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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고찰함에는 개인 또는 언론 매체를 중심으

로 그들이 주관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내지 자유로서 헌법상 보호되는

내용을 서술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원래 언론의 자유는 국가 즉,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자유롭기 위하여 논의된 것이고, 역사적 경험에 의하

면 자유는 그에 대한 침해가 행해진 후,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 구체적 보장

내용이 확정되어 왔다. 그러므로 표현 및 언론행위에 대한 침해 내지 통제

의 시각에서 언론자유의 내용을 살펴보는 방식이 그 이해에 보다 유용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국가공권력에 의해 언론의 자유에 대하여 어떠한 제

한이 이루어져 왔으며, 그것이 어떠한 기준에 따라 어떠한 범위에서 헌법상

허용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공권력에 의한 의견표현 및

정보의 유통에 대한 통제제도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이를 개괄적으로 살펴

보고, 나아가 규제제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서 사전검열의 방식에 관하여

그 역사적 유래 및 헌법적 평가 등에 관하여 고찰하게 된다.

주목할 것은 자유민주주의적 여론형성의 원칙에 의할 때 국가는 정보의

흐름을 자유롭게 하고, 여론의 시장에 개입을 유보함으로써 중립적 입장을

취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기존의 권위를 보유하는 세

력은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집권한 자는 그 권력을 유지하

기 위해서 이러한 요청을 저버리는 일이 적지 않았다. 

공권력이 정보의 유통에 대한 소극적 억제로 작용하는 경우의 예는 다양

하지만, 개인의 표현, 전파 및 수용의 자유를 제한 내지 방해하는 일체의 조

치가 포함될 수 있다. 일응 개괄하자면 정보 소스의 원천적 접근 금지, 특정

정보의 금지, 각종 비밀의 설정, 금서목록의 제정, 금지된 사항의 목록화, 도

서검열 등의 조치가 생각될 수 있다. 그 이외에 발행금지, 언론제작물의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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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및 몰수, 영업폐쇄 등 조악한 직접적 방법과 나아가 언론기업에 대해 세

련된 간접적인 간섭을 통하여 언론을 조종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 특정 정보의 표현 및 전파의 금지 문제로서는 범죄를 구성하는 표현

행위의 금지, 불법취득한 정보의 보도 금지 등이 거론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가가 정보의 유통에 대하여 간섭하는 형태는 다양하다. 이러

한 다양한 모습과 특성을 갖는 국가의 언론에 대한 통제체제를 하나의 기준

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여러 기준의 복합적 적

용에 의해 이를 분류하는 것이 전체적 파악을 위해서 뿐 아니라 개개의 통

제형태의 강도 및 허용성 여부를 판단함에 유익하다. 이러한 여러 관점을

염두에 두면서 광의의 정보통제 체제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자면 다음과 같이

논의될 수 있다.

정부가 정보의 시장을 통제하는 방법 중 가장 기본적 구분은 국가가 적극

적 홍보나 강제적 표현에 의해 개입하는 경우와 소극적 간섭으로 바람직하

지 않은 정보나 의견의 발표, 전파 또는 수령을 억제하는 방법이 있다. 즉, 

의견이나 정보의 흐름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작용하여 이를 억제하는 경우와

적극적으로 이를 조성함으로써 의견의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 그 허부가 별

도로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먼저 의견이나 정보의 발표, 전파, 수령 등 유통의 단계에 따라 그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 태양이 달라질 뿐 아니라, 그 제한의 시점과 관련하여 그 제

한이 각 표현 및 언론행위의 사전에 행하여지는가 또는 사후에 행하여지는

가 하는 문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 의견 및 정보가 유통되는 매체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제한의 형태가 달라짐은 물론이다. 그 통제조치의 효력

에 있어서도 금지, 제한, 지연, 차별취급 등 여러 단계의 조치가 생각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관점은 그 제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의견 및 정보의 실

체적 내용인가, 또는 표현의 내용과는 무관한, 그 행위의 시간, 장소, 방법

등에 대한 제한인가 하는 점이며, 그에 따라 그 위헌 여부의 취급이 달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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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표현 및 언론행위의 주체에 대한 규제가 바로 특정한 의견이나 정보의 억

제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간접적인 영

향을 주는 경우는 적지 않다. 언론활동이나 언론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기타 언론기업에 대한 보조나 적극적 조성활동은 뒤에 간접적 통제로서 논

의된다.

국가가 적극적․능동적으로 언론의 시장에 개입하는 조치로서 문제되는

것은 일정한 표현행위의 강제, 국가의 직접적 공보활동의 한계 또는 국영

신문이나 국영 방송의 허부에 관한 것이다.

이 글에서 다루어질 가장 중요한 테마는 검열제도에 관한 것이다. 표현

및 언론활동에 대한 통제제도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오래된 것은 검열제도라

고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개괄적․체계적 검토가 표현 및 언론법제에 중요

한 의미를 가짐은 물론이다. 

언론에 대한 공권력의 제한 및 규제는 다양한 모습과 배경을 갖는다. 이

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는 이를 분석할 여러 관점이 먼저 해명되어

야 한다.

역사상 표현 및 언론에 대한 규제는 국가를 위시하여 교회, 사회집단 등

여러 세력에 의해 시도되어 왔다. 기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문제되는 것은 특히 공권력의 주체로서 국가가 행하는 규제이다. 

오늘날 헌법상 언론의 자유 개념에 의하면 언론은 공권력에 의한 모든 침

해에 대하여 보호된다. 그 보호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형태의 공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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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공권력 담당자라면 그들이 행하는 모

든 기능이 기본권에 구속되며, 따라서 그들의 입법작용뿐 아니라 행정적 및

사법적 작용도 구속받게 된다. 국가기관이 국고작용으로서 활동하는 경우에

도 마찬가지다.1) 다만 그 제한의 가부는 어떠한 형식의 공권력이냐에 따라

차별화될 수 있을 뿐이다.

헌법상 표현 및 언론에 대한 제한이 입법에 근거를 두어야 함은 물론이

고, 실제로 이를 집행하는 국가기관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적법절차를 기본으

로 하는 사법권에 의한 규제와 그밖에 행정권에 의한 규제는 그 허용 여부가

달리 결정된다. 또 법정 기관, 예컨대 공적 심사위원회에 검열의 임무가 맡

겨지는 경우에도 그 검열권을 허용함에는 조직적․절차적 요건이 논란된다.

(1) 행정적 규제

표현 및 언론에 대한 행정적 규제는 그 규제기관의 구성, 절차, 법적 효과

등 여러 국면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행정규제는 후술하는

사법적 규제에 비하여 기본권을 제한함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낮다. 

행정관청에 의한 규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정치적 상황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 질서와 안정이란 측면에서 큰 이점이 있는 것이지만, 사법

절차에 의한 경우보다 훨씬 자의가 개입될 우려가 크다. 언론활동을 규제하

는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의 길이 열려있다고

하더라도 전적으로 발행과 광고업무에 의존하는 언론기업에서 발행정지 또

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명실공히 파멸적 효과를 초래하게 되며, 설사

장기간 법적 투쟁에 의해 승소한다 하더라도 이미 제래된 파경을 극복하기

란 쉬운 일이 아니다.

행정규제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행정기관에 의한 검열이다. “검열

을 업무로 하는 검열관은 독립된 부서로서의 법원 보다 헌법적으로 보호되

1) vgl. Maunz aaO. Art. 1 Rndnrn 134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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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유표현의 이익을 덜 고려하게 된다는 위험을 내재한다.”2) “[법원의 재

판에 있어서는] 결정을 내리는 자가 정부에 독립한 부처에 소속되며, 법관이

나 배심, 개인은 적극적인 검열에 관하여 하등 개인적 이해를 갖지 않음에

반하여 검열관은 행정부 조직의 한 부분이고, 그의 정해진 책임 때문에 검

열을 선호하는 제도적 편견을 전개하게 될 위험이 존재한다.”3) 이와 같이

행정규제로 수행되는 사전억제는 법원에 의해 처리되는 사후처벌의 경우와

는 달리 무차별적인 검열을 고무하는 경향을 갖는다. 

나아가, 표현 및 언론활동에 대한 행정규제는 검열 이외에도 다양한 모습

으로 행해져 왔다. 먼저 표현행위자나 언론기업은 다른 시민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행정권 내지 경찰권에 의해 행해지는 제한을 받게됨에 이론이 있

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의 조치는 예컨대, 건축행정 또는 보건행정

상의 조치 등 여타의 일반적 활동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할 뿐, 정신적 의미

내용의 전달자로서 언론활동에 관련되는 것이면 단순한 행정규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언론은 그 저널리즘적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행정상의 조치에 대하

여 언론․출판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다. 독일의 일관된 판례 입장에 의하

면 사법적 조치가 아닌 행정경찰권에 의해서는 언론의 실체적 규제가 허용

되지 아니한다. 행정조치에 의해 인쇄물의 내용 형성에 대한 간섭이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선언된 사례를 보면, 진열창에 나체 습작 그림의 진열이나

접객업소에 선동적인 정치적 그림의 게시를 경찰처분으로 금지한 경우, 일

간신문에서의 영업적 광고나 잘못된 인쇄물이 첨부된 사적인 거래상의 문서

우송을 경찰처분으로 금지한 경우, 필요적 게재사항(刊記, Impressum)의 이

행을 강제하기 위한 경찰조치 등이 모두 언론의 형식적 자유에 대한 침해로

서 위법한 것으로 판시된 바 있었다.4)

2) Freedman v. Maryland, 380 U.S. 51, 57-58(1965).
3) A Quantity of Copies of Books v. Kansas, 378 U.S. 205, 223(1964)(Harlan, J., dissenting).
4) Martin Löffler, Presserecht, 2 Bde 2. Aufl., 1968, S.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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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대한 경찰조치가 인쇄물의 제작 및 전파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사법처분에 의하지 아니한 경찰의 압수, 몰수 등 인쇄물

자체에 대한 경찰조치(Wegnahme)는 물론, 제작자․전파자의 예비구금 등

사람에 대한 잠정적인 경찰조치(vorläufige Festnahme)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

러나 장래에 법률규정의 엄수를 명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고발될 것이

라는 경찰의 경고는 허용된다.5)

공무원이 그 소관 직무에 관하여 국가비밀법 내지 공무원법상 수비의무

를 지는 것은 물론이다. 그렇지만 관청이 행정조치로써 그 소속 공무원의

언론에 대한 협력을 아예 금지하거나 또는 그 협력을 사전승인, 검열, 직무

적 통지 등 특정한 의무이행의 여부에 의존하게 한다면, 그것 역시 의견 및

언론의 자유에 대한 허용할 수 없는 행정강제가 될 수 있다. 바이말 헌법에

의하면 의견의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고용 및 노동관계도 방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6)

미국 판례는 행정권에 의한 표현의 자유 규제를 금지하는 원칙적 입장을

취한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행정명령 기타 행정조치는 사법절차의 일환으

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모두 위헌판결을 받았다. 예를 들어 경찰, 검찰 등

행정기관이 목록을 지정하여 그에 포함된 표현물에 대해 장래의 배포를 금

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억제로서 위헌으로 판단되었다.7)

그러나 미국의 판례에 의하면 가판대의 사용, 가두에서의 배포 또는 가가

호호 방문에 의한 배포가 경찰관청의 허가에 의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규제가 공공의 질서와 도시미관을 위해 상당한 것이면 허용된다. 물론 그러

한 행정규제에는 명확한 법률의 수권과 사후적 사법심사의 기회가 부여되어

야 한다.

5) Löffler, aaO. S. 94.
6) WeimVerf. §118 Ⅰ.
7) 박경신, 사전검열 법리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활동：법과학적 방법으로, 인권과

정의(2002. 8. 통권 312호)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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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법적 규제

사법적 규제의 특징은 독립한 지위를 갖는 법관에 의해 개인의 제소 또는

검찰관의 기소를 전제로 일반법률을 적용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는 점이다. 따라서 사법적 규제는 기본권을 규제함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이

고 피규제자에 대하여 유리한 규제형태를 보인다. 표현의 자유를 규제함에

있어서도 사법적 규제는 헌법적으로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사법적 규제에

는 민사적 규제와 형사적 규제가 있다.

현대 선진 제국에서 언론에 대한 규제는 법률의 근거를 바탕으로 엄격한

증거법칙과 당사자대등의 원칙이 지배하는 소송절차를 통해 인적․물적 독

립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법관에 의한 사법권이 담당하도록 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헌법상의 요청에 의하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 및 한계에 관하여는 일반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하고, 헌법상

법관에 의한 사법독점의 원칙에 따라 언론에 대한 규제는 사법권에 맡겨야

한다는 사법적 규제의 원칙이 통용된다. 

특히 미국의 판례는 표현물에 대한 위법 여부의 판단은 최종적으로 사법

권만이 행사할 수 있다는 사고를 배경으로 하여 행정기관이나 하급법원이

부득이하게 장래의 표현행위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즉각적이고 신속한’ 사

후심사가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

헌법상 언론조항에 의해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정보의 유통에 관련되

는 모든 자료와 물건이다. 표현물, 인쇄물, 공연 각본, 영화 필름, 방송 프로

그램, 통신미디어 프로그램 등 정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매체이면 모두

보호되며, 강연이나 연주, 설교, 연극, 쇼 등 활동도 보호된다.

그밖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개인이 갖는 사상, 태도 등이 검열의 대상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 일정한 행위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충성심사(loyalt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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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행하는 경우가 그러한 사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또 개인의 입에 재

갈을 물리게 하거나 일정한 위험한 행동이 예상되는 개인의 표현행위 또는

집회에의 참가를 막기 위해 개인을 억류하는 등 개인의 신체에 직접적 구속

을 가하는 경우도 있다. 일제시대의 예비검속(豫備檢束)이 그러한 사례에 속

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커뮤니케이션에는 여러 수단이 있고, 각개의 수단

마다 특색이 있다. 이러한 차이가 법적 인식이나 규제의 측면에서 상이하게

전개된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함에 있어서 이들

각종의 표현행위 및 표현매체가 갖는 특성에 따라 개별적 고찰이 요구됨은

물론이다. 

현행 법제에 의하면, 영화․연극․음악․무용, 기타 오락적 관람물과 비디오
물은 공연법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반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물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
음향 또는 영상정보는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송프로그램은 방송법, 신문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잡지 및 정기간행물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만
화․사진첩․화보류․소설 등의 도서류 기타 간행물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옥
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 각각 규율되고 있어 매체별로 각기 다
른 별도의 법률에 의해 규율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청소년보호법 제7조 참조).

공권력의 규제는 정보 내지 표현물의 내용을 심사대상으로 하는 경우

(이른바 내용 근거 규제, content-based regulation)와 표현행위의 시간, 장

소, 방법을 심사 및 규제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이른바 내용중립적 규제, 

content-neutral regulation)로 구별될 수 있다. 

미국 판례법 상 이른바 ‘내용근거 규제’는 ‘내용중립적 규제’에 비해 엄격

한 심사를 받게 되고, 따라서 위헌으로 판단되기 쉽다. 이러한 미국 판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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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은 언론의 ‘실체적 자유’와 ‘형식적 자유’를 구분하는 독일의 이론과 일

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독일에서는 국가의 정보통제제도를 크게 보아 실체

적 흐름에 대한 직접적 간섭과 정보행위자에 대한 간접적 통제로 구분하고

있다.8) 그러나 양자의 구분은 경우에 따라 명확한 한계의 설정이 어렵고, 

또 하나의 통제제도에 양자가 경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그 허부를 판단함

에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표현행위에 대한 그 내용에 근거한 규제는 그 형

식을 규제 대상으로 하는 간접적 제한의 경우보다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간접적 규제의 사례에서도 그것이 내용에 대한 제

한이 의도되거나 결과되는 경우에는 역시 신중한 심사가 경주(傾注)되어야

한다.

규제 내지 제한이 커뮤니케이션 행위 이전에 행해지는가, 아니면 사후에

행해지는가의 구별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이것은 사전검열금지의

법리가 적용되는가 여부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우선 그 제한의 효과에서 사후규제는 위협적 효과(chilling effect)를 갖는

데 비하여 사전억제는 표현 자체를 적어도 일정 기간 동결하기(freeze) 때문

에 사전억제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사후제재보다 더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함이 보통이다. 사전억제는 행정규제가 일반적임에 비하여 사후규제는 독립

적인 지위가 보장되는 사법권에 의해 이루어짐이 보통이다.

사전억제는 표현행위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심사와 규제가 행해지는 경우

를 말한다. 사후제재에는 형사처벌과 민사적 제재의 방법이 있다. 사후적 형

8) 독일의 전통적 법이론에 의하면 방어청구권으로서 언론의 자유는 언론의 실질내용

의 간섭에 저항하는 ‘실질적 자유’와 표현내용과는 직접 관련을 갖지 않지만 표현행

위자에 대한 간접적 형식적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을 주장할 수 있는 ‘형식적 자

유’가 구분 설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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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처벌은 국가가 표현행위에 대해 행하는 가장 보편적 제재제도이다. 사후

제재가 사전억제보다 용이하게 허용된다고는 하지만, 이 경우에도 그 처벌

에는 죄형법정주의, 위법성 및 책임 등 형사법의 일반 원리와 함께 형사소

송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적법절차가 적용됨은 물론이다. 

사후의 민사적 제재로서 가장 보편적 제재방법은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을 물리게 하는 것이고, 사후적으로 표현행위를 시정하거나 원상회복을 명

하는 조치가 행해질 수도 있다. 우리의 언론관계 법률은 사후 규제로서 피

해자의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한다.

정보의 실체적 흐름에 대한 공권력의 통제는 그 정보가 위법성을 갖는 것

을 제1의 요건으로 한다. 보호할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을 금지하는 것

이 국가가 행할 당연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언론을 제한함에는

여러 가지 내용상․절차상의 요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위법성을 빙자하여 공권력의 자의적․과잉적 통제가 관행되어

왔고, 언론자유의 역사가 이러한 국가의 부당한 통제에 대한 투쟁과정에서

형성되어 왔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국가는 표현물 자체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위법성을 가지는 경우에 한

하여 규제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 경우 위법성의 판단은 일응 법익의 침

해 여부에 따르는 것이므로 표현행위가 공익 또는 사익 등 어떠한 법익을

침해하는가에 따라 규제의 허용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므로 그 허부의 결정

에는 이익형량의 문제가 제기되며, 각종의 이익과의 관계에서 개별적인 고

찰을 요하게 된다. 

행정기관, 특히 공적 심사위원회에 의해 일반적․망라적 심의를 행하는

경우 일반 법질서에 의해 인정되는 위법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면 별 문제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그를 넘어서 공공의 추상적 가치관념이나 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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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위해 심사가 시도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고려를 요하게 된다. 그러한

심의기준 등 제재의 평가규범은 예측 가능성이라고 하는 법치국가적 요청을

담보하기 위하여 각종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명확화․구체화되어야 한다.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대한 규제의 내용은 해당 정보 내지 의견의 발표, 

전파 또는 수령을 금지, 제한, 지연 또는 차별취급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

다. 차별취급은 불이익 또는 이익을 주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그것은, 예컨

대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행위를 하거나, 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자에게 구체

적 특혜를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며, 바람직한 표

현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유도하기 위하여 특권이나 이익을 부여하는 형태

로 나타나기도 한다. 

우편, 철도 등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의 이용을 배제 또는 차별취급하거나, 

배포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시설의 사용 금지 내지 차별취급 등이 그러한 사

례이다. 발행이 자유롭다고 하더라도 배포를 위한 국가적 시설의 이용에 차

별취급을 받는다면 표현의 자유가 크게 저지됨은 물론이다.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허가를 요하게 하고, 허가 없이 감행한 경우에 제재

가 주어진다면 그것은 일반적 금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으로

간주된다.

금지, 제한, 지연을 명하는 조치는 법제에 따라 상이한 구속성을 갖는 것

으로 구성될 수 있고, 그러한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의 법적 효과는 여러 단

계로 나뉘어질 수 있다. 즉, 그 금지나 제한의 명령이 제한 대상물에 대한

비난적․경고적 내용으로서 상대방의 임의적 복종에 맡겨지는 경우도 있고, 

그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불이익이나 형사처벌이 가해지는 강제적인

것도 있다. 그러한 명령적 조치에 대한 위반의 효과가 형사처벌 또는 법령

상의 불이익과 연계되어 강제적인 경우 그 사전억제는 강력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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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효과의 연계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판단되게 된다.

표현 자유의 역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검열은 표현 및 언론의 자유의

억압을 위한 가장 효과적 수단으로서 오랜 역사를 갖는다. 언론이 검열로부

터의 자유를 쟁취하게된 것은 수세기에 걸친 투쟁의 결과였다. 서구에서 언

론은 사전억제로부터 해방됨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구가할 수 있었다

고 하는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사전검열 금지의 원칙은 귀중한 역사적 의의

를 갖는다. 

검열의 유래는 기존의 권위가 그 체제에 반하는 의견이나 사상을 가려내

고, 그 배반의 징후를 포착하여 비판을 금지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였다. 검열

의 법적 기제는 표현 및 정보의 내용을 심사하고, 그에 대한 공공의 접근을

배제하는 강제적 조치와 함께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적 제재를 수반한다.

검열금지의 원칙이 헌법에 명문화된 여부를 불문하고 그것은 현대 자유

국가에서 언론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이룬다는 것이 공통적인 인식이다. 그

러한 사실은 근대 입헌민주국가의 헌법에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게 된 역

사적 연혁이나, 사전검열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폐해를 생각한다면 분명히

드러난다. 

역사적으로 보면 검열은 원치 않는 사상과 뉴스의 등장을 저지하거나 그

전파를 제한하기 위하여 국가 및 교회에 의해 설정․행사된 정신생활의 감

시체제였다. 정신생활의 감시를 위한 제도로서 역사상 가장 오랜 검열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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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184년 경 중세 교회에서 시행된 ‘사문제도’(査問制度, inquisition)였다고

한다. 교회의 사문자들은 ‘이단적’(異端的) 사상의 표현과 그러한 내용의 문

서들을 적발하고, 그 필자들을 제재할 임무를 가지고 있었다.9) 인쇄술 발명

이전 이러한 문제 출판물은 소수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는 사후

적 통제, 즉 사후검열(censura repressiva)만으로 충분하였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후검열의 예는 1564년 카톨릭교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도입된 ‘금서목록’(Index Librorum Prohibitorum)이었다. 트리엔트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목록지정 절차는 성물관리청(Sanctum Officium)에게 위임되었다(Codex 
Juris Canonici 제4부 제3권(Canones 1384-1405)). 위 종교법에 따르면 모든 신자, 
특히 모든 교직자는 ‘위험한’ 서적, 정기간행물, 팜플렛 등을 교회관청에 고지할 
의무가 있었고, 고발자의 이름은 비밀이 보장되었다. 고발된 서적은 열독위원회
에서 심사되고 그 결과는 3인의 추기경 회의에 제출되었다. 목록에 채용할 것인
가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교황에게 있었다. 사전검열이 주로 교회질서에 복종하
게 되어 있는 기독교 신자들의 정신적 노작에 적용되었음에 반하여 사후검열은 
주로 비기독교도들에 의하여 저작․공표된 작품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다.10)

비기독교도의 문서에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주교의 개별적인 금지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의 열람이 금지되었다. 실제로 교회의 금서목록의 대부분은 
종교개혁과 계몽주의시대에 이루어졌다. 1762년 루소의 ‘에밀’에 대한 파리 대
주교의 독서금지결정은 유명한 사례였다. 1835년에는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갈
릴레이의 서적도 금서로 지정되었다. 이렇게 금지된 과학작품의 내용은 훗날 오
히려 옳다고 판명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계몽주의 이후 금서의 수는 점차 감소
하여, 18세기에는 2,500으로, 19세기에는 1,300으로 줄었고, 1900년부터 1963년
까지 기간에는 180의 금서가 있었다. 금서목록에 새로운 것이 추가된 것은 1948
년이 마지막이었다.11)

그러나 1450년 경 문서의 대량복제를 가능하게 한 인쇄술의 발명은 이러

한 사상감시체계의 변경을 필요로 하게 하였다. 교회와 국가는 사후의 억압

9) Löffler, Presserecht, Band I, Allgemeines Presserecht, C. H. Beck’sche Verlagsbuchhandlungen, 
München 1969, S. 32f, 박용상, 언론의 자유와 공적 과업, 교보문고, 1982, 22면 이하

참조.
10) Löffler, aaO. S. 36.
11) Löffler, aaO. S.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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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감시만으로 만족할 수 없어 정신생활에 대한 더 폭넓은 통제를 위하여

예방적 사전검열체제(censura praevia)를 구축하였다. 그에 따라 잠재적으로

위험한 문서들의 저자는 이를 미리 권한 있는 교회관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그에 의해 공표가 허용된 경우에만 인쇄될 수 있었다.

교회의 사전검열 체제는 권위주의 시대 근대국가에 의해 계수(繼受)되었

고, 이러한 체제 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진정한 의의를 구현할 수 없었다. 

이러한 사전검열 체제로부터의 해방은 영국에서 자유주의 사상이 확산됨

과 함께 헌정국가가 탄생함으로써 처음 이루어지게 되었다. 검열의 위험은

정신생활을 감시하여 이를 마비시키는 현상을 야기하는데 있다. 1644년

John Milton은 영국 의회에 제출한 그의 유명한 연설 ‘아레오파지티카’ 

(Areopagitica, a speech for the liberty of unlicensed printing)에서 검열이 영국

에서 야기한 폐해에 대해 “그것은 마치 적이 우리의 모든 항구를 봉쇄한 것

처럼 우리의 귀중한 상품과 진리의 도입을 방해한다.”고 역설하였다. ‘사상

의 자유시장론’의 바탕이 된 위 글에서 밀턴은 내용심사에 의한 출판의 사

전검열 또는 허가제가 허용될 수 없는 이유로 ① 출판물이 햇빛을 보기도

전에 재판을 받는다는 것 ② 무과실의 검열관이 있을 수 없다는 것 ③ 국민

이 알아도 무방한 것과 알아서는 아니 될 것을 당국이 선별하는 것은 필자

에게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는 점 등을 들었다. 

영국에서는 1695년 ‘검열법’(Licensing Act)이 폐지됨으로써 비로소 사전검

열이 금지되었다. 이는 당시 영국에서 자유주의적 사상이 성숙하고 정부가

보다 대의제적인 체제를 갖춤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다. 영국에서 ‘출판허

가제’가 소멸됨에 따라 출판의 자유는 진정한 실질을 향유할 수 있는 기본

적 전제를 얻게 되었다. ‘사전억제’로부터의 해방은 서구 언론사 상 획기적

인 전환점을 이룬 것이었으며, 이를 이루기 위한 언론인의 권력에 대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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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은 가상할 만한 것이었다. 

현재 영미법에서는 이른바 사전억제 금지의 원칙에 따라 표현행위에 대

한 사전적 제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다. 특

히, 미국에서 사전억제는 자유사회의 기본가치에 적대적인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다. 1948년 제정된 유럽인권협약(MRK) 제10조는 명문

으로 “공공관청의 침해 없는, 그리고 국경을 상관하지 않는 뉴스 또는 의견

의 전달”을 보호하고 있다. 

영미법에서 사전억제(prior restraint, 예전에는 ‘previous restraint’라 함)라

함은 표현행위가 행해지기 전에 이를 금지하는 종류의 행정조치 또는 법원

명령을 말한다.12)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의 법학에서 사전억제는 전통적으

로 표현행위가 있은 후 처벌을 가하는 사후처벌(subsequent punishment)과 구

별된다.

영미법상 ‘사전억제의 이론(prior restraint doctrine)’이라 함은 표현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그것을 억제하는 것을 원칙적

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고전적인 헌법상의 원칙을 말한다. 사전억제

에 대한 무거운 위헌추정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역사에 뿌리깊은 것이

고, 현행 수정헌법 제1조에서도 굳게 금지된다고 이해되는 것이 보통이다.13)

12) Rodney A. Smolla, Smolla and Nimmer On Freedom of Speech：A Treatise on the First 
Amendment, Student Edition, Mattew Bender, New York, 1994, p. 8～4.

13) 사전억제에 관한 일반적 문헌으로서는 Vincent Blasi, Toward a Theory of Prior 
Restraint：The Central Linkage, 66 Minn. L. Rev. 11(1981) ; Thomas Emerson, The 
Doctrine of Prior Restraint, 20 Law & Contemp. Probs. 648(1955) ; John Calvin Jeffries, 
Jr., Rethinking Prior Restraint, 92 Yale L. J. 409(198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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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헌법이 사전억제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가지게 된 이유를 이해

함에는 그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영국 보통법에서 유

래한 것이었고,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의 법리도 이러한 사전억제에 대한

적대성을 이어받은 것이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건국 초기 미국에는 영국으로부터 출판․인쇄수단이

도입되었으나, 본국에서는 폐지된 검열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다. 1662년 영

국으로부터 2명의 검열관이 파견되어 그들의 사전허가 없이는 서적을 발간

하지 못하였으며, 영국법을 본딴 1664년의 법령은 인쇄소 설치와 출판에 허

가제를 규정하였다. 검열제를 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기본적인

조치라고 생각한 당시의 집권자들은 이 법에 의거하여 발표된 언사가 진실

이든 허위이든 또는 찬양하는 것이든 비난하는 것이든 여하를 불문하고 허

가를 얻지 않고 공적인 뉴스를 출판하기만 하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

였다. 

그러나 영국에서 검열법이 폐지된 이후 1719년에 이르러 미국에서도 출

판허가제가 금지되었다. 이러한 법리의 도입과 함께 식민지에서의 언론․출

판도 ‘사전억제’로부터의 해방을 가져오는 큰 성과를 이루었으나, 이것만으

로는 실제로 출판계를 자유롭게 한 것은 아니었다. 식민지 미국의 언론은

사전통제로부터의 자유 이상의 것이 아니었고, 아직도 충분한 자유를 누리

지 못하였다.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1조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고, 이것이 사전억제를 금지한다고 이해된 것은 당연하였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사전 억제 자체가 위헌은 아니며, 사전억제가 절

대적으로 금지된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연방대법원은

반복하여 사전억제가 위헌으로 추정된다고 판결하였고, 나아가 사전억제를

부과하려는 정부는 그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무거운 부담을 진다고 판시

하였다. 

미국 판례의 경향을 보면 음란에 대한 규제, 국가 안보에 대한 즉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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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에 대한 보호, 또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등 공적 이익을 위해서는 최종적 수단으로서, 극히 예외적인 제한된 상황

이외에는 사전억제가 허용될 수 없다고 시사한다. 그러나 이렇게 이론적으

로 사전억제가 허용되는 제한된 사안에서도 억제를 과하는 자의 부담은 극

히 무겁고 실제상 그러한 억제는 거의 언제나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14)

이와 같이 사전억제의 이론의 대요와 원칙은 계속 지지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절대적인 태도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다. 미국의 판

례도 프라이버시 등 인격적 이익이나 지적 재산권 등 사적 이익을 보호하

기 위한 경우에는 쉽게 사전억제를 허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일괄적․망라

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제소나 불만제기에 의해 개인의 법익

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법권이 행하는 경우에는 널리 사전억제가 허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사전억제의 이론을 채용하면서도 한층 완화된 형태로 그것

을 적용하여, 그 결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일정한 결과가 거시되는 경우에

는 사전 억제가 허용될 가능성이 인정되게 되었다. 그 예가 국가 비상시, 공

적 포럼이 아닌 비포럼에서의 표현행위, 학생 등 특별관계에 소속하는 자

등 특수한 상황에서의 표현행위이다. 또 최근 미국에서 금지명령이 행해지

는 경우를 보면 주로 주가 음란문서를 축출하기 위하여 금지명령을 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사전‘억제’(prior restraint)라고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행해지는 표현행위를

물리적으로 금지한다는 의미에서 표현행위를 억제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직접적이고 물리적 의미에서 언론을 금하는 종류의 사전억제도 행해질 수

14) Smolla and Nimmer On Freedom of Speech, id., p.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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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정부가 표현행위자를 묶어둔다거나 재갈을 물리고, 인쇄기나 라디오

송신기를 압수하거나 가판대에 있는 신문을 압수하는 등 표현행위를 물리적

으로 차단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노골적인 물리적 사전억제는 자유사회

에서 혐오되는 것이며, 오늘날 실제로 행해지는 경우가 드물다. 

미국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대부분의 사전억제 형태는 표현행위에 나아가

기 전에 일정한 형태의 수권이나 허가를 요하게 하는 행정처분이나, 개인이

표현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지시하면서 그 위반시에 법정모욕으로 처벌한

다고 위협하는 법원의 명령이다.

보도를 금지하는 법령 또는 보도를 금지하는 법원의 명령은 모두 보도를 물
리적으로 그만두게 할 수는 없고, 단지 그 위반에 대하여 형사 처벌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미국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대부분의 사전억제는 표현행위에 나아
가기 전에 일정한 형태의 수권이나 허가를 요하게 하는 행정처분이나, 법정모욕
에 의한 처벌의 위협 하에 개인이 표현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지시하는 법원의 
명령으로 행해진다. 영미법에서 특기할 것은 법원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
유로 법정모욕죄로 기소된 경우 그 피고인은 그 표현행위 금지명령의 법적 효력 
여부를 다툴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법정모욕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피고인이 고의로 법원의 명령을 불이행했는가의 여부뿐이고, 그 명령 자체의 정
당성 여하는 다툴 수 없다. 이 이른바 우회항변금지의 원칙(Collateral Bar Rule)
은 법원의 명령은 신성불가침이고, 그것은 옳든 그르든 상급심에서 취소되기 전
에는 이행되어야 한다는 미국의 사법의 기초 원리를 반영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사전억제의 이론에 입각하여 명백히 ‘사전 억제’라고

판결한 유형에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가 있다.

(1) 행정기관의 검열에 의한 허가제

사전 억제로서 대표적인 것은 ‘검열제’에 의한 경우로서 행정 관리에 의

한 사전의 승인 내지 허가 없이 출판 기타 의사의 발표를 금하는 것이다. 

보통 ‘사전의 억제’라 함은 이 같은 ‘검열에 의한 허가제’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는 첫째 공개된 거리나 공원에서의 집회 내지 집

단행진을 행정청의 허가에 의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법원은 이에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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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의 이론을 적용한 사례가 많다. 그 중요한 예를 다음에 들어본다.

[사례] 집회 사전허가제 사건(1939)

미국 연방대법원 Hague v. Committee for Industrial Organization, 307 U.S.

496(1939)

이 사건에서는 공적 가두나 공원 또는 공공건물에서 집회하거나 행진하는 경
우에는 사전에 공안국장의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고, 공안국장이 소요(騷擾), 혼
란 혹은 무질서한 집회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시조례가 문제되었다. 다수
의견은 동 조례가 국가적인 제 문제에 대하여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을 자의적으
로 억압하는 도구로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집회가 공적 장소에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행정청이 집회를 임의로 규율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고 공
안의 유지를 위하여 사전의 허가제를 가져올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사례] 무허가 집회 처벌 사건(1951)

미국 연방대법원 Niemokto v. Maryland, 340 U.S. 268(1951)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원에서 집회를 행함에는 시 참사회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시의 관습을 위반하여 허가 받지 못한 집회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처벌되
었다.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방식에 의한 ‘언론집회’의 억제는 아무런 기준 없이 
행정관에게 사전의 규제를 인정하는 것이고 ‘사전억제’의 폐를 노출시킨 것이라
고 보았으며, 허가를 부여하는 관행에 기준을 두지 않은 것은 그 관행을 헌법수정 
제14조에 위반하여 사전의 억제를 행하는 것이고, 허가의 부여를 전적으로 전단
적, 차별적으로 거절하는 것은 평등한 보호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사례] 종교집회 사전제한 사건(1951)

미국 연방대법원 Kunz v. New York, 340 U.S. 290(1951)

이 사건에서는 시 공안위원의 허가 없이 가두에서 종교적 집회를 행하는 것
을 위헌이라고 규정한 New York시 조례의 위헌 여부가 다투어졌다. 대법원은 
이 조례가 New York시의 가두에서 종교적인 사항에 관하여 말할 시민의 권리를 
사전에 규제하는 재량권을 행정관에게 부여한 것이므로 이 조례는 수정헌법 제
1조의 자유행사에 대한 사전의 억제로서 명백히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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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공적인 가두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문서를 배포하는 행위를 ‘허가

제’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법원은 이를 검열제의 한 형태로 보고 이에 대

하여 위헌이란 입장을 취하였다.

[사례] 로벨 무허가 전단 배포사건(1938)

미국 연방대법원 Lovell v. City of Griffin, 303 U.S. 444(1938)

이 사건은 전단의 배포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사전허가를 얻도록 하
고 위반시에 생활불법방해죄로 처벌하게 하는 조례를 문면상 무효로서 위헌이
라고 판시한 사례이다.

이 사건에서는 전단이나 팜플렛을 유상이건 무상이건, 어떠한 방법에 의하건, 
시중에 배포하는 행위는 사전에 시 관리인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생활불법방해
죄가 성립한다고 한 시 조례의 합헌성 여부가 문제로 되었다. 법원은 문제의 사
전억제는 문서가 유해한가 어떤가를 구별함이 없이 특정한 배포의 방법․장
소․시간을 제한함이 없이 가하여지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 조례를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우리는 이 조례가 그 문면상으로만 보아도 무효(void on its face)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채용하게 된 동기가 어떠하든 그 [조례의] 성질은 출판을 면허나 검열에 
의존케 함으로써 출판의 자유의 기준 그 자체에 타격을 주는 것이다. 출판의 자
유를 위한 투쟁은 주로 면허관의 권력에 대항하여 행해져왔다.……출판의 자유
는 ‘이전에는 허가를 얻고 비로소 출판할 수 있었던 것을 허가 없이’ 출판하는 
권리로 된 것이다. 여기서 출판에 관하여 사전의 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유 보장의 전부를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고 하여도 이 [사전]억제의 금
지만은 헌법의 규정을 채용하려고 한 주된 목적이었다.……여기에 문제로 된 
조례와 같은 형태의 입법은 더욱 노골적인 형태의 면허와 검열의 제도를 부활시
킨 것이다.”

[사례] 캔트웰 호별방문 선교사건(1940)

미국 연방대법원 Cantwell v. Connecticut, 310 U.S. 296(1940)

이 사건은 선교 및 기부를 위한 방문호소행위에 사전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한 
법률이 행정기관에 의한 내용근거규제로서 광범한 재량권을 허용하고 있어 위
헌이라고 판단된 사례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주(州)법률은 종교 또는 자선의 목적을 가지고 가가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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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家戶戶) 금전 기타의 기부를 구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미리 그 기부행위의 
권유가 정말 종교적․자선적 목적을 가지고, 그 효과와 성실성이 상당한 기준에 
합치하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지정된 행정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허가없는 
행위에 대하여는 벌금 또는 구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였다. 주측은 부당한 재
량권의 행사에 대하여 법원에 구제를 요청하는 방법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위헌
이 아니라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허가를 결정하는 관청의 재량권이 너무 광범하여 
자의적 행사의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고, “허가제의 남용이 있는 때에 법원에 의
해 구제되는 방도가 있다고 하여도 그 제도가 사전억제임을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출판의 자유의 분야에서 이러한 사전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판시하여 왔다. 심리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구제될 수 있다 하더라도, 
보장되어 있는 자유의 행사에 사전의 억제를 가하는 것을 인정한 법률은 행정관
의 행위에 의하여 같은 억제를 가하는 것을 인정하는 법률과 같이 헌법에 저촉
한다.”고 판시하여 동법이 무효임을 확인하였다.

이 판결은 사후처벌에 있어서는 자유와 그에 대립하는 사회적 이익과의 조정
가능성이 인정되지만, 사전억제라고 하는 언론억압의 방법은 모두 그 당․부당
을 막론하고 당연히 무효로 되며, 그에 의해 어떠한 사회적 이익이 옹호되는가
를 고려할 여지가 없다고 한 점에서 사전억제 금지 원칙을 절대적인 것으로 취
급한 것이었다.

셋째, 공공의 장소에서의 확성기의 사용을 허가제에 의존케 한 예에서 대

법원은 이것도 역시 ‘사전억제’로서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15)

(2) 법원의 금지명령

사전억제로서 금지되는 제2의 유형은 ‘형평법’ 상의 특수한 수단인 ‘금지

명령’(injunction)을 발포하는 경우이다. 이 방법에 의하면 특정한 출판물의

간행을 억제하여 특정한 표현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떠한

종류의 정기간행물에 대하여 장래의 간행을 계속적으로 금지하는 일반적인

억제까지도 가능하게 된다. 이 명령은 법원에 의해 발하여지는 것이므로 전

술한 행정청의 허가에 의존케 하는 경우보다 폐해가 덜할지 모르나, 그 명

령발포의 절차는 일반 소송절차와 달리 간이(簡易)하고, 특히 ‘잠정적 금지

15) Saia v. New York, 334 U.S. 558(1948) 참조. 그러나 Kovacs v. Cooper, 336 U.S. 
77(1949)에서는 그 반대로 판결되었다.



- 100 -

명령’(temporary injunction)의 경우에 그 명령을 발하는 재판관은 검열관과

같은 지위를 갖게 된다. 따라서 연방대법원은 이것을 ‘사전억제’의 이론에

의해 위헌이라고 판시한다.

[사례] 니어 사전억제 사건(1931)

미국 연방대법원 Near v. Minnesota, 283 U.S. 497(1931)

이 사건에서는 음란한 신문․잡지 및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신문․잡지를 
금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것을 출판․배포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주 및 지방 검
사(혹은 시민)가 법원에 그 출판의 계속을 금지하는 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은 통
상의 injunction 소송과 같은 절차를 밟아 심리하여 ‘생활불법방해’(nuisance)가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injunction을 발하게 하는 Minnesota주의 ‘언론억압
법’(Gag Law)이 문제되었다. 

이 사건을 판결함에 있어서 대법원은 ‘사전억제’의 이론을 거론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동 이론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동법이 위헌임을 선언하였다
(상세한 판시 내용은 후술 참조).

이와 같이 미국의 경우에는 표현물이 이미 일반에 공개되고 유통된 이후

에 추가 유통을 제한하기 위해 내려지는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의한 출판금

지 명령도 사전억제의 유형에 포함되는 것으로 취급된다.16) 따라서 경찰, 검

찰 등 행정기관이 목록을 지정하여 그에 포함된 표현물에 대해 장래의 배포

를 금지하는 경우뿐 아니라 법원에 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하급심에서 특정

한 표현물에 관해 장래의 표현을 금지하는 인정션 명령은 사후의 상급심에

서의 판단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전억제가 되어 엄격한 심사의 대상이 되

게 된다.17)

미국의 판례가 위법적인 내용의 특정한 표현물에 대하여 장래의 표현 및 전
파를 금지하는 행정기관이나 하급 법원의 명령(injunction)을 사전억제에 포함하

16) 박경신, 사전검열 법리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활동：법과학적 방법으로, 인권과

정의(2002. 8. 통권 312호) 3면.
17) 박경신, 전게 논문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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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위헌으로 보는 이유는 그 표현물의 위법 여부가 사법심사 및 상소절차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이전에 그 표현 자체를 억제하는 자기검열(self-censorship) 
효과 때문이다. 특정한 표현행위에 대한 사후의 형사 처벌이나 손해배상도 억제
적 효과를 갖지만, 그것은 과거의 행위에 대해 제재하는 효과만을 가질 뿐, 장래
의 행위에 대해서 직접적인 억제효과를 갖는 이들 처분에 비해 그 자기검열의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구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18)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의 판례는 행정기관이나 하급법원이 부득이하게 장래의 표현행위를 금지하
는 경우에는 ‘즉각적이고 신속한’ 사후심사가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미국에서 표현물에 대한 위법 여부의 판단은 최종적으로 사법권만이 행사할 수 
있다는 사고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며, 사법심사를 거치기 이전의 행정명령은 물
론 상급심의 확정 판단을 받기 이전 하급심의 금지명령은 위법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표현행위를 잠정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점을 실제적․기능적으
로 고찰한 것이다. 특히, 법원의 금지명령을 어긴 경우 내려지는 법정모욕의 처
벌에서 적용되는 미국법상의 collateral bar rule(우회항변금지원칙)이 이러한 잠정
적 억제 효과를 확보하게 된다. 

(3) 입법에 의한 금지

사전억제의 제3의 형태는 입법부에 의한 규제로서 법률에 일정한 조건을

정하고 사전에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판 기타의 표현을 불

법화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는 전술한 경우와는 달리 이러한 법률

을 집행하는 자에게는 하등의 재량이 없고, 일정한 법률상의 조건을 충족할

것만이 요구되는데, 신고 혹은 등록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경우도 사전에 법률이 요구하는 일정한 조건을 갖춤이 없이 행

위한 경우에는 그 표현의 실질 여부와 관계없이 그것을 이유로 형사적인 제

재를 가하는 것이어서 일종의 사전억제에 해당하며, 연방대법원은 이를 위

헌이라고 취급한다.

[사례] 사전등록제 위헌 사건(1945)

미국 연방대법원 Thomas v. Collins, 323 U.S. 516(1945)

이 사건에서는 보수를 받고 노동조합에 가입을 권유하는 Organizer가 텍사스 주
18) 박경신, 전게 논문, 12～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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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려면 미리 주장관의 서명이 있는 신분증을 지급받고 이
것을 휴대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한 Texas 주법의 위헌 여부가 문제되었다. 
주법원은 동법이 경제적 활동에 관한 것이고 주장관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
는 일종의 사전확인조치에 불과하다는 이유로서 동법을 합헌이라고 판결하였으
나, 연방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합법적 활동을 위한 지지를 획득하기 위하여 
공공에게 연설을 하려고 할 때에 미리 등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요
건은 수정헌법 제1조의 요구와 양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동 판결은 사전
억제보다 오히려 ‘우월적 지위’의 이론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다).

(4) 간접적 규제로서의 사전억제

마지막의 유형으로는 입법에 의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것

은 아니고 일정한 타 목적을 가지나 그 실질적인 효과로서 언론의 자유에

대하여 사전억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일정한 표현행위를 행할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사상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서 문제가 되는 소

위 ‘충성심사’(loyalty test)의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로서는 출판하는데 대해서, 특히 특정한 출판에 대하여 특수

한 과세를 행한 사례가 있는데, 대법원이 이를 평등권의 침해일 뿐 아니라

명백한 출판의 자유의 침해라고 판결하였다.

[사례] 신문사 특별과세 사건(1936)

미국 연방대법원 Grosjean v. American Press co, 297 U.S. 233(1936)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주당 20,000부 이상의 발행부수를 가지는 신문과 정기
간행물에 대하여 총판매고의 2%를 과세한 Louisiana주법의 무효를 선고하였는
데, 이 법은 실상 주지사에 반대하는 언론계에 대하여 발행인을 처벌하고 그 신
문들의 발행부수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후자의 경우로서 교직에 있는 자, 공무원 또는 사기업의 노동조합 간부에

이르기까지 충성의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해고 또는 조합의 법적 특권의

박탈과 같은 제재를 가하는 경우였는데, 이는 국내의 치안유지 기타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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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나 실질적으로는 사상에 대한 검열이 행하여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례] 노조간부 충성심사 사건(1950)

미국 연방대법원 American Communications Association(CIO) v. Douds, 339

U.S. 382(1950)

이 사건은 사상의 표현을 강제받지 않을 자유가 ‘사전억제’의 이론과 관련되
는 미묘한 경우였는데, 대법원은 충성선서를 요구하는 일련의 법에 대하여 ‘사
전억제’의 법리를 고려함이 없이 정책적인 필요에 의하여 합헌성을 지지하는 경
향을 보여주었다. 

이 사건에서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선서를 요구하는 1947년의 Taft-Hartley 
Act가 합헌이라는 인정을 받았다.

(1) 명예훼손 및 프라이버시 침해와 사전억제

미국에서 현대적인 사전억제이론은 1931년의 니어 사전억제 사건에서 비

롯되었다고 논해진다. 이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출

판에 대한 금지명령(injunction)이 사전규제인 검열의 본질을 갖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는데, 이 사건이래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규제는 원칙적

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일관된 경향이 형성되었고 미국에서 오랜 법적 전

통을 이루게 되었다. 

[사례] 니어 사전억제 사건(1931)

미국 연방대법원 Near v. Minnesota, 283 U.S. 697(1931)

이 사건에서 문제된 미네소타주의 언론억압법(Minnesota Gag Law)은 음란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신문 또는 잡지를 정규적으로 발행하거나 배포
하는 행위를 생활불법방해죄(nuisance)로 규정하고, 주는 법원에 소추하여 그러
한 생활불법방해의 더 이상의 범행과 계속을 금지하는 금지명령(iujunction)을 청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미니아폴리스시에서 발행되는 한 주
간지에 유태인 갱단이 도박, 술의 밀매, 공갈 등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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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시장 이하 치안 당국은 이들을 강력히 단속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적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군검사는 위 법률에 의거하여 법원에 금지명령을 신
청하였고, 주 대법원은 위 주간지에 대해 영구적인 금지명령(perpetual injunction)
을 발포하였다.

연방대법원의 다수의견은 헌법기초자는 헌법제정 당시에 출판에 대한 영국식 
검열의 추방을 의도하였다고 하는 수정헌법 제1조의 역사적 배경을 들고, 문제
된 법령은 사전억제를 규정한 것으로서 수정헌법 제1조의 보장을 위반하여 언
론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판시는 동법이 형식적으로는 생활불법방해로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후
적으로 처벌을 가하는 것 같은 외관을 보이지만, 결코 처벌만을 목적으로 한 것
은 아니며, 법 자체의 취지를 보면 사후의 처벌만으로는 불충분함을 인정하여 
출판을 사전에 억제하려고 한 것이었으므로 사전억제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즉, 동법의 실질적인 효과는 검사가 명예훼손, 특히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의 
기사를 이유로 재판관 앞에 출판자를 출두시켜 기사가 진실로 선의의 것임을 입
증하지 못하면 그 후의 간행을 처벌한다고 하는 점에 있으며, 이 점이야 말로 
틀림없이 검열의 본질을 내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다수의견은 형사적 명예훼손 기타 법률에 의한 사후처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자료의 출판에 대하여도 사전억제는 허용되지 않음을 명백히 하였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본 판결에서는 사전억제의 원칙이 블랙스톤적인 절대적 기
준으로서 주장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다수의견은 “이 한계의 예외적 성질
은 역사적으로 고찰되고 연방헌법에 의해 취급된 바와 같이 전적인 것은 아니지
만 원칙적으로 사전억제 혹은 검열로부터 언론의 해방을 의미하였다고 하는 일
반적 개념을 강력히 보여 준다.”고 언급하고, 이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전쟁수
행의 방해․음란․폭력의 선동의 경우라고 말하였다.

이 사건 판결은 사전억제와 사후규제의 구별에 관하여 주목할 판단을 내리고 
있으나, 동법이 규정한 언론에 대한 규제가 사전억제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관
하여 반대의견을 개진한 ‘버틀러’대법관은 동법상의 규제는 이미 행하여진 행위
를 전제로 (즉, 본건 재판시에 문제된 출판물은 이미 발행된 후였다) 그에 대하
여 법원에서 형평법상의 구제를 부여하려는 것이므로 이는 사전억제가 아니며, 
만약 이러한 규제방법에까지 사전억제이론의 적용을 확대시킨다면 그 적용범위
의 확정에 대하여는 의문이 생긴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사전억제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적정히 해석할 때 미네소타주법은 결코 출
판에 대한 사전의 억제로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예전에 검열자에 의
해 행사된 것과 같이 행정부가 사전에 규제를 가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 아니고, 
형평법상의 소송에 의해 실현되어야 할 하나의 구제방법을 규정한데 지나지 않
는다. 본건에서는 정기적․반복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하는 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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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내는 영업을 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출판은 행하여져 있다. 이러한 영업과 
출판이 모두 출판자유의 권리의 남용을 구성한다는 사실에는 의문이 없다.……
이것은 다만 생활불법방해를 구성한다고 판단된 것을 계속하여 행하는 것에 관
하여 인정된 제한에 지나지 않는다.……동법에 인정된 바와 같이 반복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하는 기사의 계속적인 간행을 방지하는 명령을 
발하고 이를 강행한다고 하는 것과 블랙스톤이 언급하고 또 그의 시대의 역사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검열자에 의한 출판에 대한 사전억제라고 하는 것과의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에 어긋나는 견해이다.”

니어 사전억제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처음으로 언론․출판의 자유의 우

월성을 명백히 하면서 사전억제의 이론을 상세히 언급하여 현재에 이르기까

지 헌법이론으로서의 지위를 확립시켰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가 크다. 

이 판결은 사전억제의 이론을 적용함에 있어서 단순히 법형식적인 것에만

국한하지 않고 법률의 실제상의 “영향이나 효과”도 고려하였으며, 따라서

과거와 같이 검열의 기능을 갖는 규제방법에 일반적으로 동 원칙의 적용을

확대하였다. 위 1931년 판결 이래 명예훼손을 금지하기 위한 인정션 형태의

사전억제는 보통법에서나 수정헌법 제1조의 문제로서나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에서의 전통이 되었다. 

그럼에도 동 판결은 사전억제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미해결로 남겨

놓았으며, 명예 등 개인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원에 의한 언론규제에 너무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논란을 야기하였고, 그 후의 판결들은

이 판례의 원칙을 채용하면서도 사회적 배경의 변화에 따라 신축성 있는 태

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60년대에 이르러 사법부의 개입이 없는 행정작용은 계속해서 ‘사전억

제’로 금지되어 왔으나, 법원에 의한 금지명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외가

인정되면서 폭넓게 허용되게 되었다. 회복될 수 없는 심각한 손해가 야기될

경우 신속한 사후의 적법절차에 의한 심사가 행해질 것을 요건으로 법원에

의한 사전억제가 허용되게 된 것이다. 

현재의 상황을 보면,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사전억제가 엄격하게 금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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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프라이버시의 이익이 개재된 사건에서는 사전억제가 수월하게 허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론상 명예에 대한 손상은 금전 배상에 의해 치유되고 완

전해질 수 있지만, 프라이버시의 침해에 있어서는 침해행위가 금지되지 않

는다면 또는 사적 정보의 누설이 금지되지 않는다면 구제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고양이가 일단 주머니를 벗어나면 다시 주머니 속에 담을

수 없다.”(Once the cat is out of the bag, it cannot be put back in the bag.)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프라이버시의 침해에 대한 인정션의 발포가 허용된 사례로서

법원은 정신병원에서 정신이상으로 찍혀진 폄훼적 장면이 포함된 필름의 제

시를 금지하는 인졍션을 지지한 바 있다.19) 그러나 프라이버시 소송에서도

사전억제에 대하여는 무거운 위헌추정이 적용되고, 그러한 침해의 피해자들

은 다른 구제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보통이다. 

(2) 상업적 및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억제

미국에서 상업적 및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떠한 경우

보다 사전억제가 허용되는 경우가 많다. 법원은 개인적 납세정보, 영업비밀

(trade secret) 또는 고용기간 중에 얻어진 기밀적 정보의 공개를 금지하는 억

제조치 또는 상호(trade names)의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억제조치를 승인

한다.20) 억제조치가 허위 또는 오인유발적(false or misleading) 광고와 같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업적 언론에 대하여 행해지는 때에는 사전억제가 더욱

쉽게 허용된다. 

예컨대, 법원은 피고인은 허위 또는 기만적 소득세 법리의 전파를 금지하

는 인정션은 사전억제이지만, 그것은 허위적이고 오인유발적 상업적 언론이

므로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것이라고 판시한다.21)

이와 같이 불법적 서비스 또는 가짜 제품 기타 상업적 정보의 전파를 금

19) Commonwealth v. Wiseman, 356 Mass. 251, 249 N.E.2d 610(1969). cert. denied, 398 
U.S. 960(1970).

20) Smolla and Nimmer On Freedom of Speech, id., p. 8～77.
21) United States v. Buttorff, 761 F.2d 1056(5th Cir.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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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인정션은 자주 허용된다. 법원은 물건의 전소유자가 원매자들에게

그 소유권에 관하여 거짓되고 오인유발적 주장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인정

션을 지지한 바 있고,22) 영업장 밖에서 허위의 혼란시키는 피케팅을 금지하

는 인정션은 그 언론이 타인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허위의 오인유발적 상업

적 언론이므로 합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23)

그러나 경제적 사안에 관한 언론에 관련되는 사전억제 역시 사전억제이

므로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사전억제가 일반적인 상업적 상황에서

언론의 비상업적 국면을 대상으로 한 것이면 사전억제의 무거운 추정이 적

용된다. 상업적 활동에 관련되는 사전억제라 하더라도 그것이 그 억제의 부

과를 지지하기 위해 촉진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좁게 재단된 것이 아니면

무효화되어야 한다.

소비자가 영업에 대한 불만족을 표현한다는 이유 때문만으로 사전억제가

지지되어서는 안 된다. 자유사회에서 상업적 활동의 질과 안전성에 대한 논

란은 본질적인 것이고, 오로지 영리적 기업을 그러한 비판으로부터 보호하

기 위하여 발포된 사전억제는 관용될 수 없다. 그러나 언론이 다른 기업에

대한 불만의 표현을 넘어 강요나 협박에 이르는 때에는 사전억제가 지지될

수 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기업 관행에 관하여 편지를 발송하는 것

을 금지하는 인정션을 지지한 사례가 있다.24) 원고의 의도는 타인들을 피

고와의 거래를 끊게 하려고 강요하는 것이었으므로 보호받지 못하는 언론

이었다.

지적 재산권 소송에서도 법률상 인정션에 의한 사전억제가 허용된다. 사

전억제는 상표나 예술적 권리와 같이 다른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내

려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미국의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로서 특히 인정션을 규정

22) In re Corey, 892 F.2d 829(9th Cir. 1989).
23) Trojan Elec. & Machine Co. v. Heusinger, 162 A.D.2d 859, 557 N.Y.S.2d 756(1990).
24) Karamchandani v. Ground Technology, Inc., 678 S.W.2d 580(Tex. Ct. App.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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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동법은 “동조에 의해 발생하는 민사소송의 관할을 갖는 법원은……

저작권의 침해를 금지하거나 저지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조건으로

잠정적 및 종국적 인졍션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17 U.S.C. §502(a)). 

이것은 헌법상 저작권 조항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저작권법은 발명가들

의 발견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발명가를 고무하라는 헌법적

명령을 의회가 구현한 것이므로 저작권의 이익 역시 헌법상 보호되어야 하

고 인정션에 의한 구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일반적인 사법적 대응으로서

유효한 것이다.”25) 이러한 입장에서 판례는 저작권 있는 편지를 직접 인용

하거나 바꿔 쓴 서적의 출판,26) 저작권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제작한 영화

의 배포 및 상영,27) 광고에 원고의 이름을 변성시켜 사용한 경우에28) 그 금

지를 명하는 인정션을 허용하였다.

[사례] 캐피탈 시티스 저작권위반 방송금지 사건(1990)

미국 연방항소법원 In re Capital Cities/ABC Inc., 918 F.2d 140(11th Cir. 1990)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저작권법에 의한 부작위청구는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반하
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방송되지 않은 방송사의 영화 필
름에 대하여 원고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그 방송의 금지를 구하는 인정션 소
송을 제기하였다. 연방 지방법원은 증거개시 절차에서 그 방송사에 대하여 그 
방송 예정된 필름의 촬영대본(shooting script)의 제출을 명한 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가 주장하는 필름 부분의 방송을 금지하였다. 항소법원 역시 그 
필름의 일부분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됨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금지명령
은 외과적(surgical)인 것일 뿐이어서 그 방송사에 의한 표현의 내용을 제한한 것
이 아니라 그 표현의 방법을 제한한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지방법원의 명령을 지
지하였다.

그러나 저작권 위반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전억제의 발포가 통상적인

25) Cable/Home Communication Corp. v. Network Prods., Inc., 902 F.2d 829, 849(11th Cir. 
1990).

26) Salinger v. Random House, Inc., 81 F.2d 90(2d Cir. 1987).
27) Dallas Cowboy Cheerleaders, Inc. v. Pussycat Cinema, Ltd., 604 F.2d 200(2d Cir. 1979).
28) Mutual of Omaha Ins. Co. v. Novak, 836 F.2d 397(8th Cir.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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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다. 저작권 침해의 구제로서 손해배상이 충분한 경우에는 사전억

제라고 하는 과도한 방법은 자제되어야 한다. 사전억제가 언론에 주는 충격

에 비하여 저작권의 이익에 대한 침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에는 사전

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원고의 사망한 남편의 저작권 있는 그

림을 포함한 서적의 출판을 금지하는 인정션은 위헌적인 사전억제로 판시된

사례가 있다.29)

(3) 국가안보와 사전억제

국가의 안보를 위해 사전억제가 허용되는가 여부도 논란된 바 있다. 국가

안보에 관계된 자료의 공개를 금지하여 달라는 정부의 청구가 사전억제로서

위헌이라고 판결된 사례는 유명한 1971년 뉴욕 타임즈 월남전비록 보도 사

건이다. 이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에 대

하여 미국의 월남전 개입과 확전에 관한 경위를 설명한 미국 정부의 비밀

분류된 문서(이른바 ‘월남전 비록’, The Pentagon Papers)의 게재보도를 금지

하여 달라는 미국 정부의 신청을 극적으로 기각하면서 사전억제에 대한 위

헌론을 강화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대법원의 판시에 의하면 국가안보에 관

련되는 사안에서 사전억제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에서는

당해 사전억제의 합헌성을 정당화함에 족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이를 배

척한 바 있다.

[사례] 뉴욕 타임즈 월남전비록 보도 사건(1971)

미국 연방대법원 1971. 6. 30. 선고 New York Times v. United States, 403

U.S. 713(1971)

이 사건은 New York Times v. United States 사건과 United States v. The 
Washington Post Company et al. 사건이 병합심리된 사건이었다. 

먼저 New York Times v. United States의 사실관계를 보면 뉴욕 타임즈지는 1971년 
6월 13일 ‘합중국의 월남정책결정과정사’(History of the U. S. Decision Marking 

29) Belushi v. Woodward, 598 F. Supp. 36(D.D.C.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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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on Viet-Nam Policy)라는 제목이 붙은 국방성의 비밀문서(Pentagon Papers)
의 일부를 게재하였다. 동 문서는 1945년에서 1968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미국과 
월남간 관계의 정책수립의 배경을 연구한 것으로서 7,000면 47권에 이르는 방대
한 자료였다. 그 내용은 통킹만사태, 북폭의 개시와 이유, 미지상군의 전면개입
에 의한 점차적인 확전, 반디엠 쿠테타의 정체 등 여러 이슈에 관한 배후의 진
상과 국방․외교 고위관리들의 막후 움직임을 세세하게 언급한 것이었다. 이 자
료는 국방장관의 지시에 의해 작성되어 극비 또는 비밀로 분류되었고, 국방관계
자료를 저장하고 정보 및 연구결과를 제공해 온 사유집단(think tank)인 랜드연
구소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동 연구소의 직원 하나가 이를 무단 복사하여 뉴욕 
타임즈사에 넘겨주었다. 동 신문은 이 방대한 자료를 간략히 요약하여 기사화한 
5차 연재분 중의 일회분을 위 날짜에 게재한 것이다.

합중국정부는 동사에 대하여 보도중지를 요청하고 그 자료의 반환을 요구하
였으나, 동사는 이를 거부하고 연재를 계속하였다. 법무성은 즉각 뉴욕연방지방
법원에 위 문서의 계속게재를 금지하는 명령(injunction)을 신청하였고, 동 법원
은 뉴욕 타임즈사에 대하여 보도중지를 잠정적으로 금하는 명령을 내린 후 본안
을 심리하여 합중국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합중국은 연방항소법원에 항소
하였고, 동 법원은 다시 게재중지의 잠정명령을 발한 후 본안을 심리하여 정부
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뉴욕 타임즈에 대하여 계속게재를 금하는 명령을 발하였
다. 뉴욕 타임즈는 이에 불복하여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기에 이르렀다.

United States v. The Washington Post Company et al.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
과 같았다. 뉴욕 타임즈지가 세칭 ‘월남전비록’을 게재한지 5일 후 워싱턴 포스
트지는 같은 내용의 국방성 비밀문서에 관한 연재기사의 1차분을 게재하였다. 
합중국정부는 워싱턴특별구 연방지방법원에 게재금지명령을 신청하고 동 법원
이 이를 기각하자 이에 불복 콜럼비아특별구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였다. 
동 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는데 환송심에 불복한 정부측의 청구에 대해 동 
항소법원은 다시 게재중지의 잠정명령을 발하고 본안을 심리한 후 전문서의 보
도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합중국정부는 이에 대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기
에 이르렀다.

위 2사건을 접수한 연방대법원은 사건이송영장(writ of certiorari)을 발하고 본
건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특별히 개정기를 연장하고 1971년 6월 30일 양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6：3의 합의로 합중국을 패소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는 
간단한 법원의 의견(per curiam opinion)을 시작으로 전례 없이 9인의 대법관 전
원이 독자적인 의견을 개진하였다.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전억제의 원칙의 적용에 관하여 대법원은 
“사상표현에 대한 여하한 사전억제의 제도도 그것은 당 법원에서 그 합헌적 유
효성에 반하는 무거운 추정을 받는다. 그러한 억제조처의 시행을 위하여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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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정당화를 위한 무거운 거증의 책임을 부담한다.”(per curiam)고 판시하
였다. 이는, 요컨대 언론을 제약하는 국가행위는 합헌성추정을 받지 못한다는 
점과 언론에 대한 억제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그 필요성과 사실에 대한 입증책
임을 전환시킨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본인은 합중국정부가 출판에 
대한 금지명령을 인정하기 위하여 이행하여야 할 매우 무거운 책임을 충족시키
지 못했다는 점에 동의한다.” “수정헌법 제1조 하에서 사전억제는 비상히 무거
운 정당화 사유를 요구한다.”(White concurring)

이 사건에서 사전억제의 이론이 적용될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는 가장 큰 
의견의 대립과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블랙과 더글러스 대법관은 수정헌법 제1
조의 불가침성을 들어 만약 의회가 사전억제를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한다면 그
것은 위헌이라고 하는 강경한 입장에 따라 사전억제의 이론을 절대적인 것으로
서 이해하였다. “수정헌법 제1조의 역사와 문언에 의하면 출판은 정보원이 어떠
하든 검열이나 금지명령 등 사전제약 없이 자유로이 뉴스를 보도할 수 있도록 
방임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모두 지지하게 된다.”(Black concurring) “본인의 견해
에 의하면 그것[수정헌법 제1조의 규정]은 출판에 대한 정부의 제한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이들[본건의] 공개는 심각한 결과를 가질런지도 모른다. 그러
나 그것은 출판에 대한 사전억제라고 하는 제재를 위한 근거가 될 수 없다.” 
(Douglas concurring)

그러나 마셜 대법관은 “어떠한 상황 아래서는 외교정책을 수행하고 군통수권
자로서 행위하는 대통령의 직무로부터 유래하는 권한은 물론 정부가 보유할 수 
있는 여하한 고유권한에 의해서도 국가안전에 해를 미치는 자료의 공개를 방지
하기 위한 도움으로서 본원의 ‘형평법’상의 관할권의 행사를 요구할 근거가 있
다고 하는 경우가 있을런지도 모른다.”고 함으로써 사전억제의 이론이 절대적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브레넌 대법관은 사전억제의 원칙을 신봉하면서도 사전억제가 예외적으로 인
정될 수 있음을 시인하였으나, 그것이 법률에 의한 것이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서는 명백한 의견을 말하고 있지 않다. “헌법수정 제1조는 출판이 불운한 결과
를 가져오리라는 예측이나 추측에 입각하여 사전에 사법적 억제를 가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사전억제를 금지한 헌법수정조항이 번복될 수 있는 
사례는 유일하고 극히 한정된 경우에 한한다. 그것은 국가가 전시에 처해 있을 
때에 한해서 일어날 수 있다. Near v. Minnesota사건에서 표명된 바와 같이 ‘전시
에 정부가 신병의 충원계획, 수송일자, 병력의 수와 배치 등에 대한 보도를 금지
하는데 대해 의문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와 같이 이미 해상에서 수송
중인 (군대의) 안전을 위험하게 하는 것 같은 사태의 발생을 필연적․직접적․즉
각적으로 야기한다고 하는 정부 측의 주장과 입증만이 잠정적인 억제명령의 발
포를 뒷받침할 수 있다.”(Brennan concurring)



- 112 -

화이트대법관은 사전억제를 위하여는 입법적 수권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본인은 헌법제도 하에서 출판이 향유하는 사전억제에 대한 명백하고도 각별한 
보호 때문에 오늘의 판결에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수정 제1조는 어떠한 경우
에도 정부계획과 활동에 관한 인정션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또한 
정부가 가장 민감하고 파괴적이라고 규정지은 [본건] 자료들을 정사한 결과 이
들 문서의 누설이 공공의 이익에 대하여 실질적인 위해를 가할 것이란 점을 부
인할 수 없다. 정말로 본인은 그 폭로가 그러한 결과를 가질 것이라는 점을 확
신한다. 그러나 본인은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본건과 같은 상황 하
에서 사전억제를 위한 의회의 명시적이고 적절하게 한정된 수권이 없는 경우에 
합중국은 출판에 대한 인정션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여야 할 매우 무거
운 책임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점에 동의한다.”(White concurring)

이들에 대하여 반대의견에 가담한 버거 대법원장과 블랙먼 대법관은 사전억
제의 이론을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입법적 수권이 없는 경우에도 사전
제한이 가능하다고 하는 견해를 취하였다.

(4) 공정재판의 이익과 사전억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도 사전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1976년 네브라스카

살인사건 보도금지 사건30)은 재판보도와 사전억제의 문제를 다룬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선정적 살인 사건에서 피

의자로 확인된 특정인의 성명에 관하여 언론의 보도를 금지하는 조치(gag 

order)도 사전억제의 유형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다. 형사

재판에 관하여 편견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보도를 통제하기 위해 그러한

묵비명령이 유용하다고 생각된 사안이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법원이 사전

억제를 발령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상세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기 때

문에 이 판결은 사전억제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준절대론을 피력

한 것이라고 평가되었다.

[사례] 네브라스카 살인사건 보도금지 사건(1976)

미국 연방대법원 Nebraska Press Assoc. v. Stuart, 427 U.S. 539(1976)

이 사건은 형사사건의 보도에서 사전억제의 문제를 다룬 의미 있는 판결이다. 

30) Nebraska Press Assoc. v. Stuart, 427 U.S. 539(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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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Nebraska주의 작은 마을에서 수인이 살해된 음침한 살인사건 재판에서 
법원은 언론매체에 대하여 예비심문에 제시된 증언과 증거, 피고인의 승인과 자
백의 존재 및 피고인의 연루혐의를 높이는 사실 등의 보도를 금지하는 묵비명령
(gag orders)을 내렸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사전억제를 허용하지 않는 전통에 따라 그 네브라스카
주 법원의 보도금지명령을 무효화하였다. Burger 대법원장에 의한 법원의 의견
은 사실심 판사가 결정해야 할 기준에 대하여 (a) 공판전 심리에 관한 뉴스 보도
의 성격과 범위 (b) 공판전 심리에 대한 무제한적 보도의 영향을 완화시킬 가능
성이 있는 다른 조치가 있는가의 여부 (c) 위협받는 위험의 예방을 위해 억제명
령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위 의견은 사전억제 대신에 행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관할의 변경, 배심의 격리 
및 배심에 대하여 오로지 심리에 제출된 증거로만 판단하도록 명백하고 강력히 
설시하는 일 등 여러 가지를 강조하였다.

버거 대법원장의 의견이 형사사건에서 사전억제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이었
다 하더라도 그것은 형사사건의 보도에 대한 사전억제가 어느 상황에서나 절대
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까지 판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 설시된 
기준보다 더욱 강제적인 것으로 이해된 선례였다. 6인의 대법관이 관여한 보충
의견 중 3인의 대법관은 사전억제가 국가안보라는 유일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형사재판의 보도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결코 허용될 수 없다는 절대론에 가까운 
견해를 취했기 때문이었다. 

이후 하급심 법원들은 Nebraska Press 기준을 사전억제에 대한 절대적 금지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사법절차의 언론보도에 대한 제한을 허용하는 명령을 
항상 거부하였다. 사전억제가 채용된 대부분의 사례에서도 항소심에서는 취소되
었다. 이로써 몇 개의 예외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재판보도에 대한 사전억제의 
무거운 위헌추정은 미국법에 굳건히 자리 잡게 되었다. 

(5) 음란규제와 사전억제

음란물에 대한 사전규제는 행정기관, 사법기관, 공공단체, 사인 등에 의한

사전억제 또는 자율규제 형태의 사전억제 등 여러 유형을 나누어 볼 수 있

다. 사전억제 금지의 법리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미국에서도 음란을 이유로

한 사전규제는 일정한 요건 하에 허용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다만, 어

떠한 유형의 사전억제이든 즉각적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엄격

한 절차적 보장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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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은 음란물을 제공하는 시설을 폐쇄하기 위하여 인정션

(injunction)이나 허가요건의 형태로 사전억제를 시도하는 조치에 대하여 일

반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다. 법원은 표현에 대한 사전억제 시스템은

무거운 위헌의 추정을 받는다고 하면서 사전억제의 형태로 작용하는 모든

행정행위에 대하여 즉각적인 사법심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가)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억제

미국 연방대법원은 사전억제 명령에 내재하는 위험, 특히 검열위원회나

기타 비사법기관에 의해 발해지는 경우에 야기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보장

으로서 여러 가지 절차적 보장의 요건을 천명한 바 있다. 이렇게 미국 연방

대법원은 사전억제가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언론을 억제할 위험을 경감시키

기 위한 절차적 보장이 실천된 경우가 아니면 발해질 수 없다고 판시하였

다. 이러한 요건은 검열 당국이 음란을 규제하기 위해 적용된 것이 일반적

이었으나,31) 그 외에도 언론의 주제 여하를 막론하고 적용된다.

[사례] 매릴랜드 음란영화 검열 사건(1965)

미국 연방대법원 Freedman v. Maryland, 380 U.S. 51(1965)

이 사건에서 법원은 영화상영자가 상영 전에 모든 필름을 주검열위원회에 제
출하도록 의무화한 메릴랜드주의 법령을 무효화하면서 검열관에게 사전의 제출
을 요구하는 비형사절차(noncriminal process)는 그것이 검열제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는 절차적 보장을 갖춘 경우에만 헌법적 결함을 피할 수 있다고 판시하
고, 음란관계 사건에서 사전억제의 발령을 위한 절차적 요건을 다음과 같이 판
시하였다.

“첫째, 그 영화가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이라는 입증은 검열관에 있어야 한다.
……둘째, 주는 보호받지 못하는 필름의 상영을 효과적으로 막는 절차를 수행
하기 위하여 모든 필름의 사전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한편, 그 요건은 그 필름
이 보호받는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검열관의 판단이 최종적 효과를 갖도록 관
리될 수 없다.……상영자에게는 검열이 단기로 규정된 기간 내에 허가를 발하
든가, 필름의 억제를 위해 법원에 갈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31) Southeastern Promotions, Ltd. v. Conrad, 420 U.S. 546(1975).



헌법상 사전검열금지의 원칙

- 115 -

이와 같이 그러한 제도의 억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검열할 수 있

는 언론을 포함하는 모든 자료의 사전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

게 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절차적 보장을 따라야 한다.

첫째, 위 판결에 의하면 검열당국은 사법절차를 도입할 의무를 부담하며, 

해당 언론이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입증할 의무가 있

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전제한은 원칙적으로 쌍방심문(adversary hearing)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석적(對席的) 변론에 의하지 않고 발포된 사전억제는

수정헌법 제1조의 기본적 가치와 양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양 당사자로부

터의 주장․입증과 가치판단의 설명에 대한 참여가 없는 경우에는 수정헌법

제1조의 영역에서 중요한 균형된 분석과 신중한 결론의 보장에 불충분하기

때문이다.”32) 사전억제 명령은 사건의 정확한 필요에 맞추어 정확하게 재단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을 위해 양 당사자의 참여는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법원은 심리전에 행한 성인 서점에 대한 압수에 있어서

그 자료가 음란한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대석적 변론에 의하지 않은 경

우 그 압수를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33) 법원은 혐의를 찾기 위한 증거취득

의 목적에서 서적이나 필름의 한 부는 압수하여 유치할 수 있으나, 대석적

변론에 의해 음란하다고 결정된 후가 아니면 그 서적이나 필름 전부의 유통

이 금지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일방 심문에 의한 언론에 대한 제한명령(ex parte orders) 기타

사전억제명령은 무효로 취급됨이 보통이다. 연방대법원은 반대 당사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거나 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증이 없는 경우

그러한 명령은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적 자유의 영역에는 들

어설 자리가 없다고 판시하였다.34) 그에 따라 연방대법원은 과거에 음란한

영화를 상영하였다는 증거에 의해 법원이 공적 생활방해(public nuisance)로

32) Carroll v. President and Comm'rs of Princess Anne, 393 U.S. 175, 189(1968).
33) Fort Wayne Books, Inc. v. Indiana, 489 U.S. 46(1989).
34) Carroll v. President and Commissioners of Princess Anne, 393 U.S. 175, 180(1968).



- 116 -

서 영화관의 운영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텍사스주의 법령을 무효화하

였다.35) 동법에 의하면 단기간 동안 일방적 심문에 의한 잠정적 금지명령이

내려질 수 있었고, 그 경위에 관하여 성공 가능성의 입증이 있은 후에는 불

확정한 기간 동안의 잠정적 금지명령이 발포될 수 있었다.

둘째, 그러한 명령에 대하여는 신속한 사법심사가 보장되어야 한다. 대석

적 절차에 의한 사법적 결정만이 민감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사전억제이든 그 발효를 위해 중요한 것은 신속한 사법심사이다. 따

라서 오로지 사법적 결정을 요구하는 절차만이 유효한 종국적 억제를 과함

에 충분한 요건이 된다.

검열권한을 설정하는 법률은 그 관할기관이 검열문제를 제출받은 후 “한

정된 신속한 기간 내에”(within a specified brief period) 그가 그 언론활동을

허가하든가, 아니면 그 억제를 위해 법원으로 가도록 하든가 하는 규정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36) 위 판결에 의하면 검열 기관이 사법심사를 구하기

까지의 신속한 기간은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며, 단지 사법절차가 시간적 한

계 없이 즉시(forthwith) 시작된다고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허가

의 거부 시점부터 법원에 자료가 제출되기까지 그 한정된 기간이 50일 내지

57일에 이른 경우 그것은 신속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된 사례가 있고,37) 다

른 한편 행정기관에 의한 거부로부터 법원의 심리까지 10일로 규정된 경우

에는 지지된 바 있다.38)

나아가, 프리드만 영화검열 사건39)에서 연방대법원은 사안에 관한 법원의

종국적 판단에 앞서 부과되는 억제조치는 법원의 건전한 판단으로 인정될

수 있는 최소로 한정된 기간 동안 현상유지를 위한 것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이 검열당국은 사법심사 전에 잠정적인 사전억제를 과

35) Vance v. Universal Amusement Co., 445 U.S. 308(1980)(per curiam).
36) Freedman v. Maryland, 380 U.S. 59(1965).
37) Teitel Film corp. v. Cusack, 390 U.S. 139(1968).
38) Interstate Circuit, Inc. v. Dallas, 390 U.S. 676(1968).
39) Freedman v. Maryland, 380 U.S. 59(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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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제한조치는 한정된 기간 동안만 효력을 가질 수 있다. 

더구나 그 잠정적 절차는 잘못하여 허가를 거부할 가능성에 의한 저지적 효

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원의 신속한 최종 판단을 보증하여야 한다. 법원

의 명령이 행정기관 발포의 사전억제를 승인하거나 또는 법원 자신이 그러

한 사전억제 명령을 발포한 경우 사후에 그 명령에 대해 항소가 제기된다면

신속한 항소심의 심사가 가능하거나, 아니면 그 명령은 항소심 계속 중에

정지되어야 한다.40)

위와 같은 입장에 선 미국의 판례를 보면 시공무원이 허가를 내주던가 거

부하던가 할 명확한 시한을 규정하지 않았고 신속한 사법심사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Freedman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에서 댈러스시의 성 지향

의 시설을 규제하는 허가제의 일부를 무효화한 사례,41) 공적 생활방해법

(public nuisance statute)에 의한 성인서점의 폐쇄를 명한 법령이 Freedman요

건을 아무것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적인 사전억제라고 판시한 사

례,42) 일방적 적용에 의해 단기간의 잠정적 억제명령이 발하여질 수 있고, 

그에 관한 있음직한 성공가능성의 입증이 있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잠정

적 인정션이 발하여질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과거에 음란영화를 상영하였

다는 입증에 의해 공적 생활방해로서 영화관의 운영을 금하는 텍사스주의

법률을 무효화한 사례43)가 있다.

위와 같은 엄격한 절차적 요건은 검열 당국이 음란을 규제하기 위해 적용

된 것이 일반적이었으나,44) 그 외에도 언론의 주제 여하를 막론하고 적용되

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판례는 주민을 혼란시키고 위험하게 한다는 이유에

의해 인종차별적 언론이 행해질 집회의 경우,45) 비영리기관에 의한 호소내

40) Southeastern Promotions, Ltd. v. Conrad, 420 U.S. 546(1975).
41) FW/PBS, Inc. v. City of Dallas, 493 U.S. 215(1990).
42) People v. Sequoia Books, 127 Ill. 2d 271, 130 Ill. Dec. 235, 537 N.E.2d 302(1989).
43) Vance v. Universal Amusement Co., 445 U.S. 308(1980).
44) Southeastern Promotions, Ltd. v. Conrad, 420 U.S. 546(1975).
45) Carroll v. President and Comm'rs of Princess Anne, 393 U.S. 175(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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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 모금 자료를 사전에 심사하는 경우,46) 자선단체에 관하여 매년 허가갱

신을 요하게 한 경우47)에도 위와 같은 절차적 보장이 적용된다고 판시하

였다.

이렇게 자선단체, 기타 비영리사업체에 대한 검열은 엄격한 절차가 요구

된다는 입장에서 미국의 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의 엄격한 절차요건을 충족

치 못하는 것으로서 이를 무효화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표시물의 설립

(erection of signs) 허부에 관하여 아무 기준을 정하지 않는 시스템은 언론의

배포에 대하여 검열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으로서 무효화되었다.48) 신문가판

대 소유자에게 공공사업국장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한 시 조례가 외관상 위

헌적 사전억제라고 판시된 사례도 있다.

(나) 사법권에 의한 사전억제－음란물의 압수

사법처분으로서 음란물의 압수에는 증거취득을 위한 개별적 압수의 경우

와 후일 몰수 및 폐기를 위해 동종 표현물 전부를 압수하는 경우를 나누어

살펴야 한다. 

먼저 증거취득을 위한 표현물의 압수에는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일

반적인 경우에 요구되는 소명을 요할 뿐, 특별한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다. 그로 인하여 매체의 전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의 판례도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는 물건을 압수․수색하는 경우라 하

더라도 무기나 마약을 압수할 때보다 더 높은 정도의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49)

그러나 몰수를 전제 매체물 전부를 압수하는 것은 표현에 대한 사전억제

의 위험이 있는 것이므로 엄격한 요건이 요청된다. 미국 판례는 압수 전에

해당 자료가 음란한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대심적 심리(adversary 

46) Telco Communications, Inc. v. Carbaugh, 885 F.2d 1225(4th Cir. 1989).
47) National Federation of the Blind, Inc. v. Riley, 635 F. Supp. 256(E.D.N.C. 1986).
48) Rubin v. City of Berwyn, 553 f. Supp 476(N.D. Ill.), aff'd without opinion, 698 F.2d 

1227(7th Cir. 1982).
49) New York v. P.J. Video, Inc., 475 U.S. 868(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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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ring)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성인서점과 그 내용의 공판전의 압수

(pretrial seizure)는 위헌이라고 한다.50) “혐의를 찾기 위한 증거 목적을 위해

서는 한 부의 서적이나 필름이 압수되거나 취득될 수 있어도 쌍방심문에 의

하여 음란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는 서적이나 영화 전부가 완전히 유통으로

부터 배제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사례] 캔저스 음란서적 압수사건(1964)

미국 연방대법원 A Quantity of Copies of Books et al. v. Kansas, 378

U.S.205(1964)

이 사건에서는 검사의 음란하다는 선서진술서만으로 청문절차(hearing)를 밟지 않
고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여 서적을 압수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되었다.

Kansas주 법률은 음란의 개념을 규정하고 그러한 음란물의 배포를 금지하고 있
었는데, 음란 여부에 대하여 법관이 대심적 결정(adversary determination)을 하기 
전에 이를 압수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결정이 나면 이를 폐기시킬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었다. 이 법률에 의하여 Kansas주 법무장관은 문제된 서적이 음란하다
는 선서진술서(affidavit)를 제출하여 영장을 청구하였고, 군 법원은 그것만을 근
거로 영장을 발부하였다. 영장을 받은 집행관(sheriff)은 문제된 소설책을 압수하
였다. 압수 후 10일만에 심리 절차가 열렸는데, 이 때에 상고인은 그 서적의 음
란 여부에 대하여 압수하기 전에 심리 절차가 없는 것은 위헌이며, 이것은 헌법
이 금지한 사전 제한에 해당된다고 항변하였으나, 군법원은 이 항변을 배척하고 
압수된 소설 1,715권을 폐기 처분하라고 집행관에게 명하였다. 주최고법원도 절
차의 합헌성을 인정하고 군 법원의 명령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주법원 판결을 파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이
와 같이 항변의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음란이라고 결정하여 압수한 법원
의 조치는 음란하지 않은 서적의 판매에 대한 보장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어서 
수정헌법 제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 절차에 있어서 
위헌이고, 그 때문에 본건 서적의 음란여부에 관해서는 검토할 필요도 없이 위헌
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반대의견을 개진한 Harlan 및 Clark대법관은 압수되어 폐기된 문제의 
서적은 그 일부가 법관에 제시되어 법관이 압수명령을 발부한 것이고, 뒤에 심
리절차를 밟아 음란하다고 결정되어 폐기된 것이니 절차상에 있어서 아무런 위
헌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50) Fort Wayne Books, Inc. v. Indiana, 489 U.S. 46(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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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음란물 일괄몰수 사건(1993)

미국 연방대법원 Alexander v. United States, 113 S. Ct. 2766(1993)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공갈단 연루 및 부패단체법(RICO,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Act)에 의해 성인서점 체인과 그 전체 재고를 몰수하도
록 한 것이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의회는 1984년 동
법을 개정하고 동법의 몰수규정이 적용되는 대상행위의 목록에 음란범죄를 추
가하였다. 

13개의 성인서점을 소유한 피고인 Alexander는 정부의 포르노 단속 목표가 되
어 34점의 음란죄와 3가지 RICO범죄로 기소되었다. 배심이 4개의 서적과 3개의 
비디오테이프가 음란하다고 평결한 후, 그는 17개항의 음란죄와 3개항의 RICO
범죄에 관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년과 벌금 10만불에 처하여졌고, 그의 서점
과 재고 및 900만불에 달하는 그 서점으로부터의 이득에 관하여 몰수가 선고되
었다. 그러나 몰수된 재고 중 상당수의 서적, 잡지, 비디오는 음란한 것이 아니
었다. 피고인은 그 몰수명령이 과거의 음란범죄를 이유로 보호받는 표현활동에 
종사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피고인의 미래의 성년오락사업의 전망을 완전히 망
치게 하는 사전억제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사전억제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에서 몰수는 형사소송에 의해 충분히 심리된 후 부과된 것이므로 이를 미래
의 언론을 금하는 인정션이라고 하는 것은 판례상 사전억제의 정의를 넘는 것이
며 사전억제와 사후처벌간의 구별을 없애려는 것이”라고 설시하였다. 그에게는 
재산을 박탈당하기 전에 충분한 형사절차의 이점이 부여되었고, 그의 재고 중 
일정 부분이 음란하다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이후이므로 이 사건은 여타의 사
전억제사건과는 구별된다는 것이다.

판시에 의하면 수정헌법 제1조가 금지하는 것은 단지 정부가 개인이 선택한 
표현활동에 종사할 능력에 법적인 장애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Near 
v. Minnesota사건에서 무효화된 인정션과는 달리 RICO몰수명령은 피고인의 조
직범죄활동에 관련된 자산만을 그로부터 박탈하였다는 것이다. 비록 몰수의 범
위는 장래에 성인물의 배포를 효과적으로 방해하였다고 할지라도 법적으로 보
아 그가 그것을 행함에는 어떠한 장애도 부과된 것이 아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
의 생각에 의하면 정부가 음란의 입증 없이 성인물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조
직적 기업을 파괴하려는 것이었다. 

동시에 법원은 헌법상 보호받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만 동법이 적용되는 것이
어서 과도하게 광범하다는 주장도 이유 없고, 그에 의해 음란하지 않는 서적들
이 몰수되는 것은 그러한 범죄행위에 수반하는 우연적인 것에 불과하며,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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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는 언론에 대한 위협효과를 갖는다는 주장도 부적절한 것이라고 하여 배
척하였다.

그러나 Kennedy대법관의 반대의견은 RICO에 의한 몰수가 언론관련 영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음란하다고 판단되지 않은 표현물의 몰수도 허용되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는 첫째 문제에 대하여 정부의 끈질긴 검열
의 위험 때문에 부인되어야 하며, 둘째 문제에 대하여는 보호받는 언론의 잠정
적 압수로 귀결되는 모호한 수색영장으로부터 표현적인 미디어를 보호하는 사
례를 들어 허용되는 언론에 대한 몰수는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미국의 판례는 사전억제와 사후처벌을 구별하는 한편, 특히 사전억제를

엄격히 제한하는 이유에 관하여 “그 구별의 배후에는 자유사회는 언론의 권

리를 남용하는 소수에 대하여 그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의 언론을 사전에

억압하기보다는 그 소수가 법을 위반한 후에 처벌하기를 더 선호한다는 우

리의 법에 깊이 뿌리박힌 이론이 있다.”고 설명한다.51) 사전에 개인이 무엇

을 말할 것인가를 아는 것은 어렵고, 적법한 언론과 위법한 언론 사이의 한

계는 너무 미묘하기 때문에 자의적 검열의 위험은 무서운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52) 이것은 수정헌법 제1조의 검열에 대한 강한 혐오가 사전억제금지

의 이론과 핵심적 연관을 갖는다는 점을 의미한다. 

사전억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이유는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규제는 사

후규제에 비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해 더욱 위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

다. 즉, 사전억제는 거의 언제나 사후처벌보다 엄중한 검열로 작용하게 마련

이다. 사전억제는 언론이 시장에 도달하는 것을 막음에 비하여 사후처벌은

전파를 허용하되 그 영향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 연방대

법원의 표현에 의하면 “공표한 후에 형사상 및 민사상 제재의 위험은 언론

을 위축시킴(‘chill’)에 비하여 사전억제는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 언론을 동

51) Southeastern Promotions, Ltd. v. Conrad, 420 U.S. 546, 559(1975).
52) Nebraska Press Assoc. v. Stuart, 427 U.S. 539, 589(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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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시킨다(‘freeze’)”고 한다.53)

사전억제는 정보의 흐름을 언론의 자유시장에 도달하기 이전부터 이른

단계에서 차단하고 표현행위자뿐 아니라 수용자 측의 자유를 제한함과 동시

에 정보전달의 시의성(時宜性)을 잃게 함으로써 그 의의를 감소 또는 상실

시키며, 또 표현의 시장에서 비판받아 진리에 도달하는 길을 막고 타당한

정책형성에 지장을 주는 점에서는 사후규제 이상으로 악영향을 초래한다. 

따라서 사전억제가 이루어지면 그러한 제한조치가 사후에 번복된다 하더

라도 필연적으로 언론의 즉각성과 시의성에 손실이 있음을 의미한다. Harlan

대법관이 지적한 바와 같이 “시민이 자신들 앞에 쟁점사안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과 의견을 갖는다는 것은 민주주의 정부의 운영에 중요한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하루 이틀의 지체가 결정적일 수 있다.”54)

특히, 미국에서는 법원에 의해 사전억제가 발령되는 경우 사후처벌의 경우에
는 존재하지 않는, 사법적 명령에 대한 특수한 위협적 효과(in terrorem effect)가 
존재한다. 사전억제 조치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정모욕으로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법정모욕으로 피소된 사건에서는 법원의 금지명령에 불복종한 피
고인이 그 명령의 실체적 법적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우회항변 금지의 법리
(collateral bar rule)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법원에 의한 사전억제도 수정
헌법 제1조의 권리에 대해 과중한 침해가능성을 갖는다.

그 뿐 아니라 사전억제는 표현이 가져오는 실제적 결과에 기한 판단에 의

해서가 아니라 표현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여 억제하려는 것이므로 자칫하

면 과도한 제한조치를 가져오게 되는 등 남용될 위험이 있다.55) 또 행정상

의 사전허가에 있어서는 검열기관이 억압의 필요성을 과대평가하고 억압에

의해 배제하여야 할 해악을 과장하여 그 업무의 중요성을 정당화하고 규제

자체가 자기목적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56) 

53) Nebraska Press Assoc. v. Stuart, 427 U.S. 539, 559(1976).
54) A Quantity of Copies of Books v. Kansas, 378 U.S. 205, 224(1964)(Harlan, J., dissenting).
55) Emerson, System of Freedom of Expression, p. 506.
56) J. C. Jeffries, Jr., Rethinking Prior Restraint, 92 Yale Law Journal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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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억제를 배격하는 이론적 논거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지적된다.

첫째, 검열은 전체주의적 성격을 갖는다. 사전에 개인이 무엇을 말할 것

인가를 아는 것은 어렵고, 적법한 언론과 위법한 언론 간의 한계는 너무 미

묘하기 때문에 자의적 검열의 위험은 무서운 것이다.57) 사전억제 제도는 정

부로 하여금 광범위한 양의 언론을 사전에 심사하게 함으로써 그것이 공공

의 수용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강력한 수단을 주는 것이므로 사전

억제 시스템은 특히 전체주의적인 성격을 갖는다. 에머슨이 지적한 바와 같

이 사전억제 시스템은 사후처벌의 경우 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표현을 정부

가 심사하도록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58) 전형적 검열 상황에서는 특정한 행

정권력 앞에 자료가 제출되고 행정권력에 의한 그 적절 여부의 결정이 당연

한 일로 된다. 이것은 국가가 행정기구를 설립하여 모든 저술을 공표 이전

에 심사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에 비해 공표 이후에 강제되는 형사적 제재

와 불법행위의 구제제도는 배심에 의한 재판을 포함하는 완전한 심리의 보

호를 받음이 보통이다.

둘째, 검열제도는 자기목적적 폐해를 갖는다. 정부가 창설한 검열관직의

총체적 폐해는 그 담당 공무원들이 결국은 그 직책상 언론의 검열을 선호하

는 일반적 편견을 갖게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제도적 편견에서 나오는

위험은 순수하게 위법한 언론을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언론과 구분해 내는

일이 지극히 어렵다는 사실에 의해 더욱 가중된다. 검열관들은 본래 과잉검

열의 경향을 가지게 되고 선량한 것도 나쁜 것과 함께 배제해 버리게 된다. 

“검열관의 업무는 검열이므로 그가 독립된 정부 부서로서의 법원보다 헌법

적으로 보호되는 자유표현의 이익을 덜 고려하게 된다는 위험이 내재한다.”59) 

“[법원의 명령의 경우에는] 정책결정자가 정부에 독립한 부처에 소속되며, 

법관이나 배심, 개인은 적극적인 검열에 관하여 하등 개인적 이해를 갖지

57) Nebraska Press Assoc. v. Stuart, 427 U.S. 539, 589(1976).
58) Thomas I. Emerson, Free Speech in an Open Society p. 281(Alfred A. Knopf 1992).
59) Freedman v. Maryland, 380 U.S. 51, 57-58(19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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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음에 반하여 검열관은 행정부 조직의 한 부분이고, 그의 정해진 책임 때

문에 검열을 선호하는 제도적 편견을 전개하게 될 위험이 존재한다.”60) 이

와 같이 사전억제는 사후처벌의 경우와는 달리 무차별적인 검열을 고무하는

경향을 갖는다. 

셋째, 검열이 기피되는 이유는 기정사실화 현상론(fait accompli phenomenon)

에 의해 설명되기도 한다. 블래시교수는 사전억제가 표현의 자유에 더욱 위

험한 침해가 되는 이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논한다.61) ① 언론의 영향 가

능성 때문에 이를 제재하려는 경우 사후처벌에 있어서는 이미 그 영향이 구

체화되고 있어 그 판단이 용이하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기준 등에 의

해 이를 통제할 수 있으나, 사전억제의 경우에는 그 결과의 파악이 곤란할

뿐 아니라 이를 구체적 근거 없이 과장하여 파악할 우려가 있고 ② 일단 전

파된 후라면 그에 의해 알려진 사실은 법원이 그 언론을 지지하도록 영향력

을 행사하는 여론을 조성하게 될 수 있고 ③ 언론이 이미 전파되었다면 그

것은 원상태로 복귀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기정사실화하고, 그 자체 속에서

그 언론이 바르다고 지지하는 견해가 형성될 수 있으며 ④ 언론으로부터 해

로운 영향이 발생하기 전에 법관이 언론을 허용한다면 그 해로운 영향에 대

해 법관 개인이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더 크므로 법관은 언론이 있은 후

의 지지를 망설이기보다는 언론이 있기 전에 그 허용을 더욱 망설이게 된다

는 것이다. 

넷째, 사전억제는 배심에 의한 재판이나 사전에 억제조치에 관하여 충분

하고 공정한 사법적 청문(full and fair judicial hearing)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

는 등 절차적 보장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입장도 있다.62) 판례 중에는 집

회에 대한 일방적인 잠정적 금지명령(ex parte temporary restraing order)이 상

60) A Quantity of Copies of Books v. Kansas, 378 U.S. 205, 223(1964)(Harlan, J., dissenting).
61) Vincent Blasi, Toward a Theory of Prior Restraint：The Central Linkage, 66 Minn. L. 

Rev. 11, 49-54(1981).
62) M. H. Redish, The Proper Role of the Prior Restraint Doctrine in First Amendment 

Theory, 70 Virginia Law Review 76.



헌법상 사전검열금지의 원칙

- 125 -

대방에 대해 고지 및 참여의 기회를 부여함이 불가능했다는 입증도 없이 그

러한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아니하고 발하여진 경우에는 헌법 수정 제1조에

위반된다고 한 것이 있다.63)

그러나 사전억제의 이론에 대하여도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사

후제재가 사전억제보다 덜 제한적이라는 논리에 대한 반론으로서 사후제재

는 보다 일반적 금지규정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된 구체적 금지명

령에 의하는 사전억제의 경우보다 훨씬 더 넓게 표현행위를 억압하는 효과

를 가지며, 사전억제는 해당 출판물의 출현을 단기간 지연시킴에 반하여 사

후제재는 형벌의 억지효과 때문에 영구히 출판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다. 

특히, 법원의 가처분에 의한 금지명령은 행정적 사전허가제의 경우와는 달

리 인격권 보호라고 하는 또 다른 헌법이념의 실현에 적합하다는 등의 이유

때문에 적대시할 이유가 없다.64)

둘째, 사전억제가 법원의 심리 후 명령의 형태로 발해지는 경우 그 사전

억제는 침해의 정도에서 사후처벌보다 훨씬 덜할 수 있다. 형사 소추의 경

우 피고인은 사후에 그 발표가 위법이라고 판단된다면 훨씬 더 낭패를 보게

되므로 사후처벌의 경우 표현행위자가 사전에 감행하는 모험은 더욱 크다. 

그러나 사전억제 상황에서 피고인은 공표 전에 법정에서 그 위법 여부를 판

단 받게 된다. 그 경우 표현행위자는 발표하고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처벌

될 위험에 처하기 전에 모든 유용한 항변을 제기하면서 공표 이전에 그의

권리에 관한 사법적 판단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셋째, 사전억제의 이론은 표현행위 이전의 제한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이

론이어서 그것은 사후처벌에 의한 언론제한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아

63) Caroll v. President and Commissions, 393 U.S. 175(1986).
64) J. C. Jeffries, Jr., Rethinking Prior Restraint, 92 Yale Law Journal 422,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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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기여도 할 수 없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본다면 사전억제를 사후처벌보다 특히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듯이 보이나, 현실적인 조건에서

보면 상술한 바와 같이 사전억제가 자유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 취

급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독일의 경우 검열제도의 성격과 효력에 관한 논의는 일찍이 바이말 헌법

당시부터 논의되었다. 바이말 헌법 제118조는 검열금지 원칙의 유일한 예외

로 영화검열을 허용한 바 있었으나, 전후의 독일 기본법 제5조 제1항 제3문

의 검열금지는 어떠한 예외와 유보도 두지 않는다. 그러나 헌법상 금지되는

검열의 개념에 관하여는 학설상 다툼이 있다.

바이말 시대에 다수설은 헌법상 검열금지 조항을 좁게 해석하여 사전검

열, 즉 예방적 검열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65) 그러나 뢰플러

(Löffler)는 현행 독일 헌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검열의 단지 한 작은 부분에

불과한 사전검열만을 포섭하는 해석은 검열제도의 연혁과 헌법제정 경위에

비추어 지지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에 의하면 정신생활에 대한 검

열은 그것이 사전검열이든 또는 사후검열로서 행하여지든 언론의 자유가 구

성적 의미를 갖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본질과 양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후검열의 위헌성은 출판물의 발행 후에 그 전파에 대하여 행해지는 관청

의 사후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세 카톨릭 교회의 금서목록(Index 

Librorum Prohibitorum)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해지지 않은 공표물의 전파를

65) Anschütz ; Art. 118 WV Anm. 6 Fußnote 2 mit weiteren Nachwei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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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하기 위하여, 발간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 계획적으로 심사가 행해진다

는 데 있다고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Löffler는 인쇄물에 대한 검열의 정의로서 “신문 기타 정

기간행물에 대한 검열은 의견의 형성과 의견 및 정보의 전파에 대하여 관할

기관이 행하는 것으로서 공표하려는 인쇄물 또는 이미 발간된 인쇄물에 대

한 계획적인 감시를 말하며, 그 적극적 결과 여하에 따라 인쇄물의 방해받

지 않는 발간(사전검열) 또는 방해받지 않는 전파(사후검열)의 가부가 결정

되는 것이다.”라고 한다. 나아가, 그는 영화, 라디오, 연극 등을 포함한 ‘일반

적 검열개념’으로서 “검열이란 의견의 형성과 의견 및 정보의 전파를 위하

여 관할 기관 측에서 기도되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기본적 자유를 행사

하는 활동 또는 이미 행해진 활동에 대한 계획적인 심사이며, 그 결정적 결

과 여하에 따라 이러한 활동의 방해받지 않는 개시(사전검열) 또는 이러한

활동의 방해받지 않는 계속(사후검열)의 가부가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바이마르헌법 당시의 지배적 이해는 ‘형식적 검열개념’을 채용하여 언론

활동이 관청의 심사, 동의 내지 승인에 좌우되는 경우에는 관청에 의해 추

구되는 동기와 목적에 좌우됨이 없이 항상 검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였다.

그에 대하여 ‘실질적 검열개념’은 검열이 행해진 연혁과 동기에 비추어

검열은 단순한 형식뿐 아니라 그에 의해 여론에 대한 영향력의 배제를 의도

하는 경우에만 금지되는 검열로 파악하려고 한다. Noltenius에 의하면 검열

조치는 언제나 검열을 시행하는 집단의 정치적, 종교적, 도덕적 세계관을 변

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원해지지 않는 사상이나 뉴스를 억압하려는 경향

으로 조건지어졌다는 분석 하에, 그러한 연혁에 비추어 검열은 실질적인 의

미에서 정의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는 관할 간섭기관에 의해 여론형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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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참여가능성이 박탈되거나 변화․제한될 정도로 여론에 대한 영향력

의 행사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것만이 실질적 검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헌법

에 의해 금지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66) 따라서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면 사전검열은 물론 사후검열도 그에 포함되게 된다.

나아가, 보다 순수한 실질적 의미의 검열개념을 지지하는 입장에 의하면

관할 간섭기관이 원하지 않는 의견 또는 정보가 공공의 접근으로부터 박탈

되거나 또는 단지 통제기관이 바라는 변화된 형태로만 접근될 수 있게 될

정도로 여론에 대한 영향을 요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검열이란 ‘정신생활에

대한 준봉주의적 통제’(Konfomistische Kontrolle)라고 정의된다.67)

법정책적 이유에서 보면 형식적 검열개념은 장점을 갖는다. 형식적 검열

개념에 의하면 국민은 검열의 목적이나 검열의 여론형성에 대한 영향 등 실

질적 요건을 입증할 필요 없이 검열에 의한 위헌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언론의 자유에 더 유리한 것이다. 검열관청이 주민의 순종을 목표로

추구한다거나 여론형성에 대한 참여를 박탈하려고 한다거나 변화된 형태로

만 참여할 수 있게 하려한다는 입증이 그 자유제한자에게 부과되지 않기 때

문에, 정신의 자유를 위하여 더욱 큰 안정성을 제공한다. 그에 반해 형식적

검열 개념은 법의 실제적․구체적 운영에 있어서 질서유지라는 공익 목적의

수행에 부응하지 못하는 결함을 갖는다. 그 때문에 현시 다수 학설은 실질

적 검열 개념을 따르는 경향을 보인다. 

연혁적으로 보면 검열의 본질적 징표는 정신생활의 계획적인 심사에 있

었고, 특히 의견의 형성 또는 의견 및 정보의 전파에 대하여 관할 관청이

66) Johanne Noltenius, Die freiwillige Selbstkontrolle der Filmwirtschaft und das Grundgesetz 
(1958).

67) von Hartlieb, in Löffler, Selbstkontrolle von Presse, Funk und Film S.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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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문서물의 내용을 통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다수설에 의하면 검열이 금지되는 경우 그 검열의 주체는 국가라고 한다. 

연혁상의 예를 보더라도 검열의 금지가 우선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

된 것은 당연하였다. 독일에서는 1521년(보름스칙령)부터 1848년까지 검열

을 사상 및 출판의 자유에 대한 주무기로 사용한 것은 공권력의 담당자인

국가였다. Scheuner 교수는 국가 이외에 검열금지의 수명자로서 국가에 예속

적인 기관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수설의 입장에 대하여 오로지 공

권력만을 검열금지의 수명자로 볼 이유는 없고, 언론자유 조항의 목적과 연

혁에 근거한 법정책적인 고려에 의한다면 여론에 대해 상당한 영향을 가지

는 모든 기관(Instanz)과 제도가 검열금지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

다.68)

일본에서는 1984년의 세관검열판결 이후 일본헌법 제21조에 의해 절대적

으로 금지되는 검열과 그 밖의 사전 규제를 구별하는 취급이 일반화되고 있

다. 헌법상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검열이라 함은 “①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② 사상내용 등의 표현물을 대상으로 하여 ③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발표의

금지를 목표로 하여 ④ 대상으로 되는 일정의 표현물에 관하여 망라적․일

반적으로 ⑤ 발표전에 ⑥ 그 내용을 심사한 후에 ⑦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것을, 그 특질로서 갖춘 것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하

는 것이 일본 최고재판소의 입장이다.69) 이 사건에서는 일본 관세정율법 제

2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풍속을 해칠 서적’으로서 수입금제품에 해당한다

68) Löffler, aaO S. 143.
69) 음란물 세관검열 사건 대법정 판결, 최대판 소화 59. 12. 12. 민집 38권 12호 13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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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는 세관장의 행정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일본 헌법 제21조 제2항 전단의 규정은 검열의 절대적 금지를 선언한 취

지로 해석되고, 여기서 “‘검열’이란 행정권이 주체로 되어 사상내용 등의 표

현물을 대상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발표금지를 목적으로 하여 대상으로

된 일정한 표현물에 대해 망라적․일반적으로 발표 전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것을 그 특질로서 갖추어

진 것을 말한다.”고 전제하고, 세관검사는 ‘검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

하였다. 

그 후 법원의 가처분절차에 의한 출판물의 발행․배포 등의 금지가 합헌

인가 하는 문제가 논란된 1986년의 북방저널 사건에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검열의 주체는 행정권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법원의 가처분에 의한 사전금지

는 검열이 아닌 사전억제의 문제로서 파악하는 입장이 판례상 확립되게 되

었다.70) 

법원의 가처분절차에 의한 출판물의 발행․배포 등의 금지가 합헌인가

하는 문제는 일찍이 일본에서도 논란된 문제였다. 일본에서는 종래 학설상

검열의 주체가 공권력인 한 법원이 행하는 사전제한도 검열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이 다수설이었다. 다만, 다수설에 의해 광의의 검열개념을 채택하는

경우에도 표현행위에 대한 법원의 사전규제가 일체 금지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설이었고,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든지 사전규제를 인정하는 것이

통례였다고 한다.71)

70) 최고재 소화 61. 6. 11. 대법정판결.
71) 橫田耕一, 無審尋でなされた裁判所の假處分決定による出版物の事前差止めが違憲で
ないと された事例－北方ジャ-ナル事件大法廷判決, 判例時報 1221호 180면(1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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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에 의한 사전제한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표현행위에 대하여

갖는 그 치명적 효과 때문에 그 요건은 엄격하게 설정된다. 그 요건설정에

관하여 일본에서는 다양한 학설이 전개되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학설을 들자면, 고도의 위법성설, 개별적 비교교량설, 

현실적 악의설, 유형별형량설(한계획정적․정의적 형량설), 사전억제에 관한

특별한 기준설정설 등이 주장된 바 있었다.72) 그 중에서도 사전억제에 관한

특별한 기준설정설은 규제가 사전억제인 점에 착목하여 독자적인 기준을 설

정하자는 입장으로서 미국의 유력 학설에 따라 ⓐ 공표에 의한 해악의 표시

가 이례적일 정도로 명백하여 사전억제(injunction)로부터 생기는 손실이 최

소한도에 그치는 경우, ⓑ 사전억제에 의해 저지하려고 하는 손해가 회복할

수 없는 것임이 증명된 경우에만 사전억제를 인정하자고 하는 설,73) ⓐ 공

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을 포함하지 않을 것, ⓑ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반할

것, ⓒ 침해행위가 고의 또는 현실적 악의에 의할 것 등의 3요건을 설정하

여 그 입증책임을 원고에게 부담시키는 설74) 등이 있었다. 

최고재판소 판례는 유형별형량설을 취한다. 1986년 북방저널 사건 대법정

판결의 다수의견에 의하면 법원의 사전규제는 우선 주체가 행정권이 아니라

사법기관인 점, 그 규제대상이 망라적․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표현물에 관하여 행해지는 점 등 때문에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하는

검열로 볼 수 없고, 인격권보호의 필요성 때문에 이를 허용하는 것이 헌법

전체적 해석에 비추어 합리적인 것이라고 보고, 나아가 공무원 또는 공직후

보자에 대한 비판이라고 하는 유형의 표현행위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에

우위가 주어져 그 사전금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취급되

어야 할 것이나, 다만 예외적으로 ⓐ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고 또는 ⓑ

그것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할 목적이 아닌 것이 명백하고 또 ⓒ 피해자가

72) 橫田耕一, 전게 논문, 판례시보 1221호 184면 이하.
73) 芦部信喜, 연습헌법 146면.
74) 竹田塩, 人格權侵害と 差止請求, 現代損害賠償法 講座 2, 306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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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 곤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전억제

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학설이 주장하였던 바와 같이 법원이 변론을 행함이 없이 또

는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고 가처분을 명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이라

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는 채택되지 않았다. 

[사례] 북방저널 사건(1986)

일본 최고재 소화 61. 6. 11. 대법정판결

원고는 1969년에 4월 시행된 북해도지사 선거에 입후보 예정의 전 旭川시장
인 피고에 관한 기사를 월간 잡지 ‘북방저널’ 4월호(동년 2월말 발간예정)에 게
재할 예정이었다. 피고는 그 내용이 자기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삿보로지
방법원에 그 잡지의 인쇄 및 반포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동 법원은 
심문절차를 생략한채 그러한 가처분결정을 내리고 피고는 이를 집행하였다. 집
행관은 제본소에 있던 당해 기사부분의 점유를 취득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원고
는 위 가처분 결정은 법관의 직권남용이고 집행관의 가처분집행도 과잉집행이
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건 소송을 제기였다.

그 기사는 “어떤 권력주의자의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북해도의 대지에 피고
라고 하는 이름의 요괴가 준동하고 있다. 낮에는 나비로 밤에는 모충(毛蟲)으로 
변신하여 적벽돌에 살고 싶다고 읊어대는 그 독기는 사람들을 혹란시킨다. 지금
이라도 이 화물(化物)의 정체를……”이라는 부제를 붙였고, 그 내용을 보면 피
고는 북해도지사의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물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는 “허풍
과 컨닝에 능한” 소년이었다든가, “언어의 마술사이고 속임수제품을 헐값으로 
파는 (정치적인) 대도(大道) 장사꾼”, “천성의 허풍쟁이”, “아름다운 가면에 숨은 
추악한 성격”, “자기의 이익, 출세를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지지 않는 오포튜니스
트”, “그의 얼굴은 낮에는 사람을 속이는 사기한, 밤에는 어둠을 틈탄 흉족으로
서 말하자면 살모사” 라는 등의 표현으로 그의 인격을 평하고, 피고의 사생활에 
관하여 “클럽의 호스테스를 하고 있던 새로운 소녀를 얻기 위해 비열한 수단을 
써서 죄 없는 처와 이별하고 그녀를 자살하게 하였다”느니, 그의 행동방식은 
“이권을 취함이 교묘하여 특정의 업자와 유착하여 사복을 채우고 오직(汚職)을 
만연시킨다”거나 “교묘하게 법망을 벗어나 잠수하여 채포(採捕)를 피하고” 있다
는 등 사생활과 행동양식을 비난하는 취지의 글이었다.75)

75) 橫田耕一, 전게 논문, 판례시보 1221호 180면 이하(판례평론 338호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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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과 2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최고재 역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
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최고재는 이른바 세관검열 대법정 판결(최대판 소화 59. 12. 12. 민집 38권 12
호 1308면)에서 정의된 검열개념을 재차 확인하고, 이러한 종전 판례에 비추어 
일정한 기사를 게재한 잡지 기타 출판물의 인쇄, 제본, 판매, 반포 등의 가처분
에 의한 사전적 금지는 “표현물의 망라적․일반적 심사에 기한 사전규제가 행
정기관에 의해 그 자체의 목적으로서 행해지는 경우와는 달리 개별적인 사인간
의 분쟁에 관하여 법원에 의해 당사자의 신청에 기한 금지청구권 등 사법상의 
피보전권리의 존부, 보전의 필요성의 유무를 심리․판단하여 발하여지는 것이므
로 위에서 말하는 검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법원은 공무원 또는 공직선거후보자에 대한 평가, 비판 등에 관한 출
판물의 인쇄, 제본, 판매, 반포 등의 사전금지가 허용되는 여부 및 그 요건에 관
하여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신문, 잡지 기타 표현물이나 방송 등의 표현물
이 그 자유시장에 나오기 전에 억제하여 그 내용이 독자 내지 시청자 측에 도달
하는 길을 막거나 그 도달을 지연시킴으로써 그 의의를 상실시키고 공공의 비판
의 기회를 감소시키는 것이고 또 사전억제의 성질상 예측할 수 없는 등 이유 때
문에 사후제재의 경우보다도 광범위에 미치기 쉽고 남용의 우려가 있는 외에 실
제상의 억지적 효과가 사후제재의 경우보다 크다고 생각되는 것이므로 표현행
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출판물의 반포 등 사전금지는 이러한 사전억제에 해당하는 것이며, 특히 그 
대상이 공무원 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평가, 비판 등의 표현행위에 관
한 것인 때에는 그 자체로부터 일반에게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고,…그 표현이 사인의 명예권에 우선하는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여 헌
법상 특히 보호받아야 하는 것임에 미루어 보면, 당해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
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
에 있어서도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고 또는 그것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할 
목적이 아닌 것이 명백하고 또 피해자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곤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표현행위는 그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에 뒤지는 
것이 명백하고, 유효적절한 구제방법으로서 금지의 필요성도 긍정되는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되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이 경우 표현행위자 측의 주된 방어방법은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과 당해 사실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사전금지를 명하는 가처분명령
을 발함에 있어서는 구두변론 또는 채무자의 심문을 행하고 표현내용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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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등의 주장입증의 기회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해하는 것이 상당
하다. 다만, 금지의 대상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대한 표현행위인 경우
에도 구두변론을 열거나 채무자의 심문을 행하지 않더라도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고 또는 그것이 오로지 공익을 위함
이 아닌 것이 명백하며 또 채권자가 중대하고 현저한 회복곤란한 손해를 입
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두변론 또는 채무자의 신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금지의 가처분을 발했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21조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

위 사건 이외에 일본의 판례 중 사전억제가 허용된 사례를 보면 중의원 의원
선거 운동기간 중에 입후보한 피고가 정견방송과 신문광고에서 “원고는 현의 
부지사 재직중 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업자들로부터 800만엔의 알선료를 받았
다.”는 취지도 근거 없는 사실을 공표한 경우76)가 있다. 또 ‘에로스＋학살’ 상영
금지 가처분사건사건77)은 부인해방운동가로서 중의원 의원의 경력을 가진 저명
한 원고(神近市子)가 동녀의 연인(大杉榮)과의 연애적 갈등과 파탄을 중심적 소
재로 한 영화 ‘에로스＋虐殺’의 제작회사 등 4사를 상대로 프라이버시 침해 및 
명예훼손을 이유로 하여 그 상영금지의 가처분을 구한 사안이었다. 동경고등재
판소는 인격적 이익의 침해가 소설, 영화 등에 의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개인
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의 관계에 비추어 어떠
한 경우에 부작위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가는 신중을 요하는 것인데, 위 
청구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안에서 피해자가 배제 내지 예방조치가 행해지지 않
은 채 방치됨에 의해 받는 불이익의 태양, 정도와 그 조치에 의해 그 활동의 
자유를 제약받음에 의해 받는 침해자의 불이익의 그것과를 비교형량하여 결
정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이것은 언론의 자유와 개인적 법익이 충돌하
는 경우에 그 해결을 위하여 개별적 형량에 의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한 
것이었다.78)

76) 최대판 소화 31. 7.4. 민집 10권 7호 785면, 최판 소화 33. 3. 10. 형집 12권 5호 830면.
77) 東京高等裁判所 昭和 45. 4. 13. 決定, 判時 587호 31면.
78) 加藤和夫, 北方ジャ-ナル差止國賠事件最高裁大法廷判決, ジュリスト 1986. 9. 1.(No. 867) 

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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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경우 사전검열금지 조항은 1962년 헌법에 처음으로 등장한 이후, 

1972년 유신헌법에서 사라졌다가 1987년 제정된 현행 헌법 제21조 제2항에

다시 부활되었다.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을 처음 명문화한 1962년 개정 제2공화국 헌법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

니한다. 다만,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위하여는 영화나 연예에 대한 검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동법 제18조 제2항). 1969년 개정 헌법에서도 위

조항은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예외적으로 영화나 연예에 대한 검열을 허용한 위 헌법규정에 따라 1961

년 공연법에 이어 1967년 음반에 관한 법률(1967. 3. 30. 법률 제1944호)과

1973년 신규 제정된 영화법(1973. 2. 16. 법률 제2536호)은 사전검열을 시행

하는 규정을 두었다.

사전검열을 처음으로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한 공연법(1961. 12. 30. 법률 제
902호)은 공연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신고하고(동법 제14조), 그 각본 
또는 대본에 대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의 심사를 받도록 하였다(1966. 4. 27. 법률 
제1790호 공연법 제14조의 2). 동법에 의하면 무용 또는 음악연주 등에 관한 심
사에서는 실연심사를 할 수 있었고, 이러한 심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각본 또는 
대본에 의한 공연은 금지되었으며(동법 제14조의2 제2항, 제3항), 심사에 합격한 
각본 또는 대본의 내용과 상이한 공연을 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공연의 정지 또
는 중지를 명할 수 있었다. 합의제 심의기구로서 공연윤리위원회가 최초로 법정
단체로 설립된 것은 1975년 공연법(1975. 12. 31.법률 제2884호)에 의한 것이었
고, 이후 공연에 대한 검열은 동 위원회가 관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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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음반에 관한 법률(1967. 3. 30. 법률 제1944호)에 의하면 음반을 제작
하거나 수입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음반 2개를 문화공보부에 납본하여야 하며
(동법 제9조),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직접 간접으로 대한민국의 국위를 손상하
는 음반, 미풍양속을 심히 해할 염려가 있는 음반 및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제
작한 음반은 이를 제작 배포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청취할 수 있는 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었다(1971. 1. 22. 법률 제2308호 제10조).

영화에 대한 검열을 실정법상 최초로 명문화한 것은 1973년 신규 제정된 영
화법(1973. 2. 16. 법률 제2536호)이었다. 동법은 공식적인 영화검열을 명하였는
데, 그에 의하면 영화는 그 상영 전에 문화공보부 장관의 검열을 받아야 했고, 
그 검열에 합격하지 아니한 영화는 상영이 금지되었다(동법 제12조). 검열기준
으로서 ① 헌법의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을 
때, ② 공서양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③ 국제간
의 우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④ 국민정신을 해이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에는 검열에서 합격으로 결정하지 못하였다(동법 제13조). 위와 같이 검열을 받
은 극영화를 텔레비전 방송에 방영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문화공보부 장관의 검
열을 받아야 했다(동법 제12조 제4항). 그리고 동법에 의하면 영화업자가 국산영
화를 제작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본을 갖추어 문화공보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했고(동법 제7조), 영화제작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문화공보부 장
관은 그 제작의 중지를 명할 수 있었다(동법 제8조). 또 외국 영화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공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했다(동법 제10조). 1984년 영화법
의 개정(1984. 12. 31. 법률 제3776호)으로 영화검열은 공연법상 공연윤리위원회
가 담당하게 되었고(동법 제12조 제1, 2항), 또 공륜의 심의를 받은 극영화를 텔
레비전 방송에 의해 방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시 언론기본법에 의한 방송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했다(동법 제12조 3항). 

1972년 개정된 이른바 유신헌법에서는 사전검열을 금지하는 조항이 삭제

되었고, 1980년 개정 헌법에서도 같은 조항은 없었다. 다만, 1980년 제정 언

론기본법이 법률의 수준에서 사전검열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었을 뿐이다(동

법 제2조 제3항).

1972년 이후 1987년에 이르기까지 군부가 통치한 권위주의 시대에 상술

한 기존의 영화․연예 관계 법률 이외에 사전검열을 명문으로 제도화한 법

률은 없었으나, 권위주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보를 통제하는 여러 정치

적 기제가 광범위하고 심각한 검열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비민주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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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은 법률의 근거도 없이 은밀하게 자행된 것이었다.

[사례] 보도지침 폭로사건(1986)

제5공화국 당시 자행된 바 있는 이른바 ‘보도지침’은 보도의 소극적 억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특정 정보의 전파 명령, 특정 사안에 대한 서술지침의 시달 
등 표현행위의 적극적 강제까지 감행한 것이었다. 

제5공화국에서는 당시의 문화공보부에 홍보조정실(후에 홍보정책실로 명칭을 
바꿈)을 두고 언론계 출신의 조정관으로 하여금 개별 언론사를 담당케 하여 언론
을 사안별로 통제했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보도지침’을 매일 각 언론사에 내려 
보내 보도와 논평을 조종했다고 알려졌다. 그것은 협조라는 이름의 강요였다. 

이 보도지침에 관하여는 1986. 9. 한국일보 기자가 당시의 문화공보부 홍보정
책실로부터 언론사에 전달되는 이른바 보도지침 10개월분을 복사해 ‘말’지에 제
공 보도하게 됨으로써 밝혀지게 되었다. 그에 따라 1985년 10월부터 1986년 8월
까지 문공부 홍조실이 각 언론사에 시달한 보도지침의 내용을 보면 뉴스의 내용
뿐만 아니라 형식, 즉 기사의 크기나 게재 위치 등에까지 간섭하였고, 규제 대상
이 되는 기사도 정치관계나 경제 또는 공산권이나 북한 등에 국한되지 않고 독
립기념관 화재사건과 같은 사건기사에까지 미치고 있어서 그야말로 보도의 전
영역을 통제한 것이었다.79)

보도지침에는 용어사용 불가, 홍보 선전성 보도의 요청, 축소보도 요청, 보도 
불가 등 구체화된 지시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보도 불가가 약 51%, 축소 보도가 
약 25%, 홍보 선전성 보도가 약 16%, 용어사용 불가 조치가 약 9%인 것으로 나
타났다. 이 같은 보도지침의 지시는 그 대부분이 언론사에 의해 그대로 이행된 
것으로 나타나 협조라는 것은 명목뿐이지 실제상 강요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보도지침을 폭로한 김주언기자 등 관여자 3인은 ‘말’지에 “보도지침 ; 권력과 
언론의 음모”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기사로 인하여 외교상기밀누설죄, 국가모독
죄 및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기소되었으나, 피고인들은 1987. 6. 3. 집행유예
로 석방되었고, 대법원에서는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1987년 전면 개정된 현행 헌법은 예외규정 없이 검열금지의 원칙을 선언

하고 있다. 즉, 현행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

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선언하여 표현의 자유를 일반적으로 보

장하고, 이어 제2항에서는 그 보장을 더욱 강화하는 의미에서 “언론․출판

79) 유재천, 권위주의에서 자율과 조정으로 -80년대의 언론정책- 계간 사상․1991년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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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검열금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1960년대 이래 제정된 영화법 등 여러 법률에 의해 각종

의 표현매체에 대한 행정관청에 의한 사전제한이 관행화되어 왔다. 이러한

사전검열의 관행은 이를 절대적으로 금지한 현행 헌법이 시행된 1988년 이

후에도 변함이 없었고, 그러한 규제는 정치적 표현뿐만 아니라 예술적 표현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창작활동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1987년 6. 29 민주화운동 이후 이른바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시민의 자유에 대한 인식과 예술 문화활동의 자유를 주장하는 목

소리가 커지면서 창작활동을 가로막는 사전제한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움직

임이 고조되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헌법재판소가 1996년 10월 4일 선

고한 결정은 엘리트주의적 경향을 대변하여 종전의 규제체제를 유지하려는

정부 측과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회적 세력과의 대결에서 새로운 전환

점을 마련하였다.

위 판결이 있기 전 사전검열 여부가 논란된 사건으로서 1992년 헌법재판

소는 정기간행물 등록제가 합헌이라고 판시하였는데,80) 위 사건에서는 사전

검열금지의 원칙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기간행물등록제는 사전제한적 요소를 갖는다는 점에서 그 합헌성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한국언론사 상 등록취소제도의 남용은 이러한 
논란에 큰 논거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1992년의 ‘전민련신
문’ 등록제 위헌제청사건(헌법재판소 1992. 6. 26. 90헌가23 결정)에서 구 정간물
법상의 등록제는 헌법상 금지되는 검열이나 허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행정

80) 헌법재판소 1992. 6. 26. 90헌가23 결정 ‘전민련신문’ 등록제 사건 ; 헌법재판소 1997. 
8. 21 93헌바51결정 ‘울림’지 등록제 위헌제청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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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제한으로서 합헌이라고 판시하였다. “정기간행물등록
에관한법률상의 등록제도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인들에 의한 무책임한 정기간행
물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언론․출판의 공적 기능과 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도
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규정으로서, 헌법상 금지된 허가제나 검열제와는 다
른 차원의 규정이고 “단순히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위하여 행정업무상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게 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벌칙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며 언
론․출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헌법상 제37조 제2항에 
반하는 입법권행사라고 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헌재 1992. 6. 26. 90헌가23, 
판례집 4, 300, 309-310)

다만, 등록에 필요한 일정한 부수 인쇄시설은 반드시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 리스 등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 취하여졌다. 이
러한 판단은 현행 헌법 제21조 제3항이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언론․출판매체의 
육성과 그 기능을 보장․유지․발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
정한 물적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법률적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입법권한을 유
보하였기 때문이었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입장은 1997년 ‘울림’지 등록제 위헌제청 사건(헌법재판
소 1997. 8. 21 93헌바51결정, 헌재공 97, 588 [23호])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
다. 위 결정에서는 헌법상 금지되는 검열제 및 허가제에 해당 여부가 문제된 영
화 사전심의제 위헌심판사건(1996. 10. 4. 선고, 93헌가13, 91헌바10(병합) 결정)
에서 판시된 바에 따라 정기간행물 등록제는 이러한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논증이 추가되었다.

헌법상 사전검열금지원칙에 대하여 본격적인 헌법적 논의가 행해진 것은

1996년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를 규정하고 있던 영화법에 대한 위헌 여부가

논란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81)이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

는 검열의 주체를 ‘행정권’으로 제한하였는데, 이는 이전의 결정인 ‘전민련

신문’ 등록제 사건82)에서 헌법재판소가 검열의 주체로서 ‘국가기관’을 들었

던 것보다는 검열의 의미를 보다 좁혔다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검열

의 의미를 좁히는 대신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금지의 원칙을 절대적으로

이해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즉, “헌법 제21조 제2항이 언론․출판에 대한 검

81) 영화검열 사건 헌법재판소 1996. 10. 4. 93헌가13 등 병합결정.
82) 헌재 1992. 6. 26. 90헌바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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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금지를 규정한 것은 비록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

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

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

하여는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법률로써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검열은 그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됨이 없

이 실질적으로 위에서 밝힌 검열의 개념에 해당되는 모든 것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83) 

우리 헌법은 검열을 금하고 있을 뿐 그에 관한 법적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아니하므로 검열의 개념은 논란되고 있다. 헌법상의 검열개념이 사전검열만

을 의미하는가 또는 사후검열도 포함하는가, 검열의 금지가 국가에게만 적

용되는가 또는 비국가적 영역에서도 통용되는가, 헌법상 검열의 금지가 직

접적인 검열조치만을 금하는가 또는 간접적인 것도 금하는가, 그리고 헌법

의 해석상 이른바 형식적 검열개념 또는 실질적 검열개념이 채택된 것인가

하는 여러 문제가 논란될 수 있다. 이들 모든 문제에 대한 대답은 어떤 검

열개념으로부터 출발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여러 문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건에서 헌법상 사전검

열금지의 원칙의 개념과 그 적용에 관하여 포괄적인 법리를 제시하였다.

[사례] 영화검열 사건(1996)

헌법재판소 1996. 10. 4. 93헌가13 등 병합결정 
이 사건에서는 1989년 광주 민중항쟁을 다룬 ‘오, 꿈의 나라’라는 영화를 공연

83) 헌판집 8-2,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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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헌법소
원이 제기된 사건과 1993년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 채 ‘닫힌 교
문을 열며’라는 전교조 관련 영화를 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헌제청된 
사건이 병합 심리되었다. 

이들 사건의 주된 쟁점은 영화상영 전에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하여 사전심의
를 받도록 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었던 구 영화법(1984. 
12. 31. 법률 제3776호로 개정된 것) 관계 조항들이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였다.

헌법재판소는 우선 영화도 의사표현의 한 수단이므로 헌법 제21조에 의한 언
론출판의 자유와 헌법 제22조에 의한 학문과 예술의 자유의 보장을 받는다고 전
제하고, 따라서 영화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영화법 
해당 조문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의 개념에 관하여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
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하며, “그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위에서 밝힌 검열의 개
념에 해당되는 모든 것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그 절차에 관
하여 검열은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사전검열과 사후검열 중 금지되는 검열의 종류에 관하여 
“검열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
하는 것을 뜻하며, 또한 정신작품의 발표 이후에 비로소 취해지는 사후적인 사
법적 규제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전제한만이 금지되는 검열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헌법재판소는 먼저 관계 법 조항을 종합 검토하여 영화법의 
심의가 사전에 행해지는 규제임을 확인하였다. 즉, 영화법은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제12조 제1항), 그 심의기준은 
영화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제13조 제1항),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모든 
영화의 상영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제12조 제2항), 이에 위반하면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제32조 제5호),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영화법에 의한 사전
심의는 결국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이처럼 영화를 사전심의 하는 기관이 국가의 행정기관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담당 심의기관인 공연윤리위원회는 그 위원이 문화체육부장관에 의하여 
위촉되고(공연법 제25조의3 제3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에 장관의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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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하며(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하고(동시행령 제21조), 국가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보
조를 받을 수 있으므로(동법 제25조의3 제6항)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 해당한다
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헌법재판소는 결국 구 영화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제13
조 제1항에 근거한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제는 심의기관인 공연윤리위원회가 영
화의 상영에 앞서 그 내용을 심사하여 심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영화에 대하
여는 상영을 금지할 수 있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영화를 상영할 경우에는 형
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 그 핵심이므로 이는 명백히 헌법 제21조 제2항
에 위배되는 검열제도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론지었다.

위 판례의 판시에 따라 이하에서 사전검열금지 원칙의 여러 문제에 관하

여 상술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검열은 원해지지 않은 사상과 뉴스의 등장을 저지하거

나 그 전파를 제한하기 위하여 국가 및 교회에 의해 설정․행사된 정신생활

의 감시체제였다.84) 검열의 본질적 징표는 정신생활의 계획적인 심사에 있

었고, 특히 의견의 형성 또는 의견 및 정보의 전파에 대하여 관할 관청이

그 표현물의 내용을 통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검열의 목적은 의견과 정보의 발표, 전파 또는 수령을 억제하

여 개인의 정신세계를 감시하고, 여론에의 영향을 배제하는데 있다. 다만, 

이러한 목적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선언됨을 요하지 않는다. 이러한 규제의

목적은 규제자가 이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 사례가 보통이기 때문에 그

목적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른 목적이 표방되는 경우라 하더라

도 그 규제가 표현행위에 대해 미치는 효과가 상당한 경우라면 이러한 의도

84) Martin Löffler, Presserecht, Band I Allgemeines Presserecht, 2. Aufl., C.H.Beck, München, 
1969 S.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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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정신적 자유의 보호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검열 여부가

문제될 수 없다. 예를 들면, 규격이나 성능에 적합한가를 심사하기 위해 행

해지는 약품, 기타 공산품 등의 검사를 검열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항공기로부터 전단의 투하를 금지하는 것과 같이 그 내용과는 상관함이 없

이 위험의 방지만을 위한 승인절차는 금지될 수 없다. 건강 또는 범죄정책

적 목적에서 인쇄물 및 영화제작물에 관하여 경찰당국이 사후적으로 행하는

심사는 금지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도 위 영화검열사건에서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하는 검열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아울러 그 입법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즉, 

“여기서의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

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러한 검열제가 허

용될 경우에는 국민의 예술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침해하여 정신생활에

미치는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

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이른바 관제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이 직접 그 금지를 규정하

고 있는 것이다.”85)

(1) 대 상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헌법상 검열의 금지는 표현 및 매체 전반에 통용

될 뿐 아니라 강연이나 연주, 설교, 연극, 쇼를 포함하여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되는 기본적 자유의 모든 활동에 관하여 적용된다. 여기서 검열의 대상

85) 헌판집 8-2,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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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는 것은 정보이다. 표현물, 인쇄물, 공연 각본, 영화 필름, 방송 프로그

램, 통신미디어 프로그램 등 정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면 모두 해당

된다. 

그밖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개인이 갖는 사상, 태도 등이 검열의 대상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 일정한 행위 또는 자격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충성심사를

행하는 경우가 그러한 사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또 개인의 입에 재갈을

물리게 하거나 일정한 위험한 행동이 예상되는 개인의 표현행위 또는 집회

에의 참가를 막기 위해 개인을 억류하는 등 개인의 신체에 직접적 구속을

가하는 경우(예컨대 일제시대의 예비검속, 豫備檢束)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도 사전검열을 금지하는 헌법의 정신이 유추 적용되어야 한다.

(2) 일괄적․망라적인 심사와 개별적 심사

검열의 대상을 선택․수집함에 있어서 표현행위자 모두에게 일반적인 제

출의무 내지 신고의무를 부담시켜 이를 심사하는 경우와 개개의 신청이나

고발 또는 불만제기에 의해 심사하는 경우를 나누어 볼 수 있다. 

독일의 다수학설은 검열은 계획적인 것임을 요한다고 보며, 그에 의하면

개개의 신청이나 고발 또는 불만제기에 의해 심사하는 경우에는 검열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86) 따라서 피해자의 명예를 침해하는 주장의 공표

를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은 검열이 아니다. 민사법관은 피해자로부터

가처분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별적인 사례만을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

에 여기에는 정신생활에 대한 계획적 감시의 본질적 징표가 당초부터 결여

되어 있는 것이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례도 검열은 표현물 등에 관하여 망라적․일반적으

로 심사하는 경우를 지칭한다.87) 그에 비하여 미국의 판례는 개별적인 표현

행위에 대한 심사의 경우라 하더라도 사전억제 금지 원칙을 적용하는 사례

가 적지 않다.

86) Löffler, aaO. S. 137.
87) 북방저널 사건 일본 최고재 소화 61. 6. 11. 대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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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검열 사건의 헌법재판소의 판시에서는 이 쟁점에 관하여 명백한 취

지가 표명되고 있지 않지만, 위 독일과 일본의 예에 따라 개별적인 사전억

제는 검열에 포함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세관검열의 경우이다. 세관

검열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간행물이 세관에 신고되지만, 그것이 일일

이 개봉 심사되지는 않고, 특별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무작위추출의 방법

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보통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망라적 심사라고

생각될 수 없음이 보통이고, 정보에 대한 국가 안보 또는 음란물 단속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라면 외국의 선전물 등 국경을 넘는 정보에 대한 세관검

열은 사전검열로서 금지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1) 독일의 학설과 판례

독일에서 다수설에 의하면 검열의 금지는 의도된 표현에 대한 국가의 사

전적 심사인 사전검열(Vorzensur)만을 의미하고, 표현의 자유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근거로 하는 사후심사는 제외된다고 한다.88) 이와 같이 검열의

금지는 특정한 견해에 대한 국가적 간섭의 가능성이 있는 사전적․예방적

영향 개입의 징표에 맞추어진다. 그에 반하여 사후적인 억제조치는 그것이

일정한 상황 하에서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검열개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후검열도 금지된다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불가

능해지기 때문이다.89)

88) Löffler, aaO. S. 138.
8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다. “그러므로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의

범주는 사전검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신적 제작물이 공공에 공개되어

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면 표현 및 언론의 자유와 그 한계에 관한 일반적 규율이

적용된다. 사후검열도 검열의 금지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신제작물이 공개

된 이후에 행해지는 통제 및 제재조치는 아무 대상을 갖지 못하게 된다.” BVerfGE 
33, 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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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판례도 헌법상의 검열이란 사전검열, 즉 한 정신적 작품의 제작 또

는 전파 이전에 제한하는 조치로서, 특히 관청에 의한 사전심사와 그 내용

의 승인에 의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며,90) 이 기본권을 보장하는 특수

장치의 기본적 의미는 애당초부터 그것이 목적으로 하는 사전적 검열 또는

예방적 검열(Vor-oder Präventivzensur)을 금지함에 한정함으로써 살려질 수

있다고 한다.91) 그에 의하면 영화에 관해 검열이란 심사받지 아니한 필름을

공공에게 제시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공공에게 상영하기

위한 필름을 사전에 관할관청에 제출할 것을 명하고, 그 관청이 검열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그 심사 결과 여하에 따라 공개적 상영이 허용되거나 거부되

는 경우를 말한다(이른바 형식적 검열개념). 그러한 통제절차 및 승인절차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정신생활을 마비시킨다. 검열의 금지는 그러한 전형적

예방조치가 가져오는 위험을 추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의해서도 검열의 금지에 대한 예외는 허용될 수 없다.”92)

헌법재판소도 영화검열 사건에서 헌법상 금지되는 검열을 사전검열에 국

한하고 있다.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검열은 사전검열만을 의미하므로 개인이 정
보와 사상을 발표하기 이전에 국가기관이 미리 그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일정
한 범위 내에서 발표를 저지하는 것만을 의미하고, 헌법상 보호되지 않는 의사
표현에 대하여 공개한 뒤에 국가기관이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후심사나 앞에서 밝힌 검열의 성격을 띠지 아니한 그 외의 사전심사
는 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검열의 성격을 띠지 아니한 심사절
차의 허용 여부는 표현의 자유와 이와 충돌되는 다른 법익 사이의 조화의 문제
이므로 헌법상의 기본권제한의 일반적 원칙인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상
충하는 다른 법익과의 교량과정을 통하여 결정된다.”93)

90) BVerfGE 33, 52/72-DEFA-Film ‘Der lachende Mann’ ; BVerfGE 47, 198/236 - Wahlwerbespot.
91) BVerfGE 83, 130(155) ; 87, 209(230).
92) BVerfGE 33, 52(72).
93) 헌재 1996. 10. 4. 93헌가13등, 판례집 8-2, 212, 224, 1996. 10. 31. 94헌가6, 판례집

8-2, 395,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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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표현행위에 대한 모든 종류의 법적인 판단과 경고는 그것이 사

후적으로 행해지고 헌법상의 한계 내에서 행해지는 한 위헌이 아니다. 그

경우 그러한 조치가 법원의 형사소송 또는 민사소송에서 행해지든, 사후적

인 징계절차에서 행해지든 불문한다. 국법 및 소송법 체계상 법원에서는 그

러한 사후검열의 절차가 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후제재의 일반적 형

태는 형사처벌이다. 사후제재가 사전억제보다 용이하게 허용된다고는 하지

만, 이 경우에도 형사법의 일반 원리와 함께 형사소송에서 일반적으로 요구

되는 적법절차가 적용됨은 물론이다. 

언론에 대한 제한이 입법권의 동의에 기해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함은

물론이고, 실제로 이를 집행하는 국가기관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적법절차

를 기본으로 하는 사법권에 의한 규제와 그밖에 행정권에 의한 규제는 그

허용 여부가 달리 결정된다. 또 법정 기관, 예컨대 공적 심사위원회에 검열

의 임무가 맡겨지는 경우에도 그 검열권 허용의 조직적․절차적 요건이 논

란된다.

(2) 사전․사후의 구별

사전검열만이 금지된다고 한다면 사전검열과 사후검열은 어떻게 구분되

는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사전억제는 표현행위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심

사와 규제가 행해짐을 요한다. 인쇄물의 경우에는 그 기준시점을 발행․배

포의 시점으로 볼 수 있다. 매스 미디어의 경우 사전억제는 그 채널을 통해

일반적 접근가능성이 작출되기 이전에 행해짐을 요한다. 영화는 배급 또는

상영의 시점, 연극에서는 공연 시점, 방송의 경우에는 송출 시점, 통신미디

어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그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사전이라는 개념도 상대적인 것이어서 사전․사후의 판단은

명백치 않은 경우가 많고,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따라, 또 표현․전달 매체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 고찰을 요한다. 규제가 발표 이전에 행해지는 경우에는

의심이 없으나, 이미 일반적으로 유통된 후 이를 심사하여 추후의 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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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는 것이 사전억제인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이미

발행․배포된 음란서적을 압수․수거하거나 몰수하는 경우가 그러한 경우

에 속한다. 이렇게 이미 공공에 보급되어 있는 표현물을 다시 심사하여 추

후의 전파를 규제하려는 경우에 그 전파행위자에 대하여는 그 전파행위자에

대하여는 사전억제가 된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미국의 판례는 이러한 경

우에도 사전억제 금지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94) 그러나 독일의 경우, 이러

한 검열은 일반적으로 사후검열이라고 이해한다. 예컨대, 이미 이교도가 저

술․배포한 신성모독적 서적을 교회 관청이 심사하여 금서목록을 작성하거

나 추후의 열독을 금지하는 경우는 사후검열의 형태에 속하는 것으로 취급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출판된 서적을 수입하면서 일반적 심사에 돌리

는 세관검열 제도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사전억제에 해당하게 된다. 또 소설

로서 일반적으로 발간․배포된 내용이더라도 이를 영화로 제작하여 배포하

려는 경우 그 배포 이전에 심사가 행해진다면 사전억제로 볼 수 있다.

(3) 표현행위자, 전파자 또는 수용자와의 관계

검열은 커뮤니케이션의 단계마다 행해질 수 있으며, 그 검열의 형태도 달

라지게 된다. 표현의 단계에서는 행위자의 사상을 심사하여 적합한 자에게

만 표현 매체의 발행권을 부여한다든가, 아니면 일정한 결격요건을 설정하

여 그러한 활동을 금지하는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그리고 일정한 특별관계

에 있는 주체의 표현행위 자체를 심사하여 그 허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

다. 수형자가 발신하는 서신의 검열이 그러한 예에 속한다.

전파의 단계에서도 각종 표현물 내지 매체의 반포․판매를 업으로 하는

서점 또는 수입자를 허가, 인가 등 공권력의 영향 하에 두는 경우도 있다.

표현물의 구매, 구독, 청취의 제한은 정보의 최종적 수용단계에서 행해지

는 제한이다. 나치 등 전체주의 체제 하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제한이 체계

94) 박경신, 전게 논문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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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채용된 바 있다. 또 이러한 제한은 금지된 서적의 소지를 처벌하거

나, 금지된 서적 등을 수색하기 위해 개인의 사적 영역을 침범하는 형태로

행해지기도 한다. 미국에서도 제2차 대전 중 이른바 ‘공산주의 사냥’(Red 

Raid)의 와중에서 시행된 1940년의 외국인등록법에 의하면 러시아 서적의

존재는 개인의 주거나 사무실에 대한 수색 및 압수의 정당한 사유가 되었

다. 도서관을 검열하여 소장 서적 중 부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배제하는

형태도 수용단계의 검열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경을 넘나드는 정보의 전파를 저지하는 것은 정보의 전파 및 수

령을 동시에 제한하게 된다. 외국 방송의 청취금지 및 처벌 등과 같이 외국

정보원으로부터의 알 권리가 저지되는 경우가 그렇다.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개념을 실질적으로 파악할 것인가 또는 형식적으로

파악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독일에서 논란된 바 있었다.95) ‘형식적 검열개념’

에 입각한다면 형식적으로 관청의 심사에 의한 동의 내지 승인의 절차가 존

재하는 경우에는 검열이 있는 것으로 취급되지만, ‘실질적 검열개념’에 의하

면 관청이 추구하는 동기 또는 목적의 존재를 필요로 하게 된다. 형식적 검

열 개념에 의하면 피규제자가 관청의 의도 여하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위헌

적인 검열로서 그 배제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언론의 자유를

위해 간편하고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에 비하여 실질적 검열개념은 관청이

여론형성에 대한 참여가능성을 박탈 또는 제한한다고 하는 실질적 요소를

요하게 되고, 이러한 규제를 벗어나려는 피규제자 측으로서는 그러한 관청

의 의도나 영향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반면, 그러한 영향

력의 행사라고 인정되면 사전, 사후검열은 물론 비국가기관에 의한 간섭도

95) Löffler, aaO. S. 13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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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되는 검열로 포섭되게 된다.

이렇게 넓은 의미의 실질적 검열 개념이 조치의 시간적 선행성을 무시하

고 또 비국가적 영역에서도 자유로운 의견형성에 대한 영향과 방해를 가져

오는 모든 조치를 헌법상 금지된다고 보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헌

법상 언론의 자유로서 특별히 보호받는 영역을 모호하게 하는 한편, 금지되

는 검열에 관하여 헌법상 근거 없는 과도한 요구를 설정하게 되므로 지지받

을 수 없다. 따라서 사후적 검열이나 비국가적 영역의 검열을 제외하고 사

전검열로서 여론형성에 대한 간섭을 의도하는 경우만을 검열로 파악하는 좁

은 의미의 실질적 검열 개념만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독일의 판례는 형식적 검열개념을 지지한다. “사전 예방적 검열이란 정신

적 제작물의 제작이나 전파 이전에 제한하는 조치, 특히 관청에 의한 그 내

용의 사전심사 및 승인에 의존케 하는 것(허가를 유보한 금지)을 말한다. 그

에 의하면 영화와 관련하여 검열이란 심사받지 아니한 필름을 공공에게 제

공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공공에게 상영하기 위한 필름을

사전에 관할관청에 제출할 것을 명하고, 그 관청이 검열기준에 따라 심사하

여 그 심사 결과 여하에 따라 공개적 상영이 허용되거나 거부되는 경우를

말한다(이른바 형식적 검열개념). 그러한 통제절차 및 승인절차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정신생활을 마비시킨다. 검열의 금지는 그러한 전형적 예방조치

가 가져오는 위험을 추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의해서도 검열의 금지에 대한 예외는 허용될 수 없다.”96)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에 관하여 “검열로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

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라

고 정의하고,97) “여기서 말하는 검열은 그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위에서 밝힌 검열의 개념에 해당되는 모든 것을 그 대상으로 하

96) BVerfGE 33, 52(72).
97) 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89헌마88 결정 ; 1992. 6. 26. 선고 90헌바26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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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입장이 반드시 형식적 검열개념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검열을 금지할 필요성에 관하여 “검

열제가 허용될 경우에는 국민의 예술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침해하여 정

신생활에 미치는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

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이른바 관제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98)이라고 판시하고 있

다. 이러한 입장에 의하면 여론에의 영향에 관한 간섭만이 검열 개념에 포

섭될 뿐, 그와 무관하게 표현의 시간, 장소 및 방법에 대하여 간섭하게 되는

조치는 검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 의견주체 이외의 주체

검열의 주체와 관련하여 먼저 유의할 점은 표현행위의 주체 이외의 외부

기관에 의하여 의견의 자유로운 형성에 대한 침해가 생기는 경우에만 검열

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검열주체는 의견주체와 분리된 지

위를 가져야 한다.99) 연혁적으로 보면 검열의 본질적 징표는 정신생활의 계

획적인 심사에 있었고, 특히 의견의 형성 또는 의견 및 정보의 전파에 대하

여 관할 관청이 그 표현물의 내용을 통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

경우에 감시자는 의견보유자와 다른 지위에 있음을 요하게 된다. 따라서 표

현행위자 자신의 영역 속에서 발생되는 간섭과 통제조치는 헌법이 의미하는

검열로 간주될 수 없다. 

예컨대, 자기의 극장에서 작품을 상영하려고 하는 극장주와 연출자는 원

작자의 동의를 받아 상영내용에 변경 및 삭제를 기도할 수 있고, 그것은 검

98) 헌재 1996. 10. 4. 93헌가13 ; 헌재 1998. 2. 27. 96헌바2.
99) Löffler, aaO. S.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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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의 금지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시립 극장 고문 또는 극장 심의자가 스

스로 시립극장에서 상연될 작품에 변경을 행하는 것도 헌법상의 검열금지에

저촉되지 않는다. 

또 매체의 경영자에 의한 기사내용의 심사는 헌법상 금지되는 검열이라

고 생각되지 않는다. 신문 또는 정간물의 발행인, 주필 또는 데스크가 공표

이전에 자신의 출판제작물을 심사하는 경우에도 검열을 행하는 것이 아니

다. 이 통제 업무는 발행인 등의 논조나 경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경우

에 따라서는 다른 법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규정된 주의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미디어의 명예훼손 책임 여부를 검토하기 위

해 행해지는 변호사에 의한 기사 사전 자문제가 이러한 검열에 속할 수 없

음은 물론이다.

민영방송 임원에 의한 특정 방송물의 배제 역시 헌법상 검열금지와 아무

상관이 없다. 마찬가지로 방송사의 경우에 그 자체 내에서 자기 담당 부문

을 감시하는 편집회의나 편성위원회의 통제활동은 검열로 평가될 수 없다. 

독일에서도 감독이나 그로부터 임명된 책임편성인이 계획된 방송 프로그램

의 일부를 배제하거나 또는 근로자의 요구에 불응하여 삭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검열금지의 문제가 생길 수 없다고 이해되고 있다. 공법상의 방송

도 간접적 국가행정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로부터 독립성을 가지는 것

이기 때문에 편성책임자의 그러한 조치는 프로그램에 관한 그의 권한과 책

임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이다. 방송사의 내부다양성에 의해 조직되는 합의

제기관이 계획된 방송물에 관하여 일반적인 예방적 통제권을 행사하려 하는

경우에도 그것은 검열금지에는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조치가 미디

어의 효율의 핵심을 해치는 것이라면 그 때문에 위헌문제가 논란될 수 있음

은 별개의 문제이다. 

2010년 현재 우리 방송법에 의하면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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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하며(제3조), “방송사업자는 자
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보도에 관
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이 방송되기 전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동법 제
86조 제1항) 또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하고(동법 제87조 제1항), 시청
자위원회는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그리고 방송사업자의 자
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의 권한을 갖
는다(동법 제88조 제1항).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위와 같은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동법 제90조 제1항).

이와 같이 우리나라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는 지상파 방송의 경우 방송사 
자율로 사전심의가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KBS, MBC, SBS는 
각각 자체 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자체 심의요원으로는 전국 대상 
프로그램을 모두 심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송평가요원(외부 모
니터 요원)을 활용하고 있다. 

각 방송사는 위 방송법 규정에 따라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고, 시청자위원회
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자체 심의, 평가하고 있으며, 방송국의 
장은 시청자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그 처리에 관한 계획 또는 결과를 회의 종료 
1개월 이내에 시청자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각 방송사들은 자체적으로 
각 심의실에서 행해진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심의실장은 심의결과 중요 지적사항을 수정하지 않은 방송프
로그램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 뚜렷한 이유없이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자 등
에 대한 징계를 요구 할 수 있도록 자체 방송심의규정에 규정하고 있다.100)

그러나 이와 같이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심의제도는 그 실
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101) 

(2) 공권력 행사 중 행정기관에 의한 검열

(가) 행정기관에 국한

헌법상 사전검열 금지의 명령은 국가권력에 대한 것이다.102) 헌법이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라고 하는 명령을 지켜야 하는 수명자는 모든 형태

의 공적 조직이다. 헌법의 언론조항은 조직법적으로 보아 직접적 국가기관

100) MBC 방송심의규정 참조.
101) 방송개발원, 2000년방송정책보고서, 1995, 79면.
102) Löffler, aaO. S.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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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타 모든 헌법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행정관청, 비독립적 영

조물 및 재단 등에 대하여서 뿐 아니라 모든 공법상의 사단, 재단 등 간접

적 국가조직, 그리고 공권력을 위탁받은 모든 수임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해

서도 적용된다.103)

이에 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전민련신문’ 등록제 사건104)에서 검열의

주체로서 ‘국가기관’을 들었으나, 영화검열사건105)에서는 검열의 주체를 그

중에서 ‘행정권’으로 좁힌 바 있다. 따라서 사법권은 사전제한을 행하더라도

검열주체에서 제외되고, 법정된 합의제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되어 독자적 구성과 운영이 보장되고 적법절차에 의한 심의가 이루어지

는 것이면 사전심의에 의한 제한은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밖에 검열주체와 관련한 검열의 허부에 관한 논의는 항목을 달리하여 상술

한다.

(나) 국고 주체로서의 국가

국가가 경제 주체, 즉 국고(國庫)의 주체로서, 예컨대 철도 및 우편 등 넓

은 범위의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관계에서 언론활동에 간섭하려고 하는 때에

도 헌법상 언론조항의 적용을 받는가? 헌법상 금지되는 검열은 국가 공권력

이 주체로 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하는 다수설에 입각하는 경우에도 국가가

국고의 주체로서 검열을 행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다. 

국고 주체가 그의 재산권을 수단으로 예컨대, 국립철도 시설구역 내의 판매

서적에 대하여 검열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문제될 수 있다. 이에 관

하여 독일의 다수설은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는 국고주체로서의 국가는 검열

을 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주의의 원리에 따라 국가의 과업이 확대․강화되고 대부

분의 사회적 영역이 국가화 하는 현대국가의 경향에 비추어 보면 다수설에

103) Maunz-Dürig-Herzog-Scholz, Grundgetz Kommentar, Verlag C. H. Beck, München, Art. 
5. Abs. I, II, Rndnr 25.

104) 헌재 1992. 6. 26. 90헌바26.
105) 1996. 10. 4. 93헌가13, 91헌바10(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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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는 경우 검열의 금지는 공동화될 것이라고 비판하는 반대설도 유력하

다.106) 현대 산업사회의 국가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관계가 아니지만, 막강한

재력을 갖는 경제주체로서 이러한 영역에서 효과적으로 통제를 행사하려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실질적 검열개념을 지지하는 학자

들은 경제주체로서의 국가가 시도하는 통제에 언론의 자유를 방치한다는 것

은 언론 자유의 보호를 현저히 약화시키게 된다는 이유로 그에 대하여도 검

열이 금지된다고 한다. 이를 부인한다면 국가는 그의 언론적 이해관계를 도

모하기 위해 고권적 권력의 행사가 아닌, 국고 주체의 행위로 대치시킴으로

써 헌법적 명령을 회피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3) 비국가적 제도 또는 기관

사전검열의 금지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에 대해서만 금지되는 것

이기 때문에 국가적 권력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바로 검열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검열금지의 법리는 이른바 기본권의 ‘제3자 효력’의 개념에 따라 직

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인에 대하여도 바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107) 이렇게 검열의 금지는 국가 기타 공권력 주체의 조치에만

국한되는 것이므로 사인은 자기의 권리를 침해하는 공개에 대하여 그것이

공표되기 이전에 중지하도록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108) 그와 같은 ‘예방

적 금지청구권’(vorbeugende Unterlassungsanspruch)은 헌법상 검열금지 원칙

의 적용을 받지 않고 법원에 의해 집행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검열의 금지가 우선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역사적으

로 보면 국가를 위시하여 교회, 사회집단 등 여러 세력이 주체가 되어 검열

을 시도하여 왔다. 

(가) 교 회

역사적으로 보면 서양에서 가장 장구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검열을 행사

106) Löffler, aaO S. 143 ; Maunz aaO. Art. 1 Rndnrn 134ff.
107) Michael Sachs, Grundgesetz Kommentar, Verlag C. H. Beck, München(1996), S. 301.
108) Wenzel, Das Recht der Wort- und Bildberichterstattung, Hanndbuch des Äußerungsrechts, 

3. Auflage, Verlag Dr. Otto Schmidt KG, Köln, 1986 S.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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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회는 비국가적인 제도였다. 국가는 세계관적으로 중립성을 지켜야 한

다고 요구되는 오늘날의 다원적 사회, 특히 서구사회에서도 교회는 여러

관점에서 국가보다도 더 여론형성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인구

의 대부분이 종교를 갖고, 교회의 교리를 정치적으로 지향하는 국가에서는

교회가 제외되는 경우 검열 금지의 원칙은 실질적 의미를 상실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독일의 다수설과 판례는 공법상의 종교단체가 그 소속원에 대하

여 행하는 일정한 억제조치, 예컨대 교리 상 위반사항이 없다는 심사증명

(nihil obstat)을 내주지 않음으로써 인쇄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사전검열금지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109) 국가와 교회는 분리된 것이므로 이러한 교

회 내적 조치는 국가적 후견작용이 아니라 비국가적으로 책임지는 단체권력

의 행사이기 때문이다

교회가 여론형성에 참여하기 위해 정기간행물에 관해 모니터업무를 수행

하는 경우 헌법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을 사용하는 한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

다. 독일의 예를 보면 신교와 카톨릭 교파에는 오래 전부터 이른바 ‘정기간

행물 모니터업무’(Zeitschriftenbeobachtungsdienste)가 등록된 결사로서 활동하

고 있다. 그에 의하면 모든 대중적 서적과 수많은 내․외국의 대중적 정기

간행물이 계획적으로 심사된다. 이 심사는 그 윤리적 내용에 따라, 특히 그

진실성, 인간상과 인생의 의무성 여하에 따라 등급분류를 행한다. 그 결과

‘고려할 여지없음’, ‘휴대가능함’, ‘제한적으로 휴대 가능함’, ‘못함’, ‘거절해

야 함’이라는 평가가 확정되고, 이 평가는 교회세계에 널리 공시된다. 그 평

가의 기준은 교회의 신앙 및 윤리이론의 규범이며, 그 평가에 있어서는 심

사대상 정간물이 독자들에게 얼마나 종교, 교회, 국가 및 사회에 대하여 바

람직하지 않은 상상을 일으키게 하는가가 특별히 고려된다.110)

검열의 주체에 비국가적 세력도 포함시키는 검열개념에 따르면, 정기간행

109) Löffler, aaO S. 144.
110) Löffler, aaO S.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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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대한 종교단체의 심사제도는 여론형성에 전혀 낯선 기관이 정기간행물

출판에 대한 계획적인 감시체제를 구축한 것이고, 그 심사의 결과 여하에

따라, 특히 부정적인 평가는 교회권내에서 그 계속적 전파에 대하여 현저한

장해를 주게되므로 이른바 사후검열의 한 형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교회도 여론형성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고 함에는 의문이 없고, 교회의

이러한 정간물 모니터업무가 개별적 경우에 공적 토론에 있어서 자유로운

참여에 국한된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할 것이지만, 그것이 도덕적 압박 기타

허용되지 않는 수단을 구사한다거나 부정경쟁 등 허용되지 않는 목표가 추

구되는 경우에는 위법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 판례는 이러한

쟁점을 다룬 전형적 사건으로서 중요한 원칙문제를 결정 제시한다. 

[사례] 교회 정간물 모니터 사건(1963)

Hamburg고등법원 NJW 1963 S. 1785

독일 라인란트주 신교교회는 그 정간물 모니터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시사해
설지 ‘Der Stern’지에 대하여 경고적 평가를 내리고 이를 공개하였다. 쉬테른지
가 피고 교회를 상대로 제소한 사례에서 함부르크고등법원은 피고 교회는 헌법
상 표현의 자유에 기해 원고의 영업에 손해를 가져오게 될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피고 교회는 그의 쉬테른지에 대한 경
고적 평가를 교회권에 전파시킬 권리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에 의하면 매스 
미디어도 역시 가혹한 비판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유인물과 그 첨부물은 실질적 비판이기 때문
에 기본법 제5조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으로서 생각된다. 그것은 공공에 본질적
으로 관계되는 문제에 관한 정신적인 의견경쟁(geistigen Meinungskampf in 
einer die Öffentlichkeit wesentlich berührende Frage)에 대하여 진정한 기여가 있
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교회는 사제(司祭)로서 신앙활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
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적 생활의 모든 문제에 관하여 아무 제한 없이 관여
할 수 있다. 의견의 자유는 모든 사람이 어떠한 사항에 관하여도 함께 토론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비판만 할 수 있고, 비판을 받지 않는 지위는 어디에도 존
재치 않는다.” 다만, 이 경우 피고의 발행업무는 발행부수의 경쟁에 있어서 원고 
출판사와 경쟁의 목적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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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제기관

국제기관에 의한 검열도 헌법상 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가 있

다. 예컨대, 과거 유럽경제공동체 위원회(EWG-Kommission)가 그 각료이사회

(EWG-Ministerrat)에 약품광고에 관하여 가입국들의 법규정의 통일화를 위해

1967. 6. 6. 제출한 권고안 제14조에 의하면 모든 광고 표현(출판광고, 인쇄

물, 안내장, 플래카드, 영화 및 라디오와 TV광고)은 그 공표 1주일 이전에

승인을 위하여 관할관청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러한 규제가 독일의 내국법으로 되는 경우에는 독일 헌법상 검열의 금지에

위반되기 때문에 위헌이며 무효가 될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되었다.111) 국제

법상의 협약(EWG-Recht)도 기본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

인 법이론이기 때문이다.

(다) 사회기관․압력단체

의견 및 언론의 자유가 검열의 금지에 의해 효과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면, 검열금지의 수명자로서는 여론에 대하여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는 모든

제도와 기관이 생각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견해와 그에 반대하는 견해

가 대립한다. 독일에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며,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는 긍정설을 취한다.

긍정설은 비국가적 기관이라도 그것이 종류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경

제적, 저널리즘적으로 강제적인 권한을 갖는다면 검열유사의 조치에 의해

의견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검열금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다.112) 이 견해는 헌법의 검열금지는 절대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비국가적 제도들이 사적인 사상조종과 의견독점을 시도하

는 경우에도 효력이 미친다고 하는 사고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반대설에

의하면 비국가적 기관 자체는 헌법상 검열금지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지

만, 국가는 그렇게 의견을 규제하거나 의견독점을 행사하는 비국가적 제도

111) Löffler, aaO S. 144.
112) Löffler, aaO S.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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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규제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한다.113) 

생각건대, 비국가적 제도와 기관은 국가와 달리 그들 자신의 의견 표현

및 전파의 자유와 여론형성에 참여할 자유를 향유하며, 이를 근거로 헌법상

의 검열금지원칙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들 기관이나 제도는 그들

자신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견형성에 관해 검열의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보이콧 또는 파문(Exkommunikation)과 같은 불법적 수단을

쓰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신의 의견형성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

다.114) 독일의 판례는 이와 같이 여론형성에 대한 자유로운 참여의 권리와

검열로부터의 자유 간에 충돌이 생기는 상황에 있어서 이른바 뤼트공식

(Lüth-Formel)에 의한 개별적 형량의 방법을 취하여 문제를 해결한다.115)

공권력에 의한 검열 중 특히 행정기관에 의한 것만을 금지되는 검열로 보

는 우리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의하면 이러한 사회단체와 압력단체의 간섭조

치는 헌법상 금지되는 검열이 아니다.

(4) 자율규제제도와 사전검열 금지의 원칙

(가) 자발적인 자율규제

자율규제제도는 헌법상 사전검열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배

적인 견해이다. 

미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영화 등급심사제는 순수한 의미에서 자율규제의 전
형을 제시한다. 1968. 11. 1. ‘미국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MPAA)는 ‘전국 극장주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Theatre Owners, NATO) 및 
‘미국 국제영화수입 및 배급자 협회’ (International Film Importers and Distributors 
of America, IFIDA)와 함께 협약을 맺고, 그 협약에 따라 ‘등급심사 및 분류기
관’(Classification and Rating Administration, CARA)을 설립하였다. 동 기관은 미
국영화협회(MPAA)에 의해 관리되지만 독자적으로 활동하게 되어 있고, 할리우
드에 7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Rating Board)를 설치하였다.116)

113) Katholnigg, NJW 1963, S. 893.
114) Löffler, aaO S. 144.
115) BVerfGE 7, 210.
116) Horst von Hartlieb, Handbuch des Film-, Fernseh- und Videorechts, 3. Auflage, C.H.Beck München(1991) S.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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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출판평의회(Deutsche Presserat) 역시 자율규제의 전형으로 생각된다. 이것
은 1956년 독일의 신문편집인협회, 발행인협회 및 기자협회 등 3개 관련단체에 
의해 공동으로 설립되었다. 평의회는 심의(Beratung) 결과를 총괄하여 결의, 충
고, 전문적 표현이나 불인정 등의 조치를 결정하며, 관계 매체기관은 그 의미에 
따라 출판과 방송에 공표할 의무를 부담한다. 평의회의 활동을 위한 경비는 상
술한 3개 직업단체에 의해 1/3씩 부담된다.

‘독일출판평의회’(Deutsche Presserat)와 ‘시사해설지의 자율규제기구’(Selbstkontrolle 
Illustierter Zeitschriften(SIZ))는 단지 제소와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개별 사례에 
관하여 활동하게 되므로 거기에 출판물에 대한 계획적 감시는 없다. 이렇게 일
정한 동기에 기해서만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출판기관 및 출판소속원의 행동에 
대해 비판을 행하는 자율규제는 검열금지에 대한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독
일에서 지배적인 견해이다.117) 독일의 판례도 독일출판평의회의 활동이 문제된 
한 사건에서 헌법상의 검열금지는 국가의 검열로 생각되는 강제수단에 대해서
만 적용된다는 이유로 검열금지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배척한 바 있다.118)

시사해설지의 자율규제기구(SIZ)의 활동은 ‘추천’ 이외에 ‘비난’도 할 수 있고, 
‘제명’을 결정할 수도 있다. SIZ에 가입하는 것은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고, 협회
로부터 제명된다고 하더라도 그 해당 잡지는 장래의 자유로운 저널리즘 활동에 
방해를 받지 않으므로 이러한 제재는 단체내의 제재로서 허용된다.119) 

1961년 발족하여 활동을 개시한 한국신문윤리위원회도 순수한 자율규제기구
라고 볼 수 있고, 그에 대해 사전검열이고 의심할 여지는 없다. 한국에서 자율규
제가 공권력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언론활동 수행 과정에서 
타율규제를 배척하려는 언론인들의 주도로 추진되었으며, 정치권력을 비롯한 외
부 압력으로부터 언론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주로 사기업이 운영주
체가 되는 신문이 그 책임을 자율적으로 찾아 나선 언론계 내부의 도덕적 동력
에서 비롯된 것이었다.120) 위원회는 심의결과 ① 주의 ② 경고 ③ 공개경고 ④
정정 ⑤ 사과 ⑥ 관련자에 대한 윤리위원회가 정한 징계요구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윤리위원회는 설립취지에 부응하여 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
을 겪고 있다. 신문사들이 윤리위원회 심의결정사항에 대해 성의 있는 대응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121)

117) Löffler, aaO S. 150.
118) OLG Hamburg, ZV 1960 S. 151.
119) Löffler, aaO S. 150.
120) 유일상, 신문윤리위원회 40주년, 관훈저널 2001년 가을호 125～141면 참조.
121) 유일상, 전게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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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율규제에 관한 새로운 이해

종전 자율규제의 개념은 사적 영역에서 규제의 모든 요소들이 자동적으로 규
율되는 상황(auto-regulated situation)을 상정한 순수한 의미의 민간규제라고 생각
되었으나, 그러한 의미에서 자율규제는 단지 도적적․윤리적 차원의 활동으로서 
법적인 의미와 실효성을 가질 수 없었다. 그러나 현대국가가 적극국가․복지국
가를 지향하게 되면서 규제 영역 외에 존재한다고 생각되어 온 현상에 대해 통
제와 감독을 요구하는 사회적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이러한 공익보호를 위
한 사회적 요구를 이행함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정부의 대처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자율규제의 방법이었고, 그러한 맥락에서 자율규제는 현대국
가에서 이러한 규제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새로운 의미와 차
원을 부여받게 되었고, ‘규제의 합리화 및 효율화’에 기여하는 방식이 되고 있
다.122)

현대 국가가 복잡 다양해지는 사회현상에 개입하여 복지를 구현할 임무를 떠
맡게 되는 과정에서 공권력 행사로서 전통적인 명령지시적 규제(command and 
control regulations) 방식에 의존하는 행정규제만으로는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현대국가는 국가에 의한 규제독점주의를 포기하고 다원적인 규
제 수단을 모색하게 되었고(‘규제다원주의’, regulatory pluralism), 사회가 요구하
는 일정한 규제의 틀을 구축하고 운영함에 보다 적합하고 합리적인 주체에게 이
를 분담하게 하거나 위임하는 체제를 지향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의미
를 갖는 것이 자율규제 방식으로서 국가가 아닌, 민간 또는 기업이 규제 주체가 
되어 자신의 활동을 스스로 규제하게 하면서 국가는 이러한 자율규제의 기반을 
지원․조성하고, 자율규제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완하는 방
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새로운 개념의 자율규제는 완전한 자유로서 국가의 영향과는 아무
런 관계없는, 국가로부터 벗어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적 과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국가에 의해 선택되고 이용되는 정책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
고,123) 그 본질은 국가적으로 표현된 공적 목적을 자기책임의 원칙과 각 영역의 
자율적 기능논리로 실현하는 조직화된 사회적 힘이라 할 수 있다. 

입법적으로 고찰하면 자율규제는 그것을 통하여 국가의 입법이 대체될 수 있
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입법자는 자율규제에 의한 국가적 규율의 필요성

122) 이하 이민영, 인터넷 자율규제의 법적 의의, 저스티스(통권 제115호, 2010. 4.), 133～
160면 참조.

123) 따라서 자율규제란 정부규제의 전적인 배제 내지 정부 규제의 비적용을 의미하는 무

규제(un-regulation) 또는 과도하거나 시장요인을 약화시키는 공적 규제를 제거하는 데

목적을 둔 탈규제(de-regulation)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이민영, 전게 논문 1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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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사안에 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경향은 사회가 요구하는 바를 위해 효율적․합리적 규제를 행

함에 있어서는 국가가 기업이나 시민과 같은 민간부문과 유기적인 상호협조 체
제를 구축하고 규제의 생성․집행 및 사후조치 등에 있어서 공조해야 할 필요성
을 인식한데 따른 것이다.124) 국가가 일방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던 과거의 방식
에서 벗어나 사회의 자율규제 능력을 신뢰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
다는 사고가 일반화되었고, 자율규제는 종래 고권적 규제가 행사되던 분야에서
도 갈등해결의 방식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율규제의 도입은 
국가와 사회가 공동한 협치 내지 공동규제의 관념과 연계된다. 

자율규제를 도입하는 경우 정부는 규제대상이 되는 주체에게 스스로 규제기
준을 설정하도록 하면서 이를 집행할 것을 위임하게 되는데, 이 경우 정부와의 
관계에서 위임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에 따라 그 속성이 달라질 수 있다.

그에 따라 유럽에서는 정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자율규제를 4가지의 유형
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는 자발적 자
율규제(voluntary self-regulation) ② 민간영역에서 스스로 규제하되, 정부의 승
인을 받도록 하는 승인적 자율규제(sanctioned self-regulation) ③ 민간영역이 정
부가 정의하는 제도 틀, 예컨대 법령․규칙․가이드라인 안에서 규범을 만들
고 그것을 강제하도록 요구받는 위임적 자율규제(mandated self-regulation) ④
민간영역이 스스로 규제를 형성하고 부과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법이 정
하는 규제를 강제하는 강제적 자율규제(enforced or coerced self-regulation) 등
이 있다.125) 

그리고 정부와 민간의 협력 정도에 따라 ① 규제된 자율규제(regulated self- 
regulation), ② 협력적․공동규제(co-regulation), ③ 심사받는 자율규제(audited 
self-regulation), ④ 그리고 순수한 자율규제(self-regulation)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
다.126)

자율규제에 관한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분석은 정부 개입의 성격을 분명히 
함으로써, 자율규제를 순수한 의미의 민간규제와 혼동하는 본질적인 접근의 오
류를 피할 수 있다. 그리고 자율규제에 관한 이러한 새로운 이해는 이를 종전의 
순수한 의미의 민간규제와 구별하는 한편, 행정규제를 대체․보완하는 국가정책 
실현수단의 하나로 자율규제를 파악하고, 규제에 관한 종전의 단순한 관점을 극
복하여 국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다양한 단계의 자율규제의 개념을 만들어냄
으로써 이를 법적으로 수용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데 의미를 갖는다. 

124) 이민영, 전게 논문 141면.
125) 이민영, 전게 논문 139면.
126) 이민영, 전게 논문 1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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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보면 자율규제를 민간의 순수한 자생적 운동으로 치부하여 국가 공권
력과 무관한 제도라고 보아 법외적 차원으로 방치하는 과거의 태도는 물론, 공
권력과 자율을 모순․대립하는 개념으로 보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자율규제의 
도움으로 공적 과제를 실현하려는 입법적 노력에 대해 권력적 규제를 대체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배척하려는 태도도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유럽의 여러 나라
에서는, 특히 영화와 관련하여 자율규제를 법적으로 승인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
하는 체제가 도입되고 있으며, 최근 인터넷 상의 광대하고 자유로운 표현 공간
에서 청소년보호라는 어렵고 힘든 과업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 및 이용자 
단체 등 모든 관계 주체가 협력하여 합리적인 규율을 모색하는 경향이 일반화되
고 있다.

영국에서는 1909년의 영화법(Cinematograph Act of 1909)이 지방자치단체에 의
한 검열을 규정한 이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검열을 실시하여 왔다. 1912년 
영화업자들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한 검열 취급을 조정하기 위하여 ‘영국영
화등급위원회’(BBFC, British Board of Film Classification)를 창설하였는데, 대부
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이 위원회에 검열권을 위임하고 있다. 
1923년 영국 정부는 이 제도를 법적으로 승인하여 위 위원회의 등급심사필증이 
없는 영화는 상영할 수 없도록 하였다.127)

독일에서는 자율규제를 법적으로 승인하여 그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부
여하는 정교하고 복잡한 시스템이 취해지고 있다. 1948년 ‘영화업계 최고단
체’(SPIO, Spitzenorganisation der Filmwirtschaft)가 그 소속 부서로서 ‘영화업
계의 자율규제기구’(FSK, Freiwillige Selbstkontrolle der Filmwirtschaft)를 설립하
여 영상물에 관한 자율규제를 시행하여 왔다.128) 이러한 자율규제가 점령연합국
의 문화정책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형식상 순수한 자율
규제의 형태였다. 그러한 자율규제가 법적으로 승인받게 된 것은 1951년 시행된 
각주의 청소년유해물법이 위 자율규제기구에 동법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데 근거하여 각주의 관할 관청이 위 자율규제단체에 그러한 권한을 위탁
했기 때문이었다. 그에 따라 위 자율규제기구는 처음에 영화에 관하여 청소년 
보호업무의 집행을 위임받게 되었고, 후에는 비디오물에 관한 청소년보호의 임
무와 조용한 축제일의 보호를 위해 각 주법의 집행을 위임받게 되었다. 이렇게 
현재 독일에서는 실제로 공공에 공연되거나 제공될 모든 영화를 대상으로 성인
을 위한 평가 및 미성년자의 시청 허부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자율규제가 시행되
고 있다. 

127) von Hartlieb, aaO S. 79ff.
128) von Hartlieb, aaO S. 5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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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율규제의 조직과 활동을 정하는 위 자율규제기구의 강령(Grundsätze 
der FSK)은 영화 및 비디오 업계의 대표자들과 공공 당국의 수임자가 균등
하게 참여하는 자율규제기구의 강령위원회(FSK-Grundsatzkommission)에 의해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화 및 비디오 업계와 관계 관할 당국 기타 제
도 간의 사법상의 합의 내지 약정이라고 간주된다. 그리고 그에 근거하여 내려
진 자율규제기구의 결정은 그것이 관할 당국에 의해 인수되어 그 자신의 결정으
로 승인되는 형식을 취하게 되어, 공권적 성격을 갖게 된다. 

자율규제기구에는 구체적으로 심의를 담당하는 각종의 심의위원회(Prüfausschüsse)
가 설치되는데, 청소년보호를 위한 심의와 성인을 위한 심의는 각각 그 법적 의
미가 상이하므로 달리 구성된다. 청소년심의에서는 실무위원회, 주요위원회 및 
법률위원회의 3심절차를 거치며, 성년을 위한 심의는 실무위원회와 주요위원회
의 2심을 거치게 된다. 그 각 구성원은 영화업계 최고단체(SPIO)가 임명하는데, 
다만 청소년을 위한 법정 심의를 행하는 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는 공권력 대표
자의 추천에 의한 공권력 측의 위원이 참여한다.

FSK의 각종 심의위원회는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에 의해 독립적으로 
구성된다. 심의위원의 선발에는 다원적 사회를 대표할 수 있도록 상이한 집단과 
직업을 대표하는 자로서 영화에 대한 바른 이해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
문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에는 심의로써 보호되는 이익과 정보의 자유나 예
술의 자유를 비교 형량함에 필요한 자유권에 관한 정통한 법적 지식도 요구된
다. 실제로 선임되는 예를 보면, 법관, 검사, 청소년 심리학자, 청소년 교육학자, 
영화사가, 영화전문가, 교회대표, 연방청소년단체의 간부, 문화성 공무원, 주부, 
학생, 교사, 언론인 등이다. 다수의 심의위원은 명예직이고 교대하여 활동하나, 
FSK의 장, 각주의 최고 청소년 관청의 상임 대리인 등은 상임위원이다. 이렇게 
상임과 명예직을 혼성하고 명예직을 순환 근무하게 함으로써 업무의 일관성과 
새로운 관점의 유입이 의도되고 있다. 또 위원의 임기는 장기간으로 정함으로써 
독립성이 보장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독일에서 영화산업의 자율규제(Freiwillige Selbstkontrolle 
der Filmwirtschaft, FSK)는 자유의사에 의해 조직되었으나, 법적으로 고유하고 복
잡한 형태를 취한다. FSK는 영화제작자, 영화필름 대여자와 극장주들이 결합하
고, 연방주교회 및 연방청년연합 등 공공 주체의 대표자도 그 위원회에 참여하
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半)국가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판례와 
학설상 절대 다수의 견해는 FSK의 활동을 검열 금지에 저촉된다고 생각하지 않
는다.129) 그에 반해 형식적 검열개념에 의거하여 FSK의 활동은 그것이 자발성
에 근거하지 않는 때에는 허용할 수 없는 검열의 행사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한

129) Löffler, aaO S.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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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견해도 있었다.130)

그러나 FSK는 그 설립뿐 아니라 존속이 영화시장 전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
거를 가지며, 그 활동에 있어서 영화의 자유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만 기
본권적 권능이 포기될 수 있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FSK는 영화에 대한 국가
의 규제를 성공적으로 배제하였고, 특히 높은 투자를 요하는 영화의 제작에서 
사전에 감정기관이 개입함으로써 영화의 자유에 위험부담을 줄이게 하는 현실
적 이점이 나타났다는 점에 비추어 이를 긍정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다.131) 

우리의 경우에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자율규제를 가장한 공권력

에 의한 규제가 남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

으나, 위에서 본 여러 사회적 상황변화와 그에 대처할 규율 필요성에 비추

어 이러한 인식은 바뀌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어느 나라에서나 자율규제

라 하더라도 순수히 자발적 기조에서 행해지는 경우는 드물고, 국가의 권유

나 국가적 영향력의 배제를 위해 부득이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것

이 해로운 영향력의 배제를 위한 심의에 국한되고, 배후에 숨겨진 공권력의

영향력보다 자율적 요소가 우세한 경우에는 허용되는 것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132) 

사전검열제도는 우선 기본적 전제로서 사전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

보의 전파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그 금지에 위반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체제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① 표현․전파될 정보의 수집 ② 심사 ③ 제

130) Johanne Noltenius, Die freiwillige Selbstkontrolle der Filmwirtschaft und das Grundgesetz 
(1958).

131) Löffler, aaO S. 146.
132) Löffler, aaO S.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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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조치 및 집행 ④ 제한 위반시 제재 등의 단계로 구분된다. 

따라서 사전검열의 금지는 허가를 유보한 금지 제도를 금지하는데 핵심

이 있다. 표현행위의 종류와 내용이 미리 국가기관의 통제에 의해 승인된

후에만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제가 그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헌법재판소가 1996년 영화검열 사건 결정에서 판시한 헌법상 검열금지는

① 국가기관 중 행정권에 의한 ② 사전 제한만이 금지되고, ③ 그 중에서도

언론의 내용 여하에 따라 규제하는 것으로서 ④ 일반적․망라적인 심사를

시도하는 경우만 적용된다고 요약될 수 있다. 그리고 ⑤ 이러한 사전검열의

개념에 해당하는 공권력의 조치는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예외가 허용되지 않

는다. 

위와 같은 개념규정에 의하면, 첫째 행정권이 아닌 사법권에 의한 사전제

한은 금지되지 아니한다. 영화검열 사건에서도 “사법절차에 의한 영화상영

의 금지조치(예컨대 명예훼손이나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간행물에 대한

배포금지] 가처분 등)나 그 효과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벌규정(음

란, 명예훼손 등)의 위반으로 인한 압수”는 금지되지 아니한다고 설시되고

있다. 결국 행정기관에 의한 일반적․망라적인 사전제한은 절대적으로 금지

되고, 사법기관에 의한 사전제한은 사후제한과 마찬가지로 규제가 허용되는

결과로 된다. 

둘째, 그 밖의 국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망라적으로 심사하는 것

이 아니라 구체적 법 위반의 의심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심사하는 경우, 예

를 들어 세관검열이나 우편검열은 절차적 요건을 갖춘 경우 금지되는 사전

검열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셋째, 행정기관에 의한 조치라 하더라도 의견의 발표나 정보의 전파 여부

와 상관이 없는 경우에는 사전검열로서 금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표현행위

의 시간, 장소 및 방법에 관하여 사전에 심사하여 규제하는 것은 절대적으

로 금지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집회와 시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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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적 규제이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등급 분류 심사제도는 전

파 가능성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분류된 등급에 따라 그 전파의 범위와

방법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금지되는 사전검열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분

류 심사가 독자적인 법정 기관에 의하는 경우 그 허용성은 높아진다고 보아

야 할 것이다. 또 금지가능성과 결부되지 않는다면 신고의무 및 제출의무는

헌법정책적 타당성 여하는 별론으로 하고 사전검열 금지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활자매체의 경우 서적이나 정기간행물의 발행에 있어서 배포 전에

소수 부수의 납본(納本)을 의무화하는 제도와 같이 관청에 제출 또는 신고

할 의무를 설정하는 것은 그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가 영향 받지 않는 한 검

열금지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133) 또 종전 정간물법상의 정기간행물 등

록제도 역시 사전제한이라고 볼 수 있으나, 우리의 판례는 이를 사전검열금

지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한다.134)

넷째, 특히 문제될 수 있는 것은 규제의 주체가 국가기관 중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기구에 의한 사전 규제의 경우이다. 현행법상에는 독자적 지위

가 부여된 여러 법정합의제 기구가 각종 매체에 대한 사전 및 사후 규제를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상 규정되고 있는 각종의 심

의기관에 관하여 행정권의 지속적 영향 하에 있게 되는 경우에는 검열이 금

지되는 행정기관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구 영화법 상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헌법상 금지되는 검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135) 그러나 이

들 법률에 의한 심의기구가 공공의 대표에 의해 자율적으로 구성되고 행정

권과 독립하여 자율적 운영이 담보되는 합의체로서 명확한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제재하되 그에 대한 사후적 사법심사의 길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어떠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여기서는 엄격한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춘 경우

그러한 심의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만을 밝히고, 그 구체적인 문제는 사

133) 헌법재판소는 정기간행물의 납본제도가 사전검열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헌재 1992. 6. 26. 90헌바26, 판례집 4, 362, 371).
134) ‘전민련신문’ 등록제 사건 헌법재판소 1992. 6. 26. 90헌가23 결정.
135) 영화검열사건(1996. 10. 4. 93헌가13, 91헌바10(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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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검열 금지 원칙의 적용 문제로서 뒤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역사적 발전에 따르면 검열의 금지는 우선 의견의 자유 내지 의견표현의

보호에 봉사하여 왔으나, 점차 사실보도와 광고부분을 포함한 언론의 모든

공표부분도 보호하게 되었다.

연혁적으로 보아 검열은 원래 인쇄물의 발행에 대응하여 시작된 것이었

기 때문에 검열금지의 원칙은 인쇄물의 제작과 전파를 관청의 심사와 승인

에 구속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검열의 금지가 여타의 표현

매체에 대해서도 적용되는가, 특히 현대에 이르러 새로이 등장한 여러 미디

어에 대해서도 적용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논란되었고, 적용된다고 하더라

도 그에 관하여 발생하는 여러 문제가 논란되게 되었다. 방송 및 영화 등

현대적 매스 미디어의 경우에도 그것이 검열되는 경우 그 폐단이나 이해관

계는 다름이 없으므로 그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에는 의심이 없다. 

그러나 뉴미디어 기타 전자미디어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체의 특수성 때문에 여러 가지 조화적 해결이 요청된다.

사전검열의 금지가 아무 매체도 사용하지 않는 개인의 표현행위에 대해

서도 적용되는가에 대하여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 이를 부정한다면 개

인적 표현의 자유의 체계적 지위에 비추어 옳지 않고, 특히 현대 기술에 의

해 새로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개발되고 있을 뿐 아니라 현대 전체

주의 국가에서 자행될 수 있는 감시 및 압제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방지할

필요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검열의 금지는 영화, 

방송 등 언론매체의 형태로 행사되지 않는 개인적 표현의 경우에도 사실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헌법상 검열의 금지는 서적, 신문, 잡지 등 인쇄물은 물론 음

반, 녹음 테이프, 영화, 녹화 테이프, 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 매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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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 통용될 뿐 아니라 강연이나 연주, 설교, 연극, 쇼 및 연예행사를 포함

하여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되는 기본적 자유의 모든 활동에 관하여도 적용

된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영화검열 사건에서 “검열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

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하여, 헌법 제21조 제2항의 적용을 받아 금지되는 ‘검열’과 그 적용을 받지

않는 ‘사전제한’을 개념적으로 구별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전규제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정의하는 개념요건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 일반적․망라적 심사에 의하지 않거나(세관검열

및 우편검열 등), 그 표현이나 전파가 허가에 의존하지 않는 경우(등급심사

제)에는 허용되게 된다. 

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전술한 영화검열 사건에서 영화에 대한 사전

심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영화로부터 청소년을 보

호할 필요에 따라 사전에 영화에 대한 등급심사를 하더라도 이는 금지되는

검열이 아니라고 설시하였다. “검열금지의 원칙은 바로 영화에 대한 사전심

사를 모두 금지하는 것도 아니다. 영화는 시청각을 표현수단으로 하는 영상

매체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일단 상영되고 나면 그 자극이나 충격이 매우

강하게, 그리고 직접 전달되어 영향력이 클 뿐만 아니라, 비디오의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그 파급효과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고, 일단 소

비자에게 보급되고 난 뒤에는 이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방법마저 없다. 그러

므로 영화를 상영 또는 보급하기 이전에 심사,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 특히 청소년이 음란, 폭력 등 영화에 접근하는 것을 미리 막아야 할

필요성 역시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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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헌법재판소는 ‘금지되는 사전검열’과 ‘기타의 사전제한’을 구별하

고, 나아가 상술한 검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전심사의 허용 여부는 사후

제한의 경우와 같이 “표현의 자유와 이와 충돌되는 다른 법익 사이의 조화

의 문제이므로 헌법상의 기본권제한의 일반적 원칙인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상충하는 다른 법익과의 교량과정을 통하여 결정된다.”고 판시하였

다.136) 이것은 ‘기타 사전제한’의 경우에는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에 따라 사후제한과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헌법상 검열금지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독일에서는 이를 ‘검열로부터의

자유권’이라고 하여 하나의 독립적 기본권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으나,137) 

현재의 다수설은 이를 독자적인 기본권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대

한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본다.138)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도 검열의 금

지를 침해의 한계(Eingriffsschranke)라고 판시한다.139) 이와 같이 검열의 금

지는 표현의 자유의 제한가능성에 대한 한계로서 고전적인 자유주의적 사상

의 유산을 의미하며, 사실에 있어서는 특정한 제한 태양을 금지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된다. 

유의할 것은 개인이 정보의 자유 내지 알 권리를 근거로 검열의 금지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면 “검열의 금지

는 그 본질상 의견의 표현 및 전파, 즉 정신적 제작물의 제작자 또는 그 전

파자의 행위만을 보호한다. 그에 반해 그 구독자 또는 수용자가 검열조치에

136) 헌판집 8-2, 224.
137) Löffler, aaO. S. 136.
138) Maunz/Dürig/Herzog/ Scholz Art. 5 RN 1, 78 ; v. Münch Art. 5 RN 44 ; Starck Art. 5 

RN 104 ; Michael Sachs, Grundgesetz Kommentar, Verlag C. H. Beck, München(1996), 
S. 300.

139) BVerfGE 33,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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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침해당하는 것은 자기의 정보의 자유뿐이므로 그는 자기에게는 단지

법적 반사로서 작용하는 검열금지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한다.140)

이와 같이 검열의 금지는 표현행위를 능동적으로 의도하거나 전파하려는

자만이 주장할 수 있고, 단지 그러한 표현행위를 수령하여 알려는 자는 검

열의 금지 조항에 의한 주관적 권리를 갖지 못하고, 단지 독일 연방헌법재

판소가 판시한 바와 같이 법적인 반사를 향유함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는

다만 알 권리를 주장하여 타인의 발표내용을 알 수 있지만, 독일에서 그

알 권리는 통상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이 공표하려는 것에 국한

된다. 

검열 금지 원칙의 예외가 허용되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즉, 사전검열 금지의 원칙도 표현자유에 대한 일반적 유보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논란되고 있다. 

유럽인권협약(MRK 제10조 1항 2문)은 라디오, 영화, TV에 관하여 관청의 승
인절차를 위한 유보를 허용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사전검열금지가 절대적 효력을 갖는다고 이해되고 있으며, 따라
서 검열금지의 원칙은 일반법률, 청소년 또는 명예보호를 위하여도 그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독일에서 검열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는 기껏해야 미결구금 
및 형집행의 경우와 같이 이른바 특별권력관계에서 행해지는 특수한 경우뿐이
다. 그것은 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히틀러 제국 당시 다년간의 정신적 억압
이라는 쓰라린 경험을 반영한 측면이 있다. 

헌법상 금지되는 검열에 해당하면 그 금지를 회피하는 간접적인 검열조치도 
위헌이고 무효로 된다. 

독일의 연방행정재판소는 제 주에 의해 설립된 Wiesbaden 소재 ‘국립 영화
140) BVerfGE 27, 88 ff.(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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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관이 ‘가치 있음’(Wertvoll) 또는 ‘특히 가치 있음’ (Besonders Wertvoll)
이라고 등급 붙이기를 거절한 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에 의해 유흥세법상 현저한 
불이익을 받게 되었음을 주장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이러한 원칙을 확인하
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141) 

“유흥세법의 규제 때문에 영화가 일정한 등급을 받지 않는다면 그 문화영화
의 상영이 사실상 현저히 어렵게 된다는 점에서 검열금지에 대한 위반이 인정될 
수 있다. 예술가나 예술의 경향은 그들이 다수파의 예술관에 합치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등급분류의 방법에 의해 경시될 수 없다는 점을 법원은 일깨우지 않
으면 안된다.” 그 수익성과 보급 가능성이 등급 부여 및 그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세상의 은전에 좌우되기 때문에 그 제도에는 제작되는 모든 문화영화에 대한 
관청의 계획적 감시라고 하는 검열의 본질적 징표가 주어져 있다는 것이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헌법상 사전억제는 무효라는 무거운 추정을 받는다. 
미국 판례는 사전억제 자체가 위헌은 아니지만 사전억제가 언론의 내용에 근
거하여 규제하는 것이면 엄격심사에 복하고, 비상한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사전억제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수정헌법 제1조가 모든 사
전억제, 그 자체의 금지(per se prohibition)를 명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전
억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요건은 너무나 엄격하기 때문에 사전억제금지의 원칙
은 실제상 절대적 금지와 다름이 없다고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영화의 경우나 음란한 언론의 규제를 위하여 또는 청소년
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심의를 허용하고 있으며, 다만 엄격한 
절차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 비상시, 공적 포럼이 아닌 비포럼에서의 언
론, 또는 학교 신문 등 특별관계에 소속하는 자에 대하여 사전검열이 허용된 사
례도 있다.

우리의 경우 다수설에 의하면 헌법 제37조 제2항은 사후적 제약의 근거

이고, 헌법 제21조 제2항은 사전적 제약으로서의 검열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언론․출판의 내용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어긋날 경우 사

후에 ‘필요최소한의 원칙’에 의하여 제재할 수 있을 뿐, 사전제약으로서 언

론에 대한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한다. 즉, 국가안전, 질서유지, 공공

복리를 위해서도 사전검열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142)

141) NJW 1966 S. 1286.
142) 김철수, 제8전정신판 헌법학개론, 522면 ; 권영성, 신판 헌법학원론[1977년판] 454～457면 ; 허영, 헌법과 헌법이론(中), 박영사, 1994, 389～3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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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판례도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은 절대적 효력을 갖는다고 한다. 헌법

재판소는 영화검열사건143)에서 헌법상 사전검열금지의 효력에 관하여 “헌법

제21조 제1항이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금지를 규정한 것은 비록 헌법 제37

조 제2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 할지라도 언론․출판에 대하여는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법률로써

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동 금지가 절대

적 효력을 가짐을 선언하였다.

이 때문에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검열의 개념을 정의함에는 이른바 정의

적(定義的) 형량의 법리에 따라 보호법익의 필요성과 이익형량에 의해 금지

되는 사전검열의 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더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즉, “의사

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에 해당하

면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살

리려면 보호법익의 필요성을 유형화하여 비교 형량 하는 이른바 ‘정의적 형

량’(definitional balancing)의 법리에 따라 금지되는 사전검열의 범위를 한정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만약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형식적 검열개념’을 취한 것이고 그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부여한 것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심사의 대상 여하를 막론하

고 표현의 자유를 사전제한의 측면에서 절대화한 것으로서 헌법 전체적 연

관에 비추어 합리적 해결이 곤란한 경우가 생긴다. 그에 의하면 그 심사가

표현행위의 시간, 장소, 방법 등 형식적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든, 그

내용을 심사대상으로 하는 경우든 막론하고 사전에 국가기관에 의해 심사되

고 금지될 수 있는 것이면 모두 헌법상의 사전검열에 해당되게 되고, 그러

한 입장을 관철한다면 공적 포럼이나 제한적 공적 포럼에서 관할 관청의 규

제가 허용될 수 없고, 집회 및 시위의 시간과 장소 및 방법에 관하여 금지

하거나 제한하는 법 규정을 허용할 수 없게 된다. 

143) 헌법재판소 1996. 10. 4. 93헌가13 병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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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검열금지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밝힌 바와 같이 헌

법상의 금지는 여론형성이나 정보의 자유에 지장을 주게 되는 공권력의 조

치, 즉 이른바 내용에 근거한 규제(content-based regulation)만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려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시간․장소․방법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권에 의한 내용중립적 사전제한도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고 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 자체가 정기간행물의 납본제도를 합헌으로 취

급하거나,144) 등록이나 등록의 취소제도를 합헌으로 보는 입장145)도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열금지의 수명자는 공권력이고 그 중에서 행정기관

만이 헌법상 검열금지의 원칙에 구속된다. 이하에서는 상술한 헌법재판소가

정의한 검열금지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검토한다.

사법권에 의한 사전억제에 있어서도 미국의 예를 보면 공익을 위한 사전

억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나, 인격권이나 지적 재산권을 보호

하기 위한 경우 또는 광고의 경우에는 사전억제가 허용됨이 일반적이다.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검열의 개념에 표현물에 대한 일반적․망라적

인 심사를 요한다고 하므로 개별적인 사례에서 권리자의 신청이나 제소에

144) 납본제도결정 헌법재판소 1992. 6. 26. 90헌바26.
145) 정기간행물 등록제 사건 헌법재판소 1992. 6. 26. 90헌가23, 헌판집 4, 3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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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행해지는 사법적 사전억제는 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허

용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방론으로서 허용가능한 사전심사의 예

로서 “사법절차에 의한 영화상영의 금지조치(예컨대 명예훼손이나 저작권침

해를 이유로 한 가처분 등)나 그 효과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벌

규정(음란, 명예훼손 등)의 위반으로 인한 압수”146)를 예시하였다. 

(1) 법리적 검토

명예 등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부작위(금지)청구권이

제소에 의해 실현되는 경우에는 표현행위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그 공표를

금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헌법상 사전검열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가가 논란될 수 있다. 

민사상 명예 등 개인법익의 보호를 위한 사전제한이 헌법상 검열금지

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근거에 관하여 독일에서는 검열의 금지는 국가

의 조치 및 기타 공권력 주체의 조치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인은 자기

의 권리를 침해하는 공개에 대하여 그것이 공표되기 이전에 중지하도록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예방적인 금지 청구권(vorbeugende 

Unterlassungsanspruch)은 헌법상 검열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법원에

의해 집행될 수 있다고 한다.147)

또 피해자의 명예를 해치는 주장의 공표를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

은 민사법관이 피해자로부터 가처분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별적인 사

례만을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당초부터 정신생활에 대한 계획적

146) 헌판집 8-2, 224.
147) Wenzel, Das Recht der Wort-und Bildberichterstattung, Hanndbuch des Äußerungsrechts, 

3. Auflage, Verlag Dr. Otto Schmidt KG, Köln,1986, S.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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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의 본질적 징표가 결여되어 있고, 그 경우에는 국가가 원해지지 않은

사상을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인이 다른 개인의 훼손행위에 대하

여 명예보호에 관한 개인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열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148)

우리 헌법재판소 역시 법원에 의한 사전의 방영금지 가처분이 사전검열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사례] 방송금지 가처분 위헌소원 사건(2001)

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2000헌바36 결정 [판례집 13-2, 229면～237면]

이 사건에서는 표현행위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가처분에 의해 그 금지를 명하
는 것이 위헌인가 여부가 쟁점이 된 위헌제청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이를 합헌
으로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민사소송법에 근거한 방영금지가처분은 비록 제작 또는 방영되
기 이전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금지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행정권에 의한 사
전심사나 금지처분이 아니라 개별 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하여 사법부가 사법절
차에 의하여 심리, 결정하는 것이므로,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그 합헌성을 인정하였다.

청구인 문화방송은 MBC TV로 방영되는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PD수첩’을 통
하여 1999. 4. 15.경부터 ‘만민중앙교회’와 그 대표자인 당회장에 대한 이단성 문
제, 당회장과 여자 신도들 사이의 성추문 및 도박문제 등을 방영할 예정으로 프
로그램을 제작 중이었다. 만민중앙교회와 그 대표자는 위 프로그램의 내용이 자
신들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1999. 4.경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방영금
지가처분신청을 하여, 동 법원은 위 당의장과 여자신도들 사이의 성추문 관련부
분에 관하여 방영을 금지한다는 일부 인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MBC 대 만민
교회 사건).

청구인 문화방송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면서, (구)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
항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항소심은 제1심과 같이 성추문 
관련부분의 방영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위 제청신청도 기각
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구)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이 규정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의하여 방송프로그

148) Löffler, aaO S.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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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의 사전적 방영금지가처분을 허용하는 것이 ①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
는 사전 검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헌법 제
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
해하는지 여부였다.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법률조항에 의해 사전적 부작위청구를 
가처분에 의해 인정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하였다. 

첫째,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한 검열 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
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
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을 뜻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방영금지가처분은 행정권에 의한 사전심사나 금지처분이 아니라 개별 당
사자 간의 분쟁에 관하여 사법부가 사법절차에 의하여 심리, 결정하는 것이어서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둘째, 일정한 표현행위에 대한 가처분에 의한 사전금지청구는 개인이나 단체
의 명예나 사생활 등 인격권 보호라는 목적에 있어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보
호수단으로서도 적정하며, 이에 의한 언론의 자유 제한의 정도는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호되는 인격권보다 제한되는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없어 법익 균형성의 원칙 또한 충족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
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법원에 의한 사전제한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표현행위에 대하여

갖는 그 치명적 효과 때문에 그 요건은 엄격하게 설정된다. 그 요건에 관하

여 일본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학설이 전개된 바 있다.

(2) 허용되는 사전억제의 절차적 요건

민사상 명예 등 개인법익의 보호를 위한 사전제한이 허용되는 법리적 근

거가 어떻든 그 절차적 요건에 관하여는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사법권에 의해서도 공익을 위한 사전제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통례이나, 개인적․재산적 법익에 관하여는 상당한 융통성을 보

인다. 일본에서는 1986년 북방저널 사건149)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

어서는 절차적 보장이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헌법상 요구되는 적법절차의

149) 최고재 소화 61. 6. 11. 대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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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에 의하면 그 제한을 받는 자 측에게 고지와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대심적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절차는 구두변론 또

는 채무자의 심문을 필요적으로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절차적 보장이

있는가 여부에 관하여 논란된 바 있었다.150) 또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요건의

입증은 소명으로 족하나, 표현자유에 대한 사전억제조치의 심각한 제한적

효과에 비추어 이 정도의 입증으로는 충분치 않고 미국에서와 같이 고도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도 제기되었다.

우리 법제상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원에 의한 사전제한의 요건

과 절차는 명예훼손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표현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의 부

여와 관련하여 문제된다. 종전 법원의 실무에 의하면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

하는 표현행위의 부작위(금지)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본안의 제소 전에

가처분절차에 의한 권리구제가 별다른 논란 없이 인정되어 왔다(구 민사소

송법 제717조 제2항 참조). 실상 우리의 과거 실무를 보면 부작위청구권은

이 가처분절차에 의해 행사되고 그것이 인용되어 집행되면, 별도로 본안절

차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로써 완결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151)

그러나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절차에 있어서는 구두변론을 거침이 없이 가

처분명령을 발할 수 있고, 그 요건으로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

성에 관한 입증은 소명으로써 족하다. 그러므로 그 심리에 있어서는 급박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심문이나 변론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서배

포의 부작위명령을 구하는 신청에 있어서는 급박을 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기 때문에 인격적 이익의 보호필요성이 부인되지 않는다면 그 실효성을 위

해서 구두변론을 거치지 않더라도 부득이한 것이고, 또 피보전권리가 인정

되는 한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으로써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그

150) 阪本, 情報公開と 表現の 自由, 183면 이하, 加藤和夫, 北方ジャ-ナル差止國賠事件
最高裁大法廷判決, ジュリスト 1986. 9. 1.(No. 867) 55면 이하.

151) 부작위청구권을 행사하는 소송에 관한 일반적 사항에 관하여는 박용상, 명예훼손

법, 현암사 2008, 882면 이하 및 박용상, 표현행위에 대한 부작위청구권, 도암 김교

창 변호사 화갑기념 ‘기업과 법’ (1997) 941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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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명령이 집행되면 피해자로서는 실제로 부작위청구권이 실현된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된다는 점에서 그것은 단행가처분으로서의 실질을 갖게

되므로 이러한 가처분사건의 심리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치는 것이 실무상

의 관례이다(민사집행법 제304조 참조). 

대법원은 출판물에 대한 발행․판매 등의 금지는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

억제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표현의 자유

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전제 아래 그러한 청구권이 인정

될 수 있는 요건을 밝히게 되었다. 그에 의하면 부작위청구권은 “그 표현내

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

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표현행위는

그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에 우월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고, 또 그에 대

한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이러한 실체적

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된다.”고 한다.

[사례] 명예 침해 금지청구 인용 사건(2005)

대법원 2005. 1. 17.자 2003마1477 결정

이 사건에서 채권자인 교회는 그에 대한 비판을 게재한 서적을 발행한 채무
자에 대하여 서적 발행․판매․반포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대법원은 
표현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판시하
고 있다.

대법원은 먼저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
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
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
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고 하
여 인격권에 기한 부작위청구권이 법리상 허용됨을 명백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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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대법원은 그러한 권리가 허용될 수 있는 요건을 다음과 같이 판시하
였다.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
다고 할 것인바, 출판물에 대한 발행․판매 등의 금지는 위와 같은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에 해당하고, 그 대상이 종교단체에 관한 평가나 비판 등의 표현
행위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는 원칙적으로 허
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다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
니거나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표현행위는 그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에 
우월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고, 또 그에 대한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으로서 금
지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이러한 실체적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
로 사전금지가 허용된다.”

이 사건은 명예훼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 이외의 인격권, 즉 프라이버
시를 침해하는 표현행위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침해의 경우에는 그 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이 따로 검토되어야 하
며, 보도사실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금지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침해가 
중대한 경우에 한하여 금지청구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152)

[사례] 영화 ‘그때 그 사람들’ 사건(200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 31.자 2005카합106 결정

이 사건은 법원이 인격권을 침해하는 영화에 대해 상영금지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사례이다. 

10․26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그때 그 사람들’에 대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남인 신청인은 그 영화가 고인의 성적 사생활 등 생활상 및 10․26 사건 당시 
고인의 행적을 허위로 기술하거나 악의적으로 왜곡함으로써 고인과 유족인 신
청인의 인격권 또는 명예 및 추모감정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영화제작
사인 엠케이버팔로와 명필름을 상대로 상영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우선 실제 사건이나 인물을 소재로 한 이른바 ‘모델영화’에 있어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델이 된 인물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
에 표현의 대상이 된 인물은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그 영화의 상
영금지를 구할 수 있고, 모델이 된 사람이 이미 사망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후에 

152) 김재형, [200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3) 민법총칙․물권법, 법률신문 2006.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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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왜곡 등으로부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유족은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를 이유
로 영화의 상영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법원은 표현 및 예
술의 자유와 비교형량하여 사자의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영화의 
상영금지를 구하려면, “그 침해의 태양이나 정도, 악의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명
예가 중대하게 훼손된 경우에만 상영금지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여 인
격권과 표현의 자유를 조정하는 선에서 인격권침해를 이유로 영화의 상영금지
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였다.

법원은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고인의 행적이나 성격 등을 위 영화의 표현보
다 완화하여 다르게 표현하는 등 ‘충분한 회피가능성’이 있었고, 일부 장면에서 
‘악의성’을 엿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부마항쟁의 시위장면과 고인의 장례식 
장면과 같은 다큐멘터리 사진장면들은 위 영화가 허구가 아닌 실제 상황을 엿보
는 듯한 인상을 갖게 하고, 허구의 인물이 아닌 실제 고인을 묘사한 것으로 사
실과 허구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여 모델이 된 고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나아
가 고인에 대한 신청인의 명예 및 추모감정을 상당히 자극하였다고 보기에 충분
하다고 하여, 다큐멘터리 사진장면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영화를 상영할 수 없다
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영화의 일부분이 모델이 된 인물의 인격권을 침해
하는 경우, 인격권을 침해하는 부분과 그 사유를 특정할 수 있고 그 부분만을 
금지시키더라도 어느 정도 인격권의 보호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영화 전체에 
대한 상영금지를 명하기보다 그 부분만을 금지시키는 것이 옳다.”는 것이었다. 
다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공적 인물인 고인과 그 유족들은 그들의 프라이버시
에 대한 침해를 어느 정도 수인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기타의 침해 주장에 
관하여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법원에 의한 표현물의 압수․수색은 헌법상 사전검열

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언론제작물이나 기타 표현물은 인간의 정신적 표현을 담은 제작

물로서 경제적 상품 등과는 다른 특별한 가치를 지닌다. 그럼에도 현행법상

표현물은 다른 물건이나 다름없이 범죄행위(예컨대 명예훼손, 음란, 내란선

동 등)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경우,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

로 인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생각되면(형법 제48조 제1항) 법원이나 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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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할 수 있게 되어 있다(형사소송법 제106

조, 제215조, 제219조 등 참조). 그러나 설사 가벌적인 표현물이라 하더라도

쉽게 압수를 허용하면 법원이 당해 표현물의 제작 등에 관여한 자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게 되기까지는 장기간 묶여 빛을 보지 못하는 사례

가 생길 수 있고, 이른바 사법기관에 의한 언론의 사전검열이라는 효과가

달성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법적 규제라 할지라도 표현물의 일괄적 압수나 몰수는 표현

의 자유에 대한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비추어

일반의 경우와 달리 이를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출판되어 배포하기

전의 인쇄물 또는 이미 배포된 인쇄물에 대한 부당한 압수 또는 몰수는 실

체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얻기 위해 행해지는 한 부 또는 소수의 압수는 여기서 문제되는 것

이 아니다. 

각국의 입법례에 의하면 표현물 전부의 압수나 몰수에 대하여는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후 독일 각주의 언론법(LPG)에 의하면

인쇄물의 압수는 법관만이 행할 수 있으며, 인쇄물이 몰수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긴박한 사유가 있고, 압수로 추구되는 실현가능한 권리의 보호가 그로

인하여 위협받는, 그 인쇄물에 의해 지체없이 알 공공의 이익보다 명백히

낮거나, 압수에 의해 야기될 불이익한 효과가 사안의 중요성으로 보아 상당

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압수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153)

미국 연방대법원은 출판물의 압수를 사전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에서 본안의 심리전에 행한 성인 서점 및 그 판매물의 압수에 관하여

그 자료가 음란한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대석적 변론에 의하지 않은 경

우에는 그 압수가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154) 법원은 혐의를 찾기 위한 증

거취득의 목적에서 서적이나 필름의 한 부는 압수하여 유치할 수 있으나, 

153) 독일 바덴 뷔르템베르크 주 언론법 제13조 참조.
154) Fort Wayne Books, Inc. v. Indiana, 489 U.S. 46(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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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석적 변론에 의해 음란하다고 결정된 후가 아니면 그 서적이나 필름 전부

의 유통이 금지될 수는 없다는 취지였다.

우편검열 또는 세관검열의 경우에도 표현물의 압류 또는 몰수가 행해지

게 된다. 또 이러한 조치는 언론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상의 가처분절차에서

도 취해지는데, 이에 대해서도 형사상 압수의 제한과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경우 폐지된 구 언론기본법은 언론제작물에 대한 압수의 요건, 절

차 및 효과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것은 독일 출판법상 언론의

특권 중 중요한 제도로 간주되는 언론제작물의 압수에 대한 특권을 본받아

규정한 것이었다. 위 법률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표현물 전체를 압

수하거나 몰수하는 경우에는 압수의 목적에 비해 그 압수의 피해효과를 형

량 하는 비례의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와 같이 이를 제한하

는 법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영장주의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출판내용에 형벌 법규에 저촉되어 범죄를 구성하는 혐의가 있는 
경우에 그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으로서 압수하는 것은 재판절차라는 사법적 
규제와 관련된 것이어서 행정적인 규제로서의 사전검열과 같이 볼 수 없고, 다
만 출판 직전에 그 내용을 문제삼아 출판물을 압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출판의 
사전 검열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므로 범죄혐의와 강제수사의 요
건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다(출판물 압수 사건 대법원 
1991. 2. 26.자 91모1 결정). 

또 헌법재판소는 “무등록 음반판매업자 등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모든 음반 
등을 그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필요적으로 몰수하도록 규정
한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25조 제2항은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을 규정
함으로써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고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
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입법금지원칙에 반하는 
규정으로 결국 입법재량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된 법률조항으로서 헌법에 위반된
다.”고 판시하였다(음반 몰수 사건 헌법재판소 1995. 11. 30. 94헌가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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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의 금지로서 문제되는 것은 특히 공권력의 주체로서 국가가 행하는

검열이다. 그 중에서 행정기관에 의한 검열과 사법기관에 의한 사전억제가

생각될 수 있는데, 행정기관에 의한 검열의 문제로서 특히 논란되는 것은

우편검열, 세관검열, 국정교과서 제도 등이다.

(1) 현행 우편법의 규정

현행 우편법에 의하면 “우편관서는 그 취급중에 있는 우편물의 내용이 동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에 위반된 혐의가 있을 때에는 발송인 또는

수취인에게 그 우편물의 개피를 요구할 수 있다.”(동법 제28조 제1항) 발송

인 또는 수취인이 그 개피를 거부하였을 때 또는 발송인이나 수취인에게 그

개피를 요구할 수 없을 때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우편관서의 장이 그

우편물을 개피할 수 있다(동법 제28조 제2항). 우편관서는 그 취급 중에 있

는 우편물이 동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발송

인에게 환부하게 되어 있다(동법 제29조). 

이러한 우편관서의 검열 이외에 우리의 경우에는 공안기관의 우편검열도 행
하여진 바 있었다. 폐지된 구 ‘임시우편물단속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국방상 또
는 치안상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우편물의 발송을 금지 또
는 제한할 수 있고(동법 제2조),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우편물을 검열하게 할 
수 있으며(동법 제3조), 체신부장관은 우편물의 송달을 정지하거나 이를 압수
할 수 있었다(동법 제4조). 종전에 우편검열은 임시우편물단속법을 근거로 안
전기획부의 총괄관리 아래 우정연구소가 막대한 예산과 인원을 들여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3년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1993. 12. 27. 법률 제4650호)은 사생활
의 비밀과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을 본받아 우편검열과 전기통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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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국가의 안전보장과 범죄수사의 필요에 의해 최소
한의 예외를 설정하고, 수사기관의 감시행위에 영장주의(令狀主義)를 도입하여 
이를 사법적 통제하에 두었다.155) 동법의 제정으로 위헌 논란이 있던 ‘임시우편
물단속법’이 폐지되고 전화도청 등 불법적 관행은 금지되게 되었다. 그러나 위 
통신비밀보호법은 범죄수사나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규
정한 것이어서 ① 환부우편물 등의 처리 ②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관세법
에 의한 통관검사절차 등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동법 제3조 제1항).

(2) 검 토

미국 판례에 의하면 우편물을 발송․수취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가 보

장하는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에 포함된다. 그러나 의

회는 헌법이 부여한 우정에 관한 권한에 근거하여 불법한 우편물의 우송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한다.156)

음란물 등 위법한 표현물이 우편에 의해 송부되거나 수․출입되는 경우

이를 단속․처벌하기 위해서는 우송물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에게 우편물을 개피 할 권한과 그 위법성 여부를 판단

할 권한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논란되기 마련이다. 미국의 경우 오래 전부

터 연방 법률(이른바 Comstock Act)은 음란한 출판물의 우송을 금지하고 이

에 위반할 때에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었다. 미국의 체신부는 위 법률을 근

거로 실제로 음란하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법률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우편

물을 개피 하여 왔다. 체신부는 위와 같은 권한을 법률에 명문화하기 위하

여 몇 번이나 입법을 시도하였음에도 상원 또는 하원에서 체신공무원의 검

열권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체신 공무원이 우편물을 개피 할 권한이 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 연방대
법원은 세관 공무원과 체신 공무원이 음란 기타의 이유로 우편물을 개피 하여 
검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특정 공무원에게 행정적 검열(administrative 

155) 동법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박용상, ‘정보보호법제’, 아산사회복지재단 제7회 사회

윤리 심포지엄, ‘정보사회와 사회윤리’ (1996) 120면(238면 이하) 참조.
156) 로스 음란물 우송 사건 미국 연방대법원 Roth v. United States, 354 U.S. 476(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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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sorship)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어서 명백히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을 금하
고 있는 헌법정신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체신부 법무관이 피의자의 의견 제출과 
증거 제시 등 청문 절차를 밟아 음란하다고 결정하여 우송을 거부한 경우 그것
은 법관이 주재하는 사법 절차에 의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시하
였다.157)

미국 판례는 이와 같이 우편물의 음란 여부는 단순한 행정적 청문에 의하

여 처리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법원의 심사에 맡겨져야 한다고 판시한다. 

[사례] 음란우편물 배달금지 사건(1971)

미국 연방대법원 Blout v. Rizzi, 400 U.S. 410(1971)

이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우체국장이 음란한 우편물의 배달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우편재조직법에 대하여 음란 여부에 대한 사법심사제도가 마
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우편재조직법(Postal Reorganization Act)에 의하면 우체국장은 확실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거쳐 음란한 우편물의 배달을 금지시키고, 음란한 우
편물을 구입하기 위한 송금수표를 발송인에게 도로 반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또 본인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심리절차와 그에 대한 소청 절차가 끝날 때까지 
연방 지방법원에 신청하여 우편물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연방대법원은 우편물을 발송․수취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기
본적 인권의 하나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에 포함되며, 이와 같은 기본적 인권
을 침해하는 우편물의 음란 여부는 단순한 행정적 청문에 의하여 처리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법원의 심사에 맡겨져야 하는데, 우편재조직법에는 음란 여부
를 법원이 인정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단지 이의가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법원에 제소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합헌이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우체국장이 음란 여부를 결정하여 행정적으로 우편물의 발송․수취를 금지
할 것이 아니라 법원의 심사에 의해 음란 여부를 인정하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
는 것이다.

157) 음란물 우송금지법 사건 미국 연방대법원 Manual Enterprises Inc., v. Day, Postmaster 
General, 370 U.S. 478(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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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관세법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인쇄물 등에 관하여 우편, 철도 및 과세관청이 행

하는 심사활동은 검열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논란된다. 여기에서는 행정기

관에 의해 인쇄물의 내용검열이 행해지는 것이므로 헌법상 사전검열의 요건

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관세법에 의하면 ①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②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동법 제234조). 이러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

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동법 제

269조), 해당 물품은 몰수된다(동법 제273조).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의하여 발견한 물품이 범죄의 사실을 증명

하기에 충분하거나 또는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압

수할 수 있다(동법 제303조). 관세법상의 조사를 위한 압수․수색에 법관의

영장이 필요함은 물론이다(동법 제296조).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우편물(신서는 제외)은 통관 우체국을

경유하여야 하는데(동법 제256조), 통관 우체국이 수출입 우편물을 접수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우편물 목록을 제출하고 당해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받

아야 한다(동법 제257조). 통관우체국은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하여 수출․수

입 또는 반송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교부할 수 없다(동법 제258조).

(2) 검 토

1961. 5. 24. 제정된 독일의 ‘형법 기타 반입 금지의 감시에 관한 법률’(이

른바 Verbringungsgesetz, BGBl. 1 S. 607)에 의하면 주 세관 공무원은 여행

중 읽을 거리를 제외하고는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녹음 테이프, 음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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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 등 수입되는 모든 자료에 대하여 그것이 독일 형법상 국가보호조항에 저

촉되는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동법 제1조 및 제2조), 특히 형법 제93

조의 국가를 위협하는 간행물이라는 혐의가 확인되면 그 물건은 검찰에 제

출하여야 한다. 동법 제3조에 의하면 연방우체국과 연방철도 관할 관청도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갖는다. 허용할 수 없는 우편송달물의 내용심사를 규

정하는 독일 우편령 제13조 역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 형법상 국가보호 규정은 동서 냉전시대에 강화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 뉴스원에 속하는 동유럽 국가의 언론에 대한 시민의 접근을 사

실상 봉쇄하게 된다는 이유로 기본법에 의해 보장되는 정보의 자유에 저촉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독재자도 자신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외국 출

판물의 유통을 금지하여 그 시민의 알 권리를 방해하기 위해 현존하는 내국

의 국가안보보호규정(Staatsschutzrecht)을 내세우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이

다. 이러한 비난을 피하려면 실제적 취급에 있어서는 정보의 자유의 기본권

과 국가보호의 필요성 간에 요구되는 법익형량이 지켜져야 한다고 한다.158)

일본의 경우에는 세관검열이 문제된 사건에서 이를 합헌으로 보는 최고

재판소의 판결이 있다. 

[사례] 음란물 세관검열 사건(1984)

일본 최고재판소 소화 59. 12. 12. 판결 민집 38권 12호 1308면

이 사건에서는 ‘풍속을 해칠 서적’을 수입금제품으로 규정한 관세정율법 규정
에 근거하여 여성누드 사진을 게재한 서적과 “남녀의 성교행위가 촬영되어 있
고 성기, 음모 등 육체의 특정 부분이 명료 판연하게” 표현된 영화필름, 잡지, 
카탈로그, 서적 등을 수입금제품으로 통지처분 한 관할 세관장의 조치가 문제되
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일본 헌법 제21조 제2항 전단의 규정은 검열의 절대적 금지를 선언한 취지로 

해석되고, 여기서 “‘검열’이란 행정권이 주체로 되어 사상내용 등의 표현물을 대

158) Löffler, aaO. S.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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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발표금지를 목적으로 하여 대상으로 된 일정한 표
현물에 대해 망라적․일반적으로 발표 전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것을 그 특질로서 갖추어진 것을 말한다.”고 전
제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세관검사는 위 ‘검열 ’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① 수입이 금지되는 표현물은 일반적으로 국외에서는 이
미 발표된 것으로 사전에 발표 그 자체를 일체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② 세관
에 의해 몰수, 폐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표 기회가 전면적으로 박탈되어 
버리는 것도 아니다. ③ 세관검사는 관세징수절차의 일환으로서 이에 부수해서 
행해지는 것이고, 사상내용 등 그 자체를 망라적으로 심사하고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세관검사가 행정권에 의해 행지는 것이기는 하
지만 세관이 사상내용 등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규제하는 것을 독자적인 사명으
로 하는 것도 아니다. ⑤ 세관장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사법심사의 기회가 주
어지고 있으며 행정권의 판단이 최종적인 것도 아니다. 

나아가 법원은 건전한 성적 풍속을 유지 확보하기 위해서 외설표현물이 함부
로 국외로 부터 유입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은 공공의 복지에 합치하며, 일본 국
내에서의 건전한 성적 풍속이 침해됨을 실효적으로 방지하려면 단순한 소지 목
적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필요없이 그 유입을 일반적으로 세관에서 저지하는 것
도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외설적인 서적, 도화 등의 수입규제는 일본 헌법 제
2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관세정율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풍속을 해칠 서적, 도화’ 
등의 규정이 명확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 동조 제3호의 ‘풍
속’이란 전적으로 성적 풍속을 의미하고, 수입금지 대상이 되는 것은 외설적인 
서적, 도화 등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
척하였다.

일본에서 교과서 검정제도는 장기간 법적 논란 끝에 국가의 공교육 내용

결정권에 비추어 일정한 요건 하에서 합헌으로 인정된 바 있다. 우리의 경

우에는 1992년 헌법재판소가 교육법상의 교과서 검인정 제도를 합헌으로 판

단하였다.

먼저 일본에서의 논의를 보면 교과서 검정제도의 법적 성격을 파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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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의 차이에 따라 그 허부에 관하여도 학설상 대립이 있었다.

① ‘확인행위설’에 의하면 검정(檢定)이란 신청 도서를 검정기준에 비추어 검
사하고, 그것이 기준에 합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교과서로서 인정하는 
행위라고 보는 입장에서 검정에는 행정청의 의사가 개입되지 않고 자유재량의 
여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검열의 문제가 생길 수 없다고 한다.159) ② ‘특허행
위설’에 의하면 검정은 일반 서적 중에서 교과서로서 적격성이 있는 것을 인정
하고 이에 대하여 서적 일반에는 당연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특별한 ‘교과서’로
서의 자격 내지 지위를 부여하는 행위이고, 이에 의하여 교과서로서 채택되어 
사용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형성시키는 행위이라고 보는 입장에서 역시 검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160) 

그러나 ③ ‘허가행위설’에 의하면 교과서의 발행은 국민 개인의 출판의 자유
에 포함되는 자유인데, 검정은 이 자유에 대한 법령 상의 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허가행위라고 하는 입장에서 검열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161) 이 허가행위설은 검정이 검열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다시 3가지 설로 나뉘어진다. 검정의 법적 근거인 일본 학교교육법 제21조 제1
항은 검정의 요건․기준을 정하는 ‘행위법’의 자격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위헌
이라는 설.,162) 검정이 사상내용의 심사에 미치지 않으면 합헌이나, 그 운용이 
사상심사에 이르는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에는 검열에 해당한다는 설,163) 검정이 
사상심사에 이른다 해도 그것을 합헌이라고 하는 설(高津판결)로 나뉘어진 바 
있었다.

다수의 학설은 그 중에서도 검정이 사상내용의 심사에 이르는 경우에는 검열
로 된다는 논지를 지지한다.

[사례] 일본 교과서검정 소송사건(1997)

전직 동경대학 교수인 원고 이에나가(家永三郞)는 종전에 그가 발행한 바 있
는 고교용 교과서 ‘신일본사’(삼성당)를 1960년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다
시 집필한 동서 5정판을 문부성에 검정 신청하였다. 그러나 1963년 4월 동서는 
태평양전쟁을 ‘무모한’ 전쟁이라고 표현한 기술이나 ‘난징대학살’의 기술 등 “전

159) 俵正市, 演習敎育行政法 104면, 相良惟一, ‘敎科書檢定問題について’ 敎育委員會月
報 133호 6면.

160) 奧平康弘, ‘敎科書檢定をめぐる法律問題’ 202호 35면.
161) 兼子仁, 敎育法 舊版 173면.
162) 有倉遼吉, 憲法秩序の保障 222면.
163) 兼子, 전게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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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전쟁을 지나치게 어둡게 표현하고 있다.”는 이유로 불합격되었다. 원
고는 그 불합격된 원고(原稿)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동년 9월 재차 검정신청(5
정판 2차 검정)을 하였는데, 1964년 3월 약 300항목의 수정 또는 개선의견이 첨
부되어 조건부 합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그에 불만을 품고 다시 1966
년 위 5정판 2차 검정시 문부성의 수정의견 중 6개소를 수정 전의 기술로 되돌
리고 그를 포함한 34 개소에 관하여 이른바 ‘4분의 1개정’ 검정신청을 했지만, 
이번에는 문부성이 이에 대하여 불합격 처분을 결정했다. 

이러한 경과를 거친 문부성의 교과서검정에 대하여 원고는 3차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것이 이른바 ‘이에나가(家永) 소송’이라고도 불리어지는 교과서 재
판인데, 1962년 제1차 소송이 제기된 후 1997. 8. 29. 제3차 소송의 최고재판소 
판결이 나기까지 32년의 장기간이 소요되었다. 

제1차 소송은 1962년도의 검정불합격 처분 및 1963년도의 조건부 합격처분이 
위헌․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국가배상을 구한 것이었는데, 최고재판소는 
1993. 3. 16. 원고 청구를 기각한 항소심을 유지하면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동 판결에서 최고재는 교육의 자유(일본 헌법 제26조) 침해 주장과 관련하여 
국가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내에서 어린이에 대한 교육내용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국가의 교과서검정은 교과서 기술의 실질적 내용에도 미치는 것으로서 
교육내용이 정확하고 중립․공정하며 전국적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요청
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하고 합리적 범위 내의 제한이라고 판시하였다. 또 표현
의 자유(일본 헌법 제21조) 위반 주장의 점에 관하여는 세관검열 사건 최고재판
결(소화59. 12. 12. 민집 38권 12호 1308면, 후술 참조)에서 개진된 검열 개념에 
입각하여 “검정은 일반 도서로서의 발행을 하등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발표금
지 목적이나 발표 전의 심사 등의 특질이 없으므로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또 보통교육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교육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부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도서를 교과서로서 발행하는 것을 금한다고 하더라도 그
에 의한 표현자유의 제한은 합리적이고 부득이한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조항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제2차 소송(1967. 6. 23. 제소)은 위 ‘4분의 1개정’의 검정신청에 대한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었다. 제1심인 동경지방재판소는 1970. 7. 17.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하였다(이른바 杉本판결, 일본 동경지방재판소 소화 45. 
7. 17. 판결, 행집 21권 7호 별책 1면, 판례시보 604호 29면 참조). 

교과서 검정은 “신청에 이런 도서가 교과서로서 적절한지 아닌지를 객관적 
기준에 비추어 심사하고 그것이 그 기준에 합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공적 권위
를 가지고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법적 성격은 이른바 ‘확인행
위’의 범주에 속하지만, 학교교육법 제21조는 ‘검정을 거치지 않은 교과서의 사
용을 금지 한다’는 법적 효과를 부여하고 있으며(1948. 8. 24.자 교과서국장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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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검정불합격도서는 교과서 이외의 교재로서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에 
의해 실제상 검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교과서로서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능
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능에 비추어 “동조에서 말하는 교과서 검
정은 실질적으로 사전허가의 성격을 가진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출판에 관
한 사전허가제가 전부 검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심사가 사상내용에 미치지 
않는 한 교과서 검정은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교과서검
정은 교육 목적이란 공익을 위해 필요하고 합리적 제한이라고 판시하였다. 동 
법원이 여기서 말하는 “사상내용의 심사란 정치적 사상의 심사뿐 아니라 넓게 
정신활동의 성과에 대한 심사”를 말하고, 학문연구의 성과로서의 학설과 이 사
건에서는 역사교과서의 내용을 이루는 사관 또는 개개의 역사사실이나 연대 등 
역사학에 관계되는 평가가 이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또 교과서 검정은 정부
가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아동․학생의 심신발달 단계에 따른 필요 적
절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의 기회균등과 교육수준의 유지향상을 꾀한다는 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그 일환으로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교과서 집필․출판의 자유가 제약되더라도 그것은 공공복지의 관점에서 필요하
고 합리적인 제한이어서 표현의 자유의 침해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제2심 동경고등재판소는 동년 12. 20. ‘본건에 관한 문부성의 검정은 교과서 
검정기준 등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는 등 ‘행정의 일관성’
이 결여되는 위법한 처분이다.’라는 취지의 판결(이른바 畔上판결)을 내렸다. 그 
후 일본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은 1982. 4. 8. 본건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에 관하여 
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하였고(민집 36권 4호 594면), 환송 후 동경고등재
판소는 학습지도요령이 개정되었음을 이유로 개정 전의 요령에 기한 행정처분
을 개정 후에 다투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제3차 소송은 원고의 검정신청에 대하여 문부성이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에 따
라 1980년 및 1983년 행한 조건부 합격처분 및 정오정정(正誤訂正)신청 수리거
부처분이 위헌․위법임을 내세워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사건이었다. 여기서 특히 
논란된 점은 조건부 합격처분을 내리면서 ‘조선인민의 반일저항’, ‘일본군의 잔
학행위’, ‘오끼나와 전쟁’ 및 ‘731부대’에 관한 기술 부분이 시기상조의 기술로서 
전부 삭제되어야 한다고 하는 수정의견이었다.

제1, 2심에서는 검정제도와 그 운용에 관한 위헌주장은 모두 배척되었지만, 
문부대신의 검정의견 중 3개소는 재량권일탈로 위법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위 
논란된 주요 쟁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배척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상고하기에 
이르렀다. 

최고재는 검정제도의 합헌성에 관하여는 종전 제1차 소송의 입장을 견지하였
다. 그러나 문부대신의 검정심사 및 합격 여부 판정에 간과할 수 없는 과오가 
있는 경우에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전제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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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된 쟁점 중 731부대에 관하여 삭제의견을 낸 부분만이 위법하다고 판단하
였다.164)

[사례] 교과서 검인정제 사건(1992)

헌법재판소 1992. 11. 12. 89헌마88 헌재판례집 4, 92, 739

이 사건에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출판의 자유는 모든 사람이 저술한 책자가 
교과서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교
육법상의 교과서 검인정제가 합헌이라고 판시하였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서울 휘경여자중학교의 국어과목 담당 교사로서 
약 1,2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국어교육을 위한 교사모임’의 대표로 활동하여 
왔다. 청구인은 1987. 3. 27. 위 교사모임이 창립된 이후 국어교육을 담당해온 다
른 교사들과 함께 중학교 국어교육에 대한 토론과 연구를 진행하여 왔고, 그 연
구결과를 모아 1989. 2. 20. 위 교사모임을 엮은이로 하여 ‘통일을 여는 국어교
육’이라는 저작물을 출간하고, 1989. 3. 25. 위 교사모임을 지은이로 하여 ‘개편
교과서 지침서 중학 국어 1-1’이라는 저작물을 출간하였다. 그리고 가까운 장래
에 새로운 형태의 중학교 국어교과서를 저작․출판하기로 하고 그에 관하여 연
구․토론하며 저작․출판을 모색하여 왔다.

그런데 교육법 제157조와 대통령령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이하 이를 ‘교
과서규정’이라 한다) 제5조가 중학교 국어교과서를 1종 도서로 정하여 교육부가 
저작, 발행,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중학교 국어교과서의 저작․출
판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함을 알고 청구인은 위 법률 및 교과서규정의 조항이 헌
법 제31조 제4항(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 보장), 
제21조 제1항(언론출판의 자유), 제22조 제1항(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의하여 보
장되고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
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위 사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교과서에 관련된 국정 또는 검․인정제도의 법적 성질은 인간의 자연적 자유

의 제한에 대한 해제인 허가의 성질을 갖는다기보다는 어떠한 책자에 대하여 교
과서라는 특수한 지위를 부여하거나 인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치창설적인 
형성적 행위로서 특허의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국가가 그에 대한 재량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고, 출판의 자유에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 저술한 책자가 교과서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

164) 右崎正博, 家永敎科書第三次訴訟最高裁判決の意義と殘された課題, 法學敎室 1997. 
12－No. 207, 18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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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청구인이 자기의 저서를 교과서로 발행할 수 없다하여 이것이 그의 언론 출
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집회의 자유도 집단적 표현의 자유로서 광의의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

이므로 그에 대한 제한에 있어서도 원칙상 표현의 자유 제한에 관한 일반법

리에 의하게 된다.165) 그러나 집회는 우선 다중이 관여한다는 점에서 그 영

향력과 불측의 무법상태가 야기될 수 있는 우려를 고려해야 하며,166) 집회

의 자유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는 자유라는 점에서 특수한 고려를 요한

다. 동일한 장소에서 둘 이상의 집회가 열려질 수 없음은 물론, 집회가 개최

되는 장소가 일반 공공에게 개방된 공적 장소인가, 또는 공적 시설인가, 아

니면 관리되는 장소나 사적 장소인가에 따라 그 이용관리권과의 조화를 도

모해야 한다는 점이다.

먼저 집회의 자유의 행사는 그것이 물리적 폭력이나 무질서를 야기하게

될 우려 때문에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들 권리에 대한 법적 통

제는 그 적용 시점 여하에 따라 여러 형태를 띠게 된다. 사후적 통제는 소

요의 선동, 불법집회, 평화의 교란 또는 무질서행위를 금하는 형사법규에 의

한 형사처벌의 형태를 취한다. 그러나 정부는 집회가 진행되는 중에 이를

저지하는 시도를 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연설자의 발언을 금지하거나 군중

의 해산을 명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것은 경찰의 체포나 경찰에 불복종하는

것을 범죄로 하는 법령에 의해 강제되는 명령과 같이 경찰의 행동에 의해

달성된다. 또 정부는 공공질서를 교란하게 될 행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사전

에 집회를 저지하거나 제한하려고 시도한다. 그러한 규제는 보통 집행공무

원에 의해 관리되는 허가 시스템(permit or licensing system)이나 법원이 명하

165) 집회의 자유의 규제에 관한 일반적 법리에 관하여는 박용상, 표현의 자유(현암사, 
2002), 572면 참조.

166) 전교조 경북지부결성 전야제 사건, 헌법재판소 1994. 4. 28. 91헌바14 [판례집 6-1,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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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금지절차에 의해 이루어진다.167)

미국에서는 일정한 장소의 사용을 전제로 하는 집회의 본질적 요소를 중시하
여 장소의 사용과 집회의 허용 여부를 일체로 생각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 집
회의 허가제를 인정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다.

미국의 판례는 1934년 허가제(permit system)와 허가를 거부할 권한을 인정168)

한 이래 차별적 집행이 피해지는 허가제는 일반적으로 승인하며,169) 미국 연방
대법원 역시 1941년 이러한 법리를 승인하였다.170) 이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
원은 교차로에서 행진하는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요하게 한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를 합헌이라고 판시하였는데, 이것은 시간, 장소 또는 방법에 관하여 합리적 
이유가 있는 한 허가제는 허용됨을 밝힌 것이다. 

위와 같은 강제적 허가제는 첫째 사전신청에 의해 교통의 통제와 경찰력의 
안배를 통하여 질서의 유지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기여하며, 둘째 경합하는 
이용자 간에 충돌을 조정할 수 있고, 셋째 시민과 당국 간의 타협과정을 가능하
게 한다는 점이 그 이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171)

그러나 아무리 이상적인 허가제도를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스템의 남용
이 예상될 뿐 아니라 피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우선 허가의 부여 여
부를 이익형량 기준에 의하는 경우 그 합리성의 판단은 언제나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허가 여부의 판단권한은 일선 행정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에
게 위임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된다. 우선 허가 
여부의 판단권을 가진 공무원은 합리성 기준의 형량에 재량을 행사하게 됨으로
써 그를 우위에 서게 하며, 무사안일한 상태를 선호하는 관계 공무원은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여 이를 허용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를 거부하려는 경향을 
갖는다.172)

그러므로 최근의 미국 판례는 공적 포럼의 법리에 따라 공적 포럼에서 행해
질 수 있는 허가제의 요건을 사전억제 및 검열금지의 법리와 관련하여 다루고 
있다. 즉, 집회 및 시위에 대한 허가는 사전억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
로 허용되지 않고, 엄격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것

167) Thomas. I. Emerson, System of Freedom of Expression, Random House, New York, 
1970, p. 311.

168) Sullivan v. Shaw, 6 F.Supp. 112(S.D. Cal. 1934).
169) C. Edwin Baker, Human Liberty and Freedom of Speech,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p. 141.
170) Cox v. New Hampshire, 312 U.S. 569.
171) Baker, id. p. 148.
172) Baker, id. p.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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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최근 미국 판례의 입장이다. 허가제가 합헌이 되려면 첫째 허가의 거부사유
는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173) 허가를 거부하는 사유의 입증은 허가관청이 
하여야 한다. 여기서도 시간, 장소 및 방법에 관한 내용중립적 제한은 합리적 이
유가 있는 경우 가능하다. 둘째로 표현행위의 내용 여하에 따라 허가를 요하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다만 검열제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는 
절차적 보장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다. 즉, 허가 여부가 단기로 규정된 기간 내
에 결정되어야 할 뿐 아니라 허가 여부는 행정관청이 종국적으로 판단할 수 없
고 법원에 불복하여 대심적 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보장되어야 
한다.174)

독일에서는 법률상 일정한 집회는 금지되고, 일정한 경우 집회를 개최하는 자
에게 사전신고를 명하는 동시에, 금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당국이 이
를 금지하거나 부담을 부과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옥외집회에 대하여
는 사전신고가 의무화되고, 신고내용으로 보아 법적으로 금지되는 요건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금지하거나, 해산을 명하게 된다.175) 이러한 체제는 
연방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인정하였다.176)

1978년 제정 ‘집회 및 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처분의 통고
시에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보아 당해 집회 또는 행진의 실시에 의해 공공의 
안전 또는 질서에 직접 위험이 미치는 경우에는” 당해 집회 또는 행진에 특정의 
부담을 부과하든가 금지 또는 해산을 명할 수 있다(동법 제15조). 여기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공공의 안전과 질서’(öffentlche Sicherheit oder Ordnung)
의 개념은 경찰법상의 통설에 따라 개인의 생명, 건강, 자유, 명예, 재산권 등 중
심적 법익의 보호와 법질서 및 국가제도의 불가침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
며, 그에 대한 위협으로서 규제될 수 있으려면 단지 간접증거 내지 억측에 의해
서는 안되고 개별적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위험예측에 기해야 한다.177)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집회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져 왔
는데, 명문상 허가를 요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를 
합헌으로 판시하고 있다.178) 일본 지방자치법은 지방공공단체의 공적 시설의 이
용에 관해 그 이용의 거부가 관리권자의 단순한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 아니므

173) Shuttlesworth v. City of Birmingham, 394 U.S. 147(1969).
174) Freedman v. Maryland, 380 U.S. 51(1965).
175) 독일에서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규제의 상세한 내용에 관하여는 박용상, 표현의 자

유(현암사, 2002), 572면 참조.
176) BVerfGE 69, 315 [353].
177) 핵발전소 건설반대 시위 사건 연방헌법재판소 1985. 5. 14. 결정, BVerfGE 69, 315.
178) 동경도 공안조례 사건 일본 최고재판소, 소화 35(1960). 7. 20. 형집 14권 9호 12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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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거부하여서는 안되고,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하여서
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일본 지방자치법 제244조). 또 그 거부의 정당한 이
유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조례로 정하도록 되었다(일본 지방자치법 
제244조의 2 제1항). 일본에서는 1970년대부터 공적 시설의 이용거부를 에워싸
고 전국적으로 다수의 사건이 제기되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집회를 위해 공적 
시설의 이용이 거부된 사안에서 집회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합헌 여부의 판단에 
이익형량론과 명백하고 절박한 위험의 기준이라고 하는 2단계의 판단기준을 제
시하였다.179)

우리 헌법 제21조 2항 후단은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으나, 학설과 판례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한다.

우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독일의 경우와 같이 옥외집회 기타

법이 정하는 일정한 집회에 대하여는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내용으로

보아 법적으로 금지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금지하거

나, 해산을 명하는 체제를 취한다.180) 이러한 체제는 사전억제라는 점에서

논란될 수 있으나, 집회의 자유는 일반적 표현의 자유보다 더 공공질서에

대한 위해의 위험이 커서 그에 대한 제한으로서 합헌이라고 취급되고 있다. 

우리의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역시 이러한 체제를 합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

다.181) 

현행법상 옥외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사전규제에 대한 대강을 보면, 우선

일정한 옥외집회를 개최하려는 자는 사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6조).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서장은 “집단적인 폭행․협박․

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경우 기타 법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179) 중핵파 공항건설반대 집회사건 일본 최고재판소 1995. 3. 7. 선고 최고재 제3소법정

판결 민집 49권 3호 687면.
180) 박용상, 전게서, 598면 이하 참조.
181) 전교조 경북지부결성 전야제 사건 헌법재판소 1994. 4. 28. 91헌바14 [판례집 6-1,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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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법 제8조 1항). 집회를

개최하려고 신고한 자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집회

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도 있다.

도서검열(library censorship)은 도서관에 비치된 어떠한 종류의 도서가 반

윤리적이라든가 또는 반사회적이라고 하여 제거를 요구하거나, 또는 어떠한

저작자를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이들의 저서를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

관에서 배제하는 조치로서 행해진다. 이러한 도서검열은 오래 전부터 논란

되어온 문제였다. 미국의 경우 1980년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주의적 정책을

표방한 Ronald Reagan이 승리하고, 상원에서 진보적인 민주당의원이 대거

낙선하게 되자 미국 전역에서는 도서검열이 시도되게 되었다. 

미국에서 종전 도서검열의 표적이 되어온 책은 공산주의 내지는 사회주

의 사상을 담고 있거나 반기독교적인 서적들이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와

서는 여러 사회세력들이 도서검열을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유태계 압력

단체는 세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이 유태인에 대한 부당한 편견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배제하자고 주장하는가 하면, 흑인단체들은 흑인을 스

테레오타이프적으로 묘사한 서적들의 배제를, 여권단체들은 여성을 비하하

는 도서와 포르노그라피의 배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문화성의 제의에 따라 공공도서관에서 특정한 인쇄물을 봉함

하여 놓거나 일반에 대한 그 열람을 제한한다면 헌법상의 검열금지에 위반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폐쇄조치가 도서관의 장서에 대한 계획적인

검열의 일환으로 행해진다면 검열의 금지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계획성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정의 행위는 헌법상 시민의 일반적인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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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반 공공도서관이 아닌 중․고등학교 도서관의 도서검열은 학생

의 특수 신분과 교육의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도

서검열조치 또는 도서추방운동은 학생들의 알 권리(right to know) 또는 정보

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교육 목적과의 조화가 필요하기 때

문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82년 학교의 관할 교육위원회가 단지 책 속에 담긴

사상을 싫어한다는 이유만으로 학교도서관의 서가에서 서적을 제거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182) 그러나 그 책 속에 담긴 사상을 억압하려는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서적이 제거된 경우, 예컨대 도착적(倒錯的)이어서 비천

하다거나 교육상 부적합성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그 제거는 수정헌법 제1조

에 의해 금지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사전에 서적

의 취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후에 제거하는 것과 다르다는 입장을 취하

였다.

(1) 학 생

미국 연방대법원은 공립학교 학생 자치회 선거를 위한 집회에서 성적인

내용을 연설한 학생의 처벌이 문제된 사건에서 학생의 헌법상의 권리는 성

인의 권리와 자동적으로 동일한 범위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수

정헌법 제1조의 법리는 학교환경의 특수한 성격에 비추어 적용되어야 하며, 

동일한 언론이 학교 밖에서는 정부에 의해 검열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학교

는 이를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의 기본적 교육의 사명에 부합하지 않

는 언론을 학생들에게 허용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였다.183) 

이어 연방대법원은 학교가 후원하는 고등학교의 신문에 대한 교장의 검

182) Board of Education v. Pico, 457 U.S. 853(1982).
183) Bethel School District No. 403 v. Fraser, 478 U.S. 675(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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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권한을 인정하면서, 학교의 후원․주최 하에 있는 교육활동의 국면에서

학생의 언론활동 형태나 내용에 편집상의 통제를 가하는 교육자의 행위는

그 행위가 정당한 교육적 배려(legitimate padagogical concern)라고 합리적으

로 생각되는 한 수정 제1조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184)

(2) 수형자

국제연합의 피구금자 처우 최저기준 규칙 제39조는 “피구금자는 신문, 정

기간행물 또는 구금시설의 특별 간행물을 열독하고, 라디오방송을 청취하고

강연을 듣고 또는 당국이 허가하거나 감독하는 기타 유사한 수단에 의해 비

교적 중요한 뉴스를 정기적으로 알 수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일본 판례는 재소자의 도서 신서 등의 규제를 합헌으로 판시한다.
우선 미결구금자가 구독하는 신문기사의 말소가 문제된 사안에서 일본 최고

재판소는 구체적 사정에서 당해 검열을 허용함에 의해 규율 및 질서의 유지 상 
방치할 수 없는 정도의 장해가 생길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재감자에 대한 문
서 도화 열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감옥법 제31조 2항 및 동 규칙 
86조 1항은 일본 헌법 제13조, 제21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최대
판 소화 58. 6. 22. 민집 37. 5. 739 판례시보 1082.3 요도호 납치 신문기사 말소 
합헌 판결).

다음 수형자의 도서 열독 불허가처분에 관하여는 감옥 내의 규율 및 질서유
지에 대한 장해 발생과 동시에 수형자의 개선, 경정이라고 하는 징역형의 목적
을 저해하게 됨을 이유로 행해진 도서열독불허가처분을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
다고 하였다(최2대판 평성 5. 9. 10. 재판집 민사 169, 721 판례시보 1427, 69).

또 미결구금자에 대한 신서 수발의 제한에 관하여 그 조치의 근거가 된 법 제
50조 및 규칙 제130조는 헌법 제21조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신서의 일
시 유치조치도 합헌이라고 판시하였다(최일판 평성 6. 10. 27. 재판집 민사 173, 
263, 판례시보 1513, 91). 이 판결은 감옥에서 신서 검열의 합헌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이해되지만, 검열 후 신서의 수발 유보, 말소 등의 허부에 관하
여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도서 신문 등의 기재 말소 및 신서의 검열에 관하여는 헌법 적합
성을 명시하는 최고재 판결이 있지만, 신서의 일부말소에 관하여 합헌 여부를 

184) Hazelwood School District v. Kuhlmeier, 484 U.S. 260(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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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한 명확한 판결은 없었다. 

[사례] 수형자 신서 일부 삭제 사건(1998)

일본 최고재판소 平成 10. 4. 24. 平5(オ) 2005号, 판례시보 1640호 123면 참조

이 사건은 이른바 폭탄투쟁그룹의 일원으로서 폭발물취제규칙 위반 등의 죄
로 징역 7년형을 받고 소화 57년부터 62년까지 니이가다 형무소에 수감 중이던 
원고가 소화 59. 6. 경 니이가다 형무소에서 발생한 연쇄 돌연사 사건에 즈음하
여 원고의 안정확보를 위해 요청된 변호사와 접견이 거부되고, 그에 대하여 행
해진 징벌처분과 신문, 형무소 기관지 및 신서의 일부 말소를 행한 처분이 위법
하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180만엔의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었다. 

제1심은 접견거부처분만이 위법임을 이유로 20만엔의 위자료를 인용하였는
데, 쌍방이 항소한 결과 원심은 접견거부처분은 위법이 아니나, 2차의 징벌처분
과 나체 신검처분에만 위법이 있다고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위자료 
20만엔을 인용하였다. 1, 2심 모두 신문 및 신서의 일부 말소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상고하기에 이르렀다.

최고재판소는 종전의 판례에 비추어 감옥 내의 규율 및 질서유지에 대한 장
해 발생과 동시에 수형자의 교화를 방해함을 이유로 하는 신문기사나 기관지의 
기사, 상고인이 발신하거나 수신한 신서의 일부 말소가 위법이 아니라고 한 원
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우리 헌법재판소 역시 교도소 내의 미결수나 수형자에 대한 서신검열행

위가 합헌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헌재는 1995년 미결수에 대한 서신검열을 규정하고 있는 구 행형법 제62조의 
위헌 여부가 논란된 사건에서 증거인멸이나 도망을 예방하고 교도소 내의 질서
를 유지하기 위하여 미결수용자의 서신에 대한 검열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유
효적절한 방법에 의한 최소한의 제한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
시하였다.185) 

이후 헌법재판소는 1998년 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서신을 검열하는 것도 합헌
이라고 판시하였다.186) 그에 의하면 수형자에게도 통신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185) 헌재 1995. 7. 21. 92헌마144 서신검열 등 위헌확인, 판례집 제7권 2집 94.
186) 헌재 1998. 8. 27, 96헌마398, 판례집 제10권 2집,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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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지만, 다수의 수형자를 집단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규율과 질서유지가 
필요하고 자유형의 집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서신에 대한 검열은 
불가피하며, 그로 인해 수형자의 통신의 비밀이 일부 제한되는 것은 국가안전보
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할 뿐만 아니라 
유효적절한 방법에 의한 최소한의 제한이며 통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사례] 미결 수용자 구독 신문기사 일부 삭제 사건(1998)

헌법재판소 1998. 10. 29. 98헌마4 일간지구독금지처분 등 위헌확인

청구인은 1997.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수감되었는데 영등포
교소도장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한겨레신문 및 문화일보의 구독을 허용하였
으나 수시로 특정 기사를 삭제하였다. 청구인은 그가 구독하고 있는 신문 중 일
부기사를 삭제한 처분이 청구인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 하여 이 사건 헌법
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미결수용자가 자비로 신문을 구독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능동적 접근에 관한 개인의 행동으로서 알 권리의 
행사이므로 국가는 원칙적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러나 구금되고 있는 상태 및 구금시설의 
상황상 그러한 신문구독은 무한정 인정될 수는 없고 구독할 신문 종류의 제한 
등과 같은 합리적인 범위내의 제한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

당시 행형법(1996. 12. 12. 법률 제5175호로 최종 개정된 것)은 “수용자가 도서
의 열람을 신청하는 때에는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소장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하고(제33조(도서열람)), “……도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제34조(교육규정)). 위 
행형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은 미결 수용자의 경
우, “수용자의 자비부담으로 신청자에 한해 국내에서 발간되는 신문을 1종류(독
거수용자는 2종류까지) 허용. 단 교화상 또는 구금목적에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
정되는 기사, 조직범죄 등 수용자 관련 범죄기사는 교무과장의 신문검토 후 간
부회의(과장급 이상)에서 심의하여 삭제 후 열람케 함”이라고 정하고 있었고, 이 
사건 청구인에 대한 신문 기사 삭제도 위 규정에 근거한 것이었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구독하던 신문에서 피청구인에 의해 삭제된 일정 기사들
은 교화상 또는 구금목적에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사, 조직범죄 등 수
용자 관련 범죄기사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삭제행위는 구치소 내 질서유
지와 보안을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즉 신문기사 중 탈주에 관한 사항이나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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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선동 등 구치소 내 단체생활의 질서를 교란하는 내용이 청구인과 같은 미
결수용자에게 전달될 때 동조단식이나 선동 등 수용의 내부질서와 규율을 해하
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고, 이는 수용자가 과밀하게 수용되어 있는 현 구치소의 
실정과 과소한 교도인력을 볼 때 구치소내의 질서유지와 보안을 극히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신문기사의 삭제 내용도 위에서 말한 범위 내에 그치고 있을 뿐 
신문기사 중 주요기사 대부분이 삭제된 바 없었으므로 이는 수용질서를 위한 청
구인의 알 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로서 침해되는 청
구인에 대한 수용질서와 관련되는 위 기사들에 대한 정보획득의 방해와 그러한 
기사 삭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치소의 질서유지와 보안에 대한 공익을 비교
할 때 결코 청구인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신문기사 삭제행위가 청구인의 알 권리를 과잉 제한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알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 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었다.

우리의 구 행형법에 의하면 수용자의 서신은 원칙적으로 검열할 수 있었

고 교정시설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문학․학술 등에 관한 집필을 할 수

있었으나, 2008년 전문 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8728호, 2007. 12. 21, 전부개정)은 서신내용의 무검열 원칙으로 전

환하고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와 문예 및 창작활동의 자유를 보다 적극적으

로 보장하기 위하여 집필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폐지하고, 서신검열의 요건

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9136호, 2008.12.11, 
일부개정)에 의하면 수형자도 서신의 발신 및 수신의 자유와 그 내용을 검열 받
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① 형사소송법 등에 의해 서신의 수수금지 및 압
수의 결정이 있는 때, ②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③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서신의 수수가 
금지되며(동법 제43조 제1항), ① 서신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때 
② 형사소송법 기타 법률에 따른 서신검열의 결정이 있는 때 ③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
려가 있는 내용 또는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용자 간의 서신인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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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서신을 검열할 수 있다(동법 제43조 제4항). 이들 규정은 미결 수용자
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동법 제3조).

현행 헌법 아래서도 국가 비상사태 시에는 검열이 허용된다. 사전검열금

지의 원칙에 대한 비상시의 예외조치로서 헌법상 인정되는 것은 비상계엄

(헌법 제52조 제3항)과 비상조치(헌법 제51조 제2항)의 경우가 있다. 헌법

제77조 제3항 및 계엄법 제9조 제1항은 “언론 출판 등에 대하여 특별한 조

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조치로서 검열의 가능성을 열어 놓

고 있으며, 실제로 검열이 행해진 바 있다. 

<1980년 신군부의 언론 검열>

한국에서는 1979년 10.26 박정희 대통령 암살사건 직후 선포된 계엄령에 의해 
모든 언론매체에 대한 사전검열이 실시된 바 있었다.187)

계엄령 하에서 발생한 중요한 사건은 신군부의 보도지침에 따라 “과장보도 
및 사회혼란 우려”라는 이유로 빈번하게 삭제 당하였다. 10.26의 계기가 되어 발
생한 부마사태, 광주민주화 운동에 관한 보도와 1979년 12.12 사태를 전후한 김
재규 재판에 관한 보도뿐 아니라 1979. 12. 8. 재야인사 해금조치 후 야권 인사
의 동향, 1980년 일명 ‘서울의 봄’ 기간 언론계의 동향, 그리고 언론통폐합에 관
한 기사 등은 대부분 검열 대상이 되어 삭제되었다. 

계엄사 보도검열단은 1979. 10. 27.부터 1981. 1. 24.까지 총 455일의 계엄기간 
동안 모두 278,361건에 달하는 중앙언론매체의 기사를 검열하였는데, 그 중 통
신기사가 42.1%, 신문기사가 25.3%, 방송기사가 21.6%를 차지하였다. 검열 결과 
평균은 9.8%에 달하는 총 27,070건의 기사가 부분 또는 전면 삭제되었는데, 그 
삭제된 총 건수를 매체별 비율로 보면 신문이 42.4%, 방송이 25.9%, 통신이 
25.5%였다.

당시 한국의 언론은 신군부의 언론통제 정책에 맞서 검열에 공공연하게 반발
하거나 저항하였고, 삭제된 부분을 백지로 발행하거나 은유와 우회적 기법을 사

187) 이하 이민규, 언론검열 / 1980년대 초 신군부의 언론검열 1, 신문과방송(2001년 9월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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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고도의 상징적 의미를 기사내용에 함축시켜 독자들이 기사의 행간 읽음
으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도록 노력하였다. 

신군부의 외신에 대한 통제도 엄격히 시행되었다. 10.26 직후 100여 명에 달
하는 외신기자들이 한국에 들어와 취재경쟁에 열을 올렸는데, 신군부는 대외적 
관계를 고려하여 ‘우회적인 회유방법’을 취하여 외신에 의한 국내의 영향을 차
단하려 하였다. 김대중, 김영삼 등 야권 지도자들의 외신기자회견, 성명발표 등
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었고, 한국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계속하는 외신에 
대해서는 경고와 함께 해당 외신 기자들에게 국외퇴거 명령과 지국 폐쇄조치가 
단행되었다. 1980년 6월에는 광주민주화운동 보도와 관련하여 일본 공동통신사
가 폐쇄조치를 당하였고, 7월에는 김대중과 관련된 일본 내의 보도를 문제 삼아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산케이신문, 시사통신도 각각 서울지국 폐쇄조치와 
특파원 추방 명령을 받았다.188)

검열단은 ‘군 검열단’은 핵심 내용을 조정하는 군장교의 합수부 요원들이 중
심이 되고, 문화공보부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그 외에도 경제기획원과 시청 공무
원들이 해당 전문분야의 검열을 담당하였다. 

<2차 대전시 미국의 언론 검열>

미국에서는 1차대전 시 1917년 검열위원회(the Censorship Board)가 설치된 바 
있었는데, 그것은 위원으로 전쟁 및 해군성, 우정성, 전시무역위원회를 각각 대
표하는 공무원들과 프리랜스 언론인이 위원장이 되어 신문 방송의 보도에 대해 
검열을 시행한 바 있었다.189) 

제2차 대전 발발 직후 1941. 12. 18. 미국 의회는 대통령이 공적 안전에 필요
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미국과 그가 지정한 외국간의 통신에 관하여 
검열을 행할 수 있다는 법률을 제정하였다.190) 이 권한은 선박, 철도, 항공기 등
에 운반되어 입․출국하는 메시지 또는 우편, 케이블, 무선 기타 운송수단에 의
해 보내지는 메시지에 대한 것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대통령은 그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제정하는 권한을 부여받았고, 그 위반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만 불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졌으며, 관계된 선박 기타 물건은 몰수되었다. 동법 제정 
다음 날 대통령은 동법에 규정된 바와 같은 미국과 외국간의 운송수단에 대한 
통제의 권한을 갖는 검열국(the Office of Censorship)을 설립하였다. 검열국은 법

188) 이민규, 언론검열 / 1980년대 초 신군부 언론검열 (2)－외신편, 신문과방송(2001년 10
월호).

189) Zechariah Chafee, Jr., Government and Mass Communications, A Report from the 
Commission on Freedom of the Press, Archon Books, Hamden, Conecticut, 1965, p. 454

190) First War Power Act (1941), 50 United States Code, Appendix, secs.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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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적으로 부여받은 권한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한다.191)

2차대전시 검열국은 ① 국경을 넘나드는 정보에 대하여는 강제적 검열
(compulsory censorship)과 ② 국내에서는 민간인에 의한 임의적 억제(voluntary 
restraints)를 시행하였고, ③ 군사법령에 의해서는 외국 점령지에서 군에 의한 엄
격한 강제적 통제(rigid compulsory control)가 시행되었다.192)

1941. 12. 19. 제정 공포된 대통령 집행명령은 검열국에 2개의 위원회를 설치
하였는데, ‘검열정책위원회’(The Censorship Policy Board)는 검열의 정책과 조정 
및 통일을 위한 사항에 관한 국장의 자문을 담당하였고, 검열시행위원회(The 
Censorship Operating Board)는 국장의 명령을 받아 실제로 검열사무의 집행을 담
당하였다. 위 검열정책위원회는 우정장관(의장), 부통령, 및 재무장관, 전쟁장관, 
해군장관, 법무장관과 정부 공보실장과 상황실장 등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 실
무작업을 담당한 검열시행위원회는 국장이 지정하는 정부 부처의 대표로 구성
되었다. 양 위원회는 단지 검열국장의 결정을 보조하기 위해 일하였고, 결정권
은 검열국장이 보유하였다.193) 대통령은 AP통신의 저명한 언론인 Byron Price를 
검열국장으로 임명하였고 그에게 결정적 지위를 부여하였는데, 검열국장은 필요
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관계 부처의 공무원을 파견 받을 수 있었고, 대통령의 예
산을 사용하였다.194)

검열국장의 입출국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검열권은 광범하여 이들 커뮤니케이
션에 대한 통제를 위해 필요하거나 편의적인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그가 
발령한 규칙에 의하면 모든 종류의 국제적 전달은 검열에 복하였고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사항은 언급하여서는 안될 사항으로 규정하였다. 검열국이 행하
는 방대한 업무는 국경을 넘는 우편, 전신 및 무선 통신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
었고, 언론과 관계되는 것은 없었다. 그러나 법률은 검열국으로 하여금 방송국
의 업무와 국경을 넘는 신문 및 정간물에 대한 감시의 업무를 명하였다.195)

수출되는 모든 신문 및 정간물은 매호 읽혀졌고, 군사상황에 관련된 의견은 
삭제되었다. 정치적 관점의 것이 군사적 검열로 인정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군 
내부의 인종 갈등에 관한 사항도 문제되었다. 노동쟁의가 일정한 시점에서 적국
에 유리한 것이라면 그 정확성 여부, 선정적이 아니고 오해유발적이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 1, 2일간 유보되었다.196)

그러나 특기할 것은 위 검열국에 의한 통제가 아니라, 미국 영토 밖의 육군과 
191) Chafee, id., p. 453.
192) Chafee, id., p. 464.
193) Chafee, id., p. 454.
194) Chafee, id., p. 455.
195) Chafee, id., p. 456.
196) Chafee, id., p.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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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이 점령한 지역 내에서 군에 의해 보다 광범하고 강제적인 검열이 행해졌다
는 점이다. 군사 작전 구역 내에 들어가는 민간인은 누구나 사전에 군당국에 의
해 검열을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공표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했다. 군당국
은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억압적으로 행할 수 있었다.197)

군당국에 의한 통제의 손길은 종종 미국 내에서 쓰여진 자료의 공표에 대하
여도 미쳤다. 법률상 미국의 신문과 잡지는 그것이 수출되는 경우 이외에는 검
열국의 감시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예를 들면, 하퍼의 맥아더에 대한 비판 기사
는 검열국의 관할 밖이었음에도 저자가 전쟁 종군 통신원의 경력이 있다는 이유
만으로 전쟁성의 공보실에 제출되어야 했고, 그 승인을 얻지 못하여 육군 검열
에 의해 삭제된 일도 있었다. 

신문 등은 우편의 이용이 거부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사후에 방첩법에 의
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감수한다면 아무 간섭 없이 원하는 바대로 쓸 수 있
는 것이었다. 공식적으로 보면 검열국은 국가의 문턱에서 넘나드는 것만을 감시
하는 기구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검열국은 1942. 1. 14. 발한 광범위한 ‘전시의 언론강령’에서 “적국
에 도움이 되는 정보의 종류”를 지적하였는데, 이 ‘국내의 전시 실무강령’(domestic 
Code of Wartime Practices)은 군사사항에 관하여 육군 및 해군, 미국 신문발행인 
협회, 미국 편집인협회, 전국 기자협회 등과의 협의 하에 작성된 것이었다. 동 
강령은 미국의 언론이 세계에서 가장 자유스럽고 미국의 성공과 실패를 정확하
고 충분히 상세하게 보도할 수 있으며, 동 강령이 뉴스와 편집의 말소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천명하였지만, 적절한 정부 당국의 허가가 없는 한 검열국이 보
류를 요청하는 종류의 사항을 요약하였다. 목록상의 정보는 병력, 항공기, 기지, 
전쟁물자의 생산 및 수송, 기후, 사진, 지도 기타 유사한 사항이었다.198)

위 강령에 위반하는 경우에 관하여 동 강령은 하등 제재를 정하는 바는 없었
다. 강령은 권고적인 것이었고, 금지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것이 국내에서 유통
하는 경우에는 아무 제한도 가할 수 없었다. 동 강령이 이렇게 임의적 성격이었
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 무시의 사례는 거의 없었다. 검열국장의 요청은 법률 
이상으로 충실하게 존중되었다.199)

물론 강령의 위반이 불쾌한 결과를 가져올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외국에 발
송하려는 신문은 그 전부를 깨끗이 하는 부담을 감수하지 않으면 그 전체가 중
단될 수 있었다. 또 방첩법 위반의 혐의는 형사소추나 우편상 특권의 상실을 가
져올 수도 있었다. 검열국장은 군에 대하여 해당 기자의 종군기자로서의 참여를 

197) Chafee, id., p. 457.
198) Chafee, id., p. 458.
199) Chafee, id., p.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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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하도록 할 수 있었다. 그밖에도 정부는 순종하지 않는 신문에 대하여 갖가
지로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을 가졌다.200) 워싱턴 특파원은 기자회견의 초대
에 제외될 수 있었고, 공식 정보를 요청한 경우에도 그 요청된 보도자료의 송부
가 거부될 수 있었고, 검열국장은 그 위반사실을 공개적으로 비난함으로써 경쟁
지, 광고주, 독자들로부터 매우 인기를 잃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임의적 제도가 
붕괴된다면 문밖에는 언제나 아마도 육군과 해군의 관리가 신문이 게재할 수 있
는 바의 것을 결정하게 되는 강제적 검열(compulsory censorship)의 무기가 있었
다. 처음에는 군 당국도 직접적 제재수단이 결여한 이러한 자발적 검열제에 대
하여 그 실효성을 의심하고, 이러한 체제가 붕괴하고 곧 그들이 검열을 떠맡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201)

Chafee교수의 평가에 의하면 검열국의 성공은 이러한 간접적 제재 가능성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협조한 언론의 애국심이 책임을 지켰고 검열국
장 Price의 조직적 설득 기법에 의한 것이었으며, 그에 첨가한다면 강령의 시행
에 책임지는 검열국 인사의 높은 자질 때문이었다고 한다.202) 그들은 전국적으
로 명망을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에 동료들로부터 전폭적 신뢰를 얻었다. 그들은 
매우 신속하게 처리하였는데, 신문 기사를 단락마다 삭제할 때에는 마감시간을 
지켜주기 위해 전신과 전화를 사용하였다. 프라이스의 표현에 의하면 그것은 정
부규제 중 특출하게 신속한 것이었다고 한다.

국내 검열(domestic censorship)에 관한 한, 미국 내에서 공표되는 모든 뉴스
가 심사된 것이 아니라 의심스러운 것만 심사되었으며, 대부분은 자의로 검열
을 위해 제출되었고, 매시간 수천 건의 기사가 삭제되었다. 신문들은 의심스런 
기사를 자발적으로 제출하였고 반대되는 결정에 따르려 신중을 기하였다.203) 
검열국의 본부는 워싱턴에 소재하였고, 각주와 큰 주에서는 각 지역마다 자원봉
사자(regional missionary)에 의해 전국에서 검열이 시행되었다. 자원봉사자는 자
비로 워싱턴에 출장하여 일주일간 교육을 받은 후 임무를 수행하였다. 

국내 검열은 군의 확정적 손해 여부를 기준으로 세심하게 시행되었다. 유일한 
기준은 “적국이 얻으려고 원하는 정보인가” 아니면 “이것이 그들을 기쁘게 하는 
의견인가”하는 점이었다. 검열국장은 정치적인 것과 군사적인 것을 구별함에 신
중을 기하였다. 검열국의 검열이 성공적이었음에 비하여 군검열은 언제나 그 한
계를 넘고 정치적 사항에 개입하려는 경향을 가졌다.204)

200) Chafee, id., p. 460.
201) Chafee, id., p. 463.
202) Chafee, id., p. 460.
203) Chafee, id., p. 463.
204) Chafee, id., p.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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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그 적용범위

현행법상에는 이상에서 언급한 행정기관이 아니면서 각종 위원회 등 법

정기관을 설립하여 일정 종류의 매체물에 대하여 사전심의를 담당 행사하게

하는 여러 법률이 존재한다. 한국의 경우 종전까지 음반 및 비디오, 영화, 

방송 등 시청각 매체의 메시지에 관하여는 일정한 경우 사전심의가 제도화

되어 왔다. 그 중에서 위헌 여부의 논란이 집중된 것은 장기간 시행되어 온

영화에 대한 사전검열이었고, 1996년 헌법재판소는 이를 위헌으로 판시하면

서, 동시에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검열의 개념을 명백히 하였고, 이후 모든

사전심의제도는 위 기준에 의해 그 허용 여부가 판단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 영화검열 사건 결정에서 “검열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

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에 의하면 사전 제한 중 위에 해당하는 사전검열

형태, 즉 ① 국가기관 중 행정권에 의한 ② 사전 제한으로서, ③ 일반적․망

라적인 심사 체제에 의하는 경우에는 헌법상 절대적으로 금지되지만, 그 이

외 형태의 사전제한은 (비례의 원칙에 따른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금지되

지 않는다는 점을 암시한다. 

따라서 사전억제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

사전제한이라 하더라도 규제 주체가 행정기관이 아니라 자율성이 보장된 독

립적인 법정기구나 민간기구인 경우, 일반적․망라적 심사에 의하지 않거나

일반적․망라적으로 심사한다 하더라도 그 표현이나 전파가 허가에 의존하

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될 여지가 있게 된다.205) 법정의 심의기구가 공공의

205) 이렇게 헌법재판소는 ‘금지되는 사전검열’과 ‘기타의 사전제한’을 구별하고, 나아가상술한 검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전심사나 사후심사의 허용 여부는 “표현의 자유와 이와 충돌되는 다른 법익 사이의 조화의 문제이므로 헌법상의 기본권제한의일반적 원칙인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상충하는 다른 법익과의 교량과정을 통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헌판집 8-2, 224). 이것은 ‘기타 사전제한’의 경우에는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에 따라 사후제한과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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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에 의해 자율적으로 구성되고 행정권과 독립하여 자율적 운영이 담보되

는 합의체가 명확한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제재하되 사후적 사법심사가 가

능한 경우에는 이를 합헌으로 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법제

의 실제적 필요에 부응하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 보호의 이익을 위해 사전

심의제도의 필요성은 부인될 수 없고, 이를 위해 각종 표현매체에 대한 사

전규제가 취할 수 있는 형태와 방법에 관하여는 복잡하고 어려운 논의를 필

요로 한다. 

이들 현행법상의 각종 심의제도가 우리 헌법상 허용되는가의 여부를 고

찰하자면 전술한 바와 같이 우선 헌법재판소의 사전검열 개념을 중심으로

그 범위에 드는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선결적인 것이지만, 그 판단에는

심의 및 제한의 유형, 규제주체, 규제대상(내용근거 규제 또는 내용중립적

규제), 보호법익, 심의절차 및 기준, 불복절차 등 여러 요소를 매체의 특성에

비추어 매체별로 살펴야 한다.206) 아울러 심사절차와 심사기준을 둘러싼 미

국의 사례와 독일의 영화심의제도에 관해서도 비교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일응 그에 대한 검토의 주안점을 살피자면, 그 허부는 특히 의견의 공개

시장에 나가는 것을 사전에 규제하는가의 여부를 중시해야 하고, 그 중에서

도 내용 여하에 따라 사전규제를 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에 반하여 사전억제가 특히 허용될 수 있는 경우는 내

용중립적 규제, 표현의 시간, 장소, 방법에 관한 규제, 비공적 포럼, 특별관

206) 현행 법제 상 규정된 각종 매체에 대한 심의기관을 보면, 영상물등급위원회, 방송위

원회 및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 양 기구는 정보통신심의위원회로 통합되었다), 청
소년보호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등이 유해매체의 규제를 위해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 심의기관들은 그 설립근거, 심의대상 매체물, 그리고 심의기준에 있어서

상이하며, 그 위헌 여부의 판단에는 개별적인 상세한 검토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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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비상시의 예외적 제한을 들 수 있다. 

본항에서의 논의는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법상 각종 사전심의제도에 관하

여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문제를 상술한다.

(2) 사전심의의 합헌요건

위와 같은 입장에 따라 현행법상 각종 매체에 대한 사전심의가 합헌으로

될 수 있는 요건을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가) 심의주체의 지위 및 구성

순수한 자율규제 형태의 규제기구가 헌법상 검열기관으로 생각되지 않음

은 당연하다. 그러나 자율규제라 하더라도 순수히 자발적 기조에서 행해지

는 경우는 드물고, 국가의 권유에 따르거나 국가적 영향력의 배제를 위해

부득이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한 경우에도 특히 그것이 해로운

영향력의 배제를 위한 심의에 국한되고, 자율적 요소가 그 속에 숨겨진 공

권력의 영향력보다 우세한 경우에는 허용되는 것으로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

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자율규제제도의 새로운 이해에 따라 이를 법적으로

포섭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각종 매체에 대한 현행법

상의 법정 합의제기관이 그 지위나 구성에 있어서 국가의 영향력에서 벗어

나 독립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은 누차 언급한 바와 같다. 

(나) 심사절차

심의절차는 법익의 충돌을 조정하여 올바른 형량과 결론을 담보하기 위

해 헌법상 적법절차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 요구된다. 

미국에서는 사전억제라고 생각되면 법원이든 기타의 국가기관에 의한 경우든 
막론하고 사전억제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미국의 판례는 공적 심사위원회
의 검열에 관하여 엄격한 절차적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특히 검열위원회나 기타 비사법기관에 의해 발해지는 사전
억제 명령의 경우 그에 내재하는 위험에 대한 보장으로서 여러 가지 절차적 보
장의 요건을 천명하고,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언론을 억제할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절차적 보장이 실천된 경우가 아니면 사전억제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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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207)

1965년 메릴랜드 음란영화 검열사건208)에서 연방대법원은 영화상영자가 상영 
전에 모든 필름을 주검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메릴랜드의 법령을 무
효화하면서 검열관에게 사전의 제출을 요구하는 비형사절차(noncriminal process)
는 그것이 검열제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는 절차적 보장을 갖춘 경우에만 헌법
적 취약성을 피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음란관계 사건에서 사전억제의 발령을 
위한 절차적 요건을 제시하였다.

위 판결에 의하면 첫째, 검열 당국은 원칙적으로 대석적 변론(adversary 
hearing)에 의한 사법절차를 도입하여 심사해야 하고, 해당 언론이 수정헌법 제1
조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 관하여 검열당국이 입증할 의무가 있다. “양 
당사자로부터의 주장․입증과 가치판단의 설명에 대한 참여가 없는 경우에는 
수정헌법 제1조의 영역에서 중요한 균형된 분석과 신중한 결론의 보장에 불충
분하기 때문에”209) 대석적 변론에 의하지 않고 발포된 사전억제는 수정헌법 제1
조의 기본적 가치와 양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둘째, 그러한 명령에 대하여는 신속한 사법심사가 보장되어야 한다. 검열권한
을 설정하는 법률은 그 관할기관이 검열문제를 제출받은 후 “한정된 신속한 기
간 내에”(within a specified brief period) 그가 그 언론활동을 허가하던가, 아니면 
그 억제를 위해 법원으로 가도록 하던가 하는 규정을 두지 않으면 안되고,210) 
검열 기관이 사법심사를 구하기까지의 신속한 기간은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 청소년보호를 위한 영화 기타 영상물의 각종 심의절차에
서는 서면 또는 구술에 의한 법적 청문이 보장되고, 충분한 이의기간과 이의절
차가 규정됨으로써 필요한 법치주의적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청소년물
의 심의는 영화제작자 등이 행한 심의신청에 대하여 실무위원회가 담당하게 된
다. 그 심의절차에 있어서는 서면 또는 구술에 의한 법적 청문이 보장된다. 위원
회는 해당 영화가 18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 중 6세, 12세, 16세 및 18세 등 
법에 정해진 연령층에 보여질 수 있는 여부를 결정한다. 결정을 함에는 전부 인
용이나 삭제 또는 문안 변경 등 부담을 지우는 제한부 허용이 이루어질 수 있
다. 이 결정은 관할 주 당국이 해당 결정을 내리는데 기초가 되는 법적 감정(鑑
定)으로서의 성격을 갖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 당국이 그 내용대로 결정하
게 된다. 이 청소년을 위한 등급심의절차는 검열금지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며, 
여기에는 법률에 의한 수권을 요한다고 할 수 있는 공권력의 위임이나 그에 상

207) 음란영화 검열사건(Freedman v. Maryland, 380 U.S. 51(1965)) 및 청년윤리선도위원

회 음란문서 검열사건(Bentam Books, Inc. v. Sullivan, 372 U.S. 58(1963) 참조.
208) Freedman v. Maryland, 380 U.S. 51(1965).
209) Carroll v. President and Comm'rs of Princess Anne, 393 U.S. 175, 189(1968).
210) Freedman v. Maryland, 380 U.S. 59(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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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는 지시가 존재하지 않고, 각 주가 그 고권적 결정의 기초로서 넘겨받는 사
법상 기구의 감정(鑑定)으로서 간주되는 표현행위가 있을 뿐이기 때문에 사법상
의 제도를 통한 고권력의 월권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다. 공법
상 권한을 사법상의 단체에 위임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법적 문제가 학설상 
논란되었으나, FSK에 대한 사전심의 및 등급표시 업무의 위탁은 위임의 방법에 
의한 공권력의 이양이 아니라는데 학설상 다툼이 없다.211)

다음 성년을 위한 허부 결정은 최고단체가 임명하는 특별한 심의위원회가 담
당한다. 위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1차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다. 이 결
정은 신청인을 위해 당해 영화가 FSK의 원칙기준에 적합하다는 합의를 확인해 
주는 일종의 중재감정(Schiedsgutachten)의 성격을 갖는다. 성인 절차는 자의에 
의해 지켜지는 것일 뿐 검열로 볼 고권적 국가적 조치가 아니고, 사법상의 조치
인 까닭에 헌법상 사전검열 금지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한번 판
단된 영상물이라 하더라도 중요하게 수정한 후의 영상물 또는 중대한 사정변경
이 있는 경우 관계자는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작자, 배급자 및 극장주는 위 심의결과를 준수하여야 한다. 영화업계최고단
체는 그 준수 여부를 감시한다. 이들 자율규제의 형태는 독일에서 각 학설의 지
지와 판례에 의해 합헌적이며 법률위반이 없다고 확인되었다.212) 

(다) 심의기준

사전억제, 특히 일괄적인 사전심의에서 문제되는 것은 그 심의기준이다. 

법정기관 내지 공적 심사위원회에 의해 일반적․망라적 심의를 행하는 경우

특히 요구되는 것은 심의기준 등 제재의 평가규범이 명확성의 요청에 따라

야 한다. 이 명확성 원칙은 법치국가적 요청인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사전제한의 경우에도 표현물 자체가 각종 법률이 정하는 제한의 구성요

건을 충족하여 위법성을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

에는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 경우 위법성 여부의 판단은 법익의

침해 여부에 따르는 것이므로 표현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및 그

침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그 허부의 결정에는 이익형량의 문제가

211) von Hartlieb, aaO S. 62f.
212) von Hartlieb, aaO S.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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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되고, 따라서 그 판단을 위한 적법절차가 갖추어져야 하며, 각종의 보호

법익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인 형량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특정한 매체에서 상술한 일반 법률에 의한 제한을

넘어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적․윤리적 의무 기준을 요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특히 영화, 비디오, 텔레비전 등 영상매체와 관련된 음란규

제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경우 이러한 문제가 부각된다. 미국의 경우 방송

에 있어서는 시청자 중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실정법상 금지되는 음란

(obscenity) 이외에 단순한 저속성(indecency)도 규제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

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각종 사전심의에서 그 심의기준이 별도로 법

정되고 있으나, 그 명확성 및 필요성 여부와 관련하여 그 합헌 여부가 논란

된다. 

둘째, 제정 법률이 구체적인 법익보호를 위한 개별적 구성요건 형태의 제

한 수준을 넘어 공서양속이나 국익 등 추상적이고 모호한 요청을 심의기준

으로 제시하는 경우에 생기는 문제가 있다. 이에 관하여 미국과 유럽국가에

서 관행은 다르다. 먼저 유럽의 예를 보면, 프랑스는 영화 검열의 기준으로

‘국익, 공익 내지 선량한 풍속’ 등을 들고 있고, 독일은 외국영화에 대한 심

의기준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국민주권주의’ 등을 들고 있는데, 이들

기준은 모두 명확성의 기준에 합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213) 심의기

준의 명확성 요청만을 과도하게 추궁하는 때에는 그 규정이 방만해질 우려

가 있고, 규제의 목적범위에 드는 내용을 충분히 포섭할 수 없는 경우도 적

지 않기 때문이다. 

독일의 예를 보자면, 1951년 제정된 청소년유해물법(GjS：Jugendgefärdungsgesetz)
은 어린이 또는 청소년(18세 미만자)을 윤리적으로 위태롭게 함에 적합한 
문서 기타 물건을 규제 대상으로 명시한다(동법 제1조 제1항). 이 ‘유해성’ 
(Jugendgefährdung)은 객관적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으로 가해가 야기될 것을 요
하지 않는다. 이것은 불확정개념이며 그 징표의 존부는 개별적 사례에서 구체적 

213) 박선영,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의 위헌 여부, 법조 1996/12 통권 4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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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을 고려하여 연방심사기관이나 법원에 의해 확정된다.
그리고 1985년 제정된 독일의 청소년보호법(JÖSchG, Jugendschutzgesetz in der 

Öffentlichkeit)에 의하면 어린이와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영적 복지를 해
하는 것(Jugendbeeinträchtigung)을 규제 대상으로 하며, 등급분류에 있어서도 당
해 영상물이 심의 결정 대상인 연령층에 속하는 자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영적 
복지를 해하게 되는 여부에 의한다(동법 제6조 제2항 및 제7조 제2항).

위 법규정은 각주의 최고청소년 장관들에 의해 이를 구체화하는 지침이 제정
되었다. 그에 의하면 “어린이와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영적 복지는 특히 
신경을 자극하거나, 과도하게 심적 부담을 불러일으키거나 당연한 듯한 망상을 
일으키거나, 성격적, 윤리적(종교적인 것 포함) 또는 정신적 교육을 장해, 방해 
또는 손상하거나, 거짓되고 해로운 생의 기대에로 유인하거나, 또는 사회적 존
재로서 책임의식 있는 인간으로서의 교육을 방해하는 영화나 영상물에 의해 위
해 받을 수 있다.” “위해란 장애, 방해 및 가해를 의미한다.” “영상 및 영상물 전
체에 의해 또는 그 개별 내용에 의해 나올 수 있는 모든 위해가 고려되어야 하
며, 그 경우 전체적 영향이 도외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등의 규정을 갖고 있다. 
이들 지침은 법적 효력이나 관청의 구속적 지침으로서의 효력을 갖지는 않지만, 
법적인 일반조항으로서의 기준적 의미를 갖는다.214)

한편, 각주는 청소년보호법의 요청에 따라 1985년 ‘영화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주의 협정’을 맺고, ‘영화산업 및 청소년 심사기관의 자율규제 위원
회’(Ausschüsse der Freiwilligen Selbstkontrolle der Filmwirtschaft/Jugendprüfstelle, 
FSK/J)의 심의활동을 감정기관으로서 원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즉, 각주의 청소
년 관청은 위 자율규제기구의 심의 결과를 받아들여 자신의 결정으로 공고하는 
것이다.

영화업계와 관할 당국 간의 합의 성격을 갖는 영화업계 자율규제의 강령 제2
조는 심의의 대원칙으로서 “헌법에 의해 보장된 가치, 특히 헌법적 질서 및 윤
리법칙과 영화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나아가 영화가 행해서
는 안 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 강령은 자율규제기구의 심의기
준이지만, 결국 공권력 행사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a) 영화는 윤리적․종교적 감정 또는 인간의 존엄을 해하거나, 비윤리적이거
나 야만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되고,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혼인
과 가족의 보호를 위반하여서는 안되며, 특히 잔인하거나 성적인 과정을 
과도하게 자극적으로 또는 강압적으로 자체목적적인 것으로 묘사하여서
는 안된다.

214) von Hartlieb, aaO S.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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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영화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해하거나, 특히 전체주의적이거나 
인종박해적 경향에 의해 인권 및 기본권을 무시하여서는 안된다.

c) 영화는 인종간의 평화적 공존을 저해하거나 그로 인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의 외국에 대한 관계를 위협하거나, 제국주의적 또는 군사주의적 경향을 촉
진하거나 전쟁의 개시를 칭송하거나 무해한 것으로 다루어서는 안된다.” 

자율규제기구의 성인물에 대한 심의에서는 특정한 형사법상 구성요건 규정의 
위반 여부가 심사기준으로 된다. 따라서 잔인하거나 성적인 장면은 과도한 모습
으로 제시될 수 없다거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협하여서는 안 된다거
나, 인종박해적인 경향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등의 강령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는 그에 해당하는 형사법의 조문이 적시되어야 한다. 

또 자율규제의 강령은 그를 넘어 윤리감정 및 종교감정(ethisches und religiöses 
Empfinden)의 침해와 같은 형법 규정에 근접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다. 윤리감정
은 도덕적 원리에 의한 평가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다원적 사회에서 개개의 윤
리추구 집단의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승인된 윤리의 최소한
(ethische Minimum)으로서의 도덕원리를 의미한다.215) 이것은 잔인하고 성적인 
묘사가 과잉적이거나 극단적이라고 하여 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과
잉과 극단성이 긍정적으로 제시되어 상술한 바와 같은 윤리감정이 침해될 것을 
요한다. 영상물의 개별 장면이 윤리감정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
거나 문안을 변경함으로써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문맥상 언급하여야 할 의
미연관 없이 성적이고 잔인한 장면을 나열적으로 엮은 경우와 같이 한 영상물
의 전체적 성격이 윤리 및 종교감정을 침해하는 것이면 그것이 형사법의 규정
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 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취급된
다. 자율규제기구가 그러한 영상물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영상물에 
관하여는 형법규정만을 근거로 심사하는 ‘영화업계 최고단체의 법률가위원
회’(SPIO-Juristenkommission)에 이의할 수 있으므로 소속 집단의 강제에 의한 위
헌적 검열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최근 자율규제기구의 성년물 심의 경
향을 보면 성적 영역에서는 사회적 자유화 경향이 높아지는 한편, 폭력의 묘사
에 관하여는 실정 형법상 가중되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물의 심의에서 자율규제기구의 강령은 독일 청소년보호법 제6조 및 제
7조의 조문을 문면 그대로 넘겨받고 있으며, 위해(危害) 개념의 해석을 위해서는 
주 관할관청에 의해 주어진 지시와 자율규제기구의 청소년물 심의 활동(이 경우 
자율규제기구는 청소년물 심의기관으로 표시된다)에 관한 각주 최고관청 간의 
합의도 그대로 수용한다. 청소년물의 심의에서는 상술한 청소년 보호법 제6조 

215) von Hartlieb, aaO S.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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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7조의 구성요건에 따라야 하고, 거기에 규정된 바대로 해석되어야 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위해’ 개념에 관하여 자율규제기구 강령에 상세하게 

복제․보완된 심의기준은 법률이나 시행령 또는 관청의 구속적인 지침의 성격
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 보호 부문에서 전문적이고 경험 있는 인사에 의
한 법률의 해석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여기서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위해란, 
특히 영상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장애, 방해 또는 가해로 이해되며, 특히 전체
적 영향이 문제된다. 그에 따르면 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당연한 것이라는 망상을 일으키게 하거나, 성격적, 윤리적, 또는 정신적 
교육을 저해, 방해 또는 가해하거나, 거짓되거나 해로운 생의 기대에로 유혹하
거나, 사회 내에서 책임의식 있는 인간으로서의 교육을 저해하는 영상물은 신체
적, 정신적 및 사회적 능력의 배양에 유해한 것으로 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도서법상 청소년유해문서의 금서목록 등재의 요
건으로서 도덕규범을 원용하고 청소년 독자에 대한 위험가능성을 요건으로 한
데 대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다.

[사례] 등급심사판결(199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1994. 2. 11. 결정 1BvR 434/87－ ; BVerfGE 90, 1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표현의 자유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그러한 입법을 할 경우, 입법자
는 기본법 제5조 제1항 제1문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사
건 도서법 제1조 제1항은 이러한 헌법적 요건에 합치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소년을 도덕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입법자는 표현
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민주주의와 청소년보호와
의 관계에 관하여 충분히 비교형량 하였다. 실제로 문서가 금서목록에 등재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도서법 제1조 제1항의 문구로부터 바로 해결될 수는 없다. 
그 불명확성은 이 사건 법률규정이 도덕규범을 원용하는데 있다. 도덕규범이란 
윤곽을 거의 알아보기 어렵고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독자에 
대한 위험가능성에 관하여도 [불명확성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왜냐하면, 비
윤리적 서적이 미치는 영향력은 바로 측정되지도 아니하고, 학문적으로 다투어
지고 있기 때문이다(BVerfGE 83, 130[147]). 그러나 금서요건을 개념적으로 더 
명확히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입법자는 일반조항으로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다. 해석 문제가 전통적인 법학방법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는 경우, 명확성요건을 만족시킨다고 보아야 한다(BVerfGE 17, 67[82] ; 83, 
130[145]).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에 해당된다. 게다가, 도서법은 제1조 제1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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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문에서 일정한 형태의 서적을 예시함으로써 금서요건의 특정을 위한 해석근거
를 제공하고 있다. 즉, 야만성을 불러일으키거나, 폭력, 파괴 또는 인종혐오를 야
기하거나 전쟁을 찬양하는 문서를 금서목록에 등재한다는 규정은 그 예시를 넘
어서 “도덕적 위험” 개념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규제대상이 되는 영화의 성질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 정의를 요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예컨대, 미국의 판례는 ‘모독적
(sacrilegious)’,216) ‘유해하지 않은(harmless), 도덕적, 비도덕적 또는 도덕을 문란
케 하는(tending to corrupt morals)’,217) 유익하고(profitable), 바람직하다고(desirable), 
인정할 만한(acceptable), 존경스럽고(respectable), 찬양할 만한 가치가 있는
(praiseworth), 일반적으로 받아지는(commonly accepted)218) 등의 용어는 구체적이
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너무 광범하고 포괄적(broad and all-inclusive)이어서 명확
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하고 있다.219)

[사례] 모독적 영화 상영금지 사건(1952)

미국 연방대법원 Joseph Burstyn Inc. v. Wilson, 343 U.S. 495(1952)

뉴욕주의 법률에 의하면 모든 영화배급업자는 상영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상영허가는 반드시 공식적인 심사를 거친 후에야 
발할 수 있으며, ‘모독적’(sacrilegious)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
었다. 원고는 New York에서 ‘기적’이라는 영화의 상영허가를 받고 이를 상영하
였는데, 그에 대하여 사회적 물의가 생기자 주교육위원회(State Board of Regents)
는 이 영화의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한 결과 이 영화가 모독
적이라고 보았다. 그에 따라 주교육위원회는 청문회를 거쳐 이 영화의 상영허가
를 취소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모독적이라는 이유로 상영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뉴
욕주의 법률규정이 합헌인가의 여부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위 상영허가를 취
소한 결정이 타당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헌법수정 제1조 및 제14조
에 의하여 각주는 영화내용이 모독적이라는 검열관의 결정을 근거로 상영을 금
지시킬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로써 Mutual Film Corp. v. Industrial Comm. of 
Ohio 236 U.S. 230(1915)의 판례는 변경되었다.

216) Joseph Burstyn Inc. v. Wilson, 343 U.S. 495(1952).
217) Superior Films, Inc v. Department of Education, 346 U.S. 587(1954).
218) Interstate Circuit, Inc. v. City of Dallas, 390 U.S. 676(1968).
219) 박선영, 전게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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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차탈레이부인의 사랑’ 상영금지 사건(1959)

미국 연방대법원 Kingsley Int. Pic. Corp. v. Regents, 360 U.S. 684(1959)

원고는 뉴욕주 교육부로부터 ‘차탈레이부인의 사랑’이라는 영화의 상영허가
를 거부당했다. 그 근거는 이 영화중의 3 장면이 법률의 규정에서 의미하는 비
윤리적인 것이기 때문이었다. 주교육위원회(State Board of Regents)는 거부처분
에 대한 불복청구를 심사하고, 이 영화가 경우에 따라 간통을 바람직한 행위태
양(desirable pattern of behavior)라고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주제가 
비윤리적이라고 보았다. 이에 원고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간통이 일정한 상황 하에서 일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는 옳고 바람직하다(right and desirable)는 사상을 지지하는 영화에 대하여 그 상
영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뉴욕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하면서 헌법수정 제1조가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은 일정한 
사상을 주창할 수 있는 자유인데, 이 영화는 일정한 상황 하에서 간통을 적절한
(proper) 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사상을 주창하고 있을 뿐이며, 이것은 헌법수정 
제1조 및 제14조가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범위내의 것이므로 이를 금지하는 법
률은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죄형법정주의의 위반이 문제된 한 사건에서 죄형법정

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

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지을 수 있도록 구성요건이 명확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

라고 전제하고,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 법률을 적용하는

단계에서 가치판단을 전혀 배제한 무색투명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되어져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입법자의 입법의도가 건전한 일반상

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다소 광범위하고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여 규정하였다고 하더라

도 그 적용단계에서 다의적(多義的)으로 해석될 우려가 없는 이상 그 점만

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의 요구에 배치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

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복잡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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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화되어 다양하게 변화하는 생활관계를 제대로 규율할 수 없게 될 것이

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220)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의하면 영화에 관한 심의기준은 추상적

인 일반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더욱 구체적이고 상세한 개념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

고, 앞으로 심의기관의 관례와 법원의 판례에 의한 보충을 요한다고 할 것

이다. 그 경우 독일에서 행해지고 있는 관행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일반조

항에 의한 규제기준도 전통적인 해석방법에 의해 명확성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청소년보호를 위한 사전심의의 경우 이러한 필요

는 더하다.

우리의 구 영화법(1995. 12. 30. 법률 제5130호)은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기준
으로서 ① 헌법의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을 
때, ② 공서양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③ 국제간
의 우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④ 국민정신을 해이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심의를 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제13조 제1항). 영화법이 폐지되고 그 
대체 입법으로서 1996. 7. 1. 시행된 영화진흥법 역시 위와 같은 규정을 존치하
고 있었다. 이러한 심의기준은 그에 의해 영화에 대한 사전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고려할 때 모호한 기준이어서 그 합헌성을 의심하는 견해도 있었다.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7943호, 2006. 4.28. 제정, 
2010. 3.17. 최종 개정)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 분류 기준에 관하여 ①
대한민국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② 건전한 가
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③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④
국가정체성 및 외교관계의 유지에 관한 사항 ⑤ 주제 및 내용의 폭력성, 선정성, 
반사회적 행위 등에 관한 사항 ⑥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및 국민정서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 제29조 제7항)

220) 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 1990. 1. 15. 선고 89헌가103 ; 1994. 7. 29. 
선고 93헌가4, 6 ; 1995. 5. 25. 선고 93헌바23 등 결정 참조.



헌법상 사전검열금지의 원칙

- 221 -

(라) 제재 및 제한의 정도

사전심의의 효과로서 그에 연결되는 제재 및 제한의 정도도 그 사전심의

제도가 헌법상 허용될 수 있는가 여부를 정함에 고려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위 영화검열 사건에서 사전심의에 의해 허용될 수 있는 제

한으로서 등급심사를 예로 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영화는 그 영상매체라

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 파급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영화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필요성에서 영화에 대한 등급심사를 사전에 하

더라도 이는 금지되는 검열이 아니라고 설시하였다. 즉, “영화의 상영으로

인한 실정법위반의 가능성을 사전에 막고, 청소년 등에 대한 상영이 부적절

한 경우 이를 유통단계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미리 등급을 심사

하는 것은 사전검열이 아니다. 설사 등급심사를 받지 아니한 영화의 상영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할 때에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경우에도 검열에는 해당

하지 아니한다. 여기서의 상영금지는 심의의 결과가 아니고 단지 일괄적인

등급심사를 관철하기 위한 조치에 지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헌판집 8-2, 

225).

우리의 경우에 특히 논란된 것은 종전 영화법상 공연윤리위원회가 심의기준
에 위배되는 영화에 대하여 “해당 부분을 삭제하여도 상영에 지장 없다고 인정
될 때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심의필을 할 수 있다.”(제13조 제1항)고 한 규정
이었다. 실제로 1962년부터 1995년까지 심의대상이 되었던 영화 가운데 57%가 
동 조항에 의거하여 삭제지시를 받고 삭제되었다고 한다(한겨레신문, 1996. 10. 
21., 18쪽). 일설은 심의기관인 공연윤리위원회가 심의중인 영화의 특정 부분이 
심의기준에 어긋난다고 인정할 수 있을 뿐, 그 부분을 삭제하여도 상영에 지장
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당해 영화를 제작한 제작자에게만 있는 것이
고, 만일 심의기관이 그러한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그 판단에 따라 특정 부분을 
삭제할 수 있다면, 그 기관은 검열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것이다
(박선영, 전게 논문,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의 위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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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혁－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韓國刊行物倫理委員會)는 처음 도서와 잡지에 대한 순
수한 자율규제기구로 출발하였다. 1964년 한국잡지협회가 잡지윤리위원회의 구
성에 합의하고 잡지윤리실천요강을 제정한 후 1965년 한국잡지윤리위원회를 발
족시켰다. 동 위원회는 잡지윤리실천요강의 준수를 권고하는 한편, 이에 저촉되
는 잡지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가하는 등 자율적 통제를 해왔다. 

그러다가 1970년 문화공보부의 종용에 따라 기존의 잡지윤리위원회, 한국도
서출판윤리위원회 및 한국아동만화윤리위원회가 통합하여 한국도서잡지윤리위
원회가 설립되었다. 동 위원회는 다시 1976년 주간신문윤리위원회를 흡수하여 
한국도서잡지주간신문윤리위원회가 성립되었고, 1991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 위원회에서는 도서․잡지․아동만화 등의 게재내용과 광고내용을 심의하
고,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위반한 회원잡지사 또는 그 행위자에 대하
여 주의․해명․경고․정정․게재중지․취소․사과․변상 등의 제재를 가하여 
왔다. 이 때까지 간윤은 사단법인 형태를 취하였고, 잡지에 대해서는 사후심의
를, 단행본에 대해서는 사전심의를 행하였다.

[사례] 누드 화보집 발행 출판사 등록취소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 12. 29. 선고 93구18336 출판사등록취소처분취소
‘도서출판 큐’라는 명칭으로 문학, 예술, 만화를 출판 분야로 하는 출판사등록

을 마친 원고는 가수이며 배우인 소외 유연실을 누드사진 모델로 등장시켜 그의 
일상생활을 기록화 한다는 명목으로 1992. 11.경 ‘유연실, 이브의 초상’이라는 제
목의 화보집을 발간하였다. 위 화보집은 위 유연실이 여러 가지 포즈를 취하고 
있는 장면 중간 중간에, 위 유연실이 몸이 비치는 속옷만을 입거나 반라, 전라의 
상태에서 촬영된 일부 음란한 사진 여러 컷이 삽입되어 있었다.

사단법인 [구]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화보집이 도서잡지윤리요
강의 사회질서 및 도덕존중 조항과 도서윤리실청요강의 미풍양속 존중조항에 
저촉되는 등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저속간행물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1992. 12. 관계 당국에 이 사건 화보집에 대한 제재를 건의하였다. 그
에 따라 피고 용산구청장은 위 화보집이 저속출판물이라는 이유로 1993. 1. 27. 
원고에 대하여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제5호에 의하여 



헌법상 사전검열금지의 원칙

- 223 -

원고의 위 출판사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위 화보집은 그 전체적 내용을 보면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위 유연실의 전라 또는 반라의 모습을 게재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
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하여 공중도덕이나 건전한 사회윤
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로 인정되기에 족하고, 이 사
건 화보집의 출판 경위, 그 내용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
여 볼 때, 피고의 등록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 용산구청의 원고에 대한 출판등록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1997. 7. 1.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됨으로서 그에 의해 간윤은 문화체육
부장관 소속 하의 법정기구로 탈바꿈하였다. 간윤은 주로 사후심의를 행하였으
나, 업계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심의에 응하였다. 또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만화의 유해성 여부는 경찰 등 단속기관이 아닌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전담
하게 되었다. 그 이전 ‘미성년자보호법’에는 청소년 유해만화의 판정 및 단속 절
차에 특별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단속을 행하여 온 경찰과 만화방, 서점, 
도서대여점 등 사이에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렇게 법정기관으로 탈바꿈한 간윤은 자율규제기관이라고 볼 수 없
고, 그 위원 구성이나 추상적 심의기준 때문에 정부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그 후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되었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운영근거는 
2003년 출판및인쇄진흥법(법률 제6721호, 2002. 8. 26. 제정, 2003. 2. 27. 시행)에 
옮겨 규정되었고, 동법은 다시 2007. 7. 19. 출판문화산업진흥법(법률 제8533호)
으로 개칭되었다. 

(2) 현행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규정

현행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의하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법인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여 구성하며(동법 제17조), ① 소설, 만화, 사진집 및 화보집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② 수입 추천을 신청한

외국간행물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외국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③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6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등을

행한다(동법 제18조). 

위원회의 심의에서 유해간행물로 결정하게 될 기준은 ① 자유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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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를 전면 부정하거나 체제 전복 활동을 고무(鼓舞)하거나 선동하여 국가

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 ②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

사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뚜렷이 해치는 것 ③ 살인, 폭력, 전쟁, 마

약 등 반사회적 또는 반인륜적 행위를 과도하게 묘사하거나 조장하여 인간

의 존엄성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 등이다(동법 제19조 제1

항).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기준에 따른 세부 심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법 제19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1).

위원회의 심의 결과, 첫째 간행물을 유해간행물로 결정하면 위원회 위원

장은 지체 없이 그 결정 사실을 그 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수입자에게 알리

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동법 제19조 제3항).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은 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결정 사실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간

행물을 유해간행물로 고시하고, 그 사유와 효력 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

혀야 한다(제19조의2 제1항 및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면 간행

물의 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법인․단체에도 제1항의 고시 사항을 알릴

수 있다(제19조의2 제4항). 유해간행물로 결정 고시된 간행물을 관계 공무원

이 발견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배포한 자에 대하여 그 간행물을 즉시 수거하거나 폐기할 것을 명하게

할 수 있고, 즉시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관계공무원이 이를 직접 수

거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25조 제1항).

둘째, 위원회는 심의 결과 간행물이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제1항 각호(청

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

당 간행물은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에 기재되고(청소년보호법 제21조), 

그 배포 및 유통 등에 관하여 청소년보호법상의 규제를 받게 된다(청소년보

호법 제14조 내지 제20조). 

또 외국간행물을 수입하는 경우 북한이나 반국가단체가 출판한 간행물과

소설, 만화, 사진집, 화보집 및 잡지를 국내에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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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수입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그는 제

14조 제1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수입

추천을 받을 수 있다(동법 제12조 제1항). 

수입 추천을 신청한 외국간행물이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간행

물에 해당할 우려가 있거나 동법상 유해간행물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체 없이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에 유해성 심

의를 의뢰할 수 있다(동법 제12조 제3항).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

입 추천을 신청한 자에게 그 외국간행물의 견본(見本)을 제출하게 할 수 있

고(동법 제13조 제1항), 수입 외국간행물에 대하여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수입 추천을 하지 아니하거나 배포 중지, 배포 제한 또는

내용 삭제를 명할 수 있다(동법 제14조 제1항). 

(3) 검 토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韓國刊行物倫理委員會)는 처음

도서와 잡지에 대한 순수한 자율규제기구로 출발하였으나, 1997년 제정 청

소년보호법에 의해 법정기구로 탈바꿈하였고, 이래 그 위원 구성이나 추상

적 심의기준 때문에 정부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

기서는 그 활동이 헌법상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반되는가 여부를 살핀다.

먼저, 국내 간행물에 관한 간윤의 심의제도를 보면, 사전에 제출의무를

부과하거나 일률적․망라적 심의를 전제로 출판 허가제를 설정한 것은 아니

며, 소설, 만화, 사진집 및 화보집 등 특정한 종류의 출판물에 한하여 관계

공무원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발견한 경우 간윤의 심의를 받아 그 결과에

따라 관계 행정관청이 이를 폐기 또는 수거하여 단속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

다. 여기서 간윤이 유해간행물로 결정하게 될 기준으로서 동법 제19조가 규

정하는 것을 보면 긴급하고 중대한 반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앞서 살펴본

바에 따라 명확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이므로 이를 사전검열 금지에 위반하

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에 의한 언론규제라는 입법적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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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존재한다. 이를 시정하려면 법을 개정하여 간윤의 구성이나 직무수행에

행정부의 관여를 배제하고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간윤의 심의절

차나 관청의 처분절차에 관계자의 청문 등 적법절차를 보장하는 규정을 마

련하고, 즉각적인 사후의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

사법심사에서 유해성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를 폐기하지 않고 압류하는데

그쳐 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다음 외국간행물의 수입 추천제도에 관하여 보면, 동법이 규정하는 종류

의 모든 수입 간행물에 대하여 이를 사전에 제출하게 하여 국내의 배포 여

부를 허가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동법이 규정하는 종류의 외국간행물

을 수입하려면 사전에 수입추천을 받아야 하고, 이 수입추천 없이 국내에

수입한 경우에는 과태료에 의한 처벌이 뒤따르기 때문에(동법 제28조 제1항

제2호) 헌재가 규정한 사전검열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다만, 동법은 수입추천을 요하는 외국간행물을 ① 북한이나 반국가단체가

출판한 간행물(다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북한으로부

터 들여오는 간행물은 제외한다) ② 소설, 만화, 사진집, 화보집 및 잡지에

국한하고 있으며, 수입 추천을 신청한 외국간행물이 청소년유해간행물 또는

동법상 유해간행물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에 유해성 심의를 의뢰하고(동법 제12조 제3항),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수입 추천을 하지 아니하거나 배포 중지, 배포 제한 또는 내용

삭제를 명할 수 있게 되어있다(동법 제14조 제1항). 

교묘한 법적 기교에 의해 사전 검열의 금지를 회피하고 있기는 하나, 간

행물의 종류가 시사적이거나 정보제공적인 것이 아니라 선정적이거나 청소

년에 해로울 가능성이 높은 간행물에 국한하고 있는 한편, 그에 의해 보호

될 공익이 중대함에 비추어 보면 부득이한 규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221) 

221) 사전검열이 엄격히 금지되는 독일에서도 1961년에 제정된 독일의 ‘형법 기타 반입금지의 감시에 관한 법률’(이른바 Verbringungsgesetz, BGBl. 1 S. 607)은 주 세관 공무원은 여행 중 읽을 거리를 제외하고는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녹음 테이프, 음반, 필름 등 수입되는 모든 자료에 대하여 그것이 독일 형법상 국가보호조항에 저촉되는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동법 제1조 및 제2조), 특히 형법 제93조의 국가를 위협하는 간행물이라는 혐의가 확인되면 그 물건은 검찰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동법 제3조에 의하면 연방우체국과 연방철도 관할 관청도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갖는다. 허용할 수 없는 우편송달물의 내용심사를 규정하는 독일 우편령 제13조 역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또는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되는 선전수단으로 사용되기에 적합한 영화는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한 반입할 수 없다.”(제5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에 대한 위헌심사에서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합헌성을 인정하였다(BVerfGE 33, 52(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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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경우에도 앞선 일반 간행물에 관한 심의 및 규제 제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1) 개관 및 연혁

우리의 경우 공연, 음반 및 비디오물, 영화 등에 대하여는 처음에 국가행

정기관의 사전제한 체제를 취하였다. 

1961년 최초로 제정된 공연법은 공연자 등록제 및 공연장설치 허가제와 함께 
공연 전에 관할 관청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관계 행정관청은 공안, 풍속, 위생상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그 공연을 정지시킬 수 있게 하였다(동법 제17
조). 1963년 개정 공연법은 관할 관청에 의한 공연물의 사전 각본심의제를 도입
하고, 심사에 합격한 내용과 다른 공연은 금지되었다. 공연물의 사전 각본심의
제는 1999년 공연법개정에 의해 폐지될 때까지 시행되었다.

이러한 행정기관에 의한 직접적 감독체제가 합의제 법정기관의 심의제로

넘겨진 것은 1975년 공연법이 공연윤리위원회(공륜)를 설립하고부터였다. 

1975년 공연법에 의해 법정기관으로 설립된 공연윤리위원회는 1997년 공연

법 개정으로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공진협)로 개편되었다가, 1999년 개정

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로 다시 개편되었다.

이들 심의기관은 위와 같이 그 구성과 권한에 관하여 여러 차례 개정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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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그 각각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 

(2) 공연윤리위원회(공륜)

1975년 공연법은 공연윤리위원회를 신설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이 위촉하

는 위원들로 구성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공연활동을 심의하여 6개 항목에

규정된 공익을 저해하는 때에는 공연의 금지 기타의 필요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게 하였다(동법 제25조의3). 공륜은 1984년 개정 영화법에 의해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를 행하게 되었고, 1991년 개정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

률에 의해 음반 및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도 떠맡게 되었다.

1996. 10. 4. 헌법재판소는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한 영화 사전심의제가 사

전검열에 해당한다고 하여 영화법 제12조 등에 대하여 위헌을 선언하였다

(헌재 1996. 10. 4. 93헌가13).

[사례] 영화검열사건(1996)

헌법재판소 1996. 10. 4. 93헌가13병합결정, 헌재 공보 96, 541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구영화법 제12조 제1항, 제2항 및 제1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영화에 대한 심의제의 내용은 심의기관인 공연윤리위원회가 영
화의 상영에 앞서 그 내용을 심사하여 심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영화에 대하
여는 상영을 금지할 수 있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영화를 상영할 경우에는 형
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 그 핵심이므로 이는 명백히 헌법 제21조 제1항
이 금지한 사전검열제도를 채택한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사전심의를 담당하였던 공연윤리위원회에 관하여 그 위원은 문
화체육부장관에 의해 위촉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에 장관의 승인을 받
아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공연윤리위원회는 
국가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던 당시 공연법과 그 시행령 규정을 지적하고, 그렇다면 공연윤리위원회가 민
간인으로 구성된 자율적인 기관이라 할지라도 영화법에서 영화에 대한 사전허
가제도를 채택하고, 공연법에 의하여 공연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행정권
이 공연윤리위원회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 공연
윤리위원회는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인 검열기관이라고 판시하였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의 방론으로서 영화는 그 영상매체라는 특수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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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하여 그 파급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음란적이거나 폭력적인 영화로부터 청
소년을 보호할 필요성에서 영화에 대한 등급심사를 사전에 하더라도 이는 금지
되는 검열이 아니라고 설시하였다. 즉, “영화의 상영으로 인한 실정법위반의 가
능성을 사전에 막고, 청소년 등에 대한 상영이 부적절한 경우 이를 유통단계에
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미리 등급을 심사하는 것은 사전검열이 아니
다. 설사 등급심사를 받지 아니한 영화의 상영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할 때에 행
정적 제재를 가하는 경우에도 검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여기서의 상영금지
는 심의의 결과가 아니고 단지 일괄적인 등급심사를 관철하기 위한 조치에 지나
지 아니하기 때문이다.”(헌재 판례집 8-2, 225)

이어 헌법재판소는 1996년 음반에 대한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제도

에 대하여도 같은 이유로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222) 1999년 비디오물에 대

하여도 같은 취지의 결정을 선고하였다.223)

(3)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공진협)

위 1996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1997년 개정된 영화진흥법(1997. 4. 

10. 법률 제5321호)은 등급분류제를 도입하고, 등급분류의 심의기관을 종전

의 공연윤리위원회에서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로 변경하였다. 종전 공륜이

공보부장관에 의해 위촉되었던 것과 달리 공진협은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이

추천하는 자를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였고, 등급분류에 관한 심의업무를

담당하였다.

(4)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1999년 전문 개정된 공연법은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를 영상물등급위원

회로 개편하여, 그로 하여금 영상물의 상영등급분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였다. 동법에 의하면, 영등위는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이 추천

하고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1999. 6. 8. 발족한 영상물등

급위원회가 영화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행하게 되었음에도 동법이 존치한 등

급보류제와 관련하여 위헌 논란은 계속되었다. 2001년 개정 음반․비디오물

222) 헌법재판소 1996. 10. 31.선고 94헌가6 결정.
223) 헌재 1999. 9. 16. 99헌가1, 판례집 11-2, 245, 25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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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영상물등급위원회224)는 그 구성, 운영 및

법적 성격은 종전 공연법의 그것과 동일하였다. 

2001. 8. 30. 헌법재판소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 해

당하며, 그에 의한 등급분류 심의는 합헌이지만, 영화에 대한 등급분류 규정

중 “등급분류보류제”는 사전검열 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여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225) 

위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첫째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위원을 대통령이 위촉
하고, 구성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예산으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
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권이 심의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행정권이 주체가 되는 검열절차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둘째, 영화진흥법상 등급분류보류제도에 관하여 이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영
화의 상영에 앞서 영화를 제출받아 그 심의 및 상영등급분류를 하되, 등급분류
를 받지 아니한 영화는 상영이 금지되고, 만약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채 영화를 
상영한 경우 과태료, 상영금지명령에 이어 형벌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등급분
류보류의 횟수제한이 없어 실질적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영화를 통한 의사표현이 무한정 금지될 수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아니
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을 갖추고 있어, 
우리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헌
재 2001. 8. 30. 2000헌가9, 판례집 13-2, 134, 150-151).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02년 개정된 영화진흥법(2002. 1. 26. 법률

6632호)은 영화에 대한 등급분류보류 규정을 삭제하고, ‘제한상영가’ 등급을

신설하였으며, 제한상영가 영화는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하고, 이에 관한

광고와 선전도 제한상영관 안에서만 하도록 하였으며, 비디오물 등 다른 영

224) 영등위는 공연법(법률 제5924호, 1999. 2. 8., 전부개정, 시행 1999. 5. 9.)에 의해 처음

설치되었으나, 2001. 5. 24. 개정으로 공연법에서 그 설치근거 규정이 삭제되고, 대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법률 제6473호, 2001. 5. 24., 전부개정, 시행

2001. 9. 25.)에 옮겨 규정되었다가, 다시 2006년 개정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7943호, 2006. 4. 28. 제정, 2010. 3. 17. 최종 개정)에 옮겨졌다. 
225) 헌재 2001. 8. 30. 2000헌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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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물로의 제작도 금지하였다. 그럼에도 제한상영관이 사실상의 이유 때문에

설립되지 못하는 상황 아래 제한상영가 등급으로 분류된 영화에 대한 위헌

논란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2005년 헌법재판소는 외국비디오물을 수입할 경우 반드시 영상물등급
위원회로부터 수입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음비법 규정이 사전검열금
지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헌재 2005. 2. 3. 2004헌가8 결정).

드디어 2008. 7. 31. 헌법재판소는 ‘제한상영가’ 등급을 규정한 영화진흥

법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그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226)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에 의하면 영상물등급

위원회는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으

로 구성되며(동법 제73조),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선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및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갖는다(동법 제

71조, 제72조 제1호).

(1) 개관－청소년보호위원회

각종 매체의 표현내용 중 사전규제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것은 청소년 보

호를 위한 경우이다. 종전 각종 매체에 대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심의기구

및 기준은 여러 법률에 산재하였다.

1997년 신규 제정된 청소년보호법은 위와 같이 각개의 특별법에 산재되

어 있던 청소년보호를 위한 심의에 관하여 그 심의기관 및 그 심의대상 매

226) 헌재 2008. 7. 31. 2007헌가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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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물을 총괄 규정하고, 나아가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그 총괄 조정하는 권한

을 부여하고 있다. 

동법에 의하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다른 법령에 의한 심의기관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음반과 비디오물, 전자유기기구기판, 공연물, 방송프로그램, 간행
물, 광고선전물, 기타 매체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여부를 심의․결정하도록 하
고, 다른 법령에 의한 심의기관의 요청이 있는 매체물이나 청소년유해여부 심의
를 받지 않고 유통되는 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직접 심의하도록 함으로
써 모든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해여부심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된 매체물에 대하여는 개별 매체물의 특성에 따
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포장의무․판매금지․구분격리․방송선전제한․광고
시간제한 등의 금지․의무사항을 부과함으로써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유통규제
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된 
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 등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와 청소년유해
약물 목록표를 작성하여 각 심의기관 및 지도․단속기관, 청소년보호단체 등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자율정화와 단속의 실효성 보장 및 유해매체물과 유해약
물의 정화를 위한 시민운동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상 심의의 성격과 그 위헌 여부

청소년보호법상의 심의가 사전심의인가 사후심의인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대

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청소년보호법

제17조 1항), 청소년유해표시나 포장을 하지 아니한 채 당해 매체물의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며(동법 제17조 제2, 3

항),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위반한 때에는 형사 처벌되게 되어 있어(동법 제

51조 3호), 이들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모든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는

사전심의가 전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상 규제 대상이 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란 관계기관의 심의․결정이나 확인을 거쳐 고시된 매체물(법 제2조 제3호)

이고, 위와 같은 결정이나 확인을 거치지 아니하여 고시되기 이전이면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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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청소년 유해기준에 해당하는 매체물(실질적 의미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라 할지라도 자유로이 유통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동법상의 유해매

체물에 관한 심의는 사전 심의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결정 없이 동법 규정에 준하는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할 수 있고(동법 제12조 제4항), 이렇게 표시․포장된 매체물은 청소년보호

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간주된다(동법 제12조 제6항, 제2조 3호). 이것은 수많은 간행

물에 대한 관할 행정당국의 단속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난점을 보

완하기 위해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법적으로 수용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다원주의를 지향하는 최근의 경향을 반영한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청소년보호법 상의 규정이 사전검열 금지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이 사전검열의 우려를 피하기 위해 만

들어진 청소년보호법 상 규제제도의 문제는 실제로 청소년 유해기준에 해당

하는 실질적 의미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위와 같은 결정이나 확인을 거치지

아니하여 고시되기 이전에 유통되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다. 더욱이 복제와 전파의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보아

이미 전파가 상당한 범위에서 이루어진 후에 심의를 행하고 유통을 규제하

게 된다면 청소년보호법이 의도하는 목적은 달성하기 어렵고, 이러한 법적

미비는 심각한 것이다. 이를 일부나마 보완하기 위해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를 도입하고 있으나 부단히 영리를 추구하는 욕망에 대해 자율규제의 기대

는 충분할 수 없는 것이다. 

위헌시비 때문에 사전심의에 의한 검열논란을 기피하려는 노력이 이러한

입법적 결함을 결과하였다고 생각되지만, 청소년보호라는 긴절하고 우월적

인 법의 목적을 실효성 있게 달성하려면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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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 의한 적법절차와 명확성 요건을 갖추어 사전심의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2004. 1. 29 개정 전 청소년보호법은 외국에서 제작․발행된 간행물

의 경우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통시킬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는 이를 국

내유통예정일 10일전까지 (동일한 제호로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외국간행물의 경우에는 국내유통예정일 2일전까지)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동법 제13조 1항 본문, 동법 시행령 제11조), 

이 경우에는 사전심의가 행해지는 것이었고 위헌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2004년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1) 사전심의제의 연혁과 폐지

일반 방송프로그램의 사후심의는 언론에 대한 사후검열이 헌법이론상 허

용된다는 것이 다수의 학설과 제국의 관행이므로 위헌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 법제에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심의를 최초로 명문화한 것은

1987년 제정 방송법(법률 제3978호, 1987. 11. 28, 제정)이었다. 동법은 방송

위원회의 직무로서 사후심의 이외에 ① 방송용 텔레비전극영화와 만화영화

② 방송국이 수입한 방송용 텔레비전영화 및 만화영화 ③ 한국방송광고공사

가 방송국에 위탁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광고물에 관하여(동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 방송국에서 방송되기 전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였다(동조 제3항). 그리고 이들 방송위원회의 심의권한은 방송위원회 소

속 방송심의위원회에 위임되었다(동조 제4항). 

이렇게 1987년 법에 의해 도입된 사전 심의제도는 2000년 통합방송법이

제정되기까지 유지되었는데,227) 1996년 헌법재판소의 영화검열 사건에서 공

227) 보도에 의하면 방송위원회가 1997년 한해 동안 행한 사전심의 실시 상황을 보면, 영화부문에서는 총 5,368편을 심의해 4,547편을 ‘방송가’로, 720편을 ‘조건부방송가’로, 101편을 ‘방송불가’로 의결했으며, 광고부문에서는 38,655건을 심의해 38,586건을 ‘방송가’로, 69건을 ‘방송불가’로 심의 의결했다(梁誠希기자, 공중파 심의위반 작년 갑절 늘었다, 문화일보 1998. 1. 30. 보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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륜의 영화 사전검열이 위헌으로 선언된 이후 그 합헌성 여부가 논란되어

왔다. 

그에 따라 2000년 통합방송법(법률 제6139호, 2000. 1.12, 제정)은 ① 방송

용 극영화와 만화영화(비디오물 등을 포함) ② 외국에서 수입한 방송순서(운

동경기 등의 중계 및 보도에 관한 방송순서를 제외)에 관한 사전심의는 폐

지하고, 광고방송물에 관해서만 사전심의를 존치하였다(동법 제32조 제2항). 

그러나 2008년 헌법재판소는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은 한국광고자

율심의기구로 하여금 텔레비전 방송광고의 사전심의를 담당하도록 한 것이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228) 이후 방송광고의 사전

심의 제도 역시 폐지되게 되었다. 

현행 방송법(법률 제9785호, 2009. 7. 31, 일부개정)은 새로이 설립된 방송

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

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

결”하며, 이 경우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32조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2) 프로그램 등급제도

1997. 7. 1. 시행된 새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해로운 프로그램 등의

유통을 규제하기 위해 ‘방송 프로그램 중 교육․음악․오락․연예물’(동법

제7조 5항)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결정’(제10조)된 경우 방영 전 ‘청소년

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표시’하고(동법 제14조) 이를 ‘대통령이 정하는 방

송시간에 방송을 금지’하도록 규정하였다(동법 제19조). 동법에 따르면 방송

사들은 내부의 자율심의제도를 통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결정된 프로그

램에 대해서는 방영전과 방송 중 유해마크 표시를 내보내야 한다. 프로그램

228) 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헌 사건 헌재 2008. 6. 26. 2005헌마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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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제는 방송사에 의한 자율적 등급분류를 원칙으로 하고 방송위원회가 사

후 관리․감독하는 형태이지만, 어쨌든 방송 전에 이러한 조치가 강제된다

는 점에서 사전 규제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1996년 영화검열 사건에서 청소년보호를 위한 표현

물에 대한 등급분류제를 허용되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고, 청소년보호를 위

한 필수적인 제한의 필요 때문에 2000년 통합방송법은 방송 프로그램 등급

제를 도입하여 2001년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2000년 제정 통합방송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방송사업자는

방송 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음란성 등의 유해 정도, 시청자의 연령 등을 감

안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방송 중에 표시하도록 규정하였다

(동법 제33조 제3항). 방송위원회는 방송 프로그램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분

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여 공표해야 한다(동법 제33

조 제4항).229) 벌칙조항에는 방송위원회 규칙을 위반하여 방송 프로그램의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2,000만원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8867호 2008.2.29 

제정)이 제정되어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로 분산되어 있는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통합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신설됨과 함께 종전 방송위원회의 심의기

능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통합하여 관할하는 방송통신심의위

원회가 신설되었다(동법 제18조 내지 제28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에 관하여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하며(현행 방송법 제32조),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

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과 방송프로그램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분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하여 공표하게 되어

229) 방송프로그램의 등급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제정 2000. 12. 26. 방송위원회규칙

제31호).



헌법상 사전검열금지의 원칙

- 237 -

있다(동법 제33조). 또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등급분류와 표시의무도

종전과 같이 유지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

로 부여한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에 대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 해당 방송사업자에게 당해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를 조정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칙으로서 방송심의에 관해서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이 있고, 통신 심의에 관해서는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정보통신윤리심
의세칙’ 등이 있다.

그러나 종전 방송법상 방송위원회의 방송심의와 관련된 규정 부분과 기존 정
보통신망법상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관련 규정들만이 물리적으로 방송통신위원
회설치법에 통합 규정되어 있을 뿐, 방송 심의와 통신 심의의 상호 관계라든지, 
통일적 심의 체계를 위한 정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는 견해가 
있다.230) 

광고에 대한 자율규제는 우리나라 광고심의업무를 총괄하는 민간기구로

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http://www.karb.or.kr)가 담당하여 왔다. 

그 연혁을 보면 1990년 한국광고단체연합회 주관으로 우리 실정에 적합

한 광고자율심의기구의 설립사업이 추진되었는데, 1991년에는 8개 광고관련

단체연합이 설립되었고, 1993년에는 12개 광고 관련 단체를 회원으로 당시

공보처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으며, 현재는 20여개의 광고 관련

단체를 회원으로 확보하고 있다. 

자율심의기구는 3개의 광고심의위원회와 광고심의기준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광고심의위원회는 지상파 텔레비전과 라디오의 방송광고심의를

230) 김대호(책임연구원), 방송통신 심의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08. 11. 간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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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회 개최하며, 제2광고심의위원회는 케이블 텔레비전과 전광판 광고를 대

상으로 주1회 개최한다. 제3광고심의위원회는 인쇄매체 광고물에 대하여 주

1회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하고 있다. 한편, 광고심의기준위원회는

시청자 불만사항, 재심의 안건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며, 광고심의규정

및 심의 세칙의 제정․개폐 등 광고심의 관련 최고의결기구로서 역할을 수

행하고 있다. 

자율심의기구는 2000. 8. 1.부터 방송위원회로부터 방송광고에 대한 심의

업무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한 이래 방송광고 사전심의를 담당하여 왔는

데, 2008년 헌법재판소는 자율심의기구의 방송광고 사전심의를 헌법상 사전

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사례] 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헌 사건(2008)

헌법재판소 2008. 6. 26, 2005헌마506, 공보 제141호, 911(915)

이 사건 텔레비전 방송광고의 사전심의를 담당하는 자율심의기구의 광고심의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
고(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정관, 이하 ‘정관’이라고 한다, 제28조 제1항), 1년을 임
기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는데(정관 제29조, 광고자율심의운영
규정 제6조 제1항), 이들을 위촉하고 위촉에 동의권을 행사하는 회장과 이사회 
임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 중 총회에서 선임되며(정관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총회에서 선임된 이들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도록 되
어 있다.(정관 제13조 제1항 제3호) 이와 같이 광고심의위원의 선임에 관여하는 
회장과 이사의 선임에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도록 하는 것은 광고심의
위원회 위원 선임에 있어 민간에게 완전한 자율을 보장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심의기구 구성에 행정권이 개입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자율심의기구는 행정주체인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방
송광고의 사전심의라는 공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행정법상 공무수탁사인에 해
당한다. 공무수탁사인은 자신의 책임하에 자신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고, 그 
법적 효과의 귀속 주체가 되지만, 국가는 공무수탁사인에 대하여 위임사무 처리
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방송위원회와 자율심의기구 사이에 체
결된 업무위탁계약서 제7조에 따르더라도 방송위원회는 위탁업무에 대해 심의
기구를 지휘,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된 지시 및 조치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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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위탁업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
킬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행정주체는 사인이 아니라 바로 그에게 공권을 수여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 자신이라 할 것이며, 공무수탁사인의 공권력 행사는 국가가 
행하는 것과 법적 효과 측면에서 전혀 다르지 않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53조 제1항이 ‘위원회는 법 제10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8조 제3항의 규
정에 의하여 방송광고물의 사전심의와 관련된 업무를 민간기구․단체(이하 “수
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신청인과의 관계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그러하
다. 결국 자율심의기구가 그 방송광고 사전심의에 관한 위탁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방송위원회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이상, 이 기구의 성격을 방송위
원회와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나아가 방송위원회는 방송법상 방송광고의 심의 기준이 되는 방송광고 심의
규정을 제정, 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구 방송법 제33조) 방송위원회는 
방송광고 심의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율심의기구
의 심의 내용을 원격 조정할 수 있다. 즉, 국가는 방송광고 심의규정을 통해 자
신이 선호하는 내용의 방송광고만을 내보낼 수 있게 될 것이며, 이것은 소비자 
또는 시청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방송광고에서 국가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러므로 방송광고의 사전심의를 방송위원회가 아닌 이 사
건 자율심의기구가 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방송위원회가 행하는 것과 달
리 볼 바 아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위원회와 자율심의기구 사이의 업무위탁계약서 제8조에 의하
면, 방송위원회는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탁계약기간 동안에 필요
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심의기구에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 
자율심의기구의 운영비나 사무실 유지비, 인건비 등은 방송위원회가 비용을 지
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율심의기구의 운영비용을 방송위원회에 의존하고 있
는 상황에서는 그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사전심의
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이 사건 방송광고 사전심의에 있어서는 자율
심의기구의 행정기관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방송광고 사전심의는 자율심의기구가 담당하고 있지
만 그 실질은 방송위원회가 위탁이라는 방법으로 그 업무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
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자율심의기구가 행하는 이 사건 방송
광고 사전심의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로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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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혁－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서 불건전 정보의 유통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1992년 10월 업계에 의해 민간자율기구
로 발족하여 활동을 시작하였고, 활동재원도 대부분을 정보통신사업자 단체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의존하여 왔다.

그러나 1995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불온통신을 억제하고 건전한 정보문
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법정 기구로 설치하도록 하고,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의 모니터링 
및 심의업무를 비롯하여 불온통신의 근절 및 건전 정보의 유통활성화 등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동법 제53조의 2).

이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보통신부 산하단체로서 인터넷상의 불법 정보 
및 청소년 유해 정보를 단속하는 정보통신 윤리경찰로 나서게 되었고, 1997년 
청소년보호법 시행으로 인터넷 내용등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밖에 동 위원회는 정보통신윤리를 지키기 위한 교육․홍보를 적극 추진하
게 되었는데, 청소년단체 기타 민간단체들과 연계하고 공연윤리위원회와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불건전정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외국 관련단체와 함께 정보통신
윤리 확산운동을 전개하여 왔다.

법적인 문제로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내용심의제도가 사전검열로서 위헌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 바 있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기통신을 통한 표현의 내용에 대한 심의기능을 수행하고, 전기통신사업
자에 대해 불온통신에 관한 시정요구권을 가졌으며, 또 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거부․정지․제한명령의 건의권한을 보유하는 국가의 합의제 행정기관이었다. 
그리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검열기관으로서 그에 의한 사
전심의가 위헌이라고 결정된 종전의 공연윤리위원회(헌재결 1996. 10. 4. [93헌
가13․91, 헌바10(병합)], 헌판집 제8권 2집, 212 [226]면)와 조직이나 운영, 직무
범위, 규제권한의 발동형식, 규제의 결과 등에 있어서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관해 금지되는 사전검열의 개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231)에 비추어 
보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내용심의제도는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를 부과하거나, 인터넷 상의 메시지가 표현되기 전에 그에 의해 억제되

231) 영화검열 사건 헌법재판소 1996. 10. 4. 93헌가13 등 병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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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말하는 사전검열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한 때 업계에서는 컴퓨터통신 정보와 700전화서비스에 대해 

이용약관에 따라 정보 제공자에게 심의필증을 요구하고 있음을 이유로 사전심
의가 행해지고 있어 이를 폐지하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었다.232)

사실 당시 PC통신사업자 또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는 자신의 네트워크를 
정보제공업자에게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제공사업자로 하여금 사전
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심의를 받도록 요구하였고, 실제로 정보통신윤리
위원회는 위와 같은 업계의 요청에 따라 사전심의를 행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 심의는 법적으로 규정되거나 강제된 것이 아니었고, 사업자들이 통신에 제
공하는 정보에 불법성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위탁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전검열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
다고 볼 수 없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동법이 규정하는 불법정보에 대하여는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 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미 게시된 불법 
표현물의 삭제를 명하거나 노출을 정지하도록 하는 조치와 달리 과거 그러한 위
법 사례가 있음을 이유로 당해 행위자가 장래에 일체의 표현을 불가능하게 하는 
계정 폐쇄나 회원 가입 계약의 취소 등 조치는 보다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하고 
중한 위반 사례에 국한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의 사건에서 논란된 쟁점이 이러
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례] ‘구국의 소리’ 사건(2001)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1. 7. 19. 결정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001. 7. 19. 진보넷 등 8개 사회단체 홈페이지 자유게
시판에 올라온 ‘구국의 소리’ 게시물을 불온통신으로 심의․결정했다. 이들 단
체의 웹호스팅은 ‘사람들.net’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동 위원회는 8개 사회단체
에 회선을 제공하거나 서버를 제공하는 업체에 ‘해당 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시
정조치를 전달하였고, 회선제공업체인 데이콤, 서버제공업체인 웹데이터뱅크는 
이들 단체의 웹호스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net’에 대한 사이트 접속을 차단
하고 그에 따라 전농, 통일연대 등의 홈페이지는 폐쇄되었다. 

인터넷 게시판이나 웹페이지에서 문제된 메시지를 삭제하려면 웹사이트의 운
영자나 그 웹호스팅 업체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고, 그 때문에 종전 정통윤이 전
기통신사업자에게 일부 삭제 또는 사이트 폐쇄요구를 한 경우 그 시정요구는 주

232) 피시통신 사전심의제 폐지건의, 김재섭 기자, 1997년 7월 14일 한겨레신문 보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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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웹호스팅업체들에 전달되었다. 즉, ‘해당정보’ 삭제는 홈페이지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이트 운영자나 사이트 운영을 대행하는 웹호스팅업체만이 할 수 있
고, 회선제공업체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삭제권이 없었다. 이 사건에서 
논란된 것은 당해 메시지가 게재된 웹사이트의 운영자나 그 웹호스팅 업체가 아
닌 서버나 회선을 제공하는 업체에 시정조치를 내려 회선이나 서버 이용을 차단
하였다는 점에 있었다. 

정통윤의 시정권고를 받은 회선제공업체나 서버호스팅업체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해당정보가 게시돼 있는 서버 전체의 이용을 중지하거나 △회선을 아
예 사용할 수 없도록 하거나 △해당 서버의 IP주소를 차단하는 방법밖에 없다. 
결국 이 사건에서 회선제공업체에 내려진 정통윤의 ‘일부 삭제 권고’는 ‘사이트 
전체 폐쇄’로 이어졌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이들 단체의 웹호스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net’이 
회선제공업체인 데이콤, 서버제공업체인 웹데이터뱅크로부터 사이트 접속을 차
단당한 결과 그에 의해 ‘사람들.net’이 운영하고 있는 90여개 홈페이지들이 한꺼
번에 폐쇄당하게 되었던 것이다([사람과 사회] 2001년 8월 14일 제372호 [한겨레
신문] 신윤동욱 기자).

이러한 정보통신윤리위의 조치는 그에 의한 정보통신사업자의 과잉조치와 함
께 홈페이지 운영자들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고 그 결과 ‘민간화된 검열’
의 우려와 함께 인터넷의 자유를 위협하게 된다는 비판을 받았다([사람과 사회] 
2001년08월14일 제372호 [한겨레신문] 신윤동욱 기자).

(2) 현행법제

2007년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되었던 불법통신에 대한 단속 및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에 관한 규정(동법 제53조 및 제53조의2)은 모두 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에 옮겨지고, 

후자는 인터넷상 위법․유해 메시지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규제를 시

도하게 되었다.

그 후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8867호 2008. 

2. 29. 제정)이 제정되어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로 분산되어 있는 방송통

신 관련 기능을 통합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신설됨과 함께 종전 방송위원회의

심의기능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통합하여 관할하는 방송통신

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폐지되게 되었다(동법 제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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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내지 제28조).

위 법률에 의해 종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능은 모두 현행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에 이관되었으므로 폐지되기 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 제기된 문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9928호, 2010. 1. 1, 일부개정)은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게임물등

급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로 하여금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에 관한 사항, 게임물의 등

급분류에 따른 제작․유통 또는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 등 등급분류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6조 제1항).

동법에 의하면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

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

고(동법 제21조 제1항), 또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 그리고 게임제공업

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동법 제25조 및 제

26조).

청소년보호를 위한 이러한 사전규제가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검열이 아님

은 분명하다.

그러나 최근 스마트 폰의 등장으로 무선인터넷의 이용이 활성화되고 콘텐츠 
오픈마켓(일명 Appstore)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콘텐츠와 함께 인터넷게임도 
제공되게 되었는데, 인터넷게임 프로그램은 국내법에 따라 사전에 사전심의 및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
한 게임물을 제공하는 앱스토어에 대해 이를 차단하도록 하는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여 논란되고 있다.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구글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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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인 안드로이드마켓은 국내에서 등급 분류 심의를 받지 않은 4000여개
의 게임을 유통했다는 이유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았으나, 
이에 대해 애플 및 구글 등 외국의 앱스토어는 이를 국제표준에 어긋난다는 이
유로 이러한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국내에 서비스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
하였다. 한편, 국내 게임업체는 외국 게임에 비해 불리하게 규제되어 국내 게임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잃게 한다고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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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사전검열금지의 원칙

[국문초록]

표현 및 언론활동에 대한 통제제도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오래된 것은 검

열제도라고 할 수 있고, 언론은 사전억제로부터 해방됨으로써 비로소 진정

한 자유를 구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사전검열 금지의 원칙은 귀

중한 역사적 의의를 가지며, 현대 자유국가에서 언론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이룬다는 것이 공통적인 인식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검열은 원치 않는 사상과 뉴스의 등장을 저지하거나 그

전파를 제한하기 위하여 국가 및 교회에 의해 설정․행사된 정신생활의 감

시체제였다. 사전 검열로부터의 해방은 영국에서 1695년 ‘검열법’(Licensing 

Act)이 폐지됨으로써 비롯되었다.

‘사전억제의 이론(prior restraint doctrine)’은 표현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억

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미국 헌법상의 원칙을 말

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반복하여 사전억제가 위헌으로 추정된다고 판결하

였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에는 미국의 판례도 프라이버시 등 인격적 이익이나 지적 재산권 등 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그리고 음란 규제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경우에

는 일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 하에 사전억제를 허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우리의 경우 사전검열금지 조항은 1962년 헌법에 처음으로 등장한 이후, 

1972년 유신헌법에서 사라졌다가 1987년 제정된 현행 헌법 제21조 제2항에

다시 부활되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 영화검열 사건(헌법재판소 1996. 10. 4. 93헌가13 등

병합결정)에서 사전검열금지원칙에 대하여 본격적인 헌법적 논의를 행하였

다. 위 결정에 의하면 사전검열제도는 기본적 전제로서 사전 심사절차를 거

치지 않은 정보의 전파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그 금지에 위반한 경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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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처벌하는 체제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① 표현․전파될 정보의 수집 ②

심사 ③ 제한조치 및 집행 ④ 제한 위반 시 제재 등의 단계로 구분된다. 이렇

게 사전검열의 금지는 허가를 유보한 금지 제도를 금지하는데 핵심이 있다. 

따라서 헌법상 금지되는 검열은 ① 국가기관 중 행정권에 의한 ② 사전

제한만이 금지되고, ③ 그 중에서도 언론의 내용 여하에 따라 규제하는 것

으로서 ④ 일반적․망라적인 심사를 시도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요약될

수 있고, ⑤ 이러한 사전검열의 개념에 해당하는 공권력의 조치는 절대적으

로 금지되어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전규제는 헌법상 금지되지 아니하며, 그

위헌 여부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리에 의해 결

정된다. 이렇게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적용을 받아 금지되는

‘검열’과 그 적용을 받지 않는 ‘사전제한’을 개념적으로 구별하는 입장을 취

하고 있다.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판시에 따라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구체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행정권이 아닌 사법권에 의한 사전제한은 금지되지 아니한다. 

둘째, 그 밖의 국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망라적으로 심사하는 것

이 아니라 구체적 법 위반의 의심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심사하는 경우, 예

를 들어 세관검열이나 우편검열은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갖춘 경우 금지되

는 사전검열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셋째, 행정기관에 의한 조치라 하더라도 의견의 발표나 정보의 전파 여부

와 상관이 없는 경우에는 사전검열로서 금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표현행위

의 시간, 장소 및 방법에 관하여 사전에 심사하여 규제하는 것은 절대적으

로 금지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집회와 시위에

관한 사전 규제이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등급 분류 심사제도는 전

파 가능성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분류된 등급에 따라 그 전파의 범위와

방법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금지되는 사전검열이라고 볼 수 없다. 또 금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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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과 결부되지 않는다면 신고의무 및 제출의무(간행물의 납본제도)와 정

기간행물 등록제도는 사전검열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233)

넷째, 현행법상에는 독자적 지위가 부여된 여러 법정합의제 기구가 각종

매체에 대한 사전 및 사후 규제를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들 법률에 의

한 심의기구가 공공의 대표에 의해 자율적으로 구성되고 행정권과 독립하여

자율적 운영이 담보되는 합의체로서 명확한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제재하

되 그에 대한 사후적 사법심사의 길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사전검열로서 금

지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 보호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전규제가 불가피하고, 인터넷의 등장으로 표현가능성이 현저히 증대된 상

황에서 자율규제를 유도․조성하고 이를 법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새로

운 접근이 요구된다.

주제어

사전검열, 사전억제의 이론, 자율규제제도, 세관검열, 우편검열, 교과서검정,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공연윤리위원회,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 영상물등

급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게

임물 등급위원회

233) ‘전민련신문’ 등록제 사건 헌법재판소 1992. 6. 26. 90헌가2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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