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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사생활 등 인

격권이 침해되는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법에서는 일정한 표현행

위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형법 제307조 및 제309조의 명예훼손죄와 제313조

의 신용훼손죄)을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제도(민법 제750조와

751조 및 국가배상법제2조의 불법행위)1)가 있고, 특히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의 경우 적용되는 특별한 보호절차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

한 법률의 정정보도청구권(제14조), 반론보도청구권(제16조) 및 추후보도청

구권(제17조) 등이 있다. 민․형사 책임의 추궁이나 반론보도 내지 추후보도

의 청구는 모두 인격권 침해의 사후적 구제절차 외에 인격권 침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를 위하여 가처분에 의한 사전금지청구(방해예방청구)까지

인정하고 있다.2)

또한, 우리 헌법은 제21조 제4항에서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

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표현행위와 타인의 권리를 균형 있

게 보장하려고 하고 있다. 여기서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상의 불법행위에 의

한 민사책임 이외에 표현행위로 인한 민사책임을 헌법에 특별히 규정한 이

유는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 사인의 권리 보호를 헌법적 차원에서 조화시키

려는 취지로 보인다. 

표현의 자유의 행사에 관련한 민사책임의 成否에 관하여 우리 헌법재판

소나 대법원이 지금까지 견지해 온 입장은 표현행위가 헌법 제21조 제4항의

1) 국가배상청구권의 성격을 사권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

을 민사책임으로 보게 된다.
2) 헌재 2001. 8. 30. [2000 헌바 36], 판례집 제13권 2집 234-35. 민사소송법(법률 제4201호) 

제714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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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제한이나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더라도 손해배상이라는 민사책임

을 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3) 표현행위와 관련한 민사책임을 논의함에 있

어서 표현행위가 기본권의 행사 또는 제한의 한계를 벗어나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느냐의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4) 

이와는 달리 미연방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가 정당한

범위 내에서 행사되었느냐 하는 문제 외에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당사

자 간의 계약이나 표현의 자유와 재산권의의 충돌 등의 문제를 표현의 자유

와 관련한 민사책임의 成否에 관한 문제로 다루고 있다. 

이하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민사책임의 관계에 관한 미연방대법원의 판례

를 분석하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민사책임의 성립 여부의 이론적 전제

3) 예컨대,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

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

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

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

아야 할 것이나,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

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

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

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

원 2008. 11. 13. 선고 2008다53805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4)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언론이 보도를 함

에 있어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
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기타 주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

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

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언론보도는 공직자

등의 수인의 범위를 넘어 명예훼손이 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53805 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216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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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는 기본권의 대사인적(對私人的) 효력 및 기본권의 충돌 문제와 관련

한 우리 헌법학에의 이론적 시사점을 찾아보기로 한다.

Sullivan rule Cohen rule

민사소송을 통하여 표현의 자유 행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 미연

방대법원은 외관상으로 보아 상반되는 두 가지 이론을 적용하였다.

하나는, 경찰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통하여 알게 된 강간범죄 피해자의

이름을 보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신문사를 상대로 사적(私的) 사실의

공표를 이유로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하는 경우 연방헌법 수정 제1

조(이하 수정 제1조라고도 함)가 私事의 공개에 대한 민사책임의 성립을 막

아주는 보호막이 될 수 있다는 이론(Sullivan rule)이다. 즉, 미연방대법원이

Florida Star v. B.J.F. 사건5)에서 판시한 것처럼 그 보도내용이 보도가치가

인정될 경우에는 신문이 공공성이 큰 사건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입수한 진

실한 정보를 보도한 경우에 국가는 보다 높은 차원의 국가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 한 헌법적으로 그 보도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

는 것이다.6) 

다른 하나는, 보도하지 않겠다는 약속 하에 강간 피해자가 익명으로 정보

를 제공하였으나 신문사는 그 정보가 대단히 높은 보도가치가 있다고 판단

하여 약속을 어기고 피해자의 동일성을 보도한 데 대해 피해자가 금반언(禁

反言, promissory estoppel)과 묵시적 계약의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5) Florida Star v. B.J.F., 491 U.S. 524(1989).
6) Id. at 533, 541. 이른바 Sullivan ruel은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사건(376 U.S. 

254) 이래 수정 제1조는 표현의 자유의 행사가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의 침해 등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한 민사책임으로부터 고도로 보장될 것을 요구하는 법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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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하는 경우에는 수정 제1조는 신문의 사실보도행위를 표현의 자유의 행

사의 일환으로 보지 않는다는 이론(Cohen rule)이다. 즉, Cohen v. Cowles 

Media Co. 사건7)에서 연방대법원은 보도가치가 있는 정보라 할지라도 익명

성 보장의 약속 하에 제공된 정보를 보도하는 것은 금반언에 어긋나서 수정

제1조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한 바 있다.8) 

위의 두 사건에서처럼 공히 민사책임, 표현의 자유, 그리고 보도가치가

있는 정보 등이 문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된 이

유는 이른바 “Sullivan rule”이 지배하는 불법행위 사건에서는 수정 제1조가

엄격심사(strict scrutiny)기준을 제공하고 있고, “Cohen rule”이 적용되는 계

약관련 소송에서는 수정 제1조가 심사기준을 전혀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

이다.9)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사건10) 이래 미연방헌법 수정 제1조는

검열 등 국가의 직접적인 제한으로부터의 보호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 행사

결과에 대한 민사책임의 부담이라는 간접적인 제한으로부터도 표현의 자유

를 보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대법원은

Florida Star v. B.J.F. 사건에서처럼 수정 제1조가 언론에 의해 야기된 손해에

대한 불법행위법상의 책임부담의 위험으로부터 표현행위를 전적으로 보호

하기도 하고, Cohen v. Cowles Media Co. 사건에서처럼 계약의 불이행 또는

재산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에 민사책임이 연루되는 경우에는 수

정 제1조를 전혀 적용하지 않기도 한다. 그리하여 오늘날 표현행위가 야기

한 민사책임에 대하여 수정 제1조를 적용하느냐 적용하지 않느냐 하는 두

7) Cohen v. Cowles Media Co., 501 U.S. 663(1991).
8) Id. at 670. 즉, Cohen 사건에서처럼 표현의 자유가 계약이나 금반언을 통하여 제한되

는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민사책임에 대해서는 수정 제1조
가 아무런 보호막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이른바 Cohen rule이다.

9) Daniel J. Solove & Neil M. Richards, Rethinking Free Speech and Civil Liability, 109 
Colum. L. Rev. 1650, 1653(2009).

10)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1964).
11) Id. at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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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의 대조적인 이론이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12)

이와 같이 기본권의 행사, 특히 표현의 자유의 행사가 민사책임을 유발하

는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수정 제1조의 법리가 민사책임을 다루는 태도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민사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수정

제1조의 적용 여부가 어떤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는지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

로 한다. 먼저, 민사책임 성립의 근거가 되는 법규가 모든 경우에 일반적으

로 적용가능한지 여부, 표현행위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표현행위

로 인한 권리침해의 성격 여하, 표현행위의 내용이 공적 관심사인가의 여부, 

그리고 수정 제1조가 요구하는 심사기준 등의 관점에서 현재까지의 논의를

점검해 보고, 다음으로 최근의 새로운 논의 동향이라고 할 수 있는 관련 국

가권력의 성격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민사책임의 成否에 대한 수정

제1조의 적용여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12) 그러나 언제, 어떤 경우에 어느 룰이 적용될 것인가에 대하여는 연방대법원은 아직

아무 설득력 있는 기준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민사책임

문제는 방대한 분야에 걸쳐서 일어나고,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고의적인 정신적 충격

야기, 초상권 침해 등과 같이 표현의 자유가 민사책임과 관련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

다.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조차도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다. 고
용계약, 화해계약, 비밀유지계약 등의 경우와 같이 많은 경우에 계약에 의해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 지적 재산권에 관한 법률들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영업의 비밀에 관한 규제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콘도미니엄이나 공동주택

및 아파트에서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간판을 설치할 수 있으며 표현의 자유를 행사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많은 규제가 있다. Paula A. Franzese, Privatization and Its 
Discontents：Common Interest Communities and the Rise of Government for “the Nice,” 
37 Urb. Law. 335, 336-37(2005). “Sullivan rule”과 “Cohen rule”의 상충문제를 더욱 어

렵게 하는 것은 불법행위법, 계약법, 그리고 계약법의 영역의 구별이 불명료하거나

겹친다는 사실이다. ‘계약(contract)’이라는 개념이 ‘불법행위(tort)’라는 주류(主流)에
흡수되고 있다는 Grant Gilmore의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경우에는 불법행위법

이 계약위반 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이 되기도 한다. Grant Gilmore, The Death of 
Contracts 87(1st ed. 1974). 마찬가지로 불법행위법이 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수

단이 되기도 한다. 또한 재산법과 계약법이 수렴하는 측면도 있어서 불법행위법, 계
약법, 그리고 재산법을 형식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어느 경우에 표현에 대하여 책임을

지우는 것이 위헌으로 되는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Solove & Richards, 
supra note 9, at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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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livan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불법행위에 기한 소송이든 계약위반이나

재산권 침해를 기초로 하는 소송이든 사인에 의한 민사소송은 “국가행위

(state action)”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정 제1조의 문제를 수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사건에서 법정의견을 대표한 Brennan(William J. Jr.) 대법관은 명예훼손 소송

이 공론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과 같은

사적인 불법행위 소송이라 하더라도 수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13) Sullivan 사건 판결이 갖는 중대한 의의는 연방대법원이

수정 제1조의 핵심적인 의미가 민주적인 자기지배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공무원에 대한 비판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였다는 것과 私法關係에

대하여 수정 제1조를 적용하였다는 것이다.14) 그 후 몇 년에 걸쳐 연방대법

13) 연방대법원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논의가 억압되지 않고 널리 활발하게 이루어지도

록 하기 위해서 공무원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은 수정 제1조에 의하여 제약을 받는다

고 주장하였다. Sullivan, 376 U.S. at 279-80. 연방대법원은 수정 제1조가 공무원에 의

한 명예훼손 소송을 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승소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인 원

고가 최소한 “실제적인 악의(actual malice)”의 입증을 요구하는 것이다. Id. at 270. 실
제적인 악의는 현실적으로 입증되기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중대한 제

약으로 기능한다. 연방대법원은 또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공무원인 원고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도 제한하고 있다. Id. at 283-84.
14) 연방대법원이 私法關係에서의 판단이 수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주

장을 한 것이 Sullivan 사건이 최초는 아니지만 Sullivan 사건이 이 문제에 있어서 중

대한 전환점이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Sullivan 사건 이후에는 사

법관계에서의 소송에 수정 제1조가 광범위하게 적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토지 소유자가 私有의 “company town”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무단

침입을 규율하는 법률(trespass law)을 적용하는 것은 수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이 된

다. Marsh v. Alabama, 326 U.S. 501, 507-08(1946). 私法의 실현은 수정 제1조와는 무

관하다는 기존의 확고한 입장과 너무나 거리가 컸기 때문에 Sullivan 법원은 의도적

으로 다음과 같은 논리를 개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연방헌법은 공무원의 공적

인 행동의 비판에 대하여 공무원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국가가 구제해 줄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있고, 그런 사건에서 공무원에게 “실제적인 악의”의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적이 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 Sullivan, 376 U.S. at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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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명예훼손 소송에서 Sullivan 법리의 적용을 확대하였다.15) 

또한 연방대법원은 수정 제1조의 적용을 명예훼손 소송을 넘어 언론을

이유로 한 여러 불법행위 소송으로까지 확대해 갔다.16) 1967년 Time, Inc. v. 

Hill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특정인을 오해하게 하는 불법행위 소송은 공공

의 논의에 대하여 명예훼손 소송과 동일한 많은 위협을 제기하기 때문에 수

정 제1조의 제한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7) 世人으로 하여금 “특

정인을 오해하게 하는 불법행위(false light privacy tort)”에 Sullivan 법리를

적용한 것은 수정 제1조의 적용범위의 확장으로서 그 의미가 중대하다. 

그리고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다른 많은 소송에서도 수정 제1조의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이어졌다. 예를 들면, Cox 

Broadcasting Corp. v. Cohen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경찰의 수사기록을 보고

알게 된 강간범죄 피해자의 이름을 공개한 데 대하여 私事 공개의 불법행위

이론 하에서 언론매체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고 하였고,18) Bartnicki v. 

Vopper 사건에서는 연방대법원은 정보가 공적 관심의 대상일 경우 그것이

15) 예컨대, 1967년에 연방대법원은 Associated Press v. Walker 사건(388 U.S. 130(1967))
에서 공무원을 넘어 이른바 “공적 인물(public figures)”, 즉 중요한 공적 문제의 해결

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거나 그 명성으로 인하여 사회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인물

에까지 Sullivan 법리의 적용범위를 넓혔다. 그 다음에는 제한된 목적의 공적 인물, 
즉 일반적인 명성을 얻은 사람은 아니지만 논쟁점의 해결방안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스스로 공공의 논쟁 속으로 뛰어든 인물에게까지 적용범위를 넓혔다. 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 323 (1974) 참조.

16) 예컨대, 연방대법원은 Sullinvan 법리에 의거하여 단지 민권 운동가들이 평화적인 방

법으로 보이코트를 요구하는 정도로 저항하는 행위에 대하여 영업의 악의적인 방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가 불법행위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하였다. NAACP v. 
Claiborne Hardware Co., 458 U.S. 886, 913, 915(1982).

17) Time, Inc. v. Hill 385 U.S. 374, 390-91(1967).
18) Cox Broadcasting Corp. v. Cohen, 420 U.S. 469, 495-96(1975). 뒤이어 나온 두 개의 판

결에서도 이른바 Cox rule이 민사책임의 맥락을 넘어서 적용되었다. 즉, 형사판결절

차에 연루된 청소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데 대하여 경범죄로 기소한 행위의 무효

를 선언한 사건 판결(Smith v. Daily Mail Publ'g Co., 443 U.S. 97, 105-06(1979)) 및 주

법원은 언론매체로 하여금 청소년 관련 형사절차에 참여하여 수집한 정보의 공표

를 금지해서는 안된다는 사건 판결(Okla. Publ'g Co. v. Dist. Court, 430 U.S. 308, 
311-12(197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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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도청에 의하여 획득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공개하면 책임을 진다

고 규정하고 있는 법률(Electronic Communication Privacy Act)의 규정의 위헌

성 심사에 대하여는 수정 제1조의 가중적인 심사기준(heightened scrutiny)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19)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이제 표현행위가 관련된 불법행위 소송에는 수

정 제1조가 적용된다는 것이 연방대법원의 일관된 태도라는 사실을 보여 주

는 것이라 할 것이다.

계약위반에 의한 민사책임의 성립 여부에 수정 제1조가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룬 1991년 Cohen 사건에서 미네소타주 대법원은 Cohen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만일에 수정 제1조가 금지하고 있지만 않다면 약속에 의한 금반

언을 이유로 하는 청구는 가능하다는 의견을 부기하였다.20) 이에 대하여 연

방대법원은 법원에 의한 약속에 의한 금반언의 강제는 국가행위로서

Sullivan 사건에서 제시된 국가행위이론에 의하여 수정 제1조가 연관된다는

점을 주목하였으나21) 불법행위의 경우와는 달리 약속에 의한 금반언 소송에

는 수정 제1조에 의한 가중된 심사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

다.22) 오늘날 불법행위법은 수정 제1조를 연루시키지만, 계약이나 재산권 행

사를 통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Cohen rule이 적용되어 수정 제

1조가 민사책임의 성립에 특별한 제약을 가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약속에 의한 금반언은 수정 제1조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19) Bartnicki v. Vopper, 532 U.S. 514, 534(2001).
20) Cohen v. Cowles Media Co., 457 N.W.2d 199, 205(Minn. 1990), rev'd, 501 U.S. 663.
21) Cohen, 501 U.S. at 668.
22) Cohen, 501 U.S. at 6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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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며 미네소타주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23) 

첫째, 미연방대법원은 신문도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많은 일반 법률의

구속을 받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피고가

신문이라는 사실이 특별히 중요하지는 않다고 보았다. 즉, 약속에 의한 금반

언에 대한 미네소타 법원의 이론은 법률의 일반적 적용가능성(law of general 

applicability)에 의한 것이고, 언론을 특별한 대상으로 선별하여 적용한 이

론이 아니라 미네소타 주민의 일상생활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리라는

것이다. 

둘째, 연방대법원은 문제가 된 비밀유지의무는 스스로 떠안은 것이어서

의무가 국가에 의해 부과된 경우인 불법행위 책임과는 다른 것이라고 한다. 

이런 점에서 연방대법원은 Cohen 사건은 Florida Star v. B.J.F. 사건 및 그 아

류의 사건들에서 수정 제1조의 심사기준이 적용된 것과 구별된다. 이들 사

건에서는 국가가 책임을 발생시키는 공표의 내용을 정하지만, Cohen 사건에

서의 미네소타주 법률은 단순히 약속의 당사자들에게 약속을 지킬 것을 요

구하고 있을 뿐이다. 이 사건의 당사자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법적 의무의

범위를 결정하였고, 진실한 정보의 공표에 대한 어떤 제한은 스스로가 부과

한 제약이라는 것이다.24) 그리하여 말하지 않겠다는 의무를 설정한 것은 국

가가 아닌 당사자들이고, 국가의 역할은 단지 이러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지 그 합의의 조건을 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Cohen 법리가 언제 적용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명

시적인가 묵시적인가를 불문하고 모든 계약에 적용할 것인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밀의 준수를 법률로써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될 것인지

등 많은 의문이 남아 있다.25)

23) Cohen, 501 U.S. at 670.
24) Cohen, 501 U.S. at 670-71.
25) Cohen 사건에서의 White(Byron R.) 대법관의 다수의견에는 많은 평석이 뒤따랐다. Cohen 판결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견해도 있고, 또 이 판결이야말로 언론의 자유를 한층 고양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예컨대, Barron(Jerome A.)은 Cohen에 대한 기자의 비밀유지 약속을 강제한 것은 정보의 원활한 흐름과 저널리즘의 고결성을 보호함으로써 수정 제1조의 가치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고양한 것이라고 하였다. Jerome A. Barron, Cohen v. Cowles Media and Its Significance for First Amendment Law and Journalism, 3 Wm. & Mary Bill Rts. J. 419, 462(1994). 한편, Garfield(Alan E.)는 Cohen 판결은 조리에 맞지 않는 것이며, 수정 제1조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경우라면 불법행위 소송이나 계약관련 소송을 가리지 않고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소송의 결과가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계약의 자유에 근거하여 계약을 무분별하게 강제하는 것은 온당치 않으며 법원은 계약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상충하는 이익을 비교하고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를 결정함으로써 이러한 충돌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Alan E. Garfield, Promises of Silence：Contract Law and Freedom of Speech, 83 Cornell L. Rev. 261, 363-64(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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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방대법원이 재산법 분야에 수정 제1조의

심사기준을 적용한 경우는 드물다. 법원이 국가행위의 존재를 인정하고도

수정 제1조의 심사를 거부하였던 계약과 약속에 의한 금반언의 맥락에서 적

용된 Cohen 사건의 법리와는 달리, 사적인 당사자가 재산권을 행사하는 경

우에는 법원은 국가행위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유재산의

소유자는 단순히 자기 사유지에서 전파되는 메시지가 싫다는 이유로 자기의

토지로부터 표현 행위자를 축출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의 강제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26) 

26) 이것은 연방헌법의 법리이며, 주헌법의 법리에서는 어떤 종류의 부동산에 특별한 목
적을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재산의 소유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도 자유롭게 표
현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그러나 쇼핑몰에서 근로자의 피켓팅 행위가 표현의
자유 행사에 해당한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켓팅 근로자를 축출한 쇼핑몰의 행위
는 정당하다는 판시(Hudgens v. NLRB, 424 U.S. 507, 520-21(1976))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주헌법상의 권리는 사인이 소유하는 쇼핑센터에서의 표현행위를 보호하는 데
까지 확장된다는 판시(PruneYard Shopping Ctr. v. Robins, 447 U.S. 74, 88(1980))는 대
조적이다. 제한적인 맥락에서이기는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사적 당사자에 대한 재산
권의 강제적인 행사는 헌법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일반원칙에 어긋나는 판결이 더러
있었다. 예컨대, Marsh v. Alabama 사건(326 U.S. 501(1946))에서 연방대법원은 컴퍼
니 타운(company town)의 소유자는 “공적인 기능(public function)”을 인수하였기 때문
에 컴퍼니 타운의 공공지역에서 종교 포교원을 축출하는 행위에 대하여 수정 제1조
가 적용된다고 하였고, Shelly v. Kraemer 사건(326 U.S. 501(1946))에서도 연방대법원
은 인종적으로 차별하는 부동산 계약조항은 수정 제14조에 어긋난다고 판시한 바 있
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궁극적으로 Marsh 사건과 Shelly 사건의 법리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였다. 이후의 사건에서는 Shelly의 법리는 그 사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
정함으로써 법원이 강제하는 모든 私法관계가 국가행위와 연관되는 것을 방지하려
고 하였으며, Marsh 법리에 대해서도 법원은 같은 입장을 견지하였다. Hudgens v. NLRB 사건(424 U.S. 507(1976))에서는 연방대법원은 수정 제1조와 수정 제14조는 언
론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에 대한 국가행위에 의한 침해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사유재
산의 소유자가 오직 사적인 목적으로 차별 없이 표현행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적용
되지 않으므로 쇼핑센터는 수정 제1조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규정위반자를 축출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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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불법침입의 이론 하에 법원을 통하여 토지로부터 표현행위자를

축출하는 것은 국가행위로서의 성격이 결여되어 수정 제1조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다는 것이 현행의 법리라고 할 수 있다. 수정 제1조가 토지의

불법침입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오직 토지 소유자가 국가의 입장에서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회사는 그 로비에

불법으로 침입하여 떠벌이는 사람을 수정 제1조에 구애받지 않고 재산법 이

론에 따라 강제할 수 있게 된다.27)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재산권 법리를 수정 제1조에 우선시키는 연방대

법원의 태도에 대하여는 많은 비판이 따르고 있다. 예컨대, Sunstein(Cass R.)에

의하면, 재산법이 국가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재산법 그 자체가 국가행위와 국가권력과 깊이 연관된 국가

규제의 한 태양이다.28) 즉, Shelly v. Kraemer 사건에서 힌트를 얻은 Sunstein

은 쇼핑센터 사건의 경우에도 쇼핑센터의 소유자가 규정에 위반하는 표현

행위자를 축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국가가 그러한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였

기 때문이고, 사인에게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곧 국가권력의 행사라

는 것이다.29)

27) 피켓팅을 하는 사람들은 쇼핑센터에 들어가서 파업을 광고할 수 있는 수정 제1조상

의 권리를 갖지 못한다. Hudgens, 424 U.S. at 519.
28) Cass R. Sunstein, Democracy and the Problem of Free Speech 39(expanded ed. 1995).
29) Cass R. Sunstein, The Partial Constitution 208(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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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수정 제1조는 표현행위를 제한하는 방식의

재산권 행사를 추구하는 민사소송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

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수정 제1조는 불법행위법 영역에서는 적용되지만 계

약법이나 재산법 영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불법행위 사건에 적

용되는 Sullivan rule과 계약법이나 재산법에 자주 적용되는 Cohen rule 모두

가 오늘날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밀유지

의무 위반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불법행위법 분야에 속하는지 재

산법 분야에 속하는지, 따라서 Sullivan rule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Cohen rule

이 적용되어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불법

행위법과 계약법, 불법행위법과 재산법상의 경계가 불명확하다는 것도 문제

이다. 

우선 불법행위법과 재산법의 경계가 모호하다. 예컨대, 퍼블리시티권(초

상게재권, right to publicity)30)에 대한 불법행위는 특정인의 동일성(identity)

을 나타내는 성명, 외모, 기타 동일성의 지표들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상업

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보호해 준다.31) 이러한 경우 불법행위법의 영역인

지 아니면 재산법의 영역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연방대법원은 Zacchini v. 

Scripps-Howard Broadcasting Co. 사건32)에서 명예훼손이나 오해를 유발하는

행위와 같은 불법행위는 명예의 실추나 정신적 고통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30) 퍼블리시티권이 최초로 명백하게 인정된 것은 Haelan Labs., Inc. v. Topps Chewing 
Gum, Inc. 사건에서였다. 202 F.2d 866, 868(2d Cir. 1953).

31) Restatement는 퍼블리시티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즉, “타인의 동의 없이 그

의 성명, 외모, 또는 동일성에 관한 다른 표지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사람은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Restatement(Third) of Unfair Competition §46(1995).
32) Zacchini v. Scripps-Howard Broadcasting Co., 433 U.S. 562(1977).



표현의 자유와 민사책임

- 459 -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어서 특허나 저작권법

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불법행위법에 대한 Sullivan rule의 적

용을 거부한 바 있다.33) 

다음으로 불법행위와 계약위반 행위의 구별도 불명확하다. 고전적인 정의

에 의하면, 불법행위란 민사상의 권리침해(civil wrong) 또는 법적 의무의 위

반이고, 계약위반이란 둘 이상의 당사자 사이에 법적으로 강제 가능한 의무

부담 합의의 위반이다.34) 불법행위법상의 의무가 對世的인 효력을 갖는 것

과는 달리 계약상의 의무는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만 적용된다. 이런 관점에

서 보면, 불법행위와 계약은 이론적으로 분명히 다른 두 가지의 책임의 근

원이 된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아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행한 약속의 파기

인 계약의 위반에 대해서는 일종의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이 인정되고, 불

법행위법에서는 법률에 의해 의무가 인정되고 엄격책임 보다는 주로 고의나

과실에 의한 책임이 인정된다.35)

33) Zacchini, 433 U.S. at 573. Zacchini 사건에서 특이한 것은 한 연기자의 행동 전체(entire 
act)가 촬영되어 텔레비전 뉴스프로그램에서 재방송되었다는 점이다. 연방대법원은

그의 모든 행동을 필름에 담아 텔레비전 뉴스에 방영한다는 것은 그 공연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는 사실에 중점을 두었다. Id. at 575. 그러나 위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이러한 종류의 불법행위가 불법행위법 분야에 속하

는지 재산법 분야에 속하는지, 따라서 Sullivan rule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Cohen rule
이 적용되어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몇몇 연방하급법원은

Zacchini 사건에서의 연방대법원의 입장과 달리 퍼블리시티권이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을 제약하는 경우에 수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이 된다고 보았다. 프로야구 선수

의 성명, 통계, 그리고 기타 인명정보는 수정 제1조에 의해 보호되는 공적 관심사이

다. CBC Distribution & Mktg., Inc. v. Major League Baseball, 505 F.3d 818, 823-24(8th 
Cir. 2007). 또한 미식축구연맹(NFL) 소속의 미식축구 선수들에 관해서도 동일하다고

한 CBS Interactive Inc. v. Nat'l Football League Players Ass'n, No. 08-5097, 2009 WL 
1151982, at 21(D. Minn. Apr. 28, 2009) 판결 참조. 이러한 소송에서 법원은 퍼블시티권

을 재산권으로서 보다는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권리로 취급하였다. Neil M. Richards 
& Daniel J. Solove, Privacy's Other Path：Recovering the Law of Confidentiality, 96 
Geo. L.J. 123, 153(2007).

34) Restatement(Second) of Contracts §1(1981).
35) Solove & Richards, supra note 9, at 1666-67. 그러나 현실과 이론에 있어서 불법행위와 계약의 구별이 뚜렷하지 못하다. Grant Gilmore에 의하면, 계약법은 19세기의 지적 산물이며 이후 100여년에 걸쳐 불법행위법에 의해 흡수되었다. Grant Gilmore, The Death of Contract 6-9(1st ed. 1974). 계약책임을 고의나 과실에 기초한 책임으로서 보다는 절대적 책임형식의 하나로 유지하려던 Holmes나 Williston과 같은 계약법 이론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세기의 복지국가의 등장과 함께 약속에 의한 금반언과같은 강제적인 의무부담, 책임주의 원칙(fault-based doctrine)의 도입 등에 의하여 계약법은 변화되어 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체계상 아직도 불법행위와 계약은 분명한차이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많은 중요한 법원칙은 불법행위와 계약 사이의 회색지대에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변호사와 고객 사이, 대리인과 본인 사이 또는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주의의무, 충성의무, 비밀유지의무 등과관련하여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예로 들면, 이러한 불법행위는 권리침해(civil wrong)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볼 수도 있고, 당사자 사이의 사적인 거래에대한 합의로부터 나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무의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위반 행위로 볼 수도 있다. Solove & Richards, supra note 9, at 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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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불법행위와 계약위반의 구별이 불명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법행위와 재산권 침해가 불명확하다는 사실은 사법(private law)을 불법행

위법, 계약법, 재산법 등으로 형식적으로 분류하여 Sullivan rule과 Choen rule

을 구분하려는 접근방법이 막연하고 궁극적으로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36) 

민사법 형식의 불명료성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중대한 문제가 바로 수정

제1조 하에서 비밀유지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비밀유

지의무를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소와 계약위반의 요소를 겸비하는 데서

생기는 문제이다.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불법행위 소송을 통하여 구

제되는 이익은 계약법이나 약속에 의한 금반언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과

36) 실제로 하급법원에서는 이러한 형식주의적 접근방법을 피하고 있다. 예를 들면, Food 
Lion, Inc. v. Capital Cities/ABC, Inc. 사건에서 제4 항소법원은 충성의무의 위반과 토

지에 대한 불법침입 등 불법행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Choen rule을 적용하였고(194 
F.3d 505, 522(4th Cir. 1999)), 반대로 몇몇 법원은 계약위반 사건에 대하여 Sullivan 
rule을 적용하였다. 예컨대, Compuware가 Moody's를 상대로 신용등급 평가를 성실하

게 해야 할 묵시적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Compuware Corp. v. 
Moody's Investors Service, Inc. 사건(499 F.3d 520, 531(6th Cir. 2007))에서는 표면적으

로는 계약위반이 주장되었지만 실제로는 과실에 근거한 것이고 따라서 Compuware
의 재정상황에 대한 Moody's의 의견표명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시도

에 불과하다는 것이 제6 항소법원의 의견이었다. 따라서 법원은 명예훼손의 성립을

위해서는 수정 제1조의 요구에 의해 Compuware는 Moody's의 실제적 악의(actual 
malice)를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다.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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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하지만, 비밀유지의무는 당사자 사이의 동의에 기초한 관계에서 발생한

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이나 私事의 공개 등과 같은 불법행위와는 다르다. 수

정 제1조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문제가 된 정보의 성격은 계약책임이냐 불

법행위책임이냐에 상관없이 동일한데 왜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책임

을 추궁하는 형식이 불법행위 소송이냐 묵시적 계약위반 소송이냐에 따라

수정 제1조의 적용결과가 달라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37) 

이론적인 수준에서 보면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의한 불법행위소송에서는

私事의 공개를 이유로 하는 불법행위 소송에 있어서와 같은 많은 제약이 따

르지는 않는다. 私事의 공개에 의한 불법행위에서는 합리적인 사람에게 “매

우 불쾌할 정도로(highly offensive)” 사생활 관련사실을 널리 공개함으로써

책임이 성립하고 공중의 관심대상이 되는 합법적인 사실의 공개에 대해서는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38) 이와는 달리,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의한 불법행

위에서는 책임의 성립에 대한 매우 불쾌할 정도의 요건이나 책임의 조각에

대한 “공적 관심대상이 되는 합법적인”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요건은 필요

하지 않다.39) 

지금까지는 이러한 비밀유지의무 위반 소송이 수정 제1조에 어긋나는 것

37)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에 대하여 미국에서는 오랫동안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지만 영

국에서는 비밀유지의무의 위배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소송을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주된 수단으로 삼아 왔다. 영국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불법행위는 친구, 배우

자, 연인 상호간에도 엄격하게 적용되는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변호사와 의사, 은행

또는 병원과 같은 전문 직업인들 사이에 적용되는 것으로 발전해 왔다. Richards & 
Solove, supra note 33, at 157-58(2007). 지난 수십년 동안 미국에서는 비빌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불법행위 소송은 많이 증가해 오고 있다. Id. 
38) Restatement(Second) of Torts §652D(1977).
39)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불법행위의 성립에는 비밀유지가 필요한 관계에서 알게

된 사적인 정보를 비밀소지자의 동의 없이 또는 공개할 권한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

는 행위가 요구된다. 비밀유지의무 위반 소송에서는 피고는 단순히 그 정보가 합법

적인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즉, 변호사, 의사, 은행원과의 관계에서 수집된 많은 개인정보가 공공의 합법적인 관

심사가 될 수 있지만, 법은 이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확보하고 솔직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신뢰관계 위반에 대해서는 보도가치를 면책사유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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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에 관해 일관성 있는 결론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현재 다수의 州에서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불법행위 소송을 인정하고 있지만 수정 제1조의

쟁점은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환자가 병원

과 의사를 상대로 비밀유지의무 위반을 문제로 삼은 Anderson v. Strong 

Memorial Hospital 사건40)에서 피고들은 수정 제1조에 의한 방어를 주장하였

으나 뉴욕주 법원은 Cohen의 법리를 적용하여 수정 제1조는 피고들의 책임

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41) 

이 판결에 대하여는 크게 상반되는 논평이 있으며,42) 수정 제1조에 의한

심사가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소송에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왜 계약이나 약속에 의한 금반언과 관련한 언론의 자유가 불법행

위와 관련한 언론의 자유와 구별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는다.43)

40) Anderson v. Strong Memorial Hospital, 573 N.Y.S.2d 828, 829-30(Sup. Ct. 1991).
41) Id. at 830.
42) Susan Gilles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의한 불법행위 소송은 오로지 표현행위(speech)

만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Cohen의 법리로 다루기에는 중립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Susan M. Gilles, Promises Betrayed：Breach of Confidence as a Remedy for 
Invasions of Privacy, 43 Buff. L. Rev. 1, 72-73(1995). 나아가 표현행위자는 언제 비밀

유지의무를 부담하는지가 불분명하여 표현에 대하여 커다란 두려움을 갖게 되므로

이러한 소송은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가져온다고 주장한

다. Id. at 82. 그러므로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불법행위 소송은 그 자체로서 헌

법에 위반되거나 원고로서는 극복할 수 없는 수정 제1조의 엄격한 위헌심사기준에

직면하게 된다고 한다. Id. at 75. Andrew McClurg도 신뢰관계의 위반에 대한 불법행

위 소송은 표현행위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유지의무 위반의

희생자를 구제하는 적절한 수단으로서는 묵시적 계약 이론이 원용되어야 한다고 주

장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Gilles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Andrew J. McClurg, Kiss 
and Tell：Protecting Intimate Relationship Privacy Through Implied Contracts of 
Confidentiality, 74 U. Cin. L. Rev. 887, 908-17(2006). Gilles나 McClurg의 견해와는 달

리, Peter Winn은 수정 제1조는 계약상의 의무나 직업상의 의무에 근거한 민사책임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면서, 연방대법원도 비밀을 폭로하지 않기로 한 합

의의 법적 강제에 대한 헌법적 심사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견을 매우 존중하는 태도

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Peter A. Winn, Confidentiality in Cyberspace：The HIPAA 
Privacy Rules and the Common Law, 33 Rutgers L.J. 617, 679(2002).

43) McClurg의 경우를 예로 들면,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의한 불법행위 소송과 기능적으
로 거의 동일한 대체물인 묵시적인 계약이론에 의한 소송을 인정하지만, 하나는 불
법행위법상의 소송이고 다른 하나는 계약법상의 소송이라는 형식적인 차이에 따라
서 왜 수정 제1조가 각각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고 있다. McClurg, supra note 42, at 9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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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비밀유지의무는 Sullivan rule과 Cohen rule이라는 상충하는 법리

의 적용이 모두 타당하다고 주장되는 민사책임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 

Sullivan rule과 Cohen rule이 적용되는 각각의 영역을 구별하고 수정 제1조

의 심사기준이 민사책임에 적용되는 기준을 제시하는 일관성 있는 이론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불법행위, 계약, 그리고 재산권 영역은 많은 부분에서 서로 중복되기 때

문에 언제 수정 제1조가 민사책임의 성립 여부에 적용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두 가지 법리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 특히, 비밀유지의

무에 관한 법리에서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이하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민사책임의 관계에서 수정 제1조가 어떠한 기준

하에서 민사책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 지금까지 제시된

이론을 검토해 보고 최근에 제시된 새로운 이론을 살펴보기로 한다. 

민사책임이 언제 수정 제1조를 연루시키는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

여 법원이 사용해 온 가장 일반적 방법은 법률의 “일반적 적용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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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ly applicable law approach)” 접근방식이다. 이 이론은 언론을 억압하

기 위해 표현행위를 법적으로 선별하는 경우에 수정 제1조의 정신은 위협받

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표현행위와 비표현행위에 중립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률이 적용되는 상황은 수정 제1조에 의한 보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고 한다. 

Choen 사건에서 White(Byron R.) 대법관의 다수의견은 일반적으로 적용되

는 법률은 단순히 그 법률의 적용으로 인하여 언론기관의 취재와 보도의 능

력에 부수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수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고 하였다.44) Cohen 사건 판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generally 

applicable)” 법률45)에 의한 접근방식, 즉 일반적 적용가능성 접근방식에서는

어느 법률이 표현행위와 비표현행위를 동등하게 취급하면 그 법률은 일반적

적용이 가능한 법률이고 따라서 수정 제1조의 심사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률의 일반적 적용가능성 접근방식 하에서는 명시적인 계약이나

묵시적인 계약 또는 약속에 의한 금반언에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행위에

대한 책임문제는 수정 제1조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私事

를 공개한 데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오직 표현행위만을 표적으로 삼

는 것이기 때문에 수정 제1조가 적용되어 그러한 책임의 성립이 부정될 것

44) Cohen, 501 U.S. at 669.
45)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generally applicable)” 법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

다. 예를 들면 표현행위자와 비표현행위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률을 의미하는지 피고

가 언론매체이든 비언론매체이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률을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Eugene Volokh는 Cohen 사건을 좁게 이해하여 언론의 자유(freedom of press) 문
제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해석에 의하면, Cohen 판결은 수정 제1조는

언론을 가려서 달리 취급하지 않고 모든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에 대해서는

수정 제1조의 가중된 심사(heightened scrutiny)기준의 적용이 요구되지 않는다. Eugene 
Volokh, Speech as Conduct：Generally Applicable Laws, Illegal Courses of Conduct, 
“Situation-Altering Utterances,” and the Uncharted Zones, 90 Cornell L. Rev. 1277, 
1294-97(2005). Volokh에 의하면, 연방대법원이 말하는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법률

이라는 법리는 오직 언론의 자유에 주안점이 두어진 것이고, 약속에 의한 금반언이

표현의 자유(free speech)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지(判旨)는 곧 약속에 의한 금반

언은 동의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포기라는 것이다. Id. at 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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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46)

민사책임 문제가 언제 수정 제1조 위반문제를 야기하는지에 대하여 당사

자가 수정 제1조상의 권리를 포기하는 데 대하여 동의를 하였는지 여부를

살피는 접근방식이 가장 일반적으로 인정받는 이론이다. 이러한 이론 하에

서는 당사자가 계약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포기한다는 합의를 하

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 제1조가 민사책임의 성립을 방해하는 것으로 이해한

다. 법률의 일반적 적용가능성 접근방식과 마찬가지로 이 이론도 Cohen 사

건 판결이 이론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Cohen 사건에서 연방대법원

은 자신의 법적 의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결정하고 진실한 정보를 공

개하는데 대하여 어떠한 제약이 따르는지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계약이라는

46) 그러나 법률의 일반적 적용가능성 접근방식이 수정 제1조의 명확한 적용 범위를 설

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일반적 적용가능성 이론은 어려운 분석상의 문제를 야

기한다. 즉, 어느 특정 분야에 대한 적용의 일반성의 수준이 곧 법률 전체의 일반적

적용가능성을 결정할 것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Bartnicki v. Vopper 사건(532 U.S. 
514(2001))에서 연방대법원은 불법도청에 의한 정보의 수집, 이용, 공개에 대한 구제방

법으로서 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도록 한 전기통신비밀보호법(Electronic Communication 
Privacy Act, ECPA)의 규정에 대하여 심사하였다. 그 규정이 수정 제1조에 어긋난다

는 결론에 도달함에 있어서 연방대법원이 Cohen 법리에 대하여 전혀 논의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된 위의 특정한 규정에만 초점을 맞추어 분석함으로써

그 규정이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Id. at 
534-35. 그러나 ECPA는 불법도청된 통신내용의 공개 뿐 아니라 도청이나 다른 형식

의 감시행위도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려되었더라면 일반적으로 적

용가능한 법률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ECPA는 표형행위(speech)
와 비표현행위(non-speech)를 모두 규제한다. Bartnicki 사건에서는 문제가 되었던 규

정은 전보나 구두 또는 전기통신의 내용을 (a) 고의적으로 도청하는… (b) 고적으로

사용하는…또는 (c) 고의적으로 폭로하는 행위를 중범죄로 처벌하고 민사상의 불법

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규정이었다. 18 USC §2511(1) (2006). 결국 Bartnicki 사건 판

결에서 보듯이 법률의 일반적 적용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는 접근방식은 법률의 일반

적 적용가능성의 적절한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원칙도 제공해주지 않고 있다

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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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에서 스스로 결정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47)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스스로 부과한 제약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계약에 의하여 포기한 것

이라는 관점에서 수정 제1조는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48) 

그러나 합의에 의한 포기 접근방식은 미포괄적인 접급방식이라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민사책임 문제를 해결하는 완전한 기준이 되지 못한

다. 즉, 전적으로 표현자의 권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합의에 의한 포기 접

근방식은 시민의 알권리를 보호한다는 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사회적 이익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표현의 자유의 정당성은 오로지 표현자

의 자율성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자치나 진실의 추구에 필수적

인 공개적인 의사전달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도 의존하기 때문이다. 연

47) Cohen, 501 U.S. at 670. Eugene Volokh도 표현의 자유는 계약으로 포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Eugene Volokh, Freedom of Speech and Information Privacy：The Troubling 
Implications of a Right to Stop People from Speaking About You, 52 Stan. L. Rev. 
1049, 1057(2000). Volokh에 의하면, 어떤 특정한 관계 내에서는 비밀유지에 대한 관

습이 확고하게 성립되어 있는 관계로 묵시적인 비밀유지 여부에 관한 계약이 존재하

면 수정 제1조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Id. at 1057-58. 그는 비밀유지 여부에 관한 사

회적인 관습이 성립되어 있지 않은 영역에서의 행위로부터 법률이 계약의 존재를 묵

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다소 복잡하다고 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

가 정확하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는지를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묵시적 계약에 의

한 당사자의 의무의 범위를 기본적으로 법률이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법원의 결정

에 맡겨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다. Id. 따라서 Volokh는 최소한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비밀유지 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한, 비밀유지에 관한 묵시적 계약

에 관한 문제의 해결방안은 입법부의 몫이라고 한다. Id. at 1060. Volokh는 계약책임

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헌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사

람들로 하여금 나에 대한 약속을 어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함으로

써 그의 이론을 정당화하고 있다. Id. at 1061. 이런 경우에는 국가는 단지 표현행위

자가 스스로 떠안은 의무를 강제하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된다.
48) 일부 하급법원은 당사자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의 포기에 동의한 경우에는 수정

제1조는 민사책임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제3 항소법원

은 일반적으로 덜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는 계약에 의해 포기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만 이러한 포기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안과 여건 등으로 볼 때 포

기하는 당사자가 포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로

포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Erie Telecomms., Inc. v. City of Erie, 853 
F.2d 1084, 1096(3d Cir.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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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법원은 Sullivan 사건에서 이러한 사회적 이익을 거리낌 없이 열린 마음

으로 활발한 공적인 토론을 확보하는 것으로 묘사한 바 있다.49) 개인의 자

율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어떤 표현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

우에는 활발한 공개적인 토론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합의에

의한 헌법적 권리의 포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이 이론은 수정 제1조가 내

포하고 있는 가치에 대한 이러한 위협을 설명하지 못한다.

또한 이론적 차원에서는 합의에 의한 포기 접근방식이 자율성에 초점을

맞춘 것은 위헌적인 조건 부과의 문제점을 설명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정

부가 시민들에게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삼가는 대가로 100달러씩 지불

할 것을 제안한 경우, 자율성 차원에서의 접근하게 되면 그러한 제안을 받

아들이는 것은 시민들이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수정 제1조상의 권리를 자

율적으로 처분하는 것으로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게 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이익의 관점에서 보면 정부는 잠재적인 비판의 근원을

매수함으로써 공적인 논의를 왜곡하고 질식시킨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연방대법원은 여러 사건에서 정부는 어떤 혜택

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헌법상의 권리를 포기시킬 수 없다고 하고 있다.50) 

이러한 “위헌적 조건 원칙(unconstitutional conditions doctrine)”은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51) 합의에 의한 헌법상의 권리의 포

49) Sullivan, 376 U.S. at 270.
50) 복지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성 문제의 제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연방자금을 지원하

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고(Legal Servs. Corp. v. Velazquez, 531 U.S. 533, 
548-49(2001)), 보도에 사적인 의견을 삽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공적인 방송자금

을 지원하는 것 역시 헌법에 어긋난다고 하였으나(FCC v. League of Women Voters, 
468 U.S. 364, 402(1984)), 낙태 관련 카운슬링을 제공하는 자는 연방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였다Rust v. Sullivan, 500 U.S. 173, 
200(1991).

51) 예를 들면, Jason Mazzone의 지적에 의하면, 연방대법원은 헌법상의 권리의 포기를
일관성 없이 처리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수정 제1조를 비롯한 헌
법상의 권리의 포기를 상당히 우호적으로 취급하면서도 형사적 정의의 측면에서는
강제성이 매우 높은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 제약을 거의 가하지 않고 있다. 유죄답변
거래(plea bargain)에서 형사피고인은 공소사실의 축소 또는 형량의 감축을 위해 여러
가지 헌법상의 권리를 포기는 바, 법원은 plea bargain을 위헌적 조건 원칙의 적용보
다는 보통의 계약과 비슷한 취급을 하고 있다. Jason Mazzone, The Waiver Paradox, 
97 Nw. U. L. Rev. 801, 801-04, 833-3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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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수정 제1조를 위협하는 것이고 따라서 가중된 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합의에 의한 포기 접근방식도 표현의 자유가 촉진하는 이익 중 사회적 이

익을 제외하고 개인적 이익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단지 부분적이고 불완전

한 해결방안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형식의 민사책임에 대하

여 정부가 잠재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게 되는 문제점도 설명하지 못한다. 

권리침해의 성격 접근방식은 주어진 사건에 Cohen rule을 적용할 것인지

Sullivan rule을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민사책임에 의해 치유되는

손해의 성격을 고려하는 접근방식이다. 이러한 이론 하에서는 어떤 권리침

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수정 제1조와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보는 반면에 다

른 종류의 권리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본다. 

Sullivan 사건에서 치유된 권리침해는 명예에 관한 것이었다. 그에 반해서

Cohen 사건에서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지 않고 보도하지 않

기로 한 약속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직업을 잃고 소득활동 능력의 저하로 인

한 손해를 청구한 것이었다.52) 

몇몇 법원은 Cohen 사건으로부터 구제되어야 하는 권리침해의 성격이 수

정 제1조의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다. 예를 들면, 사기

에 관한 사건인 Veilleux v. NBC 사건53)에서 제1항소법원은 피고의 표현에

의해 야기된 손해의 성격에 초점을 두어 그 손해는 명예관련 손해가 아니고

52) Cohen 사건에서는 명예훼손에 의한 청구의 엄격한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Cohen이
약속에 의한 금반언을 소송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한 것은 아

니었다. Cohen, 501 U.S. at 671.
53) 206 F.3d 92(1st Ci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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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 손해라고 판단함으로써54) Sullivan rule이 아닌 Cohen rule을 적용하

였다. 한편, Moody's가 신용등급 평가를 성실하게 해야 할 묵시적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Compuware Corp. v. Moody's Investors 

Service, Inc. 사건55)의 경우에는, 표면적으로는 계약위반이 주장된 사건이지

만 이 논의는 과실에 근거한 것이고 따라서 Compuware의 재정상황에 대한

Moody's의 의견표명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시도에 불과하다

는 것이 제6항소법원의 의견이었다. 따라서 법원은 명예훼손의 성립을 위해

서는 수정 제1조의 요구에 의해 Compuware는 Moody's의 “실제적 악의(actual 

malice)”를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다.56) 이러한 불법행위가 Cohen rule에 속한

다 하더라도 명예훼손 같은 손해가 아닌 것만이 수정 제1조의 문제를 야기

하지 않고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57) 

그러나 현재로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권리침해의 성격 접근

방식은 표현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는 불완전

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먼저, 형식주의를 회피한다고 주장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권리침해의 성격에 근거하여 사건을 구별하려는 시도는 불명확한 결

말을 가져오는 또 다른 형식주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lan 

Garfield의 비판에 의하면, 경제에 관한 손해와 명예에 관한 손해를 구별하

54) Id. at, 128.
55) Compuware Corp. v. Moody's Investors Service, Inc., 499 F.3d 520, 531(6th Cir. 2007).
56) Id.
57) Id. 한 지방법원이 이러한 접근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전체적으로 보

면, Hustler와 Cohen은 언론매체를 상대로 한 소송이 구제하려고 하는 손해를 유형화

함으로써 소송을 분류한다. 만일 당사자가 명예나 마음의 상태에 관하여 입은 손해

의 구제를 추구한다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청구의 헌법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소

송이 가능하다. 그러나 당사자가 실직이나 고용기회의 감소 등과 같이 명예에 관한

침해가 아닌 손해의 구제를 추구한다면 그 청구가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법률에 의

해 이루어지는 한 수정 제1조는 그 청구를 금지하지 않는다. Steele v. Isikoff, 130 F. 
Supp. 2d 23, 29(D.D.C. 2000). 수정 제1조가 민사책임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권리침해의 성격에 따른 접근방식은 극단적인 형식적 해결방안을 회피하려

는 시도를 한다는 장점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서로 다른 형식의 책임은 표

현의 자유에 대한 서로 다른 종류의 위협을 제공한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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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Sullivan 사건도 그 아류의

사건도 경제와 명예의 손해라는 구별을 하지 않고 있으며 그러한 구별은 유

지될 수도 없는 것이다.58) 권리침해의 성격에 따른 접근방식은 서로 다른

권리침해의 종류라는 모호한 구별에 의존하는 것이며 언제 수정 제1조가 민사

책임에 적용되어야 하는가를 조리 있게 결정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권리침해의 성격 접근방식은 어떤 종류의 권리침해가 수정 제1

조의 해석에 있어서 중요하고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은지에 대하여 현재로

서는 명확하게 밝혀 주는 바가 없다. 예컨대, 권리침해의 성격에 따른 접근

방식은 경제적 손해, 명예의 손실, 향락의 상실 등 설사 서로 다른 종류의

민사책임이 부과되는 권리침해의 종류를 정확히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Sullivan rule 또는 Cohen rule 중 하나를 적용할 것을 결정하는 것 외에는 어

떤 종류의 손해가 수정 제1조의 목적에 위협이 되고 어떤 것이 위협이 되지

않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표현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에 언제 수정 제1조의 심사기준이 적용되느냐

에 대한 또 하나의 접근방법은 책임이 추궁되는 표현행위의 성격을 살펴보

는 것이다. 즉, 표현행위가 공적 관심사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민사책임의 성

립 여부에 수정 제1조가 적용된다고 판단하는 이론이다. 예컨대, 공공부문의

고용의 맥락에서 표현행위와 관련하여 정부가 공적 관심사에 관한 고용인의

표현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수정 제1조가 적용된다.59) 다른 맥

락에서도, 예컨대, Bartnicki v. Vopper 사건60)에서처럼 연방대법원은 불법적

58) Alan E. Garfield, The Mischief of Cohen v. Cowles Media Co., 35 Ga. L. Rev. 1087, 
1123(2001). Garfield는 명예훼손의 발언이 피해자의 영업을 해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

식 중의 하나는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것이고 보통법은 오랫동안 경제적 손실은 명

예훼손에 의한 손해의 일부로 이해해 왔다고 주장한다. Id. at 1123-24.
59) Connick v. Myers, 461 U.S. 138, 146(1983).
60) Bartnicki v. Vopper, 532 U.S. 514(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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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도청에 의해 획득된 정보라는 사실을 알고 공개한 경우에 그 정보가 공

적 관심사에 관한 정보일 경우라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연방법률에 수정 제

1조가 적용된다고 하였다.61) 공적 관심사 접근방식은 공적 관심사에 관한

자유로운 표현은 수정 제1조의 핵심으로서 민주주의적 자기지배의 과정과

관련이 있다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오로지 쟁점이 되는 정보의 타입에만 초점을 두는 것은 현행의 법

리와 명백히 일치되지 못한다. Cohen 사건에서 문제되었던 정보는 공적인

관심이 집중된 것이었으며 이러한 접근방식에 의하면 Cohen 사건은 결론이

달라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는, 공적 관심사 접근방식은 비밀스러운 관계를 희생시켜가며

수정 제1조에 의한 보호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보도

가치 있는 정보에 관한 사인 사이의 모든 계약에 대하여 수정 제1조에 의한

가중된 심사기준이 적용될 것이다. 공적인 인물(public figures)은 사인의 경

우보다 그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 훨씬 더 제한될 것이다.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정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입수한 상황에 따라서

공개가 제한된다는 것은 분명히 수긍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공적 관

심사 접근방식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수정 제1조에 의한 보호를 지나치게 넓

게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모든 민사책임의 성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수정 제1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는 이론이 수정 제1조의 이익형량 접근방식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서로 다

른 형량이론이 제안되어 있다. 

우선, 이익형량의 한 형식으로 표현행위로 인한 모든 형식의 책임에 수정

제1조를 적용하되 서로 다른 법률의 영역에 서로 다른 법칙을 적용해야 한

61) Id. at, 5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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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범주적 이익형량(categorical balancing)의 형식이 주장되고 있다.62) 그러

나 이러한 이익형량 형식에 대하여는 계약과 약속에 의한 금반언 상황에는

무수히 많은 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두루 적용되는 범주적 이

익형량의 틀을 형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다.63) 

다음으로, 비밀유지 계약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된 수정 제1

조의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개별 사례별로 이익형량 분석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심사기준의 구성요소는 실질적인 정보원(情報源)의 성격, 정보

원으로부터 정보가 누출된 이유, 정보원(情報源)의 관련성, 언론이 공개하게

된 이유, 정보원(情報源)과 기자의 관계의 성격 등으로 이루어진다고 한

다.64) 이것은 언론기관이 수반된 비밀유지 계약의 맥락에서 발전된 분석방

식이지만 그 논리는 보다 널리 일반적인 비밀유지 계약에까지 확장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이익형량의 형식으로서 표현행위로 인한 모든 민사책임

의 경우에 United States v. O'Brien 사건65)에서의 중간심사기준(intermediate 

scrutiny)을 적용하려는 경우이다. O'Brien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이른바 세

파트 심사기준(three part test)을 적용하여 징병카드를 불태운 상징적 표형행

위(symbolic speech)에 대하여 유죄를 확정하였다. 즉, 표현행위의 억압과 무

관하고 수정 제1조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중요한 국가

이익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이 세 파트 심사기준의 내용이다.66) 그러나

O'Brien식 접근방식도 민사책임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한

62) 이 문제를 가장 철저히 다룬 사람은 실제로 모든 민사책임의 경우에 수정 제1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Robert M. O'Neil이다. 자세한 것은 Robert M. O'Neil, The 
First Amendment and Civil Liability(2001) 참조.

63) T. Alexander Aleinikoff, Constitutional Law in an Age of Balancing, 96 Yale L.J. 943, 
972-95(1987).

64) Lili Levi, Dangerous Liaisons：Seduction and Betrayal in Confidential Press-Source 
Relations, 43 Rutgers L. Rev. 609, 715(1991).

65) United States v. O'Brien, 391 U.S. 367, 376(1968).
66) Id. at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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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O'Brien 심사기준은 징병카드를 불태우는 것과 같은 상황, 즉 내용중립

적인 법률이 표현행위를 제한하는 부작용을 가져오는 상황에 맞도록 설계된

심사기준이고 개인이 다른 개인에 대하여 권리의 실현이나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심사기준이 아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심사기준이 어떻게 민

사책임의 맥락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즉, 개인 간

의 민사책임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국가는 이해관계를 갖지 않기 때문에 표

현의 억압과 무관한 국가의 이익과 표현행위자에게 과하여진 부담을 형량한

다는 사고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국가는 일반적으로 강제되어

야 할 비밀유지 계약의 당사자도 아니고 수정 제1조에 근거한 소송의 당사

자도 아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O'Brien 심사기준은 어느 종류의 민사책임이 수정 제1조를 위

협하는가를 결정하는 기준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즉, O'Brien 심사기준은

형량을 하라고 요구하지만 형량의 기준이나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민사책임의 성립이 언제 수정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는가에 대하여 위에

서 논의한 여러 가지 접근방식은 모두 설득력 있는 방안을 제공해 주지 못

하고 있다. 즉, 법률의 일반적 적용가능성 접근방식은 가장 중요한 문제인

법률 적용의 일반성을 판단할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합의에 의한 포기

접근방식은 상당한 이론적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위헌적 조건 원칙을 설명

하지 못하고 표현의 자유 보장에도 미흡한 측면이 있다. 권리침해의 성격

접근방식은 손해의 분류 방식에 원칙적인 기준이 없으며, 공적 관심사 접근

방식은 정보의 성격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그 정보가 어떻게 입수되었는가

하는 문제와 같은 다른 점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수정 제1조의

이익형량 접근방식은 많은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방대한 사인간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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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역을 헌법의 문제로 끌어들이는 단점이 있다. 

그리하여 표현의 자유와 민사책임의 관계를 해명하는 데에는 관련 국가

권력(government power)의 성격이 핵심적 열쇠라고 보는 접근방식이 새로이

논의되고 있다. 물론 법규가 집행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어느 정도는 국가권

력이 수반된다. 따라서 쟁점은 어떤 형식의 국가권력이 행사되느냐 하는 문

제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국가권력이 자유로운 표현에 특히 위험하여 제한

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 이론의 골자는 국가권력이 말하지 않을 私法的 의무의 내용을 결정하

는 경우, 즉 국가권력이 “의무의 범위를 규정하는(duty-defining)” 경우에는

그 국가권력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특별한 위험을 내포하게 되고 이러한 위

험이 수정 제1조의 적용을 정당화할 수 있으며, 반면에 私人인 당사자가 표

현을 제한하는 법규의 내용을 정하는 경우에는 수정 제1조를 적용하지 말아

야 한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먼저 이러한 접근방식이 국가행위 이론(state action doctrine)과

어떤 차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의무의 범위를 규정하는 국가권력이 특별히

수정 제1조에 대한 위협이 되는 이유와 의무의 범위를 규정하는 국가권력과

그렇지 아니한 국가권력을 구별하는 기준을 검토한 다음, 민사책임의 성부

에 수정 제1조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국가권력 성격 접근방식에 의하여 구체

적으로 검토한다.

국가행위 이론(state action doctrine)에서는 당사자에게 헌법적 청구를 하기

위한 원고적격(standing)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의 충분한 개입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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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는 이론이고,67) 국가권력의 성격에 따른 접근방식은 국가권력이 수정

제1조의 심사를 촉발하는 경우를 확정하는 이론이다. 국가행위 이론은 권력

이 국가에로 귀속될 수 있는 모든 경우가 적용대상이 되므로 포괄되는 국가

권력의 범위가 넓고 여기에는 의무를 규정하는 국가권력이든 그렇지 않든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국가권력의 성격에 따른 접근방식은 행사된 권력이

국가에 귀속되는지만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그 권력의 성격도 문제 삼는

다. 그리하여 단지 의무를 규정하는 국가권력만이 수정 제1조의 적용을 받

는다고 본다.

Cohen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이 국가행위의 존재를 인정한 것은 주목할 만

한 일이다. 연방대법원에 의하면 법률상의 의무가 법원의 공권력에 의하여

실현되는 경우에는 수정 제14조의 평등권 조항 적용의 측면에서는 언제나

국가행위를 구성한다.68) 국가행위를 그렇게 방대하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모

든 법규의 司法的 집행은 국가행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수정 제1조의 적용

가능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국가행위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아니라 법

원의 판결을 집행하는 경우에 존재하게 되는 국가행위가 수정 제1조에 의하

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이다. 국가행위 이론은 이러

67) 연방헌법은 사적 당사자가 아닌 국가행위만 구속하므로 국가행위 이론은 오직 국가

의 행위 또는 그 지시에 따라 한 행위에 대해서만 헌법적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 국가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대체로 다음의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

다. 즉, 첫째, 사인이 “공적인 기능(public function)”을 수행하는 경우, 둘째, 사인의

행위에 국가가 참여하거나 관련된 경우, 셋째, 국가가 사인의 행위를 독려한 경우 등

이 그것이다. 국가행위 이론은 Charles Black이 표현한 바대로 “개념적 실패 영역

(conceptual disaster area)”으로 일컬어질 만큼 불명확하기로 유명하다. Charles Black, 
Jr., Foreword：“State Action,” Equal Protection, and California's Proposition 14, 81 Harv. 
L. Rev. 69, 95(1967). 예컨대, 컴퍼니 타운(company town)의 운영은 사인이 공적인 기

능을 떠맡은 경우로 보아서 국가행위 이론이 적용되지만 회사가 소유하는 공공시설

(public utility)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컴퍼니 타운(company town)이 국가행위 이론의

영역에 속한다는 Marsh v. Alabama(326 U.S. 501, 509(1946)) 판결과 공공시설(public 
utility)에 관해서는 국가행위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Jackson v. Metro. Edison 
Co.(419 U.S. 345, 358(1974)) 판결 비교 참조. 

68) Cohen, 501 U.S. at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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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제에 대해 대답을 하지 못한다.

특정한 경우에 민사책임이 수정 제1조에 위반되느냐를 분석함에 있어서

세 가지의 고려사항이 있다.69) 

첫번째 문제는 최소한 가장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국가행위가 존재하는

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조사의 목적은 순수한 私的인 행위와 국가가

관련된 행위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Sullivan 사건이나 Cohen 사건 등에서

의 연방대법원의 판단에 의하면, 합의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민사책임 제도

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국가행위는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

서 국가행위의 존재는 충족시키기 쉬운 요건이다. 그러나 국가행위를 이렇

게 파악하는 것은 법원이 민사책임에 관한 판결을 강제하는 데에 수정 제1

조가 적용되는가라는 진정한 문제의 접근에는 미치지 못한다.

두번째 문제는 문제의 국가행위에 수정 제1조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살펴

보는 것이다. 국가행위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첫번째 문제와는 달리, 수정 제

1조의 적용 가능성 문제는 민사책임 제도에 언제나 수반하는 국가권력이 수

정 제1조를 위협하는 방법으로 행사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다. 

국가권력의 성격에 따른 접근방식에서 의무를 규정하는 국가권력과 그렇지

않은 국가권력을 구별하는 것도 이러한 결정에 명확한 기준을 추가하기 위

한 것이다. 

만약에 수정 제1조가 이러한 국가권력의 행사에 적용된다면 세번째 문제

가 제기된다. 즉, 문제의 민사책임의 형식이 수정 제1조의 심사를 통과할 것

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방대법원은 이익형

량(balancing)이라고 불리는 분석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특정한 국가권력

의 행사를 엄격심사기준 또는 중간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하면서, 필요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 소송에서의 실제적 악의(actual malice)나 공적 인물

(public figures) 이론과 같은 특별한 제한 이론을 개발하고 있다.70) 

69) Solove & Richards, supra note 9, at 1696.
70) Sullivan, 376 U.S. at 2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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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이유로 의무를 규정하는 국가권력과 그렇지 않은 국가권력을

구별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와 민사책임의 관계를 해명하는 데 핵심적인 열

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공적인 담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국가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수정 제1조가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경우에 초점을 맞춤으로

써 국가가 특별히 위험한 방식으로 민사책임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를 선별

하여 다룰 수 있게 될 것이다.71)

민사책임체계에 수반되는 국가권력 형식 중의 하나는 “의무의 범위를 규

정하는(duty-defining)” 권력이다. 국가는 이러한 형식의 권력을 통하여 사인

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을 명확히 한다. 국가가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준

수해야 할 사회적 행위에 관한 실질적인 법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행위법

을 이용한다면 그것이 곧 사인 간에 서로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된다. 

국가권력 형식의 또 다른 하나는 “의무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과 무관한

(non-duty-defining)” 것으로 단지 상호간에 의무를 설정하여 실현시키고자 하

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촉진시키는 제도를 확립하는 권력이다. 이러한 경

우에는 의무는 사적인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고 국가

는 단지 그러한 합의 배후에서 구속력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 경우

국가가 아니라 사적인 당사자가 서로 간에 부담하고 있는 의무의 내용과 실

질의 대부분을 결정하고 국가는 단지 사인이 정해 놓은 의무의 실현을 위해

국가권력을 행사한다.72)

71) Solove & Richards, supra note 9, at 1696-97.
72) 의무의 범위를 규정하는 국가권력과 그렇지 않은 국가권력의 구별에 의한 접근방식은 어느 정도 합의에 의한 포기 접근방식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국가권력의 성격에 따른 접근방식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합의에 의한 포기 접근방식과 구별된다. 합의에 의한 포기 접근방식에서는 화자(speaker)의 자율성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으며 동의가 중요 개념으로 작용하고 있다. 만약에 화자가 자기의 말할 권리의포기에 동의하고 그 동의가 자발적이라면, 합의에 의한 포기 접근방식에서는 수정제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권력 성격 접근방식에서도 수정 제1조는 문제가 있는국가권력의 행사를 제한하여야 하고 그러한 국가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합의에 의한 포기 접근방식의 비판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정책을 비판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100달러를 제의하는 가상적 사안에 대해 논의한 바처럼, 100달러의 지불이 비자발적으로 정부를 비판할 의도를 포기하게 할 정도의 강제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합의에대해서는 합의에 의한 포기 접근방식 하에서 수정 제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국가권력의 성격에 따른 접근방식 하에서는 그러한 합의도 수정 제1조의 심사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러한 합의의 문제점은 동의가 결여되었다는 것이아니라 국가가 권력을 행사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엄청난 재원을 동원할 수 있으나 그러한 재원을 공공의 담론을 왜곡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제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Solove & Richards, supra note 9, at 1690-91. 그러므로 중요한것은 국가권력의 성격이고 민사책임의 성립에 의무의 범위를 규정하는 국가권력이수반되는 경우에는 수정 제1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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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책임의 부과를 통하여 표현행위를 제한하는 경우에 책임의 원인이

되는 의무를 설정함에 있어서 “의무의 범위를 규정하는(duty-defining)” 국가

권력이 관여하게 되면 수정 제1조가 적용된다.73) 만일에 사인 상호간에 말

하지 않을 의무를 국가가 강제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책

임의 성립 여부에도 수정 제1조가 적용된다.74)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이론

73) 의무의 범위를 규정하는 국가권력은 개인이 언제 또는 어떠한 말을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국가가 행사하는 권력이다. 수정 제1조는 국가로 하여금 공적인 담

론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종류의 국가권력이 가장 유해하다고

할 수 있다. 연방대법원이 Sullivan 사건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수정 제1조는 주로

정부가 공공적 논의의 내용이나 조건을 왜곡하거나 억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주

된 관심을 가지고 있다. Sullivan, 376 U.S. at 269-70. 사적인 당사자가 불법행위법, 계
약법, 그리고 재산법을 통하여 협상하는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는 제한되는 것이지

만, 무엇보다도 수정 제1조가 위협을 받는 경우는 국가가 직접 공적 담론을 질식시

키기 위해 이러한 법률들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국가가 민사책임을 규정하는 것이

이런 경우에 해당하며 의무의 범위를 규정하는 국가권력이 수정 제1조의 가치에 특

별히 위험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74) Solove & Richards, supra note 9, at 1686-88. 수정 제1조가 표현행위를 제한하는 민사

책임에 적용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즉, 첫째, 국가가 민사상의 의무의 내용을 규
정(define)하고, 둘째, 그 의무를 화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거나 받아들이도록 국
가가 부당하게 권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수정 제1조가 적용된다. 위의 두 요소 중 어
느 하나가 결여되면 수정 제1조는 민사책임에 적용되지 않는다. Id. at 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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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오직 수정 제1조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만을 결정한다는 점이고, 수

정 제1조가 민사책임의 성부에 적용된다는 것이 곧 수정 제1조에 의하여 민

사책임의 성립이 부정된다는 의미는 아니다.75) 

이와는 달리, 국가가 의무를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정 제1조는 민사

책임에 적용되지 않는다. 의무가 사적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의되는 경

우의 민사책임은 사적 당사자 사이의 분쟁에 불과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

가의 관여가 충분하지 않아 수정 제1조의 심사를 정당화할 만한 상황이 되

지 못한다. 사적 당사자들이 스스로 규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권

력이 도구로 이용될 뿐이다. 사적인 합의도 공적인 담론을 문제가 될 만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수정 제1조는 특히 국가권

력이 공적인 담론을 위협하는 경우에 중점을 두고 있다.76)

(1) 일반론

국가권력의 성격에 따른 접근방식에 의할 경우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

의 제한이 불법행위법이나 재산법의 영역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수정

75) 국가가 부과한 의무가 표현행위를 제한하는 경우에 수정 제1조에 의한 심사가 이루

어는 이유는 국가가 화자를 민사책임 부과의 위험에 노출시킴으로써, 즉 국민들로

하여금 막대한 소송비용과 위험에 직면하게 함으로써 국가는 표현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에 관해서는 정부(공무원)가 원고가 되어 민사책

임을 이용하여 표현행위를 한 사람의 책임을 추궁하려고 한 Sullivan 사건이 좋은 예

가 된다. 그 사건에서의 표현행위는 정부 공무원의 공적인 행위에 대해 비판적인 것

이었다. 사실관계는 연방대법원도 인정하였듯이 명예훼손법이 검열의 도구로 사용되

고 있다는 것이었다. Sullivan, 376 U.S. at 265, 270, 279-80. 
76) Solove & Richards, supra note 9, at 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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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심사기준이 적용될 것이나 계약법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들 법 사이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점에 따른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2) 명예훼손 불법행위

대부분의 불법행위법상의 의무를 국가가 정의하므로 국가권력의 성격에

따른 접근방식에 의하면 표현행위를 제한하는 불법행위법에 대하여 수정 제

1조의 심사를 적용하게 된다. 예를 들면, 명예훼손법에서는 사람의 명예를

해치는 허위사실을 공개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는 국가가 요구하는

의무이다. 즉, 국가가 이러한 의무를 정의하고 개인은 이에 대한 복종을 회

피할 수 없다. 표현행위에 대한 책임원칙을 정함으로써 국가는 Sullivan 사

건에서와 똑같은 간접적인 검열의 위험이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따라서 반

드시 무효화시키는 것은 아니더라도 수정 제1조가 그 책임규칙을 심사하기

위하여 적용된다.77)

(3) 비밀준수 합의 위반의 불법행위

표현행위를 제한하는 불법행위법 분야에는 국가권력의 성격에 따른 접근

방식에 의하여 수정 제1조의 심사가 적용되지만 여기에는 중대한 예외가 있

다. 불법행위법에서는 불법행위법상의 의무에 종속되는 것을 회피할 수 있

는 경우가 더러 있는 바, 비밀준수의무 위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가 그

예이다. 표현행위자는 정보를 입수하는 때에 비밀준수의무를 단순히 거부함

으로써 불법행위법상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78) 

대부분의 주요 회사들, 특히 인터넷상으로 영업을 하는 회사들은 개인의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며 어떠한 경우에 그 정보를 제3자와 공유하게 되는지

77) Solove & Richards, supra note 9, at 1697.
78) Vickery는 비밀준수의무 위반의 불법행위의 요소를 논하면서, 비밀준수의 일반적 의

무는 합리적인 사람이 자기가 입수한 정보가 비밀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였거

나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그 정보를 비밀에 부치겠다고 동의한 경우에 존재한다. 
Alan B. Vickery, Note, Breach of Confidence：An Emerging Tort, 82 Colum. L. Rev. 
1426, 1456-58(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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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정책을 가지고 있다. 연방통상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회사가 밝힌 프라이버시 보호정책 위반을 이유로 많은

소를 제기하였다.79) 지금까지의 결론은 FTC가 제기한 프라이버시 보호정책

의 실현문제에 수정 제1조 위반 여부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FTC가 프라이버시 보호정책을 위반하여 정보를 누설함으로써

비밀준수 합의를 위반한 회사를 상대로 벌금을 부과한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수정 제1조의 심사가 적용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경우에는 그

러한 프라이버시 보호정책이 회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설정된 것인가 아니

면 법률에 의하여 강제된 것인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한 프

라이버시 보호규정이 회사의 자발적인 선언이라면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

가가 원고가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보호의무의 내용은 회사가 규정하고

자발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수정 제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국

가권력의 성격에 따른 접근방식의 결론이다. 

재산권과 표현의 자유의 관계에 관한 국가권력의 성격에 따른 접근방식

의 결론은 현행 판례법의 결론과 다르다. 집(토지)의 주인이 데모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범침입행위를 규제하는 법을 통하여 자기의

잔디밭에서 데모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에, 국가권력 접근방식에 의하

면 남의 토지에 침입하지 않을 의무의 내용은 국가가 규정하는 것이고 따라

서 표현행위자는 그 의무를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수정 제1조는 표현행위

를 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의 민사책임의 성립 여

부에 적용되는 것이 된다.

수정 제1조가 적용된다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언제나 불법침입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가에게 수정 제1조에 의해 보호되는 표

79) Daniel J. Solove & Paul M. Schwartz, Information Privacy Law 776-87(3d ed.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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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의 자유를 제한하여 주거의 신성함과 비밀을 보호할 긴절한 국가목적

(compelling state interest)이 있고, 근처에 표현행위를 위해 대체할 다른 장소

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 제1조의 심사기준을 통과하여 토지에 불법으로 침입

하여 표현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다.80) 

그러나 만일에 국가가 가가호호 방문하여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

률을 통과시킨다거나81) “자유로운 표현 구역”을 설정하기 위해 도시구획법

(zoning law)을 이용하는 경우에는82)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연방대

법원이 City of Ladue v. Gilleo 사건83)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의 제한을 정당화할 대응하는 이익이 없다.84)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수정 제1조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다.

(1) 제한적 계약조항

Shelley v. Kraemer 사건85)에서 연방대법원은 인종에 근거하여 재산권 행

80) 근처에 표현행위를 위해 대체할 다른 장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 사생활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등의 경우에는 표현행위가 어디에서 이루어

지는가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데 반하여, 사유재산권의 실현행위, 즉 재산권 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쟁점이 되는 재산권의 지리적 영역이라는 좁은 범위 내에

서만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Solove & Richards, supra note 9, at 1699. 
81) 가가호호 방문을 통한 비상업적 권유를 제한하는 마을 조례는 주민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수단으로서의 엄정성이 불충분하므로 수정 제1조에 위반된다고 보았

고(Watchtower Bible & Tract Soc'y of N.Y., Inc. v. Vill. of Stratton, 536 U.S. 150, 
165-66(2002)), 가가호호 방문하는 상업적 외판원에게 면허를 취득하게 하거나 세금

을 내도록 하는 시조례가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엄정하게 선택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하였다(Murdock v. Pennsylvania, 319 U.S. 105, 115-17(1943)). 
82) 연방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적절한 장소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그것이 다른

장소에서 행사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방해되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으나 표현을

위한 구역의 지정은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다. Timothy Zick, Speech Out of Doors：
Preserving First Amendment Liberties in Public Places 105(2009).

83) City of Ladue v. Gilleo, 512 U.S. 43(1994).
84) Id. at 58.
85) Shelley v. Kraemer, 334 U.S. 1(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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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제약하는 제한적인 계약조항(restrictive covenant)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

은 수정 제14조 평등권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고 하였다.86) 이 사건 판

결의 핵심은 법관에 의한 법질서유지의 실현이라는 국가행위가 존재하였다

는 사실이 아니라 국가를 주거문제에 대한 인종적 차별 제도에 휘말리게 한

법관의 법질서유지 행위가 수정 제14조를 위반했다는 데 있다. 이러한 맥락

으로 이해하면, Shelley 사건에서의 제한적 계약조항은 평등권의 핵심에 대

한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와 민사책임이라는 맥락에서 볼 때 국가권력의 성격에 따른

접근방식은 Shelley 사건에서의 접근방식과 유사하다. 사법적 집행이라는 사

실 자체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의 대상이 되는 법규가 수정 제1조

의 가치를 위협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민사책임이라는 맥락

에서는 국가가 말하지 않을 의무를 정의하는 경우에 행사되는 국가권력의

형식은 수정 제1조의 핵심적인 가치에 관련되기 때문에 국가가 말하지 않을

의무를 정의하였는지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 국가권력의 성격에 따른 접근방

식의 주장이다. 

말하지 않을 의무라는 전형적인 제한적 계약조항의 실질적 내용을 국가

가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사적인 계약조항을 강제하는 것은 의

무규정과 무관한(non-duty-defining) 국가권력의 행사이고 따라서 수정 제1조

를 관련시키지 않는다.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왜 인종적으로 제약적인 계약조항을 국가가

실현하는 것은 수정 제14조의 평등권을 침해함에 반하여 표현을 제한하는

계약조항은 국가가 실현하여도 수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지 않는

86) Id. at 19-20. Shelley 사건은 국가행위 관련 사건으로서 보다는 수정 제14조 위반 사

건으로서의 성격이 더 크다. 모든 사법적 재판이 국가행위일 수 있으나 특별히 평등

권 침해의 위험을 야기하는 재판만이 수정 제14를 위반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문제

를 실질적 평등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집의 소유를 특정 인종의 구성원에게만 인정

하는 재산법상의 계약조항을 司法的으로 집행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수정 제14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위협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 연방대법원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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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알 수 있다.

주거 대한 평등한 접근을 인정하지 않고는 인종적으로 평등한 상황을 상

상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인종적으로 차별하기로 하는 사적인 합의를 국

가가 강제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말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국가가 강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

이다.87)

(2) 사적 당사자 사이의 비공개 합의

사적인 당사자 사이의 비공개 합의의 실현을 강제하는 것은 의무를 규정

하는 것과 무관한 국가권력의 행사이다. William Prosser에 의하면, 불법행위

와 계약 불이행의 근본적인 차이는 보호되는 이익의 성격에 있다. 즉, 불법

행위가 되지 않도록 행위 할 의무는 주로 사회정책에 근거하여 법률에 의하

여 부과되며 당사자들의 의사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닌 반면에 계약

상의 의무는 당사자가 표시한 의사에 의거하여 부과되며 계약에서 지정된

특정한 개인에 대해서만 의무를 부담한다.88)

계약법상의 이러한 규칙을 실현하는 국가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

하는 사적인 합의에 부수하는 것이고 따라서 일반적으로 Sullivan 사건에서

의 검열과 같은 위험은 생기지 않는다. 보통의 계약법상의 문제와 마찬가지

로 사적 당사자 사이의 비공개 합의의 경우에도 수정 제1조의 심사는 불필

요하다고 할 것이다.

(3) 국가와 사적인 당사자 사이의 계약

계약과 약속에 의한 금반언에는 일반적으로는 수정 제1조의 심사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국가권력의 성격에 따

른 접근방식에서는 국가가 사인과 체결한 비공개 합의를 강제하는 경우에는

국가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것이고, 단순히 국가가 사적인 당사사가 스스로

그들의 합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87) Solove & Richards, supra note 9, at 1701.
88) William Prosser, Handbook of the Law of Torts §92, 613(4th ed.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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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야의 고용주는 수정 제1조의 심사를 받지 않고 혜택이나 채용을

대가로 표현의 자유를 포기시키는 것이 가능하지만, 국가의 경우에는 민간

분야와 다른 특수성이 있다. 국가는 방대한 재원을 동원할 수 있고 개인의

권리를 포기시키기 위해 커다란 혜택도 베풀 수 있을 뿐 아니라 때로는 의

무를 수락하도록 부당한 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국가권력의 성

격에 따른 접근방식 하에서는 국가와 개인 사이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계약을 국가가 강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정 제1조의 심사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된다. 

그러나 국가는 자기가 제공하는 정보의 유통을 통제하기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계약을 상대방과 체결하고 그것을 강제하더라도 수정 제1

조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의 제한 내용이 정부가 제공하지 않

았더라면 알 수 없었던 정보의 공개를 금지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제한은 수

정 제1조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지만, 만약에 정부로부터 제공받지 아니하였

더라도 알 수 있었던 사실에 대한 표현을 삼가는 대가로 고용이나 혜택을

얻기로 하는 경우였다면 그러한 표현의 제약에 대하여는 수정 제1조의 심사

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89) 

89) 연방대법원은 Cohen 사건에서 이러한 점을 정당화하였다. 즉, Florida Star지 사건에
서는 공개된 강간 희생자의 이름은 경찰 보고서에 대한 정당한 접근을 통하여 얻은
정보인 반면에 Cohen 사건에서는 비밀준수 약속을 전제로 얻어 낸 이름을 그 약속을
파기하고 공개하였다는 점이 다르다. Cohen, 501 U.S. at 671. CIA가 기밀로 분류한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직원은 사전에 CIA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비밀준수 합의를
강제하려고 한 Snepp v. United States 사건(444 U.S. 507(1980))의 경우를 예로 들면, 
합의의 내용은 CIA의 직원은 고용기간 중이건 또는 그 후이건 상관없이 기관에 관
련된 정보나 자료 또는 활동이나 정보수집행위 등을 CIA의 개별적인 사전 승인 없
이는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었으나, 전직 CIA 수사관인 Frank Snepp는 CIA에서의 경
험을 책으로 출판함에 있어서 CIA에게 검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연방대법원
은 Snepp가 자발적으로 그 합의에 서명하였고, 국가에게는 국가안보에 중요한 정보
의 비밀과 효율적인 해외 정보 서비스의 운영에 필수적인 비밀을 보호함에 있어서
긴절한 목적이 있으며, 비밀준수의 합의는 이러한 중요한 목적을 보호하는 데 있어
서 합리적인 수단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의 합의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수정 제1조
의 심사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Id. at 509 n.3. 그러나 Snepp가 비밀준수
합의를 하지 않고서도 책 속에 기술된 정보를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
다. 만일 그 책이 Snepp가 CIA에서 근무하지 않았더라면 얻을 수 없었던 정보를 다
루고 있다면, 국가권력의 성격에 따른 접근방식 하에서는 수정 제1조의 심사는 적용
되지 않는다. 그러나 Snepp가 비밀로 분류되지 아니한 CIA에 관한 정보를 비밀로 하
겠다는 계약의 강제에는 수정 제1조의 심사가 적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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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수정 제1조에 관한 현행의 법리는 왜 어떤 종류의

민사책임의 여부에는 수정 제1조가 적용되고 다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론이 아직 확립되지 못하

고 있다. 

이론적인 차원에서 보면, 민사책임의 성부에 대하여 수정 제1조가 적용될

것인가를 판단하는 여러 기준들 중에서 국가권력의 성격에 따른 접근방식이

수정 제1조에 의한 심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보다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국가권력의 성격에 따른 접근방식이 표현의 자유가 갖는 가치를 위협

하는 국가권력 행사의 유형에 초점을 둠으로써 최소한 표현의 자유와 민사

책임의 관계라는 맥락에서, 권리침해의 성격이나 일반적 적용가능성이라는

형이상학적 탐구를 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되는 실질적 쟁점에 주의를 기울

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적인 차원에서도 국가권력의 성격에 따른 접근방식은 정부가 당사자

로서 관련된 경우가 아니라면 비밀준수 합의는 대부분의 경우 수정 제1조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하여 표현의 자유 행사의 자율적인 제한을 지지

함으로써 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이바지할 수 있다.

미연방대법원이 수정 제1조가 언제 민사책임의 성립을 제한하느냐 하는

문제를 보는 시각은 우리 헌법의 해석론에 있어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문제와 유사한 이론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책임의

성립 여부, 즉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련의 행위나 법제도의 효력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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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함에 있어서, 전자의 시각에서는 좁게 표현의 자유에 관한 수정 제1조가

심사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이고 후자의 이론구조에서는 폭넓게 전체 기본권

규정이 체계적으로 심사기준으로서 기능한다는 점이 기본적인 차이점이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표현의 자유와 재산권의 충돌문제에 대한 시각이

다르다.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미연방대법원은 표현행위를 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의 민사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수

정 제1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토지 소유자는 언제나 불법침입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헌법해석론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기본권의 유사충돌로 보아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하게

된다. 남의 토지에 불법으로 침입하여 표현행위를 한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

라는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자율적 제한인 사적 당사자 사이의 비공개

합의의 경우에도 보통의 계약법상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수정 제1조의심사

는 불필요하다는 결론도 우리 헌법해석의 경우와 다른 점이 있다. 우리 헌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기본권에 대한 자율적인 제한이라 하더라도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문제로서 합헌성 심사문제가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

문이다.

이상과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본권에 대한 침해의 대부분은 궁극적

으로 국가권력에 의한 경우라는 점을 감안하면 표현의 자유와 민사책임에

대한 문제의 해결에서도 국가권력 행사의 유형을 고려하는 국가권력의 성격

에 따른 접근방식이 示唆하는 바가 크다. 민사책임 제도를 설정하여 의무의

발생 요건을 정하는 것도 역시 국가권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헌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문제나 기본권의 행사와 관련된

민사책임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그 기저에 놓여 있는 국가권력의 성격을

고려하는 분석방식이 참고가 될 것이다. 

더불어 비공개의 합의와 같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계약의 효력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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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여, 표현의 자유는 계약으로 포기할 수 있다고 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계약책임은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금지하는 헌법적인

조치가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나에 대한 약속을 어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

이라는 Eugene Volokh 논리도 표현의 자유와 민사책임 문제에 대한 해석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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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우리 헌법은 제21조 제4항에서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

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함으로

써 표현행위와 타인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장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언론

의 자유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사생활 등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법에서는 일정한 표현행위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제도가 있고, 특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는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의 경우

적용되는 특별한 보호절차를 규정해 놓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법제도 중에서 표현의 자유의 행사 또는 그 제한과 관련

하여 민사책임의 성립 여부, 즉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민사책임의 성립에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에 관한 미연방대법원의 판례를 분석하여 우리 헌법의

해석론에 시사점을 발견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즉, 이 글은 민사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미연방헌법 수정 제1조의 적

용 여부가 어떤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는지에 대하여 검토함에 있어서 먼저, 

민사책임 성립의 근거가 되는 법규가 모든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지

여부, 표현행위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표현행위로 인한 권리침해

의 성격 여하, 표현행위의 내용이 공적 관심사인가의 여부, 그리고 수정 제1

조가 요구하는 심사기준 등의 관점에서 현재까지의 논의를 점검해 보고, 다

음으로 최근의 새로운 논의 동향이라고 할 수 있는 관련 국가권력의 성격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민사책임의 成否에 대한 수정 제1조의 적용여부

를 검토하였다. 끝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민사책임의 성립 여부의 이

론적 전제가 되는 기본권의 대사인적(對私人的) 효력 및 기본권의 충돌 문

제와 관련한 우리 헌법학에의 이론적 시사점을 찾아보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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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Sullivan rule, Cohen rule, 미연방헌법 수정 제1조, 약속에 의한 금반언(promissory 

estoppel), 비밀유지의무, 퍼블리시티권(초상게재권, right to publicity), 국가권

력의 성격, 제한적인 계약조항(restrictive covena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