 자연적 자유를 일단 전면적으로 제한ㆍ금지하고 국가가 특정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제한ㆍ금지를 해제한다는 점에서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는 것이

다. 현행 방송법ㆍ전파법은 방송설립에 대한 허가제를)제2조 3호, 전파법 제4조), 유선방송관리법

도 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제를(제3조), 종합유선방송법도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제를(제3조)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이 언론의 허가제금지의 법리에 위배되는지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전파사용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  

 

75) 안경환, “표현의 자유의 사전제한”, 대한변호사협회지, 1989년 5월호; J. 

Morange, La liberte d'expression, pp. 72-8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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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제의 금지 : 검열이라 함은 흔히 사상,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국가기관이 그 내용을 심

사ㆍ선별하여 일정한 사상ㆍ의견의 표현을 억제하는 제도 또는 “개인이 정보와 사상을 발표하기 

이전에 국가기관이 미리 그 내용을 심사ㆍ선별하여 일정한 범위내에서 발표를 저지하는 것” 즉 

사전검열을 의미한다.76) 검열제는 관제의견이나 집권자의 유리한 내용의 표현만이 용납되는 위험

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등록이나 신고는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등록제가 

실질적으로 허가제나 검열제와 유사한 법적 효과를 의미할 경우에는 위헌이 된다. 다만 비상계엄

하의 특별조치로서 검열이 현행법상 가능하다.  

 

<한국판례>  

대결 4293.2.5, 4292행상110 : 헌법 제13조에 의하면 언론의 자유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

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6조 제2항에 의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

는 법률의 제정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

구하고 군정법령 제88조 제1호가 신문 기타 정기간행물을 허가없이 발행함을 일률적으로 불법이

라고 규정하고, 동 법령 제4조가 일단 허가를 받은 경우에  

 

76) 헌재 1992. 6. 26, 90헌바26,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 : “언론ㆍ출판에 대한 검열금지라 함은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따라 모든 국민은 자유로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의사표현이 외부에 공개되기 이전에 국가기관이 그 내

용을 심사하여 특정한 의사표현의 공개를 허가하거나 금지시키는 이른바 사전검

열의 금지를 말한다. 이에 반하여 헌법상 보호되지 않는 의사표현에 대하여 그 

공개 후에 국가기관이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헌재 1992. 

11. 12, 89헌마88교육법 제157조에 대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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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법령의 위반이 유할 시는 해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취소 또는 정지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음은 전기 각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므로……  

 

연예ㆍ영화에 대한 사전검열제도 논란의 소지는 있으나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준하여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77)  

 

<미국판례>  

① Joseph Burstyn Inc. v. Wilson, 343U.S.495 (1952) : 수정헌법 제1조 및 제14조에 의하면 각주는 

영화내용이 모독적이라는 검열관의 결정을 근거로 이 영화(기적)상영을 금지시킬 수 없다. 이는 

종래의 Mutual Film Corp. v. Industrial Commu. of Ohio, 236U.S.230, 1915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② Superior Films, Inc. v. Department of Education, 346U.S.587 (1954) : 영화검열의 기준으로 ‘유해

하지 않아야 한다’든가.,‘부도덕’ 등은 그 개념이 너무 애매하여 명확성과 구체성이 없어서 부당하

다.  

③ Kingsley Int. Pic. Corp. v. Regents, 360U.S.684 (1959) : 이 영화(차탈레이 부인의 사랑)는 간통의 

일정한 상황하에서는 적절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사상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며, 이것은 수정헌

법 제1조 및 제14조가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범위내의  

 

77) 헌재 1993. 5. 13, 91헌바 17 음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 

동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음반제작 등록제의 합헌성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음

반제작 등에 관한 사항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에 관계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동지, 권영성, 앞의 책, 426면 : 그런 점에서 방송법, 영화법, 공연법 

등도 자율적, 임의적 사전심의제도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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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④ Times Film Corporation v. City of Chicago et al., 365U.S.43 (1961) : 영화상영은 사전억제로부터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권리를 갖는가에 관해서는 부정적이다. 영화도 표현수단의 하나로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떠한 영화라도 전적으로 자유롭게 상영할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영화는 오히려 특수한 표현수단이기 때문에 다른 표현수단과는 

달리 어떠한 사전억제가 헌법상 허용된다고 해할 여지가 있다. 특히 음란영화를 상영할 경우에 

그러하다. 이에 대해서는 Warren, Douglas, Black, Brennan의 반대의견이 있다. 특히 Douglas는 모

든 영화검열은 사전억제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⑤ Freedman v. Maryland, 380U.S.51 (1965) : 영화검열법에 검열관의 불허가처분에 대하여 신속한 

사법심사의 보장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위헌이다.  

⑥ Teitel Film v. Cusack, Member of the Motion Picture Appeal Board of the City of Chicago, 

390U.S.138 (1968) : 영화의 검열은 빠른 시일 안에 최종적인 사법심사를 받아야 한다.  



⑦ Interstate Circuit, Inc. v. City of Dallas, 390 U.S. 676(1968) : 청소년영화 검열기준의 용어는 구체

적이고 명확성이 있어야 하며 이것이 결여되어 있을 경우에는 적법절차위반이다.  

 

2) 事後制限78)  

 

78) 사후제한의 일반이론에 관해서는, J. Morange, La liberte d'expression, P.92 참

조  

 

- 254 -  

 

 

언론의 자유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즉 언론의 자유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79)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은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한국판례>  

① 서울형사지법 1970.10.17, 67노99 : 갑은 정치인으로서 반공주의자인 사실을 알아 볼 수 있고, 

한편 갑의 월남파병반대, 남북교류 및 김일성과의 면담대결 등의 발언은 국가의 고도의 통치행위

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정치적 발언일 뿐더러 그 발언이 자유민주주의를 기조로 하는 우리 나라 

헌법 아래서 반공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과 같이 반공정치인이 남북교류, 월남파병 및 

김일성과의 면담대결 등 이른바 고도의 통치행위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정치적 발언을 한 경우 

그 발언이 우리 나라 헌법상의 기본질서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 한에 있어서는 그러한 발

언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②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4.4.11, 83가합3133 : 피고가 위 수기를 진실에 터잡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게재하였다거나 피고가 그 수기의 내용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79) 공공복리를 위한 언론의 자유의 제한가능성 여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방송법 제5조 제5항은 “ 방송은 사회적으로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ㆍ보급하고,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을 높이며 민족문화의 창조적 개발에 기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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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80)  

③ 서울민사지법 1984.4.11, 82가합4734 : 신문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위 기사를 게재한다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이 증명되는 한 위 

행위는 위법성을 조각하는 것이 되어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또한 기사의 진실성이 증명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행위에 관련된 자에 있어서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관하여 상당

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행위는 귀책사유로서의 고의 또는 과실을 결하여 결국 불법행위의 



성립은 부정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취재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신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함에 비추어 위 기사가 단순히 

풍문이나 억측에 의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 도는 근거가 있어야 함

은 말할 나위도 없으나, 한편 보도기관이라고 해서 취재활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사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보도에 요구되는 신속성을 위하여 그 조사에도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는 점

을 감안한다면 그러한 자료 또는 근거에 고도의 확실성을 요구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특히 개인

의 명예침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보도기관을 위축시켜 민주정치의 지주가 

되는 보도의 자유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이므로 민사상의 불법행위의 조각사유

로서의 상당한 이유에 관하여는 보도기관으로서 일응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자료 또는 

근거가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81)  

 

80) 언론중재위원회, 국내외언론관계판례집, 45-49면.  

 

81) 앞의 책, 50-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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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판례>  

① Gitlow v. New York, 268U.S.652 (1925) : (사실관계) 피고인은 좌익선언(Left Wing Manifesto)을 

집필ㆍ출간하였다. 그 내용은 정치적 스트라이크를 통한 전투적 사회주의에 의해서 공산주의혁명

을 이룩할 필요성을 고취하고, 궁극적으로 의회주의국가를 타도하고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실현하

자는 것이었다. 이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은 뉴욕주법인 Criminal Anarchy Statute에 따라 유죄판결

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법원에 항소하였다. (판결요지)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는 수정

헌법 제14조를 통하여 주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며 경찰력에 

의한 합리적인 제한에 복종된다 폭력에 의한 정부전복을 창도하는 언사에 대해서는 각각의 경우

에 구체적인 위험의 존재를 입증하지 않고서도 이를 금지할 수 있다. 문제된 법률은 수정헌법 제

14조의 위반이 아니다.  

② Abrams v. United States, 290U.S.616 (1919) : 이 삐라들은 총파업에 의하여 미국의 전쟁노력을 

좌절시키려고 기도한 것이었기 때문에 명백히 방첩법위반이다. 이 선전의 목적이 전쟁계획을 실

패시키려는 것이므로 이는 기소의 유효한 근거가 된다.  

③ Kovacs v. Copper, 336U.S.77 (1949) : 주 경찰권은 보건, 도덕 및 안전에 미치며 또한 헌법적 한

계 내에서 공동체의 안전과 평온(the well-being and tranquility of a community)을 보호할 의무를 

포함한다. 전기 시조례는 모든 sound truck을 위법한 것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소음’을 내는 

것만을 위법화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동 시조례는 주경찰권의 범위내에 있는 것이며 헌법

상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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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Terminiello v. Chicago, 337U.S.1 (1949) : 우리의 정부체제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의 기능은 분쟁



을 야기하는 데 있다(The function of free speech under our system of government is to invite 

dispute). 그러므로 분쟁을 야기하는 연설을 금지하는 어떠한 법도 헌법적 보장의 가장 핵심부와 

충돌하는 것이며 이는 무효이다.  

⑤ Feiner v. New York, 340U.S.315(1951) : 언론의 자유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행사되는 

주경찰권에 언제나 종속한다. 본건에서 피고인이 연설중지의 요청을 받은 것은 연설의 내용 때문

이 아니라 그 연설이 군중 및 교통에 미치는 효과 때문이었다. 연설중지의 요청과 같은(언론의 자

유에 대한) 제한은 질서유지의 필요성에 의해 정당화된다.  

⑥ New York Times Co. v. United States, 403U.S.713 (1971) : (사실관계) 1971년 6월 13일 New York 

Times지는 “월남 전사 : 국방성 비밀문서를 통하여 미국개입의 30년을 추적하다”라는 표제하에 

국방성의 7,000자 분량의 극비 연구문서에 기초하여 월남전쟁에 대한 미국의 정책결정과정을 상

세하게 신문에 연재하기 시작했다. 이 문서는 국방성에 근무했던 Daniel Ellsberg가 건내준 것이었

다. 제3회분을 연재하려는 6월 14일 법무성은 N.Y. Times지에 대하여 그 보도가 방첩법(Espionage 

Act)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보도중지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였다. 그러자 법무장관이 뉴욕소재 연

방지방법원(district court)에 유지명령 (injuction)을 신청하였는데, 법원은 동일한 문서의 

Washington Post지 게재와 관련하여 워싱톤의 연방지방법원이 금지명령의 허가를 거부한 예에 

따라 그것을 거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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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측이 항소하였는데. 연방항소법원은 N.Y. Times지 사건의 경우에 정부측의 승소판결을 내렸고, 

이에 N.Y. Times지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다. 이 판결 후에 연방대배심은 Ellsberg와 그의 조수

인 Anthony Russo를 절도와 문서유출 혐의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연방 수사국이 Ellsberg 의 전화

를 도청하고, 진행중인 재판의 판사에게 개입하려고 한 사실 등이 발견되자, 법원은 이들에 개한 

기소를 각하하였다. (판결요지) 다수의견 : 본 법원은 N.Y. Times지와 Washington Post 지를 상대

로 하여 미국정부가 요구한 보도금지명령이 관련된 사건의 상고심사를 위하여 직무집행영장

(ceritiorari)을 부여한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적 제한은 강력한 위헌의 추정을 받는다. 따라서 

이런 제한을 부과하려는 경우에 정부는 그 정당성에 대하여 무거운 입증책임(heavy burden)을 부

담한다. 이 사안의 경우에 정부측이 그러한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확

인한다. 동조의견(Black, Doug- las) :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권리”로서 다른 

이익과의 형량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1) 신문보도에 대하여 금지명령 등의 사전적 제한을 금

지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수정헌법 제1조의 취지를 망각한 행위이다. 수정헌법 제1조의 

취지에 의하면 언론은 통치자가 아니라 피치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언론의 기능은 정부의 

비밀을 파헤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이러한 시민의 근본적인 자유는 입법, 

사법, 행정 그 어느 부에 의하여도 침해당하지 않는다는 권리선언이 바로 수정헌법 제1조의 제정

목적이다. (2) 국가안보(security)를 위하여 대통령이 신문보도를 금지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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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한다면 이는 수정헌법 제1조를 폐기시키는 것으로서, 정부가 보도금지를 통하여 보호하려

고 하는 바로 그 시민의 근본적 자유와 안전을 침해하는 것이다. ‘안보’라는 단어 자체가 모호하고 

광범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 단어는 수정헌법 제1조에서 구현된 근본원칙을 침해하지 않



는 범위에서만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더구나, 정부의 기밀유지정책은 행정을 은폐하여 영속화하

려는 것으로서 근본적으로 반민주적인 것이다. 국가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적 문제에 

대한 공개된 토의와 토론이 필수적인 것이다, 동조의견(Brennan) :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할 때, 언

론의 사전적 제한은 금지된다. 이에 대한 유일한 예외는 국가가 전쟁중인 경우이다(Schenck v. U.S. 

(1919)). 즉 국가가 전쟁중인 경우에 정부는 병력의 위치나 수, 이동시각 등에 대한 보도를 금지시

킬 수 있는 것이다(Near v. Minnesota (1931)). 따라서 정부가 사전적 제한을 하려면 그 보도가 마

치 이미 항해중인 수송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과 비슷한 정도로 직접적이고 불가피하며 즉시적인 

위험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정부가 주장하고 입증해야만 한다. 이 사안의 경우에 그러한 정부의 

입증이 없으므로 사전적 제한은 위헌적인 것이다. 동조의견(Stewart, White) : 표현의 사전적 제한

을 정당화시킬 만한 정부측이 무거운 입증부담이 충족되지 못하였으므로 유지명령은 위헌적인 것

이다. ① 성공적인 외교정책의 수행과 효과적인 국방유지를 위하여는 국가기밀의 유지가 필수적이

다. 반면에 행정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비판적인 언론의 존재가 요

구된다. 양자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우선 행정부의 의견이 중요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헌법이 행

정부에 외교와 국방에 대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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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을 부여하였듯이 그 분야에 대한 기밀유지의 헌법적 “의무”도 행정부는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사안의 경우에는 그 문서의 공개가 국민에게 직접적이고 즉시적이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법원의 견해에 동조한다. ② 무분별한 기밀정보의 공개로부

터 국방과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문제는 오직 “의회”가 입법에 의하여 해결해야 될 사항이다. 만약 

의회가 언론의 사전적 제한을 허용하는 명시적이고 합리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정부는 그 정당화에 대한 매우 무거운 입증책임(heavy burden)을 부담한다. 1917년에 의회는 방첩

법(Espionage Act)에서 대통령의 광범위한 언론통제권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정부가 언론의 사전 

제한이 정당화될 만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한 이 사안의 경우에는 법원의 의견에 동조한다. ③ 위

법적인 보도에 대한 형사처벌의 문제는 언론에 대한 사전적 보도금지의 문제와 별개의 것이다. 

사전적 제한은 금지되더라도 신문사 등에 대하여 위법을 이유로 기소할 수는 있는 것이다. 동조

의견(Marshall) : 위의 논점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해결해야 한다. 의회는 대통령에 대하여 

보도금지명령을 요구할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을 통과시킨 적이 없고, 이에 대하여 판단할 권한을 

법원에 부여하지도 않았다. 이처럼 의회가 입법으로 금지하는 권한을 법원이 행사하는 것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반대의견(Burger) : 본 사안은 효율적인 행정권의 행사와 언론의 자

유와의 충돌에 관한 미묘한 문제이다. 그런데, 대내외적인 압력에 의하여 심리가 지나치게 성급하

게 진행되어, 합리적이고 신중한 사법적 판단이 배제되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N.Y. Times지

가 불법 유출된 그 문서를 3-4개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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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나 불법 점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행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right-to-

know)가 도출되는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사안이 사전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신중함 심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사실관계가 보다 명백히 밝

혀져야 한다. 반대의견(Harlan, Blackmun) : 수정헌법 제1조는 단지 전체헌법의 한 부분을 구성하



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헌법 제2조는 행정부의 권한, 특히 국가안전보장과 외교정책에 대한 행정

부의 주요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의 각 조항은 모두 중요한 것이지, 수정헌법 제1조만이 무제

한적인 절대적 효력을 지닌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의의) 이 판결은 흔히 ‘국방성 기밀문

서’(Pentagon Papers)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유명한 판례이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를 사전적으로 제한한다면 정부측이 무거운 입증책임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확

립시켰다.82) (관련판결) Cohen v. California, 403U.S.15 (1971) : ‘망할 놈의 징병제도’(FUCK THE 

DRAFT)라는 단어를 붙인 옷을 입고 다니던 상고인은 유죄판결을 받자 상고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상고인의 행위가 언론(speech)에 해당한다고 하며 그에 관한 유죄판결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Branzberg v. Hayes, 408U.S.665 (1972) : 어느 신문기자가 기밀유지를 전제로 

하여 마약 복용자 등을 취재하여 기사를 작성하였다. 기소배심(Grand Jury)은 위 사건을 심문하기 

위하여 그 기자에게 증언을 요구하였으나, 기자는 취재원의 보호는 수정헌법 제1조가  

 

82) 김철수 안경환, 판례교재헌법(2), 288-2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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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는 권리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의 다수의견은 이러한 주장을 배척하면서 기자의 취재원 보

호는 불법적인 마약거래의 단속이라는 국가의 중요한(compelling) 이익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헌법

상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반대의견은 첫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경우에 정

부측이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하는데 다수의견은 이를 피고측에게 넘긴 것이고, 둘째, 기소배심에 

의한 무제한적인 심문권행사는 공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취재하고 보도할 기자의 역할을 축소시

킬 것이라는 점에서 다수의견에 반대하였다. United States v. Progressive, Inc., 467F.Supp.990 

(1979) : 상당한 과학적 지식을 지닌 자유기고가가 독학으로 연구하여 수소폭탄의 제조법에 관한 

글은 Progressive 잡지에 게재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사본을 입수한 정부당국은 이 글이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를 해치는 것으로서 원자력에너지법에서 그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 자료

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 연방지방법원은 정부측의 청구를 인용하여 그 글의 게재를 금지하는 

예비적 유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발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명령에 불복하여 연방대법원

에 비약상고하였으나 각하되었다.  

⑦ Communist Party of United States v. Subversive Activities Control Bord, 367U.S.1 (1961) : 본건

은 1950년에 제정된 국내안전보장법의 제1부인 파괴활동 단속법(Subversive Activities Control Act)

위반 사건이다. 동법은 전세계에 공산당의 독재주의를 건설하려는 국제공산주의자의 활동을 방지

하여 국내 안전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로서 그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외국의 지배

밑에 있는 독재정권을 헌법개정제한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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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미국 안에 수립하는 것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하여 단결 공보 관련하는 것을 금하고, 

ⓑ 공산주의자 활동단체는 법무장관에 등록해야 하고, ⓒ 단체가 자의로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

는 개개역원이 등록의무를 지며. 단체와 역원이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개회원이 자기성명

을 등록할 의무를 진다. 그리고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한 처벌이 가해진다. ⓓ 자



의로 등록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 법무장관이 공산주의자 활동단체라고 인정할 때에는 파괴활동

단속청에 통고하면 동청은 증인 심문등의 명령에 불응하면 처벌된다. ⓔ 등록단체는 그 역원 직원 

회원의 명단과 주소 자금의 수지와 출처 등을 매년 보고해야 한다. ⓕ 등록단체는 면세특권이 박

탈되고 그 구성원은 공무원과 군사산업기관에 취직하지 못하며 여권의 취득이 금지된다. 또 그 

단체는 통신 기타 모든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일일이 자기가 공산주의자 단체라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사건의 발단은 1950년 11월이었다. 파괴활동단속법이 발효하여도 미국 공산당이 등록을 하지 

않으므로, 법무장관은 동법규정에 따라서 파괴활동단속청에 대하여 미국 공산당으로 하여금 등록

을 하라는 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하였다. 동청은 미국 공산당이 동법률이 말하는 공산주의자 활

동단체인가에 대한 엄밀한 심사절차를 밟아서 1953년에 등록명령을 발하였다. 공산당은 이 절차

와 이에 따른 증인 등에 이의를 제출하여 대법원까지 상소하고 이것이 장시일을 경과하여 다시 

대법원에 상소되어서 문제점에 대한 최종판결을 본 것이다. 대법원은 5대 4로 동법의 합헌성을 

인정하고 대법원을 대표하여 Frankfurter대법관은 다수의견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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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이 개진하였다.  

(a) 파괴활동단속법 제3조 3항 1호에 의하면 공산주의자 활동단체를 정의하기를 세계공산주의자 

운동을 지배하는 외국정부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지시를 받거나, 지배받거나 또는 통제받는 어떤 

단체를 말하며, 또 그와 같은 세계공산주의자 운동의 목적을 진전시키기 위하여 주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되는 외국정부로부터의 통제는 그 내용여하에 불구

하고 상당한 기간 외국정부의 정책에 추종하는 계속적인 행동이 있으면 이에 통제받고 있다고 인

정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반드시 외국정부가 그의 의사를 강요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을 증명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또 목적에 관해서도 불법한 행동이거나 또는 불법한 행동을 자극

하여 정부를 타도할 목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만일 필요할 경우에는 폭력을 사용할 것을 옹

호하는 단체라면 그와 같은 단체는 법이 요구하는 그와 같은 목적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 공산당은 동법에 말하는 등록의무를 가진 단체이며, 따라서 파괴활동단속청이 등

록을 명령한 것은 타당한 조치이라고 말하였다.  

(b) 둘째로, 공산당은 동법률이 헌법 제1조 제9항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bill of attainder 에 해

당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bill of attainder라 함은 재

판에 의하여 처벌하지 않고 국회가 입법으로 어떤 자를 처벌하는 것을 말하는데, 동법률은 어떠

한 하나의 특수단체를 불법화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일정한 종류의 행동을 불법화하려는 것

이기 때문에 헌법 제1조 제9항 제3호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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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되지 않는다. 동법률은 현재의 행위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지나간 행동을 하였다는 

개인이거나 단체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가 입법으로 어떤 

개인 또는 단체를 처벌하는 bill of attainder가 아니라는 것이다.  

(c) 대법원은 또 등록 의무가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ㆍ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는 항변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물론 다른 여러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언론ㆍ결사의 자유



를 침해하는 법률을 무효로 선언하고 있는 것은 대법원의 불변한 태도이기는 하지만 본건과 그것

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본건의 단체는 세계공산화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정부의 지시ㆍ지배밑에 

있는 것이며 이 단체의 언론 결사는 중대한 공공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적 기본질서

의 파괴를 목적으로하는 언론 결사가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본법원이 이미 확고하

게 주장하고 있는 바라는 것이다.  

(d) 공산당의 등록강요는 당원과 역직원에 대하여 수정헌법 제5조가 보장하는 불리증언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항변하였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점은 현대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것은 아직 문제되지 않는 점을 추측하여 내세우는 이의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현재의 

문제는 공산당에 대하여 등록명령을 내린 것의 위헌여부에 관한 것이다. 물론 법률은 공산당이 

당으로서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역직원과 당원이 등록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당으로서 등록을 해야 하느냐가 소송 중이므로 당이 패소하면 당으로서 등록을 하게 

될는지 모르는 일이다. 만일 당이 당으로서 등록을 하게되면 역직원이나 당원은 개인으로서 등록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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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미리 역직원이거나 당원이 불리증언거부권을 주장할 시기도 아니며 그것은 현재의 소송

에서는 주장하기에 시기적으로 시기상조인 것이다. 또 동법 제4조 제6항에서는 등록사실을 등록

자에 대하여 형사소송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 하였다.  

끝으로, 상고인이 항변하기를 국회가 세계공산화 운동이 미국 안에 있다고 규정한 것은 그와 같

은 사실의 문제는 법원의 판결로 결정할 문제이지 국회가 법률로 결정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

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률은 수정헌법 제5조의 적법절차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다. 물론 

파괴활동 단속청은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고 또 입법당시의 세계공산화운동이 이미 없

어졌다고 인정할 수도 있다. 국회가 그와 같은 운동이 있다고 한 것은 특정한 소송사건에 대해서 

그 결과를 강요하거나 어떤 결과를 암시한 것은 아니라 하였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다수의견에 대하여 Black, Douglas, Brennan 및 Warren대법원장의 장문의 반

대의견이 피력되어 있다. 첫째, Black대법관은 동법률은 자기에 불리한 증언을 강요하지 못한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입법처벌의 금지규정에 위배된다고 한다. 또 판결로 결정해야 할 사실을 입

법으로 규정하고 행정기관에 중대한 결정권을 부여한 동법률은 적법절차에 위반한다고도 하였다. 

둘째, Douglas대법관과 Brennan대법관은 동법이 헌법의 언론ㆍ결사의 자유조항에는 위반되지 않

으나 불리증언강요금지조항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셋째로, Warren대법원장은 소송절차상 공산당이 

주장한 이의에 인정할 점이 있다고 주장하였다.83)  

 

 

83) 문홍주, 기본적 인권연구, 294-2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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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판례>  

최고재 소화 36년 2월 15일 대법정판결, 소화 29년 제2861호 : 안마사 등 법 제7조는 원심의 해



석과 같이 그 1항 각 호에 열거된 사항(시술자의 성명, 주소, 업무의 종류, 시술일) 이외의 일체의 

사항의 광고를 금지한 것인데, 이것은 광고를 무제한하게 허용한다면 ‘환자를 끌어들이기 위하여 

자칫하면 허위과대로 흘러 일반대중을 현혹시킬 염려가 있으며, 그 결과 적시적절한 의료를 받을 

기회를 잃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의 보건위생상의 견지에서 공공의 복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조치로서’ 헌법 제11조 

내지 제13조 및 제21조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이 판지에 대하여 두 개의 보충의견 및 세 개의 

반대의견이 있다.  

 

<독일판례>  

언론의 자유와 국가안보(헌재 1966.8.5. Urteil BvR 586/62, 610/63, 512/64-BVerfGE Bd. 20. 

162/230) : (판결이유) C : (1) 자유롭고, 공권력에 의하여 조정되지 아니하며, 검열받지 않는 정간물

은 자유주의국가의 본질적 요소이다. 특히 자유롭고 규칙적으로 발행되는 정치정간물은 현대민주

주의를 위하여 불가결의 것이다. 시민이 정치적인 결정을 하려면 전반적으로 정보를 입수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견해도 알아야 하고 이를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신문은 이러한 끊임없는 토론을 

계속하며 정보를 입수하여 스스로 그에 대해 평가하고 이로써 공적 비판의 원천적 힘으로 작용한

다. 여론 자체가 신문에 나타난다. 토론은 찬성으로 명백하게 되며 분명한 윤곽을 얻고 시민들에

게 비판과 결정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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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게 한다. 대표민주제에서 신문은 아울러 국민과 그들이 선출한 의회와 정부의 대표자 사이에 

놓인 상설의 결합기관 통제기관으로 존재한다. 신문은 사회와 그 집단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새

로운 의견과 요구를 비판적으로 파악하여 대변하며 정치적 기구에 알려 주며, 정치적 기구는 이

러한 방법으로 그날 그날의 개개의 정치적 문제에서 국민 중에 실제로 대변되는 견해에 따라서 

자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와 같이 신문에 부여된 ‘공적 임무’는 중요하고 이는 조직된 국가권력에 의하여는 이루어질 수 

없다. 신문기업은 사회적으로 자유롭게 구성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사경제적인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사법상의 조직형태로서 일한다, 그들은 공적인 권력은 원칙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상호간

의 정신적 경제적 경쟁을 한다.  

(2) 민주국가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신문의 기능은 헌법에 따른 그의 법적 지위에 상응한다. 기본

법은 제5조에서 신문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에 따라 우선 - 그 조문의 체계적인 위치와 전통적인 

해석에 따라 - 정간물에 종사하는 사람과 기업을 위한 주관적인 기본권을 보장하며, 이는 권리보

유자에게 국가적 강제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고 그에게 어떤 관계에서 우선적인 법적 위치를 보장

하므로 이 조문은 동시에 객관적인 법적 측면을 갖는다. 이 조문은 ‘자유로운 정간’제도를 보장한

다.  

국가는 - 개인의 주관적인 적격에 불구하고 - 정간물이 규범의 효력범위에 접하는 법질서의 어디

에서나 정간물의 자유가 그 전제로서 계산되어야 할 의무를 진다. 정간물 발행조직의 자유로운 

설치, 정간업의 자유로운 개방, 관청에의 신고의무는 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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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원리적인 결론이다. 한편 자유로운 정간물에 의사독점이 형성되지 않도록 위험을 막을 국가적 

의무도 고려되어야 한다.……  

기본법 제5조에서 보장되는 정간물의 독립성은 정보의 입수에서 뉴스와 견해의 전파에 이른다

(BVerfGE 10,118 [121]: 12, 205 [260]). 따라서 정간물과 제보자와 간의 신뢰의 분명한 보호도 정간

물의 자유에 포함된다. 정간물은 사적인 제보를 포기할 수 없고 이러한 정보원은 제보자가 ‘편집

비밀’은 보장됨을 원칙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 경우에만 효과적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불

가결한 것이다.  

(3) 정간물의 자유는 기본법이 보호하는 다른 가치와 대립하게 될 가능성이 내재한다. 이때 개인, 

단체와 집단, 나아가 공동사회 자체의 권리와 이해가 문제로 된다. 이러한 대립의 규율을 위하여 

기본법은 정간물도 지배하는 공공의 법질서를 명한다. 공공성과 같은 적어도 위계상 동급인 다른 

법익도 그에 의하여 존중되어야만 한다. 어떤 고려에서 우선적인 지위가 범위 내에서만 그에 속

한다. 개인적인 특권이 문제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타당한 법규범으로부터의 해방은 언제나 사물

의 종류와 범위에 따라 정당화되어야만 한다.  

공공의 법질서에의 복종은 기본법 제5조 제2항에서 나타나며 그에 의하면 정간물의 자유는 일반

적인 법률로써 제한된다. 연방 헌법재판소는 1958년 1월 15일 판결에서(BVerfGE Bd. 7 S. 198 

[208ff]) 의사의 자유의 일반적인 법률에 대한 관계에 관해 피력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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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역죄에 관한 규정들은(형법 제99조, 제100조) 기본법 제5조 제2항의 ‘일반적인 법률’이다. 그 

합헌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은 없다. 즉 때때로 일어나는 주저감이 형법구성요건의 특정한 형태

를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기본법 제103조 2항) 단호한 조치를 원하지 않는다. 조문은 합헌적 해

석에 따라 정간물에 의한 국가기밀의 공표를 ‘출판에 의한 반역’으로 파악하는 한 위헌이 아니다.  

반역죄의 처벌규정이 목적으로 하는 외부로부터의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을 보호하는 것은 정간

물이 국방상 비밀로 할 사실, 주제 또는 지식을 공표할 때 정간물의 자유와 대립된다. 이러한 대

립은 후자가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에 필수적인 전제이고 이의 상실은 공화국 자체의 몰락을 뜻

한다는 정간물의 자유의 부정적 이유에서 즉시 그리고 일반적으로 결정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보호하고 유지하여야 하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에는 그 조직구성 뿐 아니라 그의 민주주의적 

기본질서로도 이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국방업무를 포함한 국가사무는 권한있는 국가기관이 담

당한다 할지라도 국민의 끊임없는 비판과 평가아래 있어야 함은 본질적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보위의 이익을 위한 군사적 기밀보호의 필요성과 정간물의 자유는 결코 배

타적인 존재가 아니다. 양자는 오히려 정간물의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 - 올바로 이해된- 을 보장

한다는 보다 높은 목표에 의하여 상호 정서된다. 이러한 목표의 관점에서 두 개의 국가적 필요성 

사이의 충돌은 따라서 해소될 수 있다. 이때 개개의 경우 보도된 사실 등의 의미는 가상의 적과 

아울러 정치적 판단형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공표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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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은 국방정책의 영역에서의 중요한 과정에 대해 보도할 필요성에 

부정적으로 평가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본법 제5조 제1항은 상술한 형벌규정을 해석할 때 

원칙적으로 제한적 효과를 가진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고려에 일치할 수 없었다. 연방헌법재판소법 제15조 제2항 4문에 따라 

채택된 부의 반수의 견해는 수사기관이 Spiegel사를 대함에 있어서 공보의 합법적인 이익을 너무 

적게 그리고 비밀유지에 대한 국방장관의 직무상 이익에는 너무 많은 배려를 하였다는 것이며, 

수사법관에게 주어진 공표된 사실의 기밀성에 대한 감정은 많은 관점에서 항의되었고 정간업체에 

대한 수색과 같은 결정적인 절차적 조치의 기초로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부

의 다른 반수는 수사법관이 국방장관으로부터 감정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지적된 바와 같이 국가

기밀의 원본이 통제로 Spiegel의 논설로 누설되었다는  

혐의를 갖고 적절히 행한 전단계 절차에 있어서의 검토에 결정적으로 초점이 놓여진다.  

이에 부수된 절차상의 문제인 정간업체에 대한 수색과 압수에 관한 형소법상의 규정들이 기본법 

제5조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일치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E : 일반적인 법률의 해석과 적용시에 정간물의 자유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의미를 고려할 

필요성은 정간물의 공간을 이유로 도는 이와 관련하여 정간물기업이나 관계직원에게 행해지는 형

사절차 특히 수색, 압수와 같은 형사절차상의 강제수단에도 타당하다.……  

수색, 압수시의 아마도 있을지 모를 정간물의 자유가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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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는 우선 수색, 압수의 결과로 - 필요한 작업범위의 제한 또는 작업에 필요한 자료의 불허

로 - 일어날 수 있는 기본권행사에 대한 방해이며 나아가 원칙적으로 이러한 강제수단과 결부되

는 편집비밀의 침해이기도 하다. 그리고 정간물과 그의 동료와 제보자간의 신뢰관계는 정간업체

가 기능하기 위한 본질적인 전제를 이루고 이러한 신뢰관계의 침해는 당해사건을 넘어서서 다른 

정간업체에 그리고 동시에 정간물의 자유 일반에 뒤따르는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곳

에는 필연적으로 형사수사상의 이익과 정간물의 자유에 대한 이익과의 충돌이 존재하며 이는 상

술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발견된 이익형량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이러한 이익형량을 궁극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입법가의 임무이다. 형사소송법은 이러

한 요청을 단지 제한적으로 고려한다. 이에 관한 조문은(53 I NY, 97 V 형소법) 공간된 내용이 범

죄로 될 수 있고 따라서, 발행자, 기고자, 제보자의 형사소추가 문제되는 경우만을 다룬다. 적어도 

당해 출판물의 편집인이 공간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또는 처벌될 수 있을 때 이 조문은 제보자와 

정간물관계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위하여 형사소추의 장애를 감수하게 하는 이른바 보장적 책임을 

목적으로 한다. 이때 정간물의 범죄적 내용의 공간에 ‘책임이 있는 편집인’, 경우에 따라서는 당해 

출판물의 발행과 전파에 참여한 다른 정간관계자에게 강화된 책임을 지우는 출판법상의 규정이 

참고되어야 한다. 보장책임의 전제가 충족되면 형사소송법 제53조 제1항 제5호의 증언거부권은 

책임 있는 편집인이나 다른 정간업직원에게도 타당하고 증언거부권의 회피를 막고자 - 형사소송

법 제97조 제5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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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당해 정간업직원에 대한 압수의 금지 및 판례에 의해 이로부터 도출된 수색금지도 적용된다. 

압수금지는 1953년 8월 4일자의 제3차 형법개정(BGB1. IS.735)에 의한 당해 조문의 변경이래 범

죄적인 공간의 발행인, 기고자, 제보자의 수사에만 타당하고 이에 반해 증언거부권이 있는 정간업

직원과 제보자 사이의 문서적 연락이나 그들에게 위탁된 제보에 관한 정간업직원의 기록에 대하



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피의자로서 문책되는 편집인 또는 다른 정간업직원에 대한 수사절차에서

처럼 범죄가 되지 않은 출판의 제보자에 대한 수사절차에서는 편집비밀의 보호는 예상하지 않은 

것이다. 수색과 압수가 그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하여도 이러한 수단이 제보자의 이름이 

나타나게 되는 기록에 대하여 행하여진다면 당해 정간업직원은 이러한 속성에서 일체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주가 그 동안에 그들의 주출판법에 개개의 중요한 차이는 있으나 

일관하여 편집비밀의 보호를 강화하고 동시에 보장책임으로부터 결별하고 수색과 압수금지는 일

정한 범위에서 증언거부권에 의하여 해소하는 조문을 인정했다. 이러한 조문들이 주입법가들의 

관할에 속하는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본 사건에 있어서는 전혀 결정을 요하지 않는 바, 이곳에서 

수색명령의 허용에 관해 기준이 되는 시점에서는 법적 근거로는 단지 형사소송법만 이 문제로 되

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의 상기조문은 언제나 편집비밀의 보호를 부분적으로 실현하기 때문에 기본법 제5조 

제1항 2문과 그 정도로 합치한다. 이 조문은 아무런 창설적인 원칙을 내포하지 않는다. 이 조문들

은 법관이 수색 또는 압수를 명하여야 될지 또 어느 범위에서 하여야 될지를 재량으로 판단할 때 

편집비밀의 보장이 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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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법률상 새로운 원칙이 없어서 이곳에서 기준이 

되는 시점에서는 법관의 임무는 정간물의 기본적 자유권의 가치설정적 의미를 고려하여 부여된 

재량을 행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기본원칙을 Spiegel사건에 적용함에 있어서 법원은 다시 두 개의 상이하며 똑같은 강도로 

대변되었던 의견으로 나뉘어졌다. 연방헌법재판소법 제15조 제2항 4문에 놓여진 견해에 따르면 

Spiegel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구체적 타당성(Verhaltnis Maβigkeit)의 원칙과 기본법 제5조 제2항 

2문의 가치판단이 무시되어졌었다. 이러한 것의 고려는 Spiegel 출판사의 그러한 식의 총괄적인 

수색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져야 했을 것이다. 판결을 이끈 견해는 - 중죄인 - 반역

죄의 혐의를 보다 전면에 내세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합법성의 원칙을 이유로 결정적으로 밝혀져

야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하고 수색, 압수결정을 합법적인 것으로 보았다.84)  

 

<프랑스판례>  

Conseil d'Etat 1960. 6. 24. 판결 1960 Rec. p. 412 : (사건개요) Algier반란이 절정에 달한 때에 

Algier주지사는 1956년말 및 1957년초의 두 번에 걸쳐 동주에 있어서 France-Soir지의 압수를 명

하였다. France-Soir지를 발행하는 Frampar사는 이 처분에 대하여 월권소송을 제기하였다. Algier행

정재판소는 동 처분이 형사소송법 제10조에 기하여 취하여진 것을 이유로 행정재  

 

84) 김철수, 판례교재헌법, 316-3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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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소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나 원고는 행정재판소와 주지사의 처분의 취소를

Conseil d'Etat에 소구하였다. (판결요지) Conseil d'Etat는 관할권에 관한 소송절차상 결정으로서 : 



알제리아주지사가 한 압수처분은 동 압수가 형법 제80조 및 형사소송법 제10조에 근거한다는 것

이 적시되었고 동시에 지사는 형사소송법 제10조에 따라 동 처분을 검사장에게 통지하고 24시간 

내에 서류를 송부했다고 하더라도 재차의 압수상황에서 보아 위 압수는 국가의 대내안전 또는 대

외안전에 대한 범죄를 인정하고 이를 처벌하는 법원에 피고인을 출두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

고 알제리아주에 있어서 전기 날짜의 신문에 게재된 기사의 보급을 방해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은 명백하다고 사료하여 이 조건에 있어서 이 처분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하고 또 

검찰청에의 서류의 송부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행정처분에 관한 월권을 이유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심리는 행정재판소의 권한에 속한다고 생각하여 알제리아 지방행정재판소

가 이 소송의 심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고 선고한 것은 근거 없는 것이라는 신청회사

의 논지는 이유 있다고 본다. 또 본건은 그 사실에 따라 재판을 함에 성숙하여 있다고 생각하고 

신청회사의 상고에 따라 바로 재판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당해지사의 결정의 합법성 여부에 관해서 : 신청회사에 의하여 원용된 다른 이유를 검토할 필요

는 없으며, 지사의 압수결정처분은 France-Soir지의 기사의 보급에 의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는 혼

란을 예방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되며, 이 목적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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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동 주지사는 질서의 재확립, 신체와 재산의 보호 및 알제리아의 영토의 안전을 목적

으로 하는 비상조치에 관한 1956년 3월 17일 통령 제1조 제12호 및 제10조 제1항에 따라 알제

리아총독의 위임에 의하여 보유할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알제리아주지사가 이 절차

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적용범위가 국가의 대내안전 및 대외안전에 대한 범죄를 인정하고 이를 

처벌하는 법원에 피고인을 출두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에 한정되어 있는 형사소송법 제10조에 

정한 절차에 의거한 것은 신청회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월권하였다고 생각하여 지방행정재판소

판결을 취소하고 또 알제리아주지사의 처분을 취소한다.  

 

정기간행물의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등록취소와 발행정지를 규정하고 있다(제2조). 등록취소처분

은 폐간처분이고 발행정지는 정간처분이라고 하겠는데, 행정처분으로서 폐간처분을 하는데는 문

제가 있어 등록취소는 법원의 심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제2조 2항).85) 이에 관해서는 정기간행물

등록취소심판규칙이 있다. 방송의 경우 전파법이 전파의 발사정지(제65조)와 무선국의 허가취소

(제67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유선방송관리법(제22조)과 종합유선방송법(제21조)도 허가취소

제를 두고 있다. 또한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은 출판사나 인쇄소가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이나 아동에 유해한 만화 등을 출판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의 2, 5호).  

 

85) 참조판례: 대판 1971.7.6, 71누62 ; 대판 1972.4.25, 71누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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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례>  



① 대판 1971.7.6, 71누62 : 원심의 등록된 인쇄소와 다른 곳에서 인쇄하면서 그 변경사항을 등록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등록취소를 한 피고(문화공보부)의 처사가 재량권을 넘은 것이었다는 판단

은 피고가 법률상 인쇄인의 변경이 없는 간행물의 등록취소처분이 위법 부당하였다고 한 원판결

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참고: 씨알의 소리 등록취소사건  

② 대판 1972.4.25, 71누183: 신문ㆍ통신등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4조 3호에 의하여 인쇄인도 등록

사유 중의 하나이고 같은 법 제2조 9호에 의하여 ‘사상계’와 같이 정기간행물이 월간일 때에는 등

록사유인 인쇄인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조 9항의 ‘인쇄인’이라 함은 정기간행물의 인쇄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되 자신의 인쇄시설을 갖지 않은 ‘사상계’와 같은 경우 발행인이라 하더라

도 그가 인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쇄인으로 등록하였으면 이로써 족하고 반드시 인쇄계약을 체

결한 등록된 인쇄소의 책임자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밖에도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로는 형법(제104조의 2의 국가모독, 제243조의 음화

등의 반포, 제307조이하의 명예에 관한 죄, 제113조의 외교상 기밀누설, 제101조 제2항의 선동ㆍ

선전 등, 국가보안법(제4조의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선동, 선전 등), 계

엄법(제9조 1항의 비상계엄사령관의 언론ㆍ출판에 대한 특별조치), 군사기밀보호법(제11조의 사실

의 누설),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제3조의 외국정기간행물의 수입업의 허가주의, 제6조의 

업무감독, 제7조의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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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 내용삭제의 명령), 경범죄처벌법(제1조의 13호 광고물의 무단부착) 등이 있다.  

 

<한국판례>  

① 헌재 1990.4.2, 89헌가113, 헌재판례집 제2권(1990), 국가보안법 제7조 5항에 대한 한정합헌판

결 : 이에 따라 1991년에 국가보안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② 헌재 1992.2.25, 89헌가104, 헌재판례집 제4권(1992),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ㆍ제7조ㆍ제10조 등

에 관한 한정합헌판결 : 국가안정보장을 위한 군사비밀의 보호라 할지라도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국가기밀의 범위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내지 알 권리의 영역을 최대한 넓혀줄 수 있도록 …… 내

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이 있는 실질적인 비밀가치를 지닌 것 등에 한정해

야 한다.  

③ 서울형사지법 1965.4.30, 64고1811 : ‘세대’잡지 11월호에 게재될 ‘민족적 민주주의의 내용과 방

향’이라는 논설을 작성함에 있어서, (1)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이 ‘민의에 반한 것’이고 ‘국토양단의 

현실타개를 위하여 남북한의 적대관계를 조성하고 있는 군사적 대치를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유엔에의 남북한 동시 가입’과 ‘남북연방론’ 등을 주장하여 북한괴뢰집단을 대한민국과 대등한 국

가로 인정하여 한반도에서의 유일무이한 대한민국이 합헌국가임을 부인하고, (2) 6.25때의 유엔군

참전은 ‘경이적인 군사개입’이고 유엔군의 한국주둔은 ‘강대국의 자국경영에만 급급한 나머지 취

해진 무자비한 역사적 필연의 결과’이며 미군의 한국주둔은 8ㆍ15해방이후 자국의 국가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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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된 군사적 점령이라고 주장하여 반미사상을 고취하고, (3) ‘우리는 강대국의존에 의한 안전보

장체제로부터 탈피하고 강대국끼리의 반공의존태세행위와는 등지고 그런 국제적인 제약에서 벗어

나야 하며’ 오키나와에 미국의 거대한 기지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국가적 이익에 이로운 존

재인지 의심스럽다는 주장을 하여 한미간의 이간을 책동하고, (4) 남북한이 불가침이란 민족정기

의 이름 아래 지켜야 할 명백한 약속과 이에 따른 군비 축소화는 당연한 정도라고 하여 남북한의 

불가침조약의 체결과 남북 군대의 감축을 주장하고, (5) 국토 양단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관

계 강대국의 협상이 개시되지 않을 수 없게끔 우리들 남북한의 적대 상황의 해빙작업부터 착수되

어야 한다고 남북협상을 촉구하는 등의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고무동조하는 원고를 탈고, 월간 잡

지사인 세대사에 기고 그 해 11월 1일 발행 ‘세대’지 11월호에 ‘강력한 통일정부에의 의지’라는 

제목으로 게재보도하여 동 잡지 1,100부를 발간 이를 전국에 반포함으로써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④ 대판 1968.10.22, 68도1118 : 처음에는 대한민국방송을 듣고 있다가 원판시와 같은 내용의 북

괴방송이 들려온 것을 들은 것은 피고인들로서도 우연한 일로서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할 

것이다.  

⑤ 대판 1969.4.29, 68다1631 : 피고인들이 제천경찰서장 및 동서 정보계장으로부터 ‘본건 간첩 조

성대를 신고하고도 보상금을 타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면 현재 동인을 역이용하여 하는 

공작이 와해되고 반공법에 저촉되니 보도하지 말라고 만류당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써는 피고

인들에게 위와 같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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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금미지급에 관한 보도를 함으로써 본건 간첩을 역이용하는 공작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따라

서 반국가단체에게 이롭게 된다는 정을 인식하였으나 적어도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⑥ 대판 1969.7.29, 69도1003 : 피고인은 조총련이 북괴의 지령에 따라 재일동포를 포섭하고 정치

ㆍ경제ㆍ사회ㆍ문화 분야에 걸쳐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북괴를 이롭게 하는 활동을 하고 있

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이모호가 조총련 구성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 판시 1과 같이 위 이모호의 질문에 의하면 국내사정을 제공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

였다는 것인 바,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반공법 제4조 제1항에 이른바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국외 공산계열을 포함한다)를 

이롭게 하는 행위로서의 정보제공에 있어서는 그 정보의 내용이 군사기밀이나 국가기밀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사정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방법으로 제

공하는 것이라면, 위 반공법 제4조 제1항에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

이다.  

⑦ 대판 1972.9.26, 72도1730 : 피고인은 신민당 지구당위원장으로서 지구당 주최로 개최된 시국

강연회에서 현정권을 3위1체의 범죄정권, 즉 부정부패에 대한 범죄정권ㆍ장기집권을 꾀하고 총통

제를 구성하는 범죄정권ㆍ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범죄정권으로서 이와 같은 악질적인 정권을 타

도해야 한다 라는 취지의 연설을 할 때에 북한괴뢰집단이 우리 나라의 정권을 독재정권이고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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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을 약탈하는 부정부패의 정권이라고 선전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해서 이와 같이 곧 북괴의 

활동에 동조하고 그들을 이롭게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⑧ 대판 1973.3.13, 73도166 : 철도역장이 역사무실에서 직원을 모아 놓고 훈시를 하면서 ‘공산주

의의 목적은 나쁘나 그 방법은 나쁘지 않다. 일본사람의 저서에도 공산주의의 방법은 나쁘지 않

다는 내용이 있다. 행정학에 나오는 과학적 관리법은 배울 점이 많다’고 말한 것은 국외공산계열

의 활동을 찬양ㆍ동조한다는 미필적 인식하에 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⑨ 대판 1994.4.12, 93도3535 :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이 기사를 신문지상에 게재하느냐의 여부는 오로지 당해신문의 편집인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이를 편집인이 신문지상에 게재한 이상 이 기사는 게재의 기사재료를 제공

한자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기사재료를 제공한 자는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당원1920년6월8일선고, 4292형상714 판결참

조). 따라서 ……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기자에게 허위사실을 설명하고 보도자료를 교부하

여, 그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신문기자로 하여금 신문에 허위기사를 게재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86)  

 

86) 이에 대하여는 기사제공자에게만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신문사에 대

해선 불가벌적으로 본 것은 잘못이며, 신문사도 정범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평

석이 있다. 박상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법률신문, 1995.3.13,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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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대판 1994.10.28, 94도2186 : 형법 제309조 제2항 출판 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뿐만 아니라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을 해야만 

된다 할 것이고, 만일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죄로서 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법 제309조 제2항의 죄로서는 벌할 수 없

다 할 것이며, 그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 있다.  

 

언론기관의 자율적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과 방송법은 언론중재

위원회(정간법 제17조), 방송위원회(방송법 제11조), 방송심의위원회(제19조 이하), 방송자문위원회

(제30조) 등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종합유선방송의 공공성 및 윤리성

보장을 위해 종합유선방송위원회를 두고 있다(종합유선방송법 제34,38조). 특히 방송위원회의 시

정등 제재조치(방송법 제21조)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다.(제45조 2호).  

 

3) 例外的 制限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동한 경우(제76조 3항)에는 형식적 법률이 아닌 긴

급명령에 의한 제한을 받게 되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경우에는(제77조 3항) 계엄법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사령관은 포고령에 의하여 언론의 자유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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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수형자 등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는 국민의 언론 출판의 자유는 일반 국

민과 다른 제한을 받는다.  

 

<미국판례>  

Housing v. KQED, Inc., 438U.S.1 (1978) : 정부가 관리하는 교도소에 접근하고 죄수와 면담하고 녹

음하고 사진찍고 이것을 방송할 수 있는 언론기관의 헌법상의 권리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액세

스는 금지하여도 무방하다.  

 

4) 制限의 限界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사전허가ㆍ사전검열은 

금지되며 사후적으로라도 폐간처분은 법원의 심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한국판례>  

① 대구지판 1967.10.18, 65도8762 : 기사에 대한 보도관제요청이 종전의 예대로 경찰국장이나 정

보부 및 방첩대의 책임자로부터 서면등의 형식으로 정식보도관제의 요청이 없었던 것을 인정할 

수 있고, 동 사실은 영덕부근에서는 이미 광범하게 알려진 사실 등을 보면 동 사건이 긴급하고 

절박하게 보도관제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알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언론의 자유는 

국민전체의 의사가 형성되고 국가권력에 대한 민권을 방어하고 비판과 사실보도로써 조국발전의 

창의적 작용을 할 수 있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사활의 문제’라는 것에서 보면, 더구나 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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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성격을 가진 신문의 언론을 담당하는 피고인들로서는 정식으로 보도관제요청이 있다 할지라도 

방첩대 및 공보부장관의 공문과 같이 국가안위에 관한 것은 신중을 기할 주의를 요할 뿐 방공과 

보도가치를 비교형량해서 그 보도의 여부를 독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일개 

수사기관의 보조자인 수사담당자들이 보도관제의 요청이 있다는 지의 문구가 기사표제에 부기된 

것을 지실하고 주선을 삭제하고 그 부분을 파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써는 본건의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 피고인들이 고의적으로 국가수사기관의 간첩체포공작을 방해하여 간첩을 도피

시켜 적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한 행위라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② 서울민사지법판결 1989.8.29, 88가합4039 : 법률위반의 가능성이 있는 출판물이라 할지라도 이

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법률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공적인 관

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정부기관이 출판사측에 시판 자제를 종용하고 시중의 서점들에게 판

매금지를 종용하였다면 위 책자의 시판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출판자나 저작자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판매금지 종용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언론의 자유는 표현자와 그 정보를 받는 일반국민의 권리보장이라는 통일적인 보장체제로 이해하

여 국가기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명예훼손, 선동 등의 영역에서 언론의 자유의 구체적 내용과 



한계를 이해하여야 한다.  

 

재판과정에 대한 언론보도에 관해서도 개인의 보호와 언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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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기능 및 언론의자유보장에 관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판례>  

① Cox Broadcasting Corp. v. Cohn, 420U.S.469 (1975) : 공개재판기록에서 얻은 강간피해자(사망)의 

이름을 텔레비전으로 방송하였는데 이를 금지한 조지아주 법률은 언론자유에 위배된다.  

② Nebreska Press Assn v. Start, 427U.S.539 (1976) : 강간살인사건의 재판전 보도를 금지함은 언론

자유의 침해이다.  

③ Atlas Roofing Co. v.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view Comm'n, 430U.S.442 (1977) : 11세 

소년의 구류심문에 대하여 보도할 수 있다.  

④ Landmark Communication, Inc. v. Virginia,435U.S. 829(1978) : 사법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을 누

설한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것은 위헌이다.  

⑤ Ganett Co. v. DePasquale, 443U.S.368 (1979) :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판전 절차에의 

접근은 제한할 수 있다.  

⑥ Smith v. Daily Mail Publishing Co., 443U.S.97 (1979) : 소년범죄자의 이름을 소년법원의 서면허

가 없이 공표할 수 없고 이런 경우에 이를 처벌한다는 웨스트 버지니아 주 법률은 수정헌법 제1

조 위반이다. 합법적으로 입수한 이름의 발표를 처벌대상으로 할 수 없다.  

⑦ Richmond Newspaper Inc. v. Virginia, 448U.S.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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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 피의자의 요청이 있어도 신문보도는 할 수 있다.  

⑧ Glove Newspaper Co. v. Superior Court, 457U.S.596 (1982) : 미성년자의 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도 액세스할 수 있다.  

⑨ Press Entreprise Co. v. Superior Court of Cal., Riverside County, 478U.S.1 (1986) : 예비심리의 비

공개는 공정한 재판을 해칠 실질적 가능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⑩ The Florida Star v. B.J.F., 491U.S.524 (1989) : 경찰기록으로부터 적법하게 얻은 자료에 기초하여 

잡지사가 성범죄의 피해자의 명단을 공개한 데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수정헌법 제1조에 반한다.  

⑪ Butterworth v. Smith, 494U.S.-,110 S.Ct1376 (1990) : 대배심의 증인이 증언한 것을 대배심의 임

기가 끝난 후에까지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플로리다 주 법률은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다.  

⑫ Maryland v. Craig, 497U.S.-,110 S.Ct.3157 (1990) : 대질권은 성폭행의 희생자인 어린이로부터 

증언청취를 일방적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듣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5) 言論ㆍ出版의 責任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



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를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규정에 입각하여 방송법도 방송의 공적책임

과(제4조) 공공성과 공정성을(제5조) 강조하고 있으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도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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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87) 언론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전형적인 경우로서 국가기밀, 사생활의 비

밀과 자유, 음란성, 공중도덕과 사회윤리, 선동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문제는 오늘날 언론침해의 

가장 전형적인 경우로서 그 자체가 독자적인 언론법연구의 한 章이 될 수 있을 정도이다.  

 

1) 國家秘密 

 

국가기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형법(제98조 2항, 제113조, 제127조), 국가보안법(제4조 1항 2호, 5호), 

국가공무원법(제60조), 계엄법(제10조 1항), 군형법(제13조 2항, 제80조), 군사기밀보호법(제7조-11

조) 등의 규정이 있다. 그러나 언론의 본질적 기능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이러한 국가비밀은 엄격한 한계가 설정되어야 하며 충분한 정보공개제도

가 마련되어야 한다.88) 헌법재판소는 ‘군사기밀의 범위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내지 “알 권리”의 

대상영역을 최대한 넓혀줄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

다.89)  

 

87)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 관리하거나 편집ㆍ취재ㆍ집필

ㆍ보도하는 자가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에 관하여 보도ㆍ논평을 하는 경

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ㆍ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여야 한다.  

 

88) 보도관제의 구속력, 대구지판 1967.10.18, 65고8762 : “정식으로 보도관제 요

청이 있다고 할지라도 … 국가안위에 관한 것은 신중을 기할 주의를 요할 뿐 방

공과 보도가치를 비교형량해서 그 보도의 여부를 독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  

 

 

89) 헌재 1992.2.25, 89헌가104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 “군

사기밀보호법 제6조, 제7조, 제10조는 동법 제2조 제1항의 ‘군사상의 기밀’이 비

공지의 사실로서 적법절차에 따라 군사기밀로서의 표시를 갖추고 그 누설이 국

가의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해석하에 헌법에 위반되

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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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례>  

① 대판 1969.2.25, 68도1825 : 형법 제9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간첩의 개념에 관하여 과거에 있어

서의 제반정세와 변천된 현 정세 하에 있어서는 단순한 군사상의 기밀뿐만 아니라 그 외의 정치

ㆍ경제ㆍ문화ㆍ사회 등 각 방면에 걸쳐서 우리 나라의 국방정책상 북한괴뢰집단에게 알리지 아니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우리 나라의 이익이 되는 모든 기밀사항을 포함한다고 함이 종래 본원

의 판례인 바(4283.6.30. 선고 4292형상100사건 판결)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

면 피고인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남파공작원으로서의 밀봉교육을 받고 원심이 인정한 바 남

한 내에 있어서의 정치ㆍ경제ㆍ사회 등 전반에 긍한 민심동향을 위와 같은 지령에 의하여 파악 

수집한다 함은 역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국가기밀을 파악 수집하는데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정치ㆍ경제ㆍ사회에 관한 민심동향을 군사기밀이나 국가기밀에 해당된

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형법 제98조 제1항 소정의 간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험이 

있다.  

② 대판 1971.4.6, 71도165 : 국가보안법 제3조 1항에서 말하는 군사기밀이란 북한괴뢰집단에 대

하여 비밀로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정보를 가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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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므로 피고인 갑이 그의 큰아버지인 을의 지시를 받고 그가 일본조총련 천엽현지부와 그 

기관인 조선신문사의 각 간부로서 활동하고 있음을 알면서 그 거주지인 하동군 청암면 장청암 경

찰지서장, 하동군수의 본적, 주소, 성명을 모두 편지로 알려주었다고 하면 그 알려준 사실은 우리 

나라에서는 쉽게 알 수 있고 자명한 사실이라 할지라도 북한괴뢰집단의 수중에 들어가면 이를 대

남공작 등 그들의 목적수행에 이용당할 가능성이 있음은 공지의 사실이라 할 것이니 이는 국가기

밀의 범주에 속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2) 名譽毁損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그리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언론ㆍ출판은 범죄가 

될 뿐만 아니라(형법 제309조, 제312조 2항), 고의 또는 과실로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은 불법행

위가 된다(민법 제751조). 그러나 타인의 명예를 손상한 언론ㆍ출판이라 하더라도 ‘진실한 사실로

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310조).90)  

 

<한국판례>  

① 대판 1961.11.16, 4294형상451 :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구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 있음을 요하고  

 

90) 언론중재 1992 봄호 1993 가을호 명예훼손에 관한 특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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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한 표시로 그 대상이 하인 또는 하단체인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 검찰의 모 검사란 표현으로서는 당해검사를 특정할 수 없다.  

② 서울형사지법 항소부 1969.12.21, 67노631 : 피고인의 비평문의 발표행위(사상계지) 헌법의 기

본권조항에서 보장되고 있는 언론ㆍ출판 및 학문의 자유라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니, 

이는 위와 같은 자유권도 자유주의의 기본인 개인존중의 한계를 초월하여 개인의 인격을 부정하

고 그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는 헌법 제32조 2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까닭에서인 것이다.  

③ 서울지판 1973.4.23, 73고합91 :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을 취재해서 방송했다면 입후보하려는 

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해당한다.  

④ 대판 1988.10.11, 86다카29 :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

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

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⑤ 서울민사지법 1989.7.11, 88가합31161 :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는 경우 대립하는 공공과 개인의 상반되는 이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할 것인 바, 특히 현대의 대기업이나 국가의 관리하에 있는 매스미디어가 보도의 자유를 매개로 

하여 상대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회적 영향력과 

회복의 어려움, 더욱이 보도기관이 영리추구의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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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인의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즐겨 보도하는 경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의 인격권

보호라는 이익을 최대한 배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언론기관이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그것

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증명

이 있거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성이 조각된다. 일반사진이 아닌 초상사진의 경우 초상본인은 당해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없다 

하더라도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을 가진다 할 것이고 동일한 초상의 경우라도 그것이 공표되는 

방법에 따라 초상본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인 바 유명인의 경우 

비교적 초상권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 정당한 이익이 침해될 수 없는 것이므로 연예인이 자기의 

선전용으로 사진을 촬영한 사진을, 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의 보도기사를 게재하면서 복사

하여 게재하였다면 이는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다.  

⑥ 서울고법 1994.9.27, 92나35864 : ① 불법행위에 의해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금전배상의 원칙만이 인정될 뿐 원상회복청구권 내지 이른바 만족청구권은 명문으로 규정되고 있

지 않지만, 인격권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명예가 훼손된 경우 현행 민법(제764조)은 법원이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저작권법(동법 제95조)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

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지배적인 학설이 일반적 인격권

에 대하여 배타적 지배권으로서 대세적 효력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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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은 피해자가 바라는 경우 금전으로 손해배상을 명하는 이외에 원상

의 회복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발전하는 법질서의 요청에 부응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피해구제수단을 다양화하여 형평을 기하는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② 원고가 이른바 

만족청구권의 한 형태로 피고방송법인이 약정과 달리 원고의 강연내용을 부당히 삭제하여 방송함

으로써 패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피고가 관리하는 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작위의무의 이

행을 구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의 내용을 고지할 것을 구하는 것일 뿐 피고공사의 양심에 반하여 

주관적 의사표현으로서 사과를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반하지 아니한다.  

 

<미국판례>  

① Beauharnais v. Illinois, 343U.S.250 (1952) :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법률제정권은 주

에 있으며 명백히 합헌이다. 헌법적 관점에서 볼 때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와 달리 취급하여

야 할 아무런 본래적인 이유도 없다. 이 점은 특히 일리노이주에서의 심각한 인종충돌을 고려할 

때 그러하며, 이 법률은 바로 그러한 인종충돌을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② Barr v. Matteo, 360U.S.564 (1959) : 부정행위를 한 부하직원의 비행은 이를 발표할 수 있다.  

③ Howard v. Lyins, 360U.S.593 (1959) : 상관에 대한 보고서사본을 국회의원에게 송부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④ Wood v. Georgia, 370U.S.375 (1962) : 입후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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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의 조사를 명한 법관을 비난한 언론은 무방하다.  

⑤ New York Times v. Sullivan (1964) : 공무원은 자기의 공무집행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허위의 언

동에 대하여 그것이 현실적인 악의에 의한 것, 즉 허위를 알고 하였거나 또는 허위냐 진실이냐를 

불문하고 부주의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91)  

⑥ Garrison v. State of Louisiana, 379U.S.68 (1964) : 수정헌법 제1조에 비추어 진실한 사실의 적시

는 비록 악의의 동기가 있더라도 절대적으로 보호되며, 허위의 사실의 적시라도 고의ㆍ과실이 없

는 한 보호된다.  

⑦ Rosenblatt v. Bear, 363U.S.75 (1966) : 공무원에 대하여 신문보도가 명예훼손이 되려면 악의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공무원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⑧ St. Amant v. Thompson, 390U.S.727 (1968) :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방

송이 ‘실질적인 악의’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공무원측에서 입증해야 한다.  

⑨ Pickkering v. Board of Education of Township High School District 205, Will County, 391U.S.563 

(1968) : 교사가 교육행정과 교육감을 비난하여 교육에 방해가 되었다고 하여 교사를 파면함은 부

당하다.  

⑩ Greenbelt Pub. Assn. v. Bresler, 398U.S.6 (1969) : 공공회의에서 사기한이라고 비난받은 사실의 

보도는 명예훼손이 성립  

 

91) 동 판결의 의의와 내용의 상세는, 한위수, 명예의 훼손과 언론의 자유 - 미국

의 경우와 우리나라의 사정, 공법이론과 판례연구회, 주제발표문, 1994.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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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다.  

⑪ Watts v. United States, 394U.S.705 (1969) :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항의발언과 대통령의 생명에 

대한 위협발언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⑫ Oscala Star―Banner Co. et al. v. Damron, 401U.S. 295 (1971) : 공무집행과 관련없는 과거 사실

을 공직자 입후보자에 대하여 폭로함은 공직자로서의 적부판단과 관계되므로 뉴욕타임즈 사건 판

결기준에 입각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⑬ Monitor Patriot Co. et al. v. Roy, Executrix, 401U.S.205 (1971) : 상원의원입후보자의 과거의 죄상

을 폭로함은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⑭ Time, Inc. v. Firestone, 424U.S.448 (1976) : 사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

다.  

⑮ Givan v. Western Line Consolidated School District, 439U.S.410 (1979) : 여교사의 교장에 대한 

반박은 허용된다.  

? Herbertv. Lands, 441U.S.153 (1979) : 언론기관이 허위를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 소송을 

제기하고 그 보도를 하게된 편집경위 등을 조사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가 금지하는 바가 아니

다.  

? Connick v. Myers, 461U.S.138 (1983)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발언은 그를 통해서 달성하려는 정

부의 목적 이익과 시민으로서의 피용자의 이익과의 조화에 그 한계가 있다. 지방검사의 전보명령

에 대한 지나친 반론 발언 등은 용납되지 않는다.  

? Dun and Bradstreet Inc. v. Greenmoss Builders, Inc., 472U.S.749 (1985) v. McPherson, 483U.S.378 

(1987) : 명예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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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서 ‘실질적인 악의’의 입증은 공무원에 대한 경우이다.  

? Philadelphia Newspaper, Inc. v. Hepps, 475U.S.767 (1986) : 신문의 허위사실의 유포의 입증책임

은 소송제기자에게 있다.  

? Rankin v. McPherson, 483U.S.378 (1987) : 대통령암살의 성공을 말했다고 해서 해고 할 수 없다.  

Hustler Magazine, Inc. v. Falwell, 485U.S.46 (1988) :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의 풍자적 기사

는 뉴욕 타임즈 사건기준에 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Milkovich v. Lorain Journal Co., 497U.S.-,110 S. Ct.2695 (1990) : 단순히 여론이라고 하는 이유만으

로 명예훼손되는 글을 신문에 게재할 수 없다.  

 

<독일판례>  

BVerfGE 1961.1.25, Bd. 12S.113/132, Schmidt Spiegel 사건:(사실관계) Stuttgart상급지방법원장인 

Richard Sch- midt는 1953년 11월에 Stuttgart에서 정치적 파업을 긍정하는 연설을 하였고, 1954

년 1월 이에 가필하여 ‘정치적 파업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노조월보에 공표하였다. 정치적 파업

을 긍정하는 표현과 거의 95%의 신문은 경제적으로 기업가와 결부되어 있어 노조와는 친하지 않

다는 그의 주장은 신문들로부터 그는 좌경되었고 그의 높은 직책에의 적성이 의심된다는 공격을 



받게 하였다. 그런 이유로 Spiegel지 특파원은 Schmidt와 인터뷰를 하고 그에게서 얻은 자료 등

을 십분 이용하여 1954년 3월 10일호에 ‘볼가강에서 체포되다’라는 익명의 폴로기사를 써서 그가 

좌경했다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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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했다. 이에 대하여 Schmidt는 동 시의 신문에 반론의 기사를 써서 전기 Spiegel지 기사는 진실

을 위장한 왜곡으로서 인신공격이며 이는 도덕의 분야에서 외설작품처럼 정치의 영역에서의 도색

문학이라고 반격했다. 이에 Spiegel지의 편집장과 발행인이 이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전후 6회

의 절차상, 실체상 판단을 전전하였는데, Gottingen 지방법원은 결국 Schmidt가 Spiegel지를 도색

문학이라고 평한 점에서 유죄라고 판결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원 판결은 기

본법 제1조, 제2조, 제5조, 제38조 제1항, 제101조 제1항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라고 하여 연방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판결요지) “원판결은 헌법소원제기인의 기본법 제5조 제1항

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판결은 여론형성이 갖는 헌법적 의의를 올바로 이해하지 

않고, 그 결과 표현의 자유권이 명예보호규정의 해석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적정하게 평가하고 있

지 않기 때문이다.”  

(1) 자유민주국가의 정치는 여론에 입각한 정치가 아니면 안 된다.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을 일반

적 의의를 갖는 문제가 공개로 토론됨으로써 비로소 이룩된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상이한 의견의 

주장과 반론 속에서 수행되는 것이다. 이 공개의 토론에 참가하는 권리가 기본법 제5조 제1항의 

전단의 규정 속에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이때 Press(출판신문)는 라디오, 영화와 함께 여론형성의 

가장 중요한 도구이며, 이 때문에 Press의 자유가 제5조 제1항의 후단에서 특별히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본건 헌법소원제기인 Schmidt의 언사의 과도함에 대한 가벌도 여론형성에 있어서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관점에 서서 기본법에 적합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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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제한되지 않으면 안 된다.  

(2) 원판결은 본건을 전혀 개인적 명예의 방위나 명예의 훼손이라는 틀 안에서만 취급하여 Press

를 무대로 한 싸움이라는 특수성, 그리하여 여기에 내재하는 여론형성의 요소라는 특수성을 평가

하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 이 요소는 Schmidt가 비난적 언사를 하였을 때의 동기에 의해 좌우되

지 않는다.  

(3) Spiegel의 ‘볼가’기사는 단순히 Schmidt의 개인적 명예와의 관계라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오히

려 Spiegel이 Schmidt의 정치적 과거를 폭로함으로써 고위재판관의 직이 그에 적합하지 않은 인

물에 의해 점하여져 있다고 하는 사법의 인사행정과 신뢰성이라는 공적 이익에 관계된다는 관점

에서 취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것은 근본적으로 시민에게 공적 상황을 보도하는 신문의 

공적 임무이다. 그리하여 Schmidt가 신문에서 이 기사를 반박했을 때에도 똑같이 공적 이익의 옹

호라는 것이 정당하게 성립하고 있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Schmidt는 여기에서 Spiegel이 허위

로 인한 공적 사항을 바로 잡아 여론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려 한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이 그

의 언사를 자기의 명예가 어떻게 반박하는가 즉 도발된 토론에 어떻게 답하는가 하는 것은 

Spiegel의 보도의 방식과 그것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는 필요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관점

이 필요하다. 이 관점에서 볼 때에는 Spiegel은 자기의 평가를 낮추는 계기를 스스로 만든 것이며, 



이 평가는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볼가’기사는 Schmidt의 정치적 

입장의 단편을 나타내어 그의 주장을 왜곡하여 전하고 또 그의 정치적 신조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에 적합한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였으며 서술에 악의의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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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를 붙였다. 이러한 비난에 대하여 원판결이 오직 사실적인 반박만을 허용한 것은 옳지 않다. 

이 경우 사실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지난하며 독자가 많은 본지의 강력한 인상을 극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4) 이상에서 보건대, 만일 재판소가 도색문학에 비할 수 있는 정신상의 폭로를 독자의 자극제로

서 용인하고 이에 대한 반격에 대하여 정당이익의 옹호를 구하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면, 재판소는 Schmidt가 오직 그의 개인적 명예의 방위라는 점에서 형법 제193조의 의미에서의 

정당이익을 갖는 데 지나지 않는다는 전제에 서 있는 것으로 된다. 그러나 형법 본조 속에는 기

본법 제5조 제1항이 살아 있는 것이며 그리하여 공무원 정치라는 중요문제에 관한 여론형성에의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정당이익을 평가할 것을 명하고, 올바르지 않은 보도에 대한 반박으로서 그

의 언사를 평가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이다. 원판결의 판단은 이점에서의 음미를 결함으로써 

Schmidt의 기본법 제5조 제1항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92)  

 

3)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 

 

(가) 새로운 기본권으로서의 사생활 보호 

 

국민의 알 권리 충족기능을 갖는 언론이라 하더라도 그 보도내용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

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현대정보화사회에서 컴퓨터를 통한 정보의 축적관리가 행해지는 상황하

에서 국민은 ‘유리알 인간’으로 발가벗겨 지게 된다.  

 

92) 김철수, 판례교재헌법, 332-3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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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프라이버시보호는 100여 년 전인 1890년 Warren Brandeis가 ‘황색언론’으로부터 프라이버

시보호의 필요성을 적시한 이래 특히 오늘날 컴퓨터화한 사회의 진전과 더불어 이를 입법화 하기

에 이루었다. 1974년 미국의 Privacy Act나, 1978년 프랑스의 정보의 축적, 관리와 자유에 관한 법

률,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독일의 국세조사판결이후 연방데이타보호법이 제정되어 있다.  

그 동안 끊임없이 개인의 사생활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그것이 단순한 사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헌법상의 가치를 갖는 자유와 권리로서의 성격을 갖게 된 것은 오늘날 정보화사회의 진전

에 따라 새로이 사생활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된 1970년대 이후의 일이다.93) 이에 우리 헌법에서도 

1987년에 새로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제17조)라는 규정을 

두어 개별적 기본권으로서의 위상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이념의 공적부문에서의 구체

화 법률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있다.  



 

(나) 개인 정보 보호와 언론 

 

가) 사생활 비밀보호의 특수한 범주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의 사생활보호와 언론의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기능사이의 갈등구조는 그 한계와 기준

을 일의적으로 논할수 없으나, 공적인 존재ㆍ공적인 이익이 분명한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우월

적 지위를 부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중에 영합한 상  

 

93) 권영성, “사생활권의 의의와 역사적 변천”, 언론중재(언론중재위원회), 1983 여

름호, 6-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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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적이고 선정적인 언론보도는 사생활침해의 문제를 흔히 야기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은 곧 형

사적 제재를 받게 된다(형법 제319조 이하).  

개인정보보호법상 규율대상인 정보는 공공기관이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한하고 

있다.  

첫째 이 법의 규율대상은 공공기관의 정보에 한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아닌 사적기관이 처리하

는 정보는 이 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다. 예컨대 오늘날 재벌기업의 정보관리실, 언론기관, 정보용

역회사 등은 엄청난 양의 국민 개개인에 관한 정보를 집적유통시키고 있지만 이 법의 규율 대상

이 아니다. 1994년 세상을 놀라게 한 이른바 ‘지존파 일당’이 백화점 신용카드 고객의 거래정보를 

입수하여 이를 범행에 악용하려 하였으나 거래 정보 누출에 따른 법적 규제는 개인 정보 보호법

의 규율 대상이 아니다. 이에 앞으로 사적 부문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 정보에 대해서도 이 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법의 제정이 필요상이 제기되고 있다.94)  

둘째 이 법의 규율대상인 정보는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정보에 한한다. 즉 수기정보는 이 법

의 규율대상이 아니다. 이 법의 출현성격이 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른 법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일응 수긍할 수 있는 법규율의 태도이다. 따라서 수기정보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사생활보

호의 일반법리에 입각한 보장과  

 

94) 이에 관한 상세는 성낙인, “행정상 개인정보보호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을 중심으로”, 공법연구(한국공법학회), 1994.6, 286-324면 참조. 특히 사

적부문에 대한 규율까지 이 법이 통할적으로 관리하게 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

호에 관한 지도감독 권리구제에 관한 새로운 기구의 설치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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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행해지게 된다. 앞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수기정보도 규율범위로 포괄할 수 있어야 한

다.  

셋째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



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개인에 관한 정보란 개

인의 정신,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ㆍ판단ㆍ평가를 나타내는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95)  

 

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언론 보도의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정보 주체 이외의 자에게는 누설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언론이 갖는 특수한 성격과 기능상 공공 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개인 정보를 유용하

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려는 행태가 출현할 수밖에 없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는 법상의 

제도적 장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에게도 누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 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외의 자에게 제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 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정보처리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제10조 제1항). 정보처리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

도록 명시한 법으로는 행정심판법 제28조(증거조사), 출입국 관리법 제74조(관계 기관의 협  

 

95) 총무처, 축조해설 개인정보보호법, 31면. 개인에 관한 정보의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1. 내면의 비밀 :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양심 등, 2. 심신의 상

태 : 체력, 건강상태, 신체적 특징, 병력 등, 3. 사회경력 : 학력, 범죄경력, 직업, 

자격, 소속정당ㆍ단체 등, 4. 경제관계 : 재산상황, 소득, 채권채무관계 등, 5. 생활

ㆍ가정ㆍ신분관계 : 성명, 주소, 본적, 가족관계, 출생지, 본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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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토지초과이득 세법 제29조(관계 기관의 협조 의무),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등이 있다.  

다만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경우는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제2

항) :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 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정하는 소관 업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 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조약 기타 국제 협

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 또는 국제 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통계 작성 및 학술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 5. 정보주체외의 자에

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한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8. 기타 대통령령

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와 같이 법상 개인 정보의 이용이 비교적 폭넓게 인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법 시안

에서도 비록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유익한 정보”는 정보 

공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에 비추어 본다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언론이 갖는 공익 내지 공공적 성격에 비추어, 비록 그 정보 자체는 개인 정보로

서 공공 기관이 관리 보유하는 정보라 하더라도 언론 기관 스스로 “공익상 유익한 정보”라고 판

단하여 이를 개인 정보 보호법상의 방법이 아닌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취득하여 보도할 경우에 이



를 단순히 개인 정보 보호의 차원에서 논하여야 할지 아니면 공익적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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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하여야 할 것인지는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  

더구나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의 개념이 매우 넓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정보가 공

공 기관의 정보관리 체계 하에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해서 언론의 정보원에 대한 접근 이용이 원

천적으로 봉쇄 당한다는 것은 자칫 언론의 공공적 차원에서의 사생활 보도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논리는 현실적인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에도 기초해 있다. 즉 개인 정보 보호법이 시행되

기 이전의 단계에서 의료보험 관련 자료를 담당자가 유출하여 선거에 이용한 사례, 주민등록기록

을 열람함 후 독신녀 주거지를 강도 대상으로 선정한 사례, 자동차관리 전산망을 통하여 외제 고

급 승용차의 차주를 확인하여 강도 대상으로 선정한 사례 등이 있었다.96) 비록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시행되고 개인 정보의 유용에 대하여는 법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

여 개인 정보의 유용이 완전히 차단되리라고 볼 수는 없다. 심지어 정부가 보유 관리하는 개인정

보가 정보용역회사의 매매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개인정보 보호

법상의 개인 정보라는 사실만으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차원에서 행하는 언론의 취재 보도

가 원천적으로 제한을 받아서는 안될 것이다. 그것은 종래 언론 보도와 관련한 사생활 보호를 이

른바 공익 이론을 원용할 여지를 남겨 준다. 즉 공익의 입장에서의 보도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우선할 수 있는 것이다. 공적 인물에 대하여서는 그 사회적 지위에 부응하여 사생활 보호에 일정

한 한계가 따를 수 있다는 공적 존재의  

 

96) 총무처, 축조해설 개인정보보호법, 199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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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도 참조할 가치가 있어 보인다.97)  

하지만 어떠한 경우도 언론보도는 특히 개인정보에 관한 한 정보화사회가 진전될수록 더욱 더 신

중해야만 한다. 정보화사회에서의 개인은 발가벗겨져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하에서 언론에 

의한 무차별적인 사생활에 관한 보도는 약자인 개인의 이익 보호에 우선하여야 하는 언론의 사명

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다) 사생활비밀과 언론 

 

개인의 사생활보호와 언론의 국민의 알 권리의 충족기능사이의 갈등 구조는 그 한계와 기준을 일

의적으로 논할 수는 없겠으나 공적인 존재, 공적인 이익이 분명한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중점

을 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중적ㆍ상업적 매스 미디어의 범람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

생활의 분명한 침해는 처벌(형법 319조 이하)되거나 불법행위가 된다.  

 

4) 公衆道德과 社會倫理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은 특히 음란ㆍ외설적인 보도와 관련된다. 형법 제243조는 음란

한 문서ㆍ도화 등을 반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처벌하고 있으나 음란개념의 불

명확성이 특히 문제된다. 통설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선량한 풍속

에 반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수치나 혐오를 느끼게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성욕을 자

극  

 

97) 박용상, “표현 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일반적 고찰”, 공법 이론과 판례연구회

(1994.10) 발표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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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흥분시키는 동시에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의 풍기를 해칠 가능성이 있

는 것’98)을 음화로 보고 있다. 음란한 표현에 대한 규제는 언론의 사회적 이익과 음란성규제의 이

익과의 이익 형량을 통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한국판례>  

① 서울형사지법 1969.12.15, 69고27460 : 작가가 작품을 기술함에 있어서 독자의 흥미에 영합하

기 위하여 성교 장면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이를 제조ㆍ판매하는 행위는 형법 제243조 및 제244

조에 각 해당한다.  

② 대판 1970.10.30, 70도1879 : 대법원은 고야의 명화 ‘나체의 마야’를 옵셋으로 인쇄하여 성냥갑 

속에 넣어서 판매한 것을 음화라 하였다. 비록 명화집에 실려 있는 그림이라 하여도 이를 예술ㆍ

문학ㆍ교육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상품 특히 성냥갑 속에 넣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그 카드 사진을 복사 제조하거나 시중에 판매할 때에는 이를 보는 자에게 성욕

을 자극하여 흥분시키는 동시에 일반의 정상적인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의 풍기를 해칠 가능성

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음화라고 본다.  

③ 서울형사지판 1973.11.6, 71노3160 : 문학작품의 음란성 여부는 그 작품 전체와 관련시켜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표현에 있어 과도하게 성욕을 자극시키거나 정상적인 성적 정서를 크

게 해칠 정도로 노골적이고 구체적인 묘사라고 볼 수 없으  

 

98) 대판 1970. 10. 30, 70도 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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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음란한 작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④ 대판 1975.2.9, 74도976 : 자아 발견을 주제로 한 작품이라면 그 표현에서 음란성을 인정할 수 

없다. 작품 반노는 인간의 성에 대한 본능을 주제로 하고 있고 몇 군데 성교 장면이 나오기는 하

나, 남녀간의 성교에서 향락적이고 유희적인 면을 탈색해 버리고 본능에 의한 맹목적인 성교와 

그 뒤에 오는 허망함을 반복 묘사함으로써 그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이 인간에 내재하는 향락적인 



성욕에 반항함으로써 결국 그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이끌어 매듭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에 비추어 이 건 소설을 음란한 작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

고 있으므로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미국판례>99)  

① Kingsley Books Inc. V. Brown, 354U.S.436 (1957) : 외설문서의 반포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수단

으로서 통상의 기소절차ㆍ형사적 민사소송(quitam action) 또는 금지명령절차중의 어느 것을 채택

할 것인가는 주의회의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사전억제 즉 위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데 사전억제의 개념은 그 자체가 만능이 아니다. 필요한 것은 개념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 있어서 

규제작용의 프라그마틱한 평가이다.  

② Butler v. Michigan, 352U.S.380 (1957) : 청소년에게만 외  

 

99) 미국에서의 외설물과 관련된 판례는 문흥주교수의 기본적인권연구에서 최근

의 판례까지 완전하게 정리되어 있다. 문교수는 이하에서 1. 외설의 기준, 2. 외설

물의 소지ㆍ제작, 3. 외설물의 판매, 4. 외설물의 우송과 통신, 5. 외설물의 상영, 6. 

외설물의 압수ㆍ수색으로 나누어 상론하고 있다, 205-225면 참조. 이하에서는 그

간의 흐름을 연대별로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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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한 서적을 일반 대중에게까지 금지시킴은 부당하다.  

③ Roth v. Unites States, Alberts v. California, 354 U.S.476 (1957) : 외설문서의 반포는 언론ㆍ출판

의 자유에 속하지 아니한다. 외설한 출판물의 우송을 금지한 연방법률과 외설한 물품의 소지 판

매를 금지한 주법률은 합헌이다.  

④ Smith v. California, 361U.S.147 (1959) : 외설한 언론과 간행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헌법적 

보장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는 외설하지 않은 서적의 배포를 제한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 판

매자가 서적의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을 처벌의 요건으로 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 법률은 헌법상 보

호되는 간행물에 대한 공중의 접근까지도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며, 서적판매상은 

그 재고를 자신이 개별적으로 검사한 서적에 국한시키게 될 것이다. 문제의 캘리포니아 시조례는 

“외설하거나 야비한 서적을 판매장소 또는 판매를 위한 보관장소에 소지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다.”  

⑤ Marcus v. Search Warrants 367U.S.717 (1961) : 경찰관이 음란하다고 판단한 서적에 대해 판사

가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 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판결 기일에 관한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은 

미주리주법률에 대한 사건이다. 이 법률 규정은 비음란문서에 대한 보호 절차를 결여하고 있다. 

이 같은 보호 절차는 헌법상 보장되어 있으므로 주법률은 위헌 무효이다. 이 법률은 경찰관의 종

국적 진술에 의거하여 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관은 

무엇이 음란한가에 관하여 현장에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⑥ Manual Enterprises Inc., et al. v. Day, Postmaster Ge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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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370U.S.478 (1962) : 외설 여부의 판단은 당시 사회의 ‘평균인’의 감정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⑦ Bentam Books, Inc. v. Sullivan et al, 372U.S.58 (1963) : 도의앙양위원회의 출판물 판매금지 권고

는 위헌이다. 상기 위원회의 활동은 정부가 하는 검열과 다름없으며 외설의 규제에 대해 헌법적

으로 요구되는 보호 절차를 결하는 것으로서 헌법위반이다. 비외설적인 도서를 억압하는데 대한 

아무런 보호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⑧ A Quantity of Copies of Books et al. v. Kansas, 378U.S.205 (1964) : 검사의 외설하다는 선서공소

장을 받아 심리절차를 밟지 않고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여 서적을 압수함은 위헌이다.  

⑨ Redmond et al., v. United States, 384U.S.264 (1966) : 부부간에 각자의 나체사진을 우송교환하

는 것은 물건의 우송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⑩ Memoirs v. Massachusettes, 383U.S.413 (1966) : 외설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가 고

려되어야 한다.  

⑪ Ginzberg v. New York 390U.S.629 (1968) : 나체사진이 실린 잡지를 17세 미만 연소자에게 판매

를 금지한 뉴욕주 형법은 합헌이다.  

⑫ Stanley v. Georgia, 394U.S.557 (1969) : 외설한 필름의 단순한 소지는 개인의 자유에 속하며 이

를 처벌하는 조지아주법은 위헌이다.  

⑬ Rowan, dba American Book Service, et al., v. Un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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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s Post Office Department et al., 397U.S.728 (1970) : 수취인은 우편물에 의한 음란물에 대하여 

수령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⑭ United States v. Photographs, 403U.S.363 (1971) : 외설한 사진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

은 위헌이 아니다.  

⑮ Blount v. Rizzi, 400U.S.410 (1971) : 외설한 우편물은 우체국장이 배달을 금지할 수 있다는 우편

재조직법의 규정은 외설여부에 대한 사법심사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헌이다.  

? United States v. Riedel, 402U.S.351 (1971) : 본인이 성인이라고 한 자에게 외설물을 우송하는 것

을 금지하는 법은 위헌이 아니다.  

? Paris Adult Theatre I et al. v. Slaton, District Attorney, et al., 413U.S.49 (1973) : 외설물건은 언론

의 보장에 들어가지 않으며 성인극장에서 외설영화의 상영은 프라이버시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 Miller v. California, 413U.S.15 (1973) : 외설에 관한 사실심에서는 전국적 기준이 아니고 지역사

회의 지배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야 한다.  

? Young v. American Mini Theater, 427U.S.50 (1976) : 성인 영화 극장의 거리 제한은 위헌이 아니

다.  

? McKinney v. Alabama, 424U.S.669 (1976) : 검사가 법원에 제소하여 외설물이라고 결정된 잡지를 

판매한 탓으로 기소된 경우에 그것이 외설물인가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을 못하게 함은 위헌이다.  

California ex rel. Cooper v. Mitchell Brother's Santa 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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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ater, 453U.S.90 (1981) : 영화가 음란한가에 대한 입증은 ‘명백하고 확신을 갖게 하는’ 입증이면 

되고, 형사사건에서 요구되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입증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New York v. P.J.Video, Inc., 475U.S.868 (1986) : 외설물의 압수 수색 영장 발부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된다.  

Arcara v. Cloud Books, Inc., 478U.S.697 (1986) : 매춘 행위와 음란한 행위를 하는 책방을 폐쇄할 

수 있다.  

Renton v. Playtime Theaters, Inc., 475U.S.41 (1986) : 성인극장을 학교ㆍ교회 등에서 일정거리를 격

리시킴은 위헌이 아니다.  

Massaxhusettes v. Douglas Oaks, 491 U.S.576 (1989) : 미성년자의 누드모델을 찍는 것을 금하는 

주법률은 너무 광범한 제한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대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그 법률이 개정된 

경우 이를 피고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합헌이지를 심리하도록 사건을 환송한다.  

Fort Wayne Books, Inc. v. Indiana (no. 87-470) : Sappenfield, v. Iiana. (no.87-614), 489U.S.46 

(1989) : 성인용서점의 음란서적을 공판전에 일반적으로 압수한 것은 위헌이다.  

Clyde Osborne v. Ohio, 495U.S.-,110 S.Ct.1691 (1990) : 어린이를 주제로 한 음란서적의 소유 및 

열람을 금지한 것은 합헌이다.  

Sable Communications of Cal. Inc. v.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492U.S.115 (1989) : 음

란하거나 외설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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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상업 전화 통신의 금지는 음란에 대하여만 위헌이 아니다.  

 

<일본판례>  

최고재 소화 32년 3월13일 대법정판결, 소화 28년 제1713호 : 챠탈레이 부인의 사랑이라는 소설

의 번역물이 외설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원심을 확정하고 있다. 즉 성적 질서를 지키고 최

소한도의 도덕율을 유지하는 것이 공공의 복지의 내용을 이루는 것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없으

므로, 본건 역서를 외설문서라고 인정하여 그 출판을 공공의 복지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한 원판

결은 정당하며 논지는 이유 없다.  

 

공중도덕ㆍ사회윤리를 침해한 방송국에 대하여는 방송위원회가 그 제재 등을 행하고 있다. 즉 방

송위원회는 공중도덕과 사회윤리 등에 관한 심의규정을 정하고(방송법 제20조 2항), 이에 위반되

는 경우 사과ㆍ정정ㆍ해명 또는 취소 등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ㆍ

공공성ㆍ공적 책임의 준수여부에 대한 심의를 보좌하기 위하여 심의 위원회를 둔다(제19조). 종합 

유선방송의 공공성ㆍ윤리성 보장을 위하여 종합 유선방송 위원회를 두고 있다(종합 유선 방송법 

제34,38조).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길은 무엇보다도 언론인 스스로에 의한 자율 규제에 의하여 언론인

의 직업 윤리를 확보하는 길이다. 이러한 노력은 1952년 ‘언론인 및 정보 업무종사원의 명예에 

관한 국제강령’ 초안에서 비롯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러한 직업윤리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한국

신문편집인협회에서 ‘신문 윤리 강령, 신문 윤리 실천 강령’을 채택한 이래 각 신문사, 방송국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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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윤리 실천 강령을 채택한 바 있다.  



 

5) 煽動 

 

선동이란 문서ㆍ도화 또는 언동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실행의 결의를 하게 하거나 이미 한 결의를 

조장시키는 자국을 말하고 선동된 행위의 실행 여부는 관계가 없다. 선동행위가 처벌되는 경우는 

형법(제90조 2항, 제120조 2항)과 국가보안법(제4조 1항 6호, 제7조)에 규정되어 있다. 선동죄는 

선동된 행위의 실행위험성만으로 처벌되는 것이므로 특히 언론의 대정부 비판과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농후하다. 이에 따라 법규정의 해석이 보다 엄격하고 한정적이어야 할 

것이다.  

 

<한국판례>  

① 대판 1986.9.23, 86도1499 : 피고인들의 발언이나 글이 단지 우리 나라의 현행 교육제도에 관

한 모순점을 지적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 계층간의 알력과 불화를 조장하며 우리의 

사회ㆍ경제체제를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신식민지 내지 종속관계로 선전하면서 반미사상을 고취

ㆍ선동하고 자본주의체제 자체를 비방하며 반공교육 등을 비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들의 지식정도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그들의 행위가 북괴를 이롭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라면, 피고인들의 판시 소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해당한다.  

② 대판 1992.4.24, 92도256 : 사노맹은 전국적인 조직과 지휘통솔체계를 갖추었고 강제모금활동

와 철저한 암호체제 및 점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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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회주의학생운동연구소ㆍ노동자대학ㆍ노동해방문학사 등 각 단체와 관련을 맺으면서 비밀

인쇄소를 통해 각종 유인물을 제작ㆍ배포하여 사회주의폭력혁명을 선동하였고 노사분규현장에의 

개입ㆍ파출소습격 등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  

③ 대판 1993.1.29, 90도450 : 피고인이 자극적이고 투쟁을 고취하는 내용의 연설을 하였으며 이

로써 농성분위기가 고조되었다면, 아무리 노조원들을 위문ㆍ위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방문하고 

연설을 하여도 연설을 하게 된 경위와 방법, 연설의 내용, 연설이후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노동쟁의조정법에서 규정한 선동ㆍ조정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미국판례>  

① Tally v. California, 362U.S.60 (1959) : 발행인 없는 삐라의 무조건 금지는 위헌이다.  

② Brandenbourg v. Ohio, 395U.S.444 (1969) : 무법행동의 선전이 아니고 단순한 어떤 결과의 옹

호는 언론의 자유에 속하며 이를 처벌할 수 없다.  

③ Street v. New York, 394U.S576 (1969) : 국가가 필요 없다는 발언만으로 처벌함은 부당하다.  

 

<영국판례>  

R. v. Aldred, 1909 22 Cox I Central Criminal Court : 문서에 의하든 구두에 의하든 언어에 의하여 

국가에 관련된 공적인 무제에서 물리적인 힘이나 폭력을 사용할 것을 선동 또는 고취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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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선동죄를 진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내용이 진실하다거나 동기가 순수하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 문제는 사용된 언어가 국가적 문제에 있어서 공공 질서의 혼란이나 물리적 힘 또는 

폭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우선 그 대상을 고려할 수 있다. 

교수나 성직자가 그 대상이라면 무해할 언어라도 청년이나 무교육자들의 흥분한 대상에게 사용되

면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다음에 대중의 감정의 상태를 고려할 수 있다. 언어의 효과는 그 

사용된 시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어떠한 공적 문제에 관해서도 명예훼손이나 신의 

모독이나 또는 풍기문란의 문제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리 혐오스러운 의견이

라도 그것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 법원이나 배심은 이러한 문제에 관해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예

컨대, 독재주의나 과두정치나 공산주의나 또는 무정부주의나 어떤 것이라도 주장할 완전한 자유

가 있다. 정치인이나 정부를 공격할 수 있으며 특정정책에 대해 행정부에 항의할 수 있다. 그가 

반대하는 정책을 시행할 경우에는 통탄스럽게도 반란이나 폭력 사태나 또는 암살 등이 불가피하

게 자연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무해한 것으로도 허용된다. 그러나 

반면 공공 질서의 혼란, 반란, 폭동, 암살, 폭력 사태 또는 어떠한 물리적 힘이나 폭력을 옹호하거

나 고취한다고 볼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한다면 그 동기나 의도가 어떻든 이것은 선동죄의 증거가 

된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렇게 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출판물에 실린 모

든 글과 그 효과에 관하여 출판자인 피고는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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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판례>  

소화 24년 5월 18일 대법정 판결 소화23년 제1308호 :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그 실정

을 공격하는 것은 그 방법이 공안을 해치지 않는 한 언론 기타 일체의 표현의 자유에 속할 것이

다. 그렇지만 현금에 있어서 빈곤한 식량사정하에 국가가 국민 전체의 주요 식량을 확보하기 위

하여 제정한 식량 관리법이 소기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정하는 동법의 규정에 기한 명령에 의한 

주요 식량의 정부의 매도에 관하여 이것을 하지 않을 것을 선동하는 것과 같은 것은 소론과 같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그 실정을 공격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국민으로서 부담하는 법률상

의 중요한 의무의 불이행을 종용하고 공공의 복지를 해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행위는 신헌

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하고 사회생활에서 도의적으로 책할 것이므로 이것을 

범죄로서 처벌하는 법규는 신헌법 제21조의 조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6) 言論ㆍ出版의 自由의 侵害救濟 

 

언론ㆍ출판의 자유는 국가권력이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의 이론에 의해 보장받아야만 한다. 반면에 보도의 자유를 중심으로 한 언론의 특권

을 향유하는 언론기관에 의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는 현상이 증대되고 있다.  

현대적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를 신속하게 보도하여야 하는 언론의 특성상 그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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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이를 방치할 단계를 넘어선 상황이다. 이에 헌법 제21조 제4

항 제2문은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

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언론의 사후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1) 救濟方法 

 

언론 침해에 의한 피해의 구제방법으로는 언론사에 직접 시정 요구하는 방법, 피해 구제기구를 

이용하는 방법, 소송을 통한 구제방법이 있다. 이러한 언론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으로 언론사의 

자율적인 구제나 민간단체를 통한 구제 방법을 현실적으로 만족스러운 정도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법적인 효과를 동반하는 ① 손해배상청구, ② 사정유지, ③ 사죄광고, ④ 반론권에 의한 구

제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 중 사죄광고제도는 종래 일반화된 방법중의 하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100)에 의하여 

판결문공시의 방법으로 대치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인 구제제도는 언론침해의 경우에 있어

서도 ① 고의ㆍ과실 등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고 손해 기타 법익의 침해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필

요하며, ② 그 구제절차인 소송제도의 성질상 신속한 구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생각하면 

언론에 의해 공격받은 개인의 법익 보호를 위하여 미흡한 점이 많  

 

100) 성낙인, “사죄광고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언론중재 1992 봄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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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01) 이에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0조)과, 방송법(제41-42조)은 반론권의 

일종으로서의 정정보도청구권과 추후보도청구권을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2) 反論權의 制度化와 言論仲裁 

 

반론권은 신문ㆍ방송 등 언론기관의 보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이에 대한 반론의 게재 또

는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언론 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1789년 프랑스인권선언이래 언론

의 검열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언론의 남용이 문제되자 뒤로르위원의 제안에 따라 관청의 정정강

제제도의 취지를 개인에게도 확대함으로써 개인적 권리로서의 반론권을 제안한 것이 오늘날 반론

권제도의 원류를 이룬다. 이에 1822년 프랑스 출판법에서 반론권이 규정된 이래 오늘날 세계 30

여개 국가에서 입법화하고 있다.  

“모든 권리의 출발점인 동시에 그 구심점을 이루는 인격권이 언론의 자유와 서로 충돌하게 되는 

경우에는 헌법을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여 이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따르지 않을 수 없고, 이는 각 나라의 역사적 전통과 사회적 배경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

이고 있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 엄중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방법에 의하여 그 해결책을 



찾았다… 반론권제도를 받아들인 나라들의 법제는 오늘날 크게 프랑스형과 독일형을 들 수 있다. 

프랑스형의 반론권은 사실  

 

101) 언론의 책임을 귀속시키기 위한 위법성의 판단에 관한 법리의 전개에 관해

서는, 박용상, “표현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일반적 고찰”. 공법이론과 판례연구회, 

1994.9. 발표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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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주장은 물론 논평ㆍ비판 등의 의견이나 가치판단에 대해서도 반론을 허용하여 반론권의 범

위를 넓게 인정하는데 반하여 독일형의 경우는 사실적 주장에 의해서만 반론을 허용하여 반론권

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것이 다르다.”102)  

 

<프랑스판례>  

Cour de cassation(Ch. crim.) 1987.1.20, Rimasson : 1881년 7월 29일 법률 제13조에 의거한 반론권

은 일반적이고 절대적이다. 반론의 범위, 내용, 효용 및 형식에 관해서는 오로지 청구인만이 판단

할 수 있다. 법률, 선량한 풍속, 제3자의 정당한 이익 혹은 언론인의 명예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

고서는 반론게재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참조판례 : Cour d'appel de lyon(4 ch., sect. 

A)1985.10.2  

5, Lignel c. Ste Agence Havas).  

 

(가) 訂正報道請求權103)  

 

정기간행물과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자는 그 공표가 행해진 후, 신문ㆍ

방송ㆍ통신의 경우에는 14일이내에, 그 밖의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1월이내에 서면으로 발행인

이나 편집인 또는 방송국의 장이나 편성책임자에게 정정보도의 게재 또는 방송을 청구할 수 있다

(정간법 제16조, 방송법 제41  

 

102) 헌재 1991. 9. 16, 89헌마165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3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프랑스의 반론권제도에 관해서는, 

Rolland Dumas, op. cit., pp. 587-607.  

 

103) 권영성, “언론피해자의 정정보도창구권”, 월간고시, 1993.11, 53-65면; 동, “정

정보도청구권과 언론중재제도”, 정종학 박사 회갑기념논문집, 1993; 양삼승, “반박

보도청구권”, 대한변호사협회지, 1989년 5월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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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분쟁을 중재하고, 정기간행물의 게재내용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두고 있다(정간법 제17조, 방송법 제42조).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를 신청

하려면, 그 전에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의 정정보도청구의 신청은 중재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정정보도청구권은 정기간행물의 보도에 의하여 인격권 등의 침해를 받은 피해자가 

반론의 게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이른바 “반론권”을 뜻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인격

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그 바탕을 둔 것이며, 나아가 피해자에게 반박의 기회를 허용함으로

써 언론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향상시켜 제도로서의 언론보장을 더욱 충실하게 할 수 있다는 

뜻도 함께 지닌다.’고 판시하여 그 합헌성을 인정하고 있다.104)  

 

<한국판례>  

① 헌재 1991.9.16, 89헌마165,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3항의 위

헌 여부에 관한 헌법 소원 : “현행 정정보도 청구권제도는 언론의 자유와는 비록 서로 충돌되는 

면이 없지 아니하나 전체적으로 상충되는 기본권 사이에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으므로 정기

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3항은 결코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언론 기관의 재판청구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것을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  

 

104) 헌재 1991.9.16, 89헌마165,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3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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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② 대판 1986.1.28, 85다카1973 :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제목이 표현과는 달리 언론사에 대하여 정

기간행물이나 방송의 보도 내용을 진실에 달리 언론사에 대하여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의 보도 내

용을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 보도 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

장하는 반박 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이의 대상이 된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

는 그 권리행사의 요건이 아니다(이런 점에서 위 권리의 제목이 정정보도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며 반박보도청구권이라고 표현하였어야 옳을 것이다). 위 규정의 의의는 

피해자에게 보도 내용의 진실을 가리기 위하여 장황하고 번잡한 사실 조사에 시간을 낭비케 함이 

없이 신속하고 대등하게 반박문공표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에 있다고 보여지거니와, 언론사측으

로서도 보도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마다 일일이 그 진실여부를 소상히 가려내어 정정보도

를 하여야 한다면 언론의 신속성과 신뢰성은 저절로 위축될 수밖에 없으므로 위 규정의 취지를 

이의가 제기된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가려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정한 요건 

하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구라고 있는 것으로 풀이함은 언론의 신속성유지라

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③ 제주지법 1994.6.16, 94카합27 : 정정보도심판에 따라 반박 보도를 게재하는 언론사가 여전히 

종래의 사실적 주장을 고수하는 경우에 별도의 기사가 아닌 반박보도문안에서 그 주장을 간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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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나마 실을 수 있도록 하여 독자들이 쉽게 비교, 대조하여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

정법상 명문의 근거는 없으나 반박보도청구권의 본질상 언론사에 대하여 이러한 보충적 반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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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재반론권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 타당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언론의 자유나 평등조항의 취

지에도 부합된다는 점에서 정정보도심판을 행하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이다.  

④ 서울 민사지법 1995.1.21, 94카기4881 : 조선일보사 발행 월간 ‘필’에 실린 서울대 사회대 출신 

여학생의 호스티스 수기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므로 정정보도해줄 의무가 있다.  

 

(나) 追後報道請求權 

 

정기간행물에 의하여 범죄 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방송된 자는 그

에 대한 형사절차가 유죄판결 이외의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월이내에 서면으로 발

행인이나 편집인에게 그 사실에 관한 추후 보도의 게재나 추후 방송을 청구할 수 있다(정간법 제

20조, 방송법 제42조). 이 때 추후보도ㆍ방송의 내용은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범위

에 국한하고 그 청구ㆍ중재 및 법원의 심판절차에 관해서는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

된다.  

 

3) 放送委員會의 審議 

 

방송 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방송내용전반의 질적 향상을 도

모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이다(방송법 제11조). 방송위원회는 방송관계전문가 및 학식ㆍ경험

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 중 3인은 국회의장

이 추천한 자를, 3인은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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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이 추천한 자를 임명한다(제12조).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제13조).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이며, 위원

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와 장기간의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

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제14ㆍ16조).  

방송 위원회는 ① 1. 방송의 운용ㆍ편성의 기본 정책과 광고 방송에 관한 사항, 2. 특별법에 의하

여 설립된 방송법인의 이사임명의 추천, 3. 방송내용의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연수에 관한 

사항, 4. 방송국 및 방송종류상호간의 관계, 공동사업 및 협조에 관한 사항, 5. 방송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보처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6. 시청자 불만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위원회의 

규칙 제정 및 개폐, 8. 방송법 제21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 및 제재 조치에 관해 심의ㆍ결정하

며, ② 방송국이 방송한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의ㆍ결의하고, ③ 

방송이 국민 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게 하고, 그 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방송



용 극영화 등 일정한 방송물에 대하여 방송되기 전에 그 방송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제17조 1ㆍ2

ㆍ3항).  

 

<한국판례>  

대판 1995.1.12, 94누9948 : 방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송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28조 제1항은 ‘제124조 제1항 제2호의 방송 불가 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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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임의적인 규정으로서 당사자가 반드시 재심의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방송법이나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배

제한다거나 위 재심의결정에 대하여 막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등의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심의 청구기간(불복신청기간) 또는 재심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등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기록에 의하면 재심의 결정이 재결형식이 아닌 위원장

의 방송 불가 결정이라는 형식에 의하고 있고, 만일 당사자의 재심의 청구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을 재결로 본다면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28조 제2항 소정의 위원장의 직권부의

에 의한 재심의결정의 성질과 다르게 되어 같은 방송위원회의 재심의결정의 성질에 관하여 논리

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는 점등의 사정을 고려한다면,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128조 제1항 소정

의 당사자의 재심의청구를 행정심판 청구로 보거나 방송위원회의 재심의결정을 재결로 볼 수는 

없을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가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소정의 재심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다

시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7) 言論法制의 課題 

 

앞에서 언론 법제를 원칙적으로 ‘언론의 자유보장’이라는 헌법상 이념과 그 이념이 구체화된 법제

를 전체적으로 법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술태도는 우선 ‘언론법’이라는 것이 언론에 관한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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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법학적인 어프로치가 불가피하며 외국에서의 언론법 연구도 기본적으로 

헌법(이념)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할 수 있다.  

 

1) 言論에 관한 基本法制의 問題 

 

현대국가에서 갖는 언론ㆍ언론 기관ㆍ언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를 하나의 체계적인 틀을 구

축하려는 시도가 1980년 언론기본법이다. 동법은 독일의 제도보장 이론과 미국의 사회적 책임 이

론에 기초한 언론의 공적 과업을 강조한 법률이다. 사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전문성ㆍ

자율규제의 능력과 법적 규제와는 반비례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언론계 스스로 자

율규제 능력이 제고되었을 경우에는 이러한 법적인 규제는 그만큼 불필요해 지게 된다.105) 언론기

본법이 많은 새롭고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시대의 대표적인 악법의 



하나로 점지되어 1987년 해체되기에 이른 것은 그 법이 만들어진 시대적 상황이 커다란 요인일 

수 있다.  

사실 언론기본법이 도입한 언론의 정보청구권(제6조), 취재원비익권(제8조), 국가로부터 조세상의 

특혜나 재정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권(제4조)과 같은 것은 헌법이론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를 과감히 실정법화한 혁신적인 입법이다. 특히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분단

국의 상황하에서 정보의 비밀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 권리를 계속 존치  

 

105) 최대권, ‘언론과 법’, 헌법학, 법문사, 1989, 2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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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둘 가치가 있는 충분한 규정인데106) 1987년 언론기본법의 폐지와 더불어 사라지게 되었다. 

그 외 언론의 공적 책임(제3조), 위법표현물의 압수(제7조), 언론의 주의 의무(제9조), 언론 기업의 

겸영금지(제12조), 언론기업의 업무집행기관(제13조), 언론인의 윤리(제15조), 결격사유(제16조) 등

에 관한 규정은 특별히 논란의 대상도 아닌 오히려 당연한 규정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언론기본법은 언론 탄압이라는 시대적 특수 상황하에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른바 독소 

조항인 문화공보부장관의 등록 취소 또는 발행정지(제24조) 등이 부각되었지만, 법 자체가 폐지되

어 마땅할 정도의 악법이라고만 치부할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가능하다. 특히 일부 독소 조항은 

헌법재판소를 통한 위헌법률심판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언론기본법이 그 이

념적 전제로 삼고 있던 언론의 공적 책임은 사실상 언론이 그 자유를 충분히 만끽하는 상황하에

서 강조하더라도 언론의 생리상 법적인 규제라는 측면에서 저항의 소지가 있는데 언론의 자유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하에서 강조된 공적 책임론이 법규범으로서 사회적 적응력을 갖추지 못한 것

이 아닌가 생각한다. 언론기본법을 대치하는 법률로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과 방송법이 

제정되었으나 방송법에서만 방송의 공적 책임을 명문화하는데 그치고 있다. 언론이 사회에 미치

는 엄청난 영향력에 비추어 본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문민정부하에서의 언론의 공적 책임을 보다 

구현할 수 있는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적어도 언론의 입장에서 이에 관한 기본법이 아니라 하더  

 

106) 최대권, 전게서, 263면; 이효성, “한국방송법과 방송제도의 문제점”, 방송연구

9(방송위원회), 1993 여름호, 1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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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정보화사회에서의 정부, 언론, 국민과의 관계에 관한 기본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법률의 제정

이 시급하다.107) 언론기관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정보공개법을 

통한 정보에 대한 접근ㆍ이용(access)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반면 언론기관으로부터 국민

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사생활보호법의 제정도 시급한 입법적 과제이다. 이들 법률의 제

정을 통해서 언론의 자유와 책임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설정이 가능할 것이다.  

 



2) 反論權의 制度化와 그 整備 

 

언론기본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기본법의 폐지와 더불어 각각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

률과 방송법에 수용되어 있으나 그것이 이들 법률과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또한 현행 정정보도청

구권의 그 본질상 ‘보도된 사실의 진실여부에 관계없이 언론에 보도된 자에 대하여 반론의 기회

를 부여하는 반론권’의 제도화임에도 불구하고 그 용어상의 ‘정정보도’라는 표현 때문에 그 실질

과 형식의 괴리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논지는 판례를 통해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다 : 

“그 성격에 있어서 … 반론권임에도 불구하고, … 이를 정정보도청구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에 

관한 실무도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사용하고 있어 마치 언론기관이 자신의 보도에 대하여 잘

못을 시정하는 내용의 정정  

 

107) 국민이 주체적으로 언론문제에 관한 접근논의는, 김종서, “국민의 언론통제 

- 표현의 자유 실현을 위한 실천적 모색”, 한국공법학회 학술대회 주제발표문, 

199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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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싣는 것인 양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108) 이와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의 입법적 보완이 절실히 요망된다.109)  

최근 언론중재제도개선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이의 입법적 보완책을 제시한 바 있다.110) 제도

의 점진적 개선이라는 차원에서 기존법률의 개정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본

다면 반론권의 제도화에 관한 독립된 법률의 제정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111)  

사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거대한 언론과 맞대응하여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차제에 비록 제도상 문제점은 안고 있으나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반론권의 행

사는 지난 10여년간 최소한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반론권은 소극적

인 사후적ㆍ교정적 권리에 불과함에 비추어 보다 적극적인 일반국민의 언론접근권의 보장이 요망

된다. 그것은 언론이라는 상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소비자보호의 차원에서의 접근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112) 이와 관련하여 최근 언론계 스스로 독자란, 언론옴부즈만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독

자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 및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은  

 

108) 헌재 1991.9.16, 89 헌마 165, 헌재판례집 (1991), 527면.  

 

109) 이에 관해서는 위 사건의 소수의견에서도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110) 언론중재. 1993 겨울호, ‘언론중재제도의 개선에 관한 정책토론회’참조.  

 

111) 언론중재, 1993 겨울호, 언론중재위원회 (박용상ㆍ양삼승 편), 가칭 ‘언론침

해의 구제에 관한 법률(안)’ 참조.  



 

112) 이러한 활동은 최근 언론피해구제협회, KNCC의 언론피해대책특별위원회, 서

울YMCA의 좋은 방송을 위한 시청자 모임,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민우회, 민주언

론운동협의회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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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할 만한 일이다.113) 또한 방송위원회도 시청자불만처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방송법 제17조 1

항 제6호).  

 

3) 新聞 및 放送政策의 再定立 

 

현행 한국의 언론 법제에 관한 정책은 특히 방송법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방향 정립이 요망되는 

시기에 이르고 있다. 이미 민영방송의 개설로 공영 방송제는 사실상 폐기되기에 이르렀고, 나아가

서 종합유선방송법의 제정으로 케이블 TV, 다채널종합유선방송의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여기에 

위성 방송 시대의 개막을 예고하고 왔다. 이제 방송질서도 민영화, 상업화, 국제화, 뉴미디어의 도

입, 미디어독점 등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114) 이러한 시대적 상황하에서 고전적인 

언론 법제에 입각한 정부의 규제나 개입은 오히려 방송 전파의 공공적 성격에 얽매여 새로운 시

대적 흐름에 부응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방송 정책도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언론 정책의 

차원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그러한 국가 정책적 차원이 법 제재정립

이 검토될 때가 되었다.  

 

4) 言論問題의 法과 現實 

 

언론의 지유보장이라는 이상을 구현한다는 것은 결국 언론에 관한 법적인 개입을 최소화하는 대

신 언론 스스로의 자율에 맡기  

 

113) 언론중재 1993 여름호, ‘특집/진단. 언론자율규제’ 참조.  

 

114) 신문과 방송, 1993. 7, ‘한국의 뉴미디어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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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이상적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언론기관 내부의 자유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이를 

법적으로 구체화시키기에는 한계가 따를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적 현실에서 언론의 경영과 편집의 갈등 구조 및 편집 책임자와 일선 기

자와의 갈등 구조는 한국 언론이 해결하여야 할 현실적 문제이다. 이들 문제는 법의 개입 영역이 

일정한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보면 어차피 언론의 자율 기능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보



인다.  

자본주의국가에서의 언론이 어차피 기업적 형태를 취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보면 언론 기업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 요망된다. 언론소비자의 입

장에서는 예컨대 광고를 게재할 경우에 각 언론의 정확한 위상에 걸맞는 객관적인 제도의 도입이 

요망된다. 요즘 논의되고 있는 ABC제도(신문발행부수공시제도)는 언론계 스스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다.  

어떠한 형태의 공권력이 개입이 없이 자율적으로 ABC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은 한국 언론의 공적 

책임을 국민 앞에 나타내 보이는 하나의 중요한 시험대로 볼 수 있다. 언론의 자율 기능이 강화

되면 될수록 언론‘법’에 의한 규제나 개입은 자연히 최소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의 자유보

장의 과정에서 야기되는 국가권력과 언론, 언론내부관계, 언론과 국민의 관계에 관한 언론법(이론)

은 궁극적으로 기존의 언론법이론에 기초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른 판례이론의 형성 및 그에 관한 

언론법학계의 수용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살아 있는 법’의 모습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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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集會ㆍ結社의 自由 

 

(1) 意義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더불어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는 총괄해서 표현의 자유

로 볼 수 있다. 이중 언론ㆍ출판의 자유는 개인적 사상이나 의견의 표현의 자유라면 집회ㆍ결사

의 자유는 이러한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집단적 성격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현대국가의 사회생

활에서 국민은 자기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다중적인 집회나 단체의 결성을 

통하여 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집회나 결사는 그것이 미치는 사회의 질서유지에 미

치는 영향력이 언론이나 출판보다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언론ㆍ출판의 자유보다 더 강력한 국가

적 통제를 받게 된다.  

집회ㆍ결사의 자유는 집단적 성격의 표현의 자유의 한 모습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차원에서 논술

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한국헌법, 미국헌법 수정1조, 일본헌법 21조). 그러나 독일헌법에서는 

집회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별개의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다(제8, 9조). 이하에서는 집회ㆍ결사의 

자유는 집회의 성격과 결사의 성격상의 차이를 고려하여 집회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분리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2) 集會ㆍ結社의 自由의 機能 

 

집회ㆍ결사의 자유는 집회나 집단행동을 통하여 단순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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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의사교환을 통하여 새로운 여론을 조성할 수 있

는 유효한 수단이 된다. 이에 집회ㆍ결사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실질화의 조건 또는 보완적 기

능’을 갖게 된다. 또한 집회ㆍ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실천을 위한 불가결한 전제로서 특히 소

외된 정치적 소수자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정치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편이라는 점에서 다수결

원리에 의해 진행되는 현대대의제도의 기능을 보완하는 기능을 갖는다.115)  

 

<한국판례>  

헌재 1992.1.28, 89헌가8, 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 :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같은 의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집회 및 시위를 통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결집하여 집단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국정을 

공개적으로 강력히 비판하여 민주정치의 바탕이 되는 여론을 형성하게 된다. 때로는 다수로부터 

소외된 소수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될 소지를 넓혀 줌으로써 소수자의 정책결정 참여를 가능케 하

며 다수자의 독주를 예방하고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등 그 민주적 기능이 지대하다. … 특히 오

늘날과 같은 대중매체의 독과점 현상 아래서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민주국가에 필수적인 공개

성과 다원성을 확보하여 주고 소수자 보호에 기여하는 민주주의의 불가결한 조건으로서 그 의의

가 크다.”  

 

115) 헌재 1992.1.28, 89헌가8, 국가보안법 제7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1. 

1991.5.31. 개정 전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의 위헌여부, 2. 1989.3.29. 전

면개정 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제14조 제1항의 위헌여부) 

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 헌재판례집 제4권(199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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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ㆍ결사의 자유는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 하지만 다른 한편

으로는 그것이 갖는 위험한 성격 때문에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하게 따른다. 바로 그런 점에서 집

회ㆍ결사의 자유의 최대한 보장이라는 원리와 그것이 민주적 질서에 대한 위협을 야기하지 않도

록 하는 제도적 구현이 집회ㆍ결사의 자유에 대한 현실적 이해와 결부될 수밖에 없다.116)  

 

(3) 集會의 自由 

 

1) 集會의 自由의 法的 性格ㆍ主體ㆍ效力 

 

(가) 집회의 자유의 법적 성격 

 

집회의 자유가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방해를 배제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이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

지가 없다. 그러나 집회제도 자체의 제도보장에 관하여서는 학자들 사이에 이론이 제기되고 있다.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집회의 자유는 개인에게 집회하는 공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이 공권으로서

의 집회의 자유권은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자연권적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국가내적인 권리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독일의 다수설이다. 나아가서 집회의 자유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한 

javascript:openCaseView02%20('',%20'01030002',%20'판례집'%20,'89헌가8'%20,%20'0','','');
javascript:openCaseView02%20('',%20'01030002',%20'판례집'%20,'89헌가8'%20,%20'0','','');


구성요건으로서, 여론표현과 여론형성의 불가결한 요소로서의 집회제도 자체를 보장하는 것이라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집회의 자유권과 집회제도의 제도 보장이 결합된 것으로 본

다.”117) 이에 대해 집회의 자유  

 

116) J. Morange, La liberte d'association en droit francais, P.U.F., 1977, pp.9-26  

 

117) 김철수, 헌법학개론, 4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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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국가적 자연권성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집회에 대한 제도 보장을 부인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목적은 인간의 절대적 고립화를 방지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집회의 자유는 초실

정법적 권리이다. … 집회의 자유는 제도적 보장이 아니다. 집회란 사회적 현상으로서 집단적 기본

권을 행사하는 것일 뿐 제도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다.”118) 다른 한편 집회의 자유를 객관적 가치

질서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면서 제도 보장을 부인하는 입장이 있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정치의 실

현이라는 객관적 가치질서로의 성격은 가지나,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계속적인 것은 아니다.”119) 

“집회의 자유는 … 개인의 주관적 공권인 동시에 정치적 집회ㆍ비정치적 집회 등 민주주의를 실현

시키는 사회공동체에서 없어서는 안될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집회의 자유는 결

사의 자유와 달라서 제도적으로 보장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다수인의 일시적 모임

은 법리상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120) “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

을 뜻하는 결사에 있어서는 입법형성권에 의해서 그 결사형태, 결사조건, 결사의 유형 등을 법률

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입법형성권에 의해서 침해될 수 없는 ‘결사제도’ 그 자체를 보장

했다고 보는 것이 의미가 있지만, 다수인의 일시적인 모임인 집회의 경우에는 입법권에 의한 제

한의 한계는 문제될 수 있어도 집회 그 자체의 권리가 문제될 수 없기 때문이다.”121)  

 

118) 권영성, 헌법학원론, 532면.  

 

119) 구병삭, 신헌법원론, 447면.  

 

120) 안용교, 한국헌법 435면.  

 

121) 허영, 한국헌법론. 5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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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학설을 종합해 보면 ① 초실정법적 권리로서의 주관적 공권, ② 주관적 공권성과 객관적 가

치질서, ③ 국가내적인 주관적 공권과 제도보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생각건대 집회의 자유의 

법적 성격으로서의 주관적 공권성에 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보장성에 관



해서는 논란을 안고 있는 것은 집회의 본질에 관한 이해뿐만 아니라 기본권의 법적 성격의 이해

에 관한 상충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적어도 집회의 경우 이를 집회제도로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는 문제로 보여진다.  

 

(나) 주체 

 

집회의 자유의 법적 성격을 여하히 파악하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집회의 자유의 주체가 결정적

으로 달라질 사유는 없다. 즉 그 법적 성질을 인간의 권리로 파악하든 국민의 권리로 파악하든 

간에 집회의 자유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국민이다. 다만 외국인이나 무국적자에 대해서도 헌법상

의 원리에 입각하여 특별히 금지할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널리 인정하여야 한다. 자연인뿐만 아

니라 법인도 일정한 범위내에서 집회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다) 집회의 자유의 효력 

 

집회의 자유는 개인적 공권이므로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한다. 집회의 자유의 대사인적 효력에 관

해서는 기본권일반이론상의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간접적용설의 원리에 따라 집회의 자유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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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된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는 집회의 자유의 대사인적 효력을 수용하고 있다 : “① 누구

든지 폭행ㆍ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2) 集會의 自由와 內容 

 

(가) 집회의 개념 

 

집회라 함은 다수인이 일정한 장소에서 공동목적을 가지고 회합하는 일시적 결합체를 말한다. 다

수인은 최소한 3인이상을 의미한다. 일시적 결합체란 점에서 결사와 구별된다. 공동의 목적의 의

미에 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집회에 참가한 다수인 상호간에는 적어도 “내적인 유대감에 

의한 의사접촉”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122) 따라서 단순한 군집 혹은 카페에 앉아 있는 손님들과는 

구별된다.123)  

 

<프랑스판례>  

C.E. Ass. 1933.5.19, Benjamin, Rec., 541, Concl. Commi. du gouvernement Michel : 집회란 사상이

나 견해를 표현하기 위하  

 

122) 허영, 앞의 책, 534-535면. 공동의 목적의 범위에 관해 협의(공동생활관련 

공적인 사항), 광의(오락적 성격의 모임만 제외), 최광의(내면적 유대에 의한 의사



접촉의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광의설을 취하고 있다 ; 권영성, 앞의 책, 531

면 ; 구병삭, 앞의 책, 448면.  

 

123) Jean Rivero, op. cit, pp. 361-362.  

 

- 336 -  

 

여 혹은 이익의 옹호를 위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형성된 인(personnes)의 일시적 결합체

(un groupement momentane)이다.  

 

정당ㆍ신앙ㆍ학문ㆍ예술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 근로자의 집회는 각각 헌법 제8조ㆍ제20조ㆍ제22

조ㆍ제33조의 적용을 받는다.  

집회의 자유에 있어서 집회의 개념에 시위가 포함되느냐의 여부에 관해 논란이 있다. 집회및시위

에관한법률에서는 시위의 개념을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ㆍ공원ㆍ광장 등 공중이 자유

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제2조 2호)로 정의하고 있다. 시위의 형태로서 나타나는 집단행위ㆍ

집단시위행위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입장도 있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란 집회를 통하여 단체로서의 의사를 형성하고, 형성된 의사를 표현하며, 나아가서 그 의사를 

관철하기 위한 활동의 자유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시위행진은 ‘장소이동적인 

집회’, ‘움직이는 집회’ 혹은 ‘이동하는 집회’124)로써 집회의 자유에 포함되어야 한다(통설ㆍ판례).125)  

 

124) 헌재 1992.1.28, 89헌가8, 국가보안법 제7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 헌재판례

집 제4권(1992), 16면.  

 

125) 시위의 자유에 관한 상세는, 이재홍, “시위의 자유의 범위와 한계” , 인권과 

정의(대한변호사협회), 1990년 5, 6월호 참조. 집회와 시위는 공동의 목적을 갖는

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장소가 시위의 경우에는 도로 등으로 한정되어 있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 점에서 프랑스에서는 법적인 규제가 차이가 나는 

점에 착안하여 집회와 시위를 따로 분리하여 논술하는 경향이 있다. J. Rivero, op. 

cit, p. 37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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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집회의 종류 

 

가) 장소에 따른 분류 : 옥내 집회와 옥외 집회 

 

javascript:openCaseView02%20('',%20'01030002',%20'판례집'%20,'89헌가8'%20,%20'0','','');


옥내집회란 천장이 덮혀 있고 사방이 폐쇄될 수 있는 옥내에서의 집회를 말한다. 다수의 참가자

가 옥내에서 집회하는 가운데 개별참가자가 옥외에서 방청하며 토론에 참가하더라도 옥내집회로 

보아야 한다.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곳에서의 집회를 말한다(집시법 제

2조 1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대상인 집회는 옥외집회와 시위이며 옥내집회는 신

고대상이 아니다.  

 

 

나) 공개 여부에 따른 분류 : 공개 집회와 비공개집회 

 

일반인에게 널리 공개된 집회와, 특정집회 목적을 가진 인사들이 일반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비

공개로 진행하는 비공개 집회로 구분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이를 공적 집회와 사적 집회로 구

별하고 있다. 비공개 집회 즉 사적집회는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아니한다. 공개 집회와 비공개집회

의 구별은 장소적 관념이 아니라 일반인의 접근여부에 따른 것이다. 공개 집회는 신문이나 벽보

를 통해서 광고할 수도 있다. 사적인 집회는 초대받은 측정인에 의해 조직된 집회 뿐만 아니라 

단체나 조합에서 가입자만 참가할 수 있도록 한 집회도 사적인 비공개집회로 보아야 한다. 공개

집회를 비공개집회로 위장하는 경우로는 초대인사를 백지로 한다던가 일반인에게 초대장을 배부

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공개 집회로 보아야 한다.126)  

 

 

126) J. Rivero, op. cit., pp. 36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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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판례>  

C.E. 1936.12.23, Bucard, Rec, p. 1151 : 백지초청장 즉 무기명초청장이 일반인에게 대폭적으로 배포

된 상태에서 파시스트 경향을 가진 정당이 알사스에서 동일자로 개최한 집회는 공개집회로 보아

야 한다(참조판례 : C.E. 1937.2.5, Bujadoux)  

 

다)시간에 따른 분류 : 주간집회와 야간집회 

 

집회의 시간이 일출후 일몰전의 시간대에 개최되는 경우를 주간집회라 하고, 그 이외의 시간에 

개최되는 집회를 야간집회라 한다. 특히 야간집회는 질서유지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간집회보다 

더 강력한 제한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집시법 제10조).  

 

라) 무장여부에 따른 분류 : 무장집회와 비무장집회 

 

집회참여자들이 무장을 하고 있는 경우와 무장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구별 할 수 있다. 그러

나 일반적으로 민주국가에서의 집회는 비무장집회를 의미한다.  

 



마) 성질에 따른 분류 : 평화적 집회와 비평화적 집회 

 

집회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되는 평화적 집회가 원칙이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 비평화적 집회

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흔히 폭력적인 방법이 동원되는데 이러한 집회는 원칙적으로 

불법적인 집회이므로 엄격한 실정법상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바) 목적에 따른 분류 : 정치적 집회와 비정치적 집회 

 

정치적 목적의 집회인지 비정치적 목적의 집회인지의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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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구분이 어렵다. 비정치적 목적의 집회는 예능ㆍ학술ㆍ친목을 위한 집회를 들 수 있다.  

 

(다) 집회의 자유와 구체적 내용 

 

집회의 자유의 내용으로는 적극적으로 집회를 주최하는 자유, 집회를 사회ㆍ진행하는 자유 및 집

회에 참여하는 자유와, 소극적으로 집회를 주최하지 않을 자유와 집회에 참가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한다.  

집회에서의 연설ㆍ토론은 언론ㆍ출판의 자유로 보는 견해와 집회의 자유로 보는 견해가 있다. 허

영 교수는 “집회는 집단적인 의사형성 내지는 의사표현의 수단이기 때문에 집회에서 의견교환이

나 의사표현이 행해지는 것은 당연히 집회의 본질적인 내용에 속한다. 사실상 집회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일종의 추상적인 의사표현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의사표현과 무관한 집회를 생각할 

수 없다. 국내의 일부학자가 집회에서 행해지는 연설이나 토론 등은 언론의 자유에 속한다고 하

지만, 그것은 집회의 당연한 내용이지 따로 언론의 자유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집회에서 

행해지는 의사표현의 내용에 따라 집회의 성격이 정해지게 되는데, 집회에서 행해지는 의사표현

의 내용에 따라 그 보호의 진지성에 차등을 두는 것은 마치 집회의 검열(허가)제에 해당되기 때문

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127)라고 본다. 한편 권영성교수는 “집회에서 연설이나 토론을 하

는 것은 언론의 자유로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집회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보장된다.128) 집회의 

자  

 

127) 허영, 앞의 책, 536면.  

 

128) 동지, 안용교, 앞의 책, 436면; 구병삭, 앞의 책, 4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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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129)라고 본다. 이에 대하여 김철수 교

수는 “… 엄밀한 의미에서 언론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본다. 그러나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언론ㆍ출

판의 자유와 동일조항에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으로서는 실익이 크지 않은 학설대립이라고 하



겠다.”130)라고 보고 있다. 생각건대 이러한 외견상의 학설대립은 그 실질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

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연설ㆍ토론이 없는 집회란 침묵시위이외에는 

별로 상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연설ㆍ토론은 당연히 집회의 자유의 한 부분을 형성할 

수 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집회의 자유보다 언론ㆍ출판의 자유가 더 강한 보

호를 받고 있음에 비추어 집회행위 그 자체는 집회의 자유로 보더라도 연설ㆍ토론은 언론ㆍ출판

의 자유의 일환으로 보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국민의 자유보호에 더 유리할 경우에는 이를 언론

ㆍ출판의 자유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集會의 自由의 制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도 스스로 한계가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아닌”131) 상대적 기본권이

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제한을 받게 된다. 이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집회

및시위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이 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적법한 시

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129) 권영성, 앞의 책, 532면.  

 

130) 김철수, 앞의 책, 470면.  

 

131) 대판 1987.7.21, 87도1081 ; 대판 1987.3.10, 86도1246 제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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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 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제1조) 하는 

것과 같이 집회의 자유 보장과 또 필요한 제한의 조화를 기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이다. 사실 과

거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 집회의 자유의 보장을 위한 법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집회의 자유

를 제한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여 현재의 법률은 1991년 사실상 제정과 마찬가지로 

전면개정된 법률이다.  

 

(가) 집회의 사전제한 - 신고제 

 

가) 의의 

 

표현의 자유의 최대한 보장의 원리에 따라 언론ㆍ출판의 자유는 ‘사전 검열제’를 금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법리에 따라 집회의 자유는 ‘사전 허가제’를 금지하고 ‘사전신고제’로 하고 있다. 

집회의 허가제는 일반적으로 집회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을 다만 당국의 재량적 행정처분에 따라 

특정한 경우에 금지를 해제하여 주는 것이다. 즉 집회의 허가제는 집회의 원칙적 금지를 전제로 

하여 일정한 경우에 그 제한을 풀어 준다는 의미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사전억제금지의 원리에 어



긋난다. 이에 우리 헌법에서는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집회나 시

위가 미치는 사회경제적 혼란을 예방하고 공물의 안전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집회에 대한 사전신

고제는 인정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132)  

 

132) 집회 시위의 사전제한에 관한 미국ㆍ영국ㆍ독일ㆍ일본의 비교법적 검토에 

관해서는 양건, 헌법연구, 265-29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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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판례>  

Shuttlesworth v. City of Birmingham, 394U.S.147 (1969) : 집회시위의 사전허가제에 있어서 애매한 

기준에 의한 무한한 재량권은 위헌이다.  

 

<일본판례>  

최고재 소화 29년 11월 24일, 형집8권 1866 : 신사현공안조례 위반사건에서 집단행동에 대한 규

제의 한계로서 일반허가제로서 이를 사전에 규제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서 보아도 허용되지 않

으며, 특정한 장소 또는 방법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하에, 공공의 안전에 대하여 명백

하고 급박한 위험을 미칠 것이 예견될 때에만 이를 불허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헌이다.  

 

나) 집회 및 시위의 신고 

 

옥외집회 도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ㆍ일시(소요시간을 포함한다)ㆍ장소, 주최자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다)ㆍ연락책임자ㆍ질서유지인의 주소ㆍ성명ㆍ직업과 연사의 주

소ㆍ성명ㆍ직업ㆍ연제, 참가예정단체 및 참가예정인원과 시위방법(진로 및 약도를 포함한다)을 기

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48시간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이

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2이상의 지방경

찰청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집시법 제

6조 1항).  

“‘주최자’라 함은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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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주관자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본다”(제2조 3호). 

“‘질서유지인’이라 함은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

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제2조 4호).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은 특정인이나 특

정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다. 다만, 언론기관의 기자는 그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라고 기자임을 표시하는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

다”(제4조).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제14조 1항). 집

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18

세이상의 자를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2항).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한다(3항). 집회 또

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총포ㆍ폭발물ㆍ

도검ㆍ철봉ㆍ곤봉ㆍ석괴 기타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기구를 휴대 또는 사용

하게 하는 행위, 2. 폭행ㆍ협박ㆍ손괴ㆍ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신고한 목적ㆍ

일시ㆍ장소ㆍ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는 행위(제14조 1항). 옥내 집회의 주최자는 확성

기 설치 등 주변에서의 옥외 집회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항).  

질서 유지인은 주최자의 지시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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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제15조 1항). 질서 유지인은 제14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항). 질서유지인은 질서유지인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하여 참가자 등이 알

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항). 관할 경찰서장은 질서유지인의 수를 주최자와 협의하여 적정

수를 조정할 수 있다(4항).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의 질서 유지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한

다(제16조 1항).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제14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항)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하 “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접수 일시를 

기재한 접수증을 즉시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6조 2항, 동조는 1991년 5월31일 개정됨). 

신고서의 기재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접수증을 교부한 때로부터 8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12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제7조 1항). 보

완 통고는 보완할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되 주최자 또는 연락 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7조 2항).  

 

<한국판례>  

① 대판 1990.8.14, 90도870 : 집회장소 사용승락을 하지 않은 갑 대학교측의 집회저지요청에 따

라 경찰관들이 갑 대학교 출입문에서 신고된 갑 대학교에서의 집회에 참가하려는 자의 출입을 저

지한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의 주거침입행위에 대한 사전저지조치로 볼 수 있고, 비록 그 

때문에 소정의 신고없이 을 대학교로 장소를 옮겨서 집회를 하였다 하여 그 신고없이 한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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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② 대판 1991.6.28, 91도944 : 옥외시위를 주최함에 있어 관할경찰서장에게 사전신고를 하도록 의

무화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규정은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시위에 소요

된 시간이 단시간이라거나 시위가 평화롭게 이루어졌다 하여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집회 및 시위의 방해금지 



 

누구든지 폭행ㆍ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조 1항). 누구든지 폭행ㆍ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이 법이 규정에 의한 임무의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2항). 집회 또는 시

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보

호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3항).  

 

라) 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대상에 속하는 집회ㆍ시위

(제5조 1항)이거나 일출시간 전ㆍ일몰시간 후의 집회ㆍ시위 등일 때(제10조 1항), 그리고 신고서

의 기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제7조 2항), 그리고 주요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교통소통을 

위해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할 때(제12조 1항) 그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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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제8조 1항).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

과 장소가 경합되는 2이상의 신고가 있고,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

정될 경우에는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

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제8조 2항).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통고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

로 하되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제8조 3항).  

 

마) 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통고를 받은 때로부터 72시간이내에 당해 

경찰관서의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9조 1항).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접수일시를 기재한 

접수증을 즉시 이의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접수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를 재결을 하여야 한다. 접

수시부터 24시간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의 금지통고는 소급하

여 효력을 잃는다(제9조 2항).  

금지통고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은 최초

에 신고한 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통고 등으로 인하여 시기를 놓친 경

우에는 일시를 새로이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24시간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제9조 3항).  

재결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인은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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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이내에 재결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9조 4항). 이 

경우 법원은 3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제8조 5항).  



 

<한국판례>  

대판 1991.11.21, 91도1870 :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도 스스로의 한계가 있어 무제한의 자

유가 아닌 것이므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로 하여금 미

리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고 신고를 받은 경찰서장이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일정한 경우 위 

집회 빛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 제8조 및 그 금지통고

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9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 금지되는 집회 및 시위 

 

1989년 3월 29일 개정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에서는 금지대상인 집회 또는 시위를 지나

치게 광범위하게 규정하였고, 특히 제4호는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 또

는 시위”를 제한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합헌판결을 내렸지만, 헌법재판소는 한정합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1989년 3월의 법률개정으로 제3조 제4호는 삭제되었고, 제5조에서는 금

지대상집회를 한정하고 있다.  

 

<한국판례>  

① 대판 1987.3.10, 86도1245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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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1항 4호가 금지하는 현저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인가의 여부는 그 시위

의 구체적인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가려내는 것이므로, 위 조문이 그 구성요건을 엄격하고

도 구체적으로 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헌입법은 아니다.  

② 헌재 1992.1.28, 89헌가8, 헌재판례집 제4권(1992), 5면이하 : 가.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거나 개최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개정전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제14조 제1항은 문언해석상 그 적용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

하므로,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고 법운영당국에 의한 편의적 자의적 법운

영집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주의 및 법운영집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법치

주의와 권력분립주의 및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수 있으며 법집행을 받는 자에 대한 평등권 침해

가 될 수 있어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 나. 그러나 체제전복을 

시도하는 집회ㆍ시위나 공공의 질서에 관한 법익침해를 명백한 위험있는 집회ㆍ시위까지 집회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하는 것이 헌법이 아닌 것이며, 대중적 집회에는 뜻밖의 자극에 의하여 

군중의 흥분을 야기시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위해를 줄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막자는 데도 위 조문의 취의가 있다고 할 것인즉 위 조문의 합헌적이고 긍정적

인 면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므로, 헌법과의 조화, 다른 보호해야 할 법익과의 조정하에 해석상 

긍정적인 면을 살리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위 조문은 각 그 소정행위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하에 헌법에 위반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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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헌법재판소

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집단적인 폭행ㆍ협박

ㆍ손괴ㆍ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제5

조 1항).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전하거나 선동하여

서는 아니 된다(제5조 2항). 이와 관련하여서는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다.  

 

<한국판례>  

① 대판 1968.3.5, 66도1056 : 구국학생연맹의 한일협정준비무효화데모는 학생시위를 체계있고 광

범위하게 전개, 한일협정비준을 무효화시키려는 운동을 한 것이지 국가의 기본조직을 강압으로 

해산, 그 기능을 불가능하게 할 목적이 없었으며, ‘코민테른’을 선언서에 인용하였으나 이는 북괴

를 고무ㆍ찬양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② 대판 1990.7.24, 90도470 : 피고인이 100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화염병ㆍ쇠파이프 등을 들고 구

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하고 전경들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이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5조 제1

항 제2호 소정의 “집단적인 협박 등의 행위로 인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 

것이 명백한 시위”에 해당한다.  

③ 대판 1992.3.31, 91도3279 : 화염병과 돌멩이들을 진압경찰관을 향하여 무차별 던지는 시위현

장에 피고인도 이에 적극 참여하여 판시와 같이 돌멩이를 던지는 등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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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병투척을 용이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면 비록 

피고인 자신이 직접 화염병투척의 행위는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화염병투척(사용)의 공동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미국판례>  

① Grayned v. City of Rockford, 408U.S.104 (1972) :  

학교부근에서의 막연한 시위금지는 위헌이고 학교부근에서 수업에 지장을 주는 소란금지는 합헌

이다.  

② Carey, States Attorney of Cook Counts v. Broan, 447 U.S. 454(1980) : Illinois주 법률이 노동자의 

피고용장소에서의 시위는 허용하면서, 일반적으로 주택지에서의 시위를 금지함은 부당한 차별이

다.  

③ NAACP v. Claiborne Hardware Co., 458U.S.886 (1982) : 비폭력시위는 보장된다.  

④ Frisby v. Schultz and Braun, 487U.S.474 (1988) : 개인주택 앞에서 옆에서 시위하는 것을 금지하

고 있는 시조례는 위헌이 아니다.  

 

(다)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시간 제한 

 

누구든지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 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질



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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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옥외집회 및 시위의 장소 제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991.11.30 개정) : 1.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국내주재외국의 외교기관, 2. 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헌법재판소장공관, 3. 국무

총리공관,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사절 숙소.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제11조).  

 

<영국판례>  

Chandler and others v. Director of Public Prosecutors, 1964, A.C. 763 House of. Lords : 핵무기반대

시위를 하기 위하여 공군기지 앞에서 시위도중 공무상비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이다. 대법

원은 국방장관에 의해 그 침해, 방해, 차단이 적에게 유리한 지역으로 선언된 금지구역을 침해, 

방지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일본판례>  

최고재 소화 28년 12월 23일 대법정판결, 소화 27년 제1150호 : 황거외원의 관리에 의한 국민공

원관리규칙에 의거한 국민공원 사용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지방법원은 이를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위법한 것으로 판시하였으나 고등법원 및 대법원은 동 

거부처분을 관리권의 적정한 운용을 거르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적법한 것으로 판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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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관할 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

한할 수 있다(제12조 1항).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

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를 할 수 없다(2항).  

 

<일본판례>  

최고재 소화 35년 7월 20일 대법정판결, 소화 35년 제112호 : 도로에서 연설 또는 기타의 방법으

로 사람을 모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도로교통의 방해가 되며 나아가서는 도로교통상의 위험

의 발생 기타 공공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없지도 않으므로 연설 기타의 방법으로 사람을 모이게 

하는 것은 경찰서장의 허가에 의하게 하고, 무허가로 연설 등을 위하여 사람을 모이게 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은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  



 

(바) 적용의 배제 

 

학문ㆍ예술ㆍ체육ㆍ종교ㆍ의식ㆍ친목ㆍ오락ㆍ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는 제6조 내지 제

1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3조).  

 

(사) 집회의 사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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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를 사후에 제한할 경우에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등과 같은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에 관한 이론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가) 경찰관의 출입 

 

경찰관은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를 통보하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을 착용하고 출입

할 수 있다. 다만, 옥내집회장소에서의 출입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7조 1항).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ㆍ질서유지인 또는 장소관리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

관의 직무집행에 협조하여야 한다(2항).  

 

나)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관할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이내에 자

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산을 명할 수 있다 : 1. 제5조 제1항, 제

10조 본문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 2.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결선

고를 한 집회 또는 시위, 3.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 또는 제12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 4. 제10조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

건에 위반하여 교통소통등 질서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또는 시위(제18조 

1항).  

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없이 퇴거

하여야 한다(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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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례>  

① 대판 1960.6.8, 4293형상51 :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4명이 대로상에서 다수인에 대하여 만세를 

고창하면서 삐라를 살포한 피고인의 행위는 국시의 대본에 입각하여 국민의 기본권에 유관한 입

법을 저지ㆍ반대함을 목적으로 한 순전한 정치적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을 알 수 있고, 그 방식에 

있어서 또한 질서교란을 결과할 만한 것이 아님은 십분 규지할 수 있는 바, 이를 불법시하고 전



혀 그 취지와 목적을 달리하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28호를 들어서 문책하려 함은 동법 자체 내

에 규정된 동법 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② 대판 1960.6.22, 4292형상875 : 피고인들이 민의원에서 통과된 국가보안법 및 지방자치법의 개

정법률 등 국민의 기본적 권리에 유관한 입법을 저지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 타의 없음을 규지할 

수 있는 바, 원심은 특히 질서의 교란이나 국가목적에 저촉됨이 없는 이러한 행위를 함부로 문책

하려 함에 있어 전혀 그 취의를 달리하는 경범죄처벌법(제1조 제28호) 및 도로취체규칙(구)을 들

어서 하였음은 특히 동 법규 자체 내에 규정된 동법남용금지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으로서 이를 지

적ㆍ비의한 상고취지에 따라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③ 대판 1983.2.8, 82도2655 : 피고인들이 당초부터 시위의 성격을 반미독재시위로 규정하여 반미

투쟁의 상징을 시위 도중에 성조기를 소각하는 한편, 유인물에 부산미국문화원방화사건을 찬양하

고 그와 같은 행동을 선동한 내용과 한미관계를 정치경제적 종속관계로 단정하여 반미구호를 주

창한 내용을 담아 이를 살포했다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주한미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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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를 주장하고 우리 사회의 경제체제를 미일 등 제국주의의 식민지 내지 매판체제 또는 종속적 

지배관계로 허위선전하여 반미활동을 책동하고 있는 것은 북한공산집단을 이롭게 한 것이라 볼 

수 있고, 피고인들의 지식정도로 보아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반미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을 

이롭게 하는 내용이라는 것쯤은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을 적용

함은 정당하다  

 

<미국판례>  

Lloyd Corp. Ltd. v. Tanner, 407U.S.551 (1972) : 월남전을 반대하는 집회에의 참가를 종용하는 삐라

를 Lloyd쇼핑센타에 배포한 행위를 Lloyd의 보안원들이 제지하자 그 주위의 공용보도에서 삐라배

포를 계속하였다. 이러한 Lloyd측의 행위에 대하여 연방지방법원은 동 쇼핑센타가 ‘공공장소와 동

일한 기능’을 갖는 것으로 보고 삐라배포금지는 수정헌법 제14조를 통해 주를 구속하는 수정헌법 

제1조의 침해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미 연방대법원은 Logan Valley사건에서의 사유의 쇼핑

센타내에서 그 센타 내에 있는 특정상점의 반노조적 성격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해 행해진 평화적

인 피켓팅은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장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에서 ‘쇼핑센타는 공동체적 

사무가 행해지는 구역’이고 공중에게 자유롭게 개방되므로 동 장소는 공공장소와 동등한 기능을 

갖는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Logan Valley사건은 ‘그 목적

에 있어서 동 장소의 사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표현활동이나 Lloyd사건에서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Logan Valley에서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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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oyd사건에서는 주의에 삐라배포를 위한 대체적 공공장소가 있고 따라서 사유재산의 침해를 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심을 파기하였다.  

 

<영국판례>  

① Charge to The Bristol Grand Jury, 1832, 5C.Zp. 259n.(b) = 172 E.R.966 : 보통법상 모든 사인은 



영장이나 치안판사의 재가없이 그 자신의 권한으로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소요를 진압

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노력할 수 있다. 다중을 해산시킬 수 있고 또는 해산시키는 것을 도울 수 

있으며 다중이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지할 수도 있고 소요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다. 이것은 그의 권한일 뿐만 아니라 국왕의 충실한 신민으로서의 본분이다. 소요가 일반

적이고 위험한 것일 경우에는 무장할 수도 있다. 다만 그러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은 

판사나 보안관 또는 기타의 국왕의 대리자에게 조력을 하는 것이 보다 신중한 행동이 된다. 그러

나 사태가 급박한 행동을 요구하고 치안판사의 조언이나 재가를 얻을 기회가 없을 때에는 스스로 

그 자신의 책임으로서 행동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이다.  

② Beatty and others v. Gillbanks, 1882, 15Box 138 Divisional Court : 구세군의 평화적 시위에 대해 

Skeleton Army의 반대로 인하여 질서가 교란되자 경찰이 제지하는 데도 불구하고 시위를 강행하

여 유죄판결을 받은 시안에 대하여 구세군의 시위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즉 구세군은 공공

의 평화를 파괴하는 불법적이며 소란한 집회를 할 의사도 폭행행위를 할 목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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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반대로 평화의 파괴는 전적으로 Skeleton Army의 불법적이고 정당화될 

수 없는 방해에 의해 유발된 것이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합법적인 행위를 한 자라도 그의 행위로 

인하여 불법한 행위를 유발시키게 된 것을 알고 있는 자는 처벌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③ Duncan v. Jones, 1936, 1 K.B. 218 : 동일인이 개최한 집회에서 소동이 일어났던 장소에서 또 다

시 동일인이 집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이를 금지시킬 수 있다.  

 

(마) 집회의 자유의 예외적 제한 

 

집회의 자유는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헌법 제76조의 긴급명

령, 제77조의 계엄령에 의한 제한 및 특수신분관계에 따르는 제한(국가공무원법 제66조 등)이 있

다.  

 

(바) 집회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헌법 제37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가 되는 제한은 

할 수 없다.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로는 사전허가제를 들 수 있다. 사전신고

제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상 허가제와 마찬가지일 경우에는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가 된다.  

 

 

(4) 結社의 自由 

 

1) 結社의 自由의 法的 性格ㆍ主體ㆍ效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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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결사의 자유의 법적 성격  

 

결사의 자유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도 주관적 공권성 이외에 제도보장 혹은 객관적 가치질서성을 

인정할 것이냐에 관해 논의가 있다. “결사의 자유는 자연인과 법인에 대한 개인적 자유권이며, 동

시에 결사의 성립과 존속에 대한 결사제도의 보장을 뜻한다.”133) 나아가서 결사의 자유의 객관적 

가치질서성을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제도적 보장을 주장하기도 한다. “현대민주주의에서 결사의 자

유가 올바른 여론형성 특히 정당활동의 전제가 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결사의 자유는 언론ㆍ출

판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의 구성원리로서 객관적 가치질서에서 귀결되는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134) “… 결사의 종류ㆍ수ㆍ존립요건 등은 입법권자기 

그 입법권형성권에 의해 임의로 정할 수 있지만 결사의 자유에는 결사 그 자체의 보호가 함께 내

포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ㆍ경제적ㆍ학문적ㆍ예술적ㆍ사교적 결사 등 결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

는 입법권형성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사제도의 보장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135) “그

러나 결사의 자유에 내포된 제도보장은 C. Schmitt적인 사상의 세계에서 주장되는 ‘제도보장’이 아

니고, 또 P. Haberle적인 ‘제도적 기본권이론’과도 다르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136) 반면에 

제도보장을 부인하는 입장도 있다. “일반적 결사의 자유는 개인 또는 집단(단체)의 자유권적 기본

권이면서 정치적 기본권이라  

 

133) 김철수, 앞의 책, 468면.  

 

134) 구병삭, 앞의 책, 447면.  

 

135) 안용교, 앞의 책, 439면  

 

136) 허영, 앞의 책, 5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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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는 복합적 성격을 가진다. 종래에는 결사의 자유를 전적으로 국가에 대한 개인 및 집단의 

소극적 방어권으로 이해… 오늘날 결사의 자유는 정치적 의견을 형성하고 전파하기 위한 불가결

의 수단으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여론형성을 위한 기본적 전제가 된다. 이와 

같이 헌법 제21조의 결사의 자유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 자유권을 의미할 뿐 제도적 보장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다.”137) 결국 결사의 자유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주관적 공권성을 인정하는 전제

하에서 ① 제도보장, ② 객관적 가치질서성과 제도보장, ③ 제도보장 부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생각건대 결사의 자유의 법적 성격에 관한 한 집회의 자유와는 구별되게 제도보장을 인정하는 다

수설의 입장이 타당해 보인다. 다만 그 제도보장의 의미를 보는 시각은 기본적으로 기본권을 보

는 시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주체 



 

결사의 자유의 법적 성격을 여하히 파악하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결정적

으로 달라질 사유는 없다. 즉 그 법적 성질을 인간의 권리로 파악하든 국민의 권리로 파악하든간

에 결사의 자유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국민이다. 다만 외국인이나 무국적자에 대하여도 헌법상의 

원리에 입각하여 특별히 금지할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널리 인정하여야 한다.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다.  

 

137) 권영성, 앞의 책, 5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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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사의 자유의 효력 

 

집회의 자유의 효력과 대체로 동일하다. 결사의 자유도 개인적 공권이므로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

한다. 결사의 자유의 대사인적 효력에 관해서는 기본권일반이론상의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간접

적용설의 원리에 따라 결사의 자유는 보장된다.  

 

2) 結社의 自由의 內容 

 

(가) 결사의 개념 

 

결사라 함은 다수인이 일정한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인 단체를 결성하는 것을 말한다. 즉 

결사란 2인 이상의 자연인 혹은 법인이 스스로의 자의적인 의사결정에 따라서 자유롭게 그들의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단체를 결성하여 참여한 자의 당해 결사에 대

한 가입과 탈퇴의 자유까지 보장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138)  

독일법상 단체의 개념은 “법적 형식에는 관계없이 다수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자유의사로 결성한 조직된 의사형성에 따르는 모든 결사”로 규정되어 

있다(1964년 8월 5일의 공적 결사권의 규율에 관한 법률(단체법)(BGB1. I S. 693)의 제2조 1항).139)  

 

138) J. Rivero, op. cit., pp. 381-384. 결사에는 이익추구의 목적이 있을 필요성은 

없다.  

 

139) Konard Hesse, Grundzuge des Verfassungsrechte der Bunde- srepublik 

Deutschland, 15. Auflage, 계희열 역, 독일헌법원론, 삼영사, 1987, 249-2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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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례>  

대판 1982.9.28, 82도2016 : 결사라 함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특정다수인의 임의체적인 계속적 집

합체라 할 것이므로 ① 결사에 구성원은 2인 이상임을 필요로 하고, ② 결사에는 공동목적이 있어

야 하고, 그 공동목적이 있는 이상 그것이 결사조직의 유일한 목적임을 요하지 않고 다른 목적이 

있어도 결사임에는 무방하고, ③ 결사는 다수인의 임의적 결합이어야 하고, ④ 결사는 계속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계속은 사실상 계속하여 존재함을 요하지 않고 계속시킬 의도하에서 결

합된 이상 결사임에는 틀림없다. 이상 네가지 요건을 구비한 결합은 결사인 것으로 구성원이 회

합한 사실이 없거나 사칙이 정하여 있지 않거나, 간부가 없어도 결사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결

단식 또는 결당식, 창립의 모임같은 형식을 거치지 아니하였어도 결사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으며, 

또 결사의 명칭이나 대표자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도 무방한 것이라고 풀이된다.  

 

(나) 결사의 종류 

 

가) 목적에 따른 분류 

 

결사는 목적에 따라 정치적 결사와 비정치적 결사로 구분할 수 있다. 헌법 제21조의 결사는 결사

의 자유에 관한 일반법적 성격을 갖는 조항이다. 따라서 정치적 결사로서의 정당은 헌법 제8조에

서 특별히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당에 관한 헌법 제8조의 규정은 헌법 제21조의 

결사에 대한 특별법적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비정치적 결사로서 특수한 결사인 종교적 목적

의 결사인 종교단체ㆍ교단은 헌법 제20조, 학문 또는 예술적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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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 결사인 학회ㆍ예술단체는 헌법 제22조, 근로조건향상을 위한 근로자의 결사인 노동조합은 

헌법 제33조의 적용을 우선적으로 받게 된다.  

 

나) 비밀성 여부에 따른 분류 

 

결사는 그 비밀성 여부에 따라 비밀결사와 공개결사로 구분할 수 있다.  

 

다) 적용법규에 따른 분류 

 

결사의 성립근거 및 활동규제에 관한 법규가 공법인가 사법인가에 따라 공법상 결사와 사법상 결

사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공법상 결사에는 결사의 자유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 結社의 自由의 制限 

 

결사의 자유도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가) 결사의 신고제 

 

가) 의의 

 

결사의 자유에 관해서는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1994년 1월7일 전면 개정)이 사전적 제한으로

서 사회단체의 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사회단체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

민의 사회단체의 활동을 촉진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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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구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서의 결사의 등록제를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등록된 단체가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제8조). 그러나 동 규정의 남

용가능성에 관한 비판으로 개정법률에서는 삭제되었다. “사회단체의 등록은 결사의 성립ㆍ존속ㆍ

활동요건이 아니고, 다만 이에 관한 행동의 참고자료를 얻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요, 결

사의 활동과 조직은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할 수 있다.”140) 이러한 결사의 등록제는 전면개정된 새 

법률에서 신고제로 전환되었다. 경과조치(부칙 제2조)에 의하면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사회단체

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대상인 사회단체 또는 그 지부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사회단체 또는 그 지부로 본다.  

다만 개별법률규정에 의해 특정한 결사가 금지되는 경우도 있다. 국가보안법 제3조, 형법 제114

조 등의 규정이 반국가단체 범  

 

140) 1967.7.18 대판 65누172 :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제3조, 제4조에 

의한 등록은 헌법 제18조(현 21조)에 규정된 결사의 성립ㆍ존속ㆍ활동요건 등이 

아니고 다만 이에 관한 행정의 참고자료를 얻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요, 헌법 제18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결사에 대

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다만 헌법 제32조 2항(현 제37조 2항)에 

의하여 결사의 자유는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을 뿐이며, 이에 근거하여 국가보안법 제1조, 반공법 제2

조ㆍ제3조, 형법 제114조에서는 불법결사의 조직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이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은 헌법 제18조에 의하여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의한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유롭게 결사를 조직하고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며, 이 권리를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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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단체의 결사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범죄단체조직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14조는 첫째 

구성요건이 막연하고, 둘째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그에 가입만 하면 그 목적한 죄를 실행한 행



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위헌성이 제기되고 있다.141) 한

편 정당법에서는 위헌선언으로 해산된 정당의 대체조직을 금지하고 있다(정당법 제42조).  

프랑스에서는 1901년 법률 제3조에서 “법률이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불법적인 동기와 목적을 

가졌거나 혹은 영토보전 및 공화제 정부형태를 침해할 목적을 가진 모든 결사”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산된다. 한편 극우파의 준동에 대한 대책으로서 1936년 1월 10일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결사에 대하여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통령령으로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 도로에서 무장시위를 야기하는 단체, ㉡ 사적인 무장전투단체, ㉢ 무력으로 공화국 체제를 침

해할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 이는 자유민주적인 공화국을 부인하는 것으로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수단이 바로 무력이기 때문이다, ㉣ 공화국의 영토를 침해하려는 단체, ㉤ 인종주의자 단체, 

이 조항은 1972년 개정법률에서 종교적, 인종적, 국적상, 언어상의 차별을 야기하는 단체로 구체

화되었다. 이 법률은 1972년 단 한번 개정되었다(1972년 7월 1일 법률). 이 법률에 의거하여 

1958년 제5공화국 성립이래 약40여차례 해산명령이 발동된 바 있다.142)  

독일헌법상 그 목적이나 활동이 형사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질서 또는 국제적 협약의 이념에 반하

는 단체는 금지된다(제9조 2  

 

141) 김철수, 앞의 책, 476면.  

 

142) Jean Morange, Libertes publiques, pp.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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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한국판례>  

① 대판 4289.6.29, 4289형상60 : 형식상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는 단체에 해당한다 하더

라도 조직과 주장이 비과학적이며 초현실적으로서 혹세무민의 소업에 불과한 것인 경우에는 국가

보안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② 대판 1969.3.18, 68도1772 : 민족주의비교연구회의 주요간부직을 맡고 있음을 기화로 우리나라

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북괴의 활동에 이익이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 한일회담반대데모를, 그로 

인하여 정부가 전복되는 지경에 이르도록 난동화시키는데 있어 민비회가 이를 주동하도록 음모함

으로써 민비회로 하여금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단체를 변질되게 음모했

다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반공법 제4조 제5항, 제1항 후단의 법리를 오해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대판 1973.1.16, 72도2220 : 소위 혁명위원회는 현정권이 타도된 후의 질서유지를 위한 과도적

인 통치기관으로서 피고인이 구성하려던 것이므로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대판 1975.4.8, 74도3323 : 국가보안법 제4조는 목적범이나 그 목적의 내용은 폭력으로서 정부

를 전복할 것을 기도하는 동시에 정부전복후의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구체적으로 구상함을 요한

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용공성이 없는 반국가단체의 경우에는 폭력에 의한 정부전복



의 새 정부수립에 관한 구체적인 구상까지를 목적으로 하였느냐의 점에 관한 사실을 확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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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다.  

⑤ 대판 1987.7.21, 87도1081 : 북한공산당의 소위 평화조국통일촉진위원회는 무력에 의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대한민국전역을 공산화할 목적하에 조직된 단체이므로 국헌을 위배하여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상위없다.  

⑥ 서울고법, 1969.11.5, 69구141 : 사위 기타 부정 등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을 때 사회단체

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⑦ 대판 1990.10.12, 90도1744 : 북한 및 조총련의 지시에 따라 구성된 종전의 한민통(한국민주회

복촉진국민회의일본본부)이 1989.2.12 명칭만을 한국민주통일연맹(한통연)으로 바꾸었을 뿐 실체

에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이는 반국가단체라 할 것인 바, 현재까지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

는 이상 비록 한통연 주요 간부들이 범민족대회 참석을 위한 입국이 허가되었다고 해서 위 단체

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면제 내지 유보하겠다는 법집행의 관행이 생겨난 것이 아니니, 위 

단체를 여전히 반국가단체로 볼 수 밖에 없다.  

 

<미국판례>  

① Fiske v. kansas, 274U.S.380 (1927) : 컨사스주는 범죄신디칼리즘법을 제정하였다. Fiske는 I.W.W.

의 창설자이며, I.W.W.헌장전문은 노동계급이 고용주와 투쟁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자

기가 폭력을 지지한 적이 없으며 범죄신디칼리즘이 I.W.W.에 의해 옹호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도 모른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단순히 I.W.W.헌장전문만으로 범죄신디칼리즘에 해

당한다고 입증하기에는 불충분하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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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내용을 실천함에 있어서 취해야 할 조치의 개요를 말한 적이 없으며 폭력의 사용이 필요하다

고 말한 적이 없다 라고 하여 원심을 파기하였다.  

② New York Ex Rel. Bryant v. Zimmermann,278 U.S.  

63(1928) : 뉴욕주의 법률에 의하면 20명이상의 회원을 가진 단체로서 그 가입조건으로 서약이 요

구되어 있는 단체는 그 단체의 헌장ㆍ회원 및 간부의 명단을 주내무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

였다. 다만 노동조합과 기타 일정한 자선단체는 제외되었다. 나아가서 이 법률의 준수를 거부하는 

단체에 그 사실을 알면서 가입하고 있는 사람은 경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KKK단 

지부의 회원으로서 이 단체가 위 법률의 준수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에 따

라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원심을 인정하고 있다. 수정헌법 제14조는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 자유는 경찰권의 합리적 행사에 필연적으로 종속된다. 주는 그 경찰

권에 의하여 그 가입조건으로서 서약을 요구하는 단체에 대해 그 목적과 활동이 타인의 권리와 

공공복리에 일치하는 범위내에 국한되도록 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규제를 할 수 있다. 본건에서 

문제된 법률은 주경찰권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규제이며 따라서 수정헌법 제14조

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De Jonge v. Oregon, 299U.S.353 (1937) : 오레곤주법에 의하면 공산당선전을 포함하여 범죄 신



디칼리즘을 금지하였으며 또한 범죄 신디칼리즘을 창도하는 조직이 행하는 집회에 후원하는 행위

도 금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평화적 집회의 권리는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동계

(cognate)의 권리이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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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공산당이라는 사실 그리고 동 집회가 공산당에 의해 개최되고 그 후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주가 금지시켜야 할만큼 충분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 문제된 법률은 수정헌법 제14조에 의해 보

장되는 집회의 자유를 위법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④ Thomas v. Collins, 323U.S.516 (1945) : 텍사스주법에 의하면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권유하는 사

람들에 대하여 주당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

고 있다. 수정헌법 제1조의 언론 및 집회의 자유는 다른 헌법적 자유보다 더 중요하다. 따라서 주

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 한 이들 자유는 침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주는 그 지역

내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 등록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지만, 등록을 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위협은 언론 및 집회의 자유를 침범하게 될 요건의 부과를 허용할 만큼 큰 것은 아니다. 위 

텍사스주법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 및 집회의 자유에 대한 위헌적 침해이며 무효이다.  

⑤ Gibony v. Empire Storage and Ice Co., 326U.S.490 (1949) : 업자들이 개인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

하기 위한 단결을 행하는데 대해 주가 이를 금지시킬 수 있음은 지극히 당연하다. 영업의 제한을 

금지시키는 주법은 노동조합에도 적용할 수 있다. 주법위반을 이유로 피켓팅을 금지시키는 것은 

언론의 자유의 박탈이 아니다.  

⑥ Poulos v. New Hampshire, 345U.S.395 (1953) : 뉴햄프셔주법은 지방의회의 허가없이 공도를 행

진하거나 옥외집회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단체는 공  

- 369 -  

 

원에서 포교집회신청허가를 내었으나 거부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는 강행되어 법률위반으

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주법은 시민이 질서있는 사외에 살기 위

하여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대가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Douglas, Black판사의 반대의견

이 있다.  

⑦ N.A.A.C.P. v. Alabama, 357U.S.449 (1958) : 비영리법인 단체의 회원명부의 공개에 대하여, 주당

국에 의한 회원명부검사로부터의 자유는 본건에서 회원이 적법한 이익을 사적으로 추구하는 권리 

및 그렇게 함으로써 타인과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는 권리와 밀접한 것이며, 따라서 수정헌법 제

14조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다. 그리고 알라바마주당국은 회원명부의 공개가 결사의 권리의 자유

로운 향수에 주게 될 저지적인 효과를 정당화하기 위한 압도적인 이유를 증명할 수 없었다고 결

론짓는다.  

⑧ Staub v. city of Baxley, 355U.S.313 (1958) : 회비를 징수하는 단체가입을 권유하는데 허가를 요

구함은 위헌이다.  

⑨ Scales v. United States, 367U.S.203 (1961) : 불법한 목적과 의도를 가진 적극적 구성원에 대해

서만 기소하는 것은 형사책임에 대한 합헌적 기준이라고 할 것이다. 폭력에 의한 정부전복을 창

도하기 위한 단체는 헌법상 보호되는 단체가 아니다.  

⑩ Edwards v. South Carolina, 372U.S.229 (1963) : 일단의 흑인들이 사우스 카롤라이나주청사앞에



서 인종분리를 반대하는 평화적 시위를 하였는바, 경찰은 해산명령을 내렸고 이에 불응한 시위대

는 평화파괴죄로 기소되었다. 이에 연방대법원은 시위대는 가장 본래적이고 고전적인 기본적 권

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고, 이 기본권에 대한 간섭을 정당화할 만한 질서 및 복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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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이 없었음을 판시하고 있다.  

⑪ Brotherhood of Railroad Trainmen v. Virginia, 377U.S.1 (1964) : 조합원은 헌법에 근거한 각종의 

철도입법에 의해 주어진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서 상호조언하기 위해 결사할 수 있는 권

리를 가지며, 이 권리를 수정헌법 제1조의 언론 결사의 자유에 필연적으로 포함된다. 이 권리는 

또한 무엇이 노조원들의 이익에 합치하는가를 결정할 대변인을 선정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⑫ Cox v. Louisiana, 379U.S.536 (1965) : 민간단체의 고문인 이들은 그 전날 학생시위대의 체포에 

항의하여 법원건물에 이르기까지 2마일을 행진하고 노래를 불렀다. 이에 경찰은 피고인들의 행위

가 무질서하다는 이유로 해산을 명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최루탄을 발사하여 강제해산시켰다. 이

러한 평화적 시위에 대해 교통방해혐의로 유죄인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시위가 성질상 평화적이였으며 적대행위의 표시가 없었던 경우에 이에 대한 유죄판결은 언론 및 

집회의 자유권에 대한 침해이며, 평화적 집회를 위한 도로사용에 대한 규제의 권한이 지방행정당

국에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 그 규제가 부당하게 차별적이고 일관성이 없을 때에는 이는 언론 및 

집회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제한(unwarranted abridgement)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⑬ Brandenburg v. Ohio, 395U.S.444 (1969) : KKK단의 리더로서 오하이오주의 범죄신디칼리즘법에 

의거하여 범죄, 사보타지, 폭력 기타 산업적 또는 정치적 개혁의 수단으로서 불법한 테러리즘을 

고취한(advocate)혐의 및 범죄신디칼리즘의 교조를 가르치거나 고취시키기 위해 형성된 어떠한 

단체나 다중과도 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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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회합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였다. 

1927년에 본대법원은 캘리포니아주의 범죄신디칼리즘법을 합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 동 법률

의 내용은 오하이오주법과 매우 유사하다.(Whitney v. California, 274U.S.357, 1927). 동 판결의 근

거는 정치경제적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폭력적 수단을 고취하는 것만으로도 주가 이를 불법화할 

만큼 주의 안보에 대한 위협이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위 판결은 그 후의 판결에서 철저히 배

척되었다(Dennis v. U.S.341U.S.494, 1951). 즉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보장으로 인하여 

폭력의 사용이나 법률위반의 고취가 급박한 불법행동을 유도 또는 야기시키거나 그러한 급박한 

불법행동을 유도 또는 야기시킬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주는 폭력사용이나 법률위반

을 고취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없다. Noto v. United States, 367U.S.290, 1961에서 판시한 바와 같

이 단순히 추상적으로 무력과 폭력에 의존하는 것의 도덕적 정당성 나아가 그 도덕적 필요성을 

가르치는 행위는 폭력행위를 위한 단체를 준비하는 행위와 동일시할 수 없다. 이러한 구별을 하

지 않는 법률은 수정헌법 제1조 및 제14조에서 보장된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프랑스판례>  

Conseil constitutionnel 1971.7.16 : (사실관계) 파리경찰청이 내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인민의 지



지자’라는 단체의 단체결성신고접수증을 거부처분에 대해 파리행정법원은 동 처분을 무효라고 판

시하였다. 이에 정부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1901년 7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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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법률을 개정하여 특정한 단체에 대하여 경찰국장의 발의에 따라 사법기관의 사전적 통제를 받

을 수 있도록 하였다. (판결요지) 공화국법률에 의하여 확인되고 헌법전문에서 엄숙히 재확인된 

기본원리하에서 결사의 자유의 원리를 이해하여야 한다. 단체는 자유롭게 조직되며, 사전신고를 

제출한 것만으로써 공개될 수 있다. 결사의 조직이 비록 무효인 것으로 나타나거나 또는 불법적

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유효성에 관해서 행정청이나 법원의 사전개입은 있을 수 없다. 동 판결은 

결사의 자유의 사전적 제한을 금지한 판결일 뿐만 아니라 프랑스 제5공화국헌법하에서 최초로 내

려진 위헌법률심판이라는 점과 헌법전문의 법적 효력의 인정 및 1789년 인권선언의 실정헌법적 

가치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143)  

 

나) 설립신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단체를 조직하거나, 조직된 사회단체의 회원수가 50인을 초과한 때에는 

사회단체의 대표자는 사회단체를 조직한 날 또는 회원수가 50인을 초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부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ㆍ

직할시ㆍ도 교육감(이하 본부‘신고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명칭, 2. 정관 또는 규약, 

3. 사무소의 소재지, 4. 대표자 및 주요간부의 주소ㆍ성명, 5. 조직 연월일, 6. 회원의 수(제3조 1항).  

신고한 사회단체의 지부대표자는 다음 사항을 지부소재지를 관  

 

143) 동 판결의 사실관계 및 판결문전문에 관해서는 성낙인, 프랑스헌법학, 667-

68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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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시ㆍ군ㆍ구 교육청의 교육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본부설립신

고이전에 지부를 설립한 경우 본부설립신고를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2. 본부설립신고후 지부를 

조직한 경우 지부를 조직한 날로부터 10일 이내(2항).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단체 또는 그 지부설립신고서에 대표자 또는 지부대표자의 주민등

록등본 및 취임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3항).  

 

<미국판례>  

① Shelton et al., v. Tucker et al., 364U.S.479 (1960) : 교원에게 모든 단체가입상태의 신고를 강요함

은 위헌이다. ② Schamburg v. Citizens for Better Environment, 444 U.S.620 (1980) : 자선단체의 모

금액중 75%를 자선사업에 충당하여야 한다는 것은 위헌이다.  

③ Citizens against Rent Control v. Berkeley, 454U.S. 290 (1981) : 법안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

여 조직된 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250달러로 제한함은 집회의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위반



된다.  

④ Seattle Times Co. v. Rhinehart, 467U.S.20 (1984) : 종교단체 회원명부 제출명령과 동시에 명단

발표를 소송당사자에게 금지시킨 것은 위헌이다.  

⑤ Secretary of State of Md. v. Joseph H. Munson Co., 467U.S.947 (1984) : 자선단체 모집에 비용이 

25%이상 될 수 없다는 규정은 합헌이다.  

⑥ Roberts v. United States, 468U.S.609 (1984) : 청년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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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정회원에 여자를 배제함은 부당하다.  

⑦ Board of Direction of Rotary International v. Rotary Club of Duarte, 481U.S.537 (1987) : Rotary 

Club 정회원에 여자를 배제함은 위헌이다.  

New York State Club Association, Inc. v. City of New York, 487U.S.1 (1988) : 40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단체는 인종ㆍ성별등 차별을 할 수 없다.…………………………  

 

다) 신고의 수리 및 신고증접수 

 

신고청이 사회단체 또는 그 지부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대장에 기재한 후 10일 이내에 

신고증을 당해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4조 1항). 신고청은 이 법상 요구된 형식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고 그 보정을 명할 수 있다(2항). 지부신고청이 사

회단체의 지부의 설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신고사항을 본부 신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3항).  

 

<한국판례>  

대판 1989.12.26, 87누308 전원합의체 : (다수의견) 사회단체 등록신청에 형식상의 요건불비가 없

는데 등록청이 이미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을 같이 하는 선등록단체가 있다 하여 그 단체와 제휴

하거나 또는 등록없이 자치적으로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등록신청을 반려하였다면 그 반려신청은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제4조에 위반된 것이 명백하고, 

국가기관이 공식으로 등록을 하여 준 단체와 등록을 받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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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체 사이에는 유형, 무형의 차이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특히 선등록한 단체와 경쟁관계

에 서게 되는 경우 등록을 받지 못한 단체가 열세에 놓이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으므로 이건 등

록신청의 반려는 원고의 자유로운 단체활동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헌법이 보장한 결사의 자유에 

역행하는 것이며 선등록한 단체의 등록은 수리하고 원고의 등록신청을 반려했다는 점에서는 헌법

이 규정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이고,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이란 개념은 국가의 

행정재판제도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한계를 구획하기 위하여 생겨난 것으로서 그 인정을 인색

하게 하면 실질적으로는 재판의 거부와 같은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소

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보충의견)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한 등록신청의 법적 

성질은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이고 등록은 당해 신고를 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준법률행위



적 행정행위라 할 것이니 법 제4조 제1항의 형식요건의 불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등록의 거부처

분을 당한 신고인은 우선 법 제10조 소정의 행정벌의 제재를 벗어나기 위하여 또한 법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하는 의미에서도 위와 같은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할 이익이 있는 것이다. (반

대의견)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등록은 사회단체의 존속 및 활동의 요건으로서가 아

니라 단순히 주무관청에서 사회단체의 현상을 파악하고 행정적 규제와 행정의 참고자료를 얻기 

위한 행정편의적인 방편으로 마련한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등록거부는 사회단체를 조직하고 활

동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또 이렇게 봄으로써만 위 법률의 합헌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 등록신청을 수리하거나 거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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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정관청의 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

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서의 처분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민

은 부당한 등록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그 효력을 무시할 수 있고 구태여 항고소송을 제기

하여 다툴 필요는 없는 것이다.  

 

라) 변경신고 

 

사회단체의 설립 신고를 한 자는 신고 사항에 변경(회원수의 변경의 경우는 회원수가 50인 이하

로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신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제5조).  

 

마) 해산신고 

 

신고를 한 사회단체 또는 그 지부가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가 해산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사회

단체 또는 지부해산신고서에 신고증을 교부하여 신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제6조).  

 

(나) 적용배제 

 

다만 다음에 예시된 특정한 단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조) :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되는 단체144),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행정

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단체145), 3. 종교단체, 4.  

 

144) 타법률에 의한 허가단체로는 의료법상 의사회와 간호사회, 인가단체로는 변

호사법상 변호사회 및 토지개량사업법상 공공조합 등이 있다.  

 

145)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사업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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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의 연구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5. 친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6. 법인, 7. 체

육분야등의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8. 회원수가 50인 이하의 단체(단체조직후 그 회원

수가 50인 이하로 된 경우를 포함한다).  

 

(다) 결사의 사후제한 

 

적법하게 성립한 결사라 할지라도 그 활동이나 목적이 원래의 목적이나 활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결사로서 나타날 경우는 사후적인 제한이 불가피하다. 결사의 자유를 사후에 제한할 경

우에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등과 같은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에 관한 이론이 원

칙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라) 결사의 자유의 예외적 제한 

 

결사의 자유는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헌법 제76조의 긴급명령, 

제77조의 계엄령에 의한 제한 및 특수신분관계에 따르는 제한(국가공무원법 제66조 등)이 있다.  

 

(마) 결사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헌법 제37조 제2항의 후단의 규정에 따라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가 되는 제한

은 할 수 없다. 결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로는 사전허가제를 들 수 있다. 사전

신고제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상 허가제와 마찬가지일 경우에는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가 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