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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언론과 군은 그 성격과 목적상의 본질적 차이로 인하여 역사적

으로 갈등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6.29 선언’ 이후 언론의 자유가 정착되기 시작하면서 국방관련 보도 

제한이 대폭 완화되었으나, 언론이 헌법상 언론의 자유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서 언론보도를 통하여 군사기밀이 누설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

하여야 할 정부가 제도적 장치마련에 고심하기보다는 정보원(情報源)에 

대한 언론의 접근권 자체를 제한하거나 임시방편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엠바고’를 보도규제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비공식적인 보도

규제의 적법성에 대한 논의가 점차 심화되었다. 엠바고는 실질적으로 

국방관련 보도의 사후적 행정규제 수단으로 활용되면서도 공법적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사적합의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되어 실무상

으로도 민사소송의 영역으로 다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공법적 관점에서 국방관련 

보도규제를 다루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그동안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았던 취재의 자유의 헌법상 근거와 법적성격,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사전적 보도규제의 핵심이 되는 ‘정보원에 대한 

접근권’의 의미를 구체화 하였다. 특히 사후적 행정규제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는 엠바고에 대해서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사적 합의로서 

사법(私法)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다루지 않고, 공법적 규제의 

영역으로 포섭하여 보도규제에 있어서 행정법의 역할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미국, 영국, 이스라엘의 법체계와 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국방관련 보도규제에 대한 체계적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법체계 확립과 발전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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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법제정비에 필요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방관련 보도규제의 법적 실체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현행법상의 주요 규제방법들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국방부는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공익실현을 위하여 사전적 행정규제 방법으로서 

‘정보원(情報源)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하거나, 사후적 행정규제 방법

으로서 엠바고를 활용한다. 국가의 개입이라는 요소를 규제의 중요 

개념요소 가운데 하나로 이해하면, 민․형사법적 규제수단 또한 중요한 

규제수단으로 파악할 수 있으나 이들은 보도규제의 성질과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본질적인 한계를 지닌다고 본다. 

  국방관련 보도의 규제는 국민이라는 존재의 전제가 되는 국가

존립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후적 보도규제로서의 엠바고는 사적합의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되어 관련 영역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실무상 민사소송의 

형식으로 가처분을 구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언론의 자유든 그것의 규제든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

안전보장’이라는 공익추구이므로 보도규제를 위한 행정작용들은 

모두 공법적 규제의 틀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며, 관련 영역에서 

나타나는 분쟁 역시 행정소송에 의하여 해결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행 규제체계의 적법성과 그 한계로서의 행정쟁송 

가능성에 논의의 중점을 두었다. 

주요어 : 취재의 자유, 정보원 접근권, 보도규제, 검열(Censorship),       

          동행취재(Embedding), 국방자문통지(DA-Notice), 엠바고 

학  번 : 2011-22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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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군은 자신을 국익으로 포장하고 언론은 자신을 헌법(First 

Amendment)으로 포장하는바, 최악의 상황은 그 어느 쪽도 상대측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 피터 앤드류(Peter Andrews) -1)

위 글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많은 학자들은 언론과 군의 

갈등관계에 대하여 그 성격과 목적상의 본질적인 차이를 전제로 그 

관계를 해명하려 한다.2) 실제로 언론과 군은 그로 인해 역사적으로 

갈등관계가 지속되어 왔으며, 이러한 갈등상황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사회에서 알 권리가 헌법상 국민이 가지는 당연한 권리로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국민은 자신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가 

자신들의 권력을 어떻게 행사하고 있으며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나라의 주인으로서 마땅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하였다.3) 이에 따라,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를 표방한 언론의 

뉴스보도는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과 결과를 보도함으로써 민주주의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이른바 ‘제4계급’(4th estate)으로 

지칭되기도 하였다.4)

1) Peter Andrew, “The Media and the Military”, American Heritage, Vol. 42. No.4, July 

1991, p.79.

2) 대표적으로, Michael D. Steger, Slicing the Gordian Knot: A Proposal to Reform Military 
Regulation of Media Coverage of Combat Operations, 28 U.S.F. L. Rev. 957-1007 

(1993); Neil Hickey, Access denied: Pentagon's war reporting rules are toughest ever, 
Columbia Journal Review, 26-31 (2002); Douglas Porch, No Bad Stories: The American 
Media-Military Relationship, Naval War College Review, 85-107 (2002) 참조.  

3) 이러한 관점에서 위긴스(J.R.Wiggins)는 “우리들의 제도는 인민이 지배하고 인민은 그들의 

정부에 관한 사실을 모르고서는 지배할 수 없다는 가정위에 설정되어 있다”라고 말했고, 전 

미국신문출판협회 총재였던 드와이트(W. Dwight)는 국민들이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이강수,『현대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제문제』,범우사, 1989, 226-227면).

4) Christopher Paul & James J. Kim, REPORTERS ON THE BATTLEFIELD: THE 

EMBEDDED PRESS SYSTEM IN HISTORICAL CONTEXT 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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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1987년 ‘6.29 선언’ 이후 언론의 자유가 정착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성역화 되어 왔던 국방관련 보도 제한도 대폭 

완화되었다.5) 진정한 주권자인 국민 앞에 정부는 열린 자세로 임해야 

하고, 같은 맥락에서 국방관련 사항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었다. 문제는 

언론이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알 권리를 표방하여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들까지도 무분별하게 보도함으로써, 헌법상의 언론․출판의 자유에 

상응하는 언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례가 거듭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언론의 상업주의로 인해 국방관련 보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례로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시의 

언론보도를 들 수 있다. 당시 언론은 매복작전을 수행 중인 병력에게 

인터뷰를 요구함은 물론,6) 작전간 아군의 매복지역과 위치7)를 포함한 

실시간 작전상황8)을 보도하는 등 군사작전을 생중계하듯 보도하였다. 

문제는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이후에도 거듭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에서도 언론의 보도과정에서 대북 

첩보수집체계와 능력, 해군의 서해안 작전반경과 주요경로, 아군의 

지휘통제시스템 등 적에게 유리한 소상한 군사기밀들이 다량 보도 

5) ‘6.29 민주화 선언’은 “정부가 언론을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하려고 시도해서도 안 된다”며 

언론의 자유를 창달하기 위해 관련제도와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천명하였다. 이를 계기로 언론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약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언론의 자유가 

신장되고 ‘관제언론’이 ‘자율언론’으로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한 상세는 오택섭 외, 

『현대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나남, 2006, 363-379면 참조.

6) 동아일보에서는 1996.10.11.밤 매복중인 육군 화랑부대 장병들과 인터뷰를 하고 난 후, 

‘추위와 싸우며 어둠속 경계’(1996.10.12.자.)라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으며, SBS에서도 

1996.9.20. 공비 추적 상황에서 인터뷰를 요청하여 작전상황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비판을 

받은 사례가 있다(박인옥, “전쟁시 언론의 오보방지를 위한 군 공보체계 수립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2001, 66면 참조). 

7) 조선일보에서는 ‘칠성산 서남쪽 9부능선 화랑부대 매복’(1996.9.20자), ‘강릉시 성산면 보광리 

옥터가든 뒷산 250m 정상부근 매복’(1996.9.30자) 등의 기사가 보도되었고, 세계일보에서도 

‘강릉시 강동면 전동리 일대 야산 매복 준비’(1996.9.22자) 등의 기사를 보도하는 등 아군의 

매복지역과 위치를 적나라하게 누설하였다.

8) SBS에서는 적 예상 복귀로를 지도로 도식하고 그에 따른 아군의 병력배치를 실시간 

보도(1996.10.3.자.)하였으며, 칠성산의 공수여단 작전과정을 보도(1996.9.19.자.)하는 등 

작전의 결과가 아닌 작전의 상황을 보도하였다. 그 결과 북은 실시간 보도를 통해 나타난 우리 

군의 작전상황을 짐작하고 도주로를 적절히 조정하여 단파라디오를 통해 무장간첩들에게 

첩보를 제공하였다고 한다(경향신문 1996.10.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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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9) 해안경계 실태, 구체적 전력증강 계획과 군의 취약점 등10)이 

보도됨에 따라 군사기밀 누설 문제로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문제점이 언론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국방관련 보도로 

군사기밀이 누설되고 군의 취약점이 드러나면서 군은 그 해결을 위한 

연구와 제도적 장치마련에 고심하기 보다는 무작정 언론을 기피하기 

시작하였다. 나아가 군은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사항 뿐 아니라, 

광범위한 사항에 대하여도 기밀주의를 관철하려 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04년 이라크 파병’에 대한 광범위한 보도제한으로 나타났다. 

2004년 8월 3일, 국방부는 각 언론사에 자이툰 부대가 파병지에 안착할 

때까지 부대의 제반사항에 대한 일체의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포괄적인 

‘엠바고’(news embargo)를 요청하면서, 자이툰 부대 안착 뒤에는 

적극적으로 취재에 응할 것을 약속하였다.11) 이에 따라 각 언론사는 

엠바고 요청을 수용하여 관련 사실 일체를 보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4년 9월 22일, 국방부는 ‘자이툰 안착, 안정화 단계로 이행’을 근거로 

엠바고를 해제하였음에도, 10월 4일에는 곧바로 ‘로우키’(Low Key)를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보도제한을 지속하였다.12) 나아가 정부는 기자들의 

이라크 출입을 원천봉쇄하여 2004년 12월에는 이라크에 단 한명의 

상주기자도 남기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정보원에 대한 일체의 접근권을 

9) ‘천안함 사건 날조극’ 주장에 따라, 천안함이 해군전술지휘체계(KNTDS)상에서 사라진 좌표가 

공개되면서 상하부대의 지휘통제시스템이 보도되었고, 이어 열영상관측장비(TOD) 동영상 등 

군의 대북첩보수집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이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된 바 있다. 

10) 언론은 연평도 포격 이후 아군의 해안경계 실태를 보도하면서, K-9 자주포, 

포탄자동운반차량(K-10), 다연장로켓포 등 추가 배치한 무기의 구체적 수량과 세부제원을 

보도함은 물론, 지대공 유도무기인 천마와 갱도파괴용 유도무기를 배치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증액하여 요청했다는 기사를 보도(YTN, 2010.11.29.자)한 바 있다. 

11) 국내 언론사에 대한 포괄적 엠바고 요청 사실에도 불구하고, 국내 언론을 제외한 해외 주요 

외신들은 한국의 파병 사실을 상세히 보도하였을 뿐 아나라, AFP 통신과 Daily Times 등 

외국 언론들은 “한국이 이라크 파병 관련 보도통제(blackout)를 각 언론사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도통제는 미국주도로 이라크전에 파병한 30여개국 가운데 유일하다”고 

보도하는 등 국방부의 대언론 행태에 대하여 비판한 바 있다(Daily Times, “Seoul imposes 

media blackout of Iraq troops”, Aug 05, 2004; Space War, “South Korea imposes tough 

media blackout on troop deployment to Iraq”, Aug 04, 2004).

12) 로우키(Low Key)란 ‘소극적 보도자제 요청’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방부가 해당 사실에 

대한 소식을 직접 기자들에게 알려주지는 않고 기자가 알고 문의하면 간단히 알려준 뒤 

보도자제 요청을 한다는 정부 공보상의 홍보용어이다(미디어오늘, 2004.10.26.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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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였다.13)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군은 국가안전보장 및 국토방위 의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국민들은 꼭 필요한 사항만 알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사실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은 반대로 민주주의의 전제인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이 충분한 정보유통과 최대한의 정보공개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언론과 군은 숙명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다. 

민주사회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언론의 

자유는 절대적인 자유가 아니다. 각국의 정보기관이 얻는 중요한 

군사정보는 80%이상이 ‘공개출처’(open source)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상,14) 언론의 자유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바탕으로 행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언론의 자유든 

그것의 규제든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하게 국가발전과 국익의 

신장에 있으므로 양자 간의 합리적인 조화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학계나 실무계를 막론하고 대부분 정부규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15)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이루어진 언론통제에 대한 

반감으로 언론보도 영역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는 더욱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정보원에 대한 접근권’은 보도규제의 

전제이자 그 한계가 되는 핵심적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으로 다루거나, 주된 규제수단으로 활용되는 

‘엠바고’에 대해서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사적 합의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법적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인식 속에서 그에 대한 

공법적 규제는 다름 아닌 ‘고르디오스의 매듭’(Gordian knot)이 되어 버렸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언론의 자유 침해를 

13) 김영미, “현장에서 본 해외의 이라크 취재 –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부와 언론의 책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토론회 발표문(2005.11.10.) (未公刊), 22-23면.

14) Meron Medzini, Censorship Problems in Israel- The Legal Aspect, 6 Isr. L. Rev. 309, 

311 (1971).

15) 정부의 규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하여는 이원우, “규제개혁과 규제완화- 올바른 

규제정책 실현을 위한 법정책의 모색-”, 『저스티스』, 통권 제106호(2008), 356-35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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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하면서도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공익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규제체계의 확립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먼저 

‘정보원 접근권’의 헌법상 지위와 구체적인 내용을 해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방관련 보도규제의 적법성과 그 한계를 고찰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다. 

각국에서도 국가 안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외국의 사례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는 향후 우리나라의 법제정비에 

필요한 이론적 토대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언론보도에 대한 법적규제가 논의의 

중심이 될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언론보도의 영역은 

군사기밀 등의 국방관련 보도에 한정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논의들은 

결국 국방관련 보도를 규제하려는 국가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약받는 

언론 또는 소속 기자와의 관계가 중심을 이룬다는 점에서, 국방부의 

제재처분과 그 근거규정의 위헌‧위법성 및 그 한계가 본 연구의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될 것이다.

국방관련 보도규제의 법적 실체를 논하기에 앞서 제2장에서는 논의의 

전제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그 한계를 개관하는 한편, ‘정보원에 대한 

접근권’의 헌법상 지위를 해명하고자 한다. 이는 ‘정보원 접근권’이 

취재의 자유와 관련하여 국방관련 보도규제의 전제가 되는 

핵심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가운데 취재의 자유와의 상관관계 등 그 헌법상의 지위가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한 해석론을 바탕으로 취재의 자유의 헌법상 근거와 법적 

성격, 그 구체적 내용 등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정보원 접근권’의 



- 6 -

헌법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이를 본 연구의 이론적 근거로 삼을 

것이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미국과 영국, 이스라엘 등 주요 외국에 있어서 

국방관련 보도의 규제수단을 비교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국방관련 보도법제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사례와 관련하여서는 국방관련 보도의 규제법제가 역사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발전해 왔는지를 별도로 고찰하였는데, 이는 규제법제에서 

‘정보원 접근권 제한’방식이 도입된 취지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제4장에서는 현행법상 국방관련 보도규제의 실질적인 내용과 법적 

실체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우리나라에서의 

국방관련 보도규제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살펴본 이후, 

현행법상 국방관련 보도규제의 수단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 장에서는 

국방관련 보도규제의 한계로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가 논의의 중심이 

될 것이다. 특히 현행 국방관련 보도의 공법적 규제수단으로서는 

국방관련 정보원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하거나 기자실 출입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근거규정인 국방홍보훈령이 

헌법질서에 적합한 것인지, 혹은 당해 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되는 

사유는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이제까지의 전체적인 논의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제도상 요구되는 개선사항과 새로운 법제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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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예비적 고찰

제 1 절 언론출판의 자유와 그 한계로서의 국가안전보장

 
  Ⅰ. 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와 기능

현행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16) 언론․출판의 자유는 사상․양심 및 지식․경험을 표현하는 자유를 

말하며, 따라서 표현의 자유라고도 한다. 이 자유는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사회 내에서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정신적 

의사소통의 자유’로서 자신의 의사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17) 이런 점에서 언론․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다른 

모든 자유와 권리의 진정한 보장이 어렵기 때문에 언론․출판의 자유는 

다른 모든 자유의 기초라고도 한다.18) 특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정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국정을 보고 듣고 말하고 비판하는 자유로서 

민주정치의 생명선으로 여겨지고 있다.19) 

  Ⅱ.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

1. 언론‧출판의 자유의 헌법적 한계

언론출판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절대적이고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다. 헌법 제21조 제4항에서 언론의 

16)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조재현,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대한 

연구: 보호영역에 관한 미국, 독일, 우리나라의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1, 206-226면 참조. 

17)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11조 제1문의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이라는 표현에서 

언론․출판의 자유가 가지는 이러한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9, 500면.

18)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언론의 자유는 모든 자유의 기초”라고 판시한 바 있다. BVerfGE 7, 198.

19) 헌법재판소는 1992.2.25.선고, 89헌가104결정에서 “언론․출판의 자유 보장은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전을 이룩하고, 인간의 존엄을 유지시켜 주며, 국민주권을 실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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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과 한계를 명시하고 있듯이, 언론출판의 자유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서는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률에 의해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언론ㆍ출판의 영역에서 국가는 단순히 어떤 표현이 가치없거나 

유해하다는 주장만으로 그 표현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 그러나 … 그 표현의 해악이 처음부터 해소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거나 

또는 다른 사상이나 표현을 기다려 해소되기에는 너무나 심대한 해악을 

지닌 표현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을 수 없고 국가에 

의한 내용규제가 광범위하게 허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20) 

 

2. 국가안전보장 수단으로서의 보도규제

 (1) 보도규제의 목적과 한계

규제의 개념에 대하여 확립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나, 넓은 의미에서 

규제란 “공공주체가 공익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사적주체의 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21) 결론부터 말하자면, ‘규제’의 

개념요소의 하나인 ‘공익추구’는 보도규제의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 이는 

모든 행정활동의 근거이자 그 한계로 작용하며,22) 국가는 헌법상 

공화주의 원리에 따라 공익에 부합하게 활동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23)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로 규정한 

‘국가안전보장’ 역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공익’에 포함된다. 다만, 

언론의 보도 역시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그 또한 공익 지향적이라 할 수 있다. 언론의 자유든 그것의 

규제든 이들의 궁극적 목적은 동일하게 국가발전과 국익의 신장에 

20) 헌재 1998.4.30.선고, 95헌가16 결정.

21) 이원우, 『경제규제법론』, 홍문사, 2010, 11면.

22) 최송화, 『공익론: 공법적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226면.

23) 이원우, “규제개혁과 규제완화- 올바른 규제정책 실현을 위한 법정책의 모색”, 『저스티스』, 

제106호(2008), 363면.



- 9 -

있으므로, 양쪽 모두 각자가 표방하는 공익이 다를 뿐 결국 동일한 

공익추구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도규제의 목적이 되는 

공익추구는 이익형량을 전제로 하며, 그 경우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법익의 균형을 유지할 것이 요구된다.

 (2) 보도규제의 필요성

1) 국가기밀 보호의 당위성 

헌법 제5조 제2항에서는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가안전보장’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헌법적 한계로서 보도규제에 대한 

정당화 사유로 작용한다. 나아가 ‘국가안전보장’이란 국가의 존립, 

헌법의 기본질서 유지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헌법과 법률의 기능,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는 

물론,24) 국가기밀의 보호도 당연히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사항을 비밀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는 한편, 국가기밀의 

누설을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특히 남북으로 분단되어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상황에서는 더욱 긴요하다 할 것이다. 물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다. 그러나 언론․출판의 

자유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존재한다고 보는 한, 정보의 공개가 

국민이라는 존재의 전제가 되는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국가기밀의 보호는 국가의 대외적 안전을 목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는 방어적․법치국가적 

민주주의의 보장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25) 

24) 헌재 1992. 2. 25.선고, 89헌가104 결정.

25) 同旨 서울고등법원 1993.6.30.선고, 93초107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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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론보도와 국가안보 간의 상관관계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페닌슐러 전쟁 당시 영국 웰링턴 장군의 

군사작전 계획을 영국의 신문을 통해 알아낼 수 있었고, 미 육군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심리학자들에게 나치독일의 라디오 방송내용을 

분석하게 하여 독일군의 군사전략에 관한 유용한 정보로 활용한 바 

있다.26) 6.25전쟁 직후 미국 CIA 국장이었던 앨런 델러스가 “적국에 

대한 주요 정보의 대부분은 적국의 매스미디어로부터 얻는다”라고 

술회한 바와 같이, 오늘날 각국의 정보기관이 얻는 중요한 군사정보는 

80% 이상이 의회청문회, 정부간행물, 언론보도, 인터넷 등의 ‘공개출처’ 

(open source)에 의존하고 있다.27) 따라서 국가는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일정한 경우 군사사항에 대한 보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미군의 경우 전쟁수행에 있어 압도적인 위력을 가진 무기체계를 

공개함으로써 적국에 대한 무언의 압력을 가할 수 있으며, 이로써 

사전에 적의 전의를 상실케 하거나 사기를 저하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요 무기체계의 구체적 수량이나 

세부제원 등이 누설되는 경우 적으로 하여금 아군의 취약점을 

인식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군사기밀과 관련된 사항의 보도는 그 성질상 일단 

보도되고 나면 피해회복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사전예방적 조치가 함께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보도규제의 철학적 기초

인쇄술의 보급과 함께 등장한 인쇄미디어는 전제군주가 통치하던 

시대적 배경에 힘입어 초기부터 강력한 규제의 대상이 되었다. 신문은 

기존의 권력체계에 하나의 위협으로 간주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26) 조종혁, “천안함 사건으로 본 군의 언론통제 역사”, 『신동아』, 제53권(2010), 450면.

27) Operations Security(OPSEC), Army Regulation 530-1, E-3. a(2)(a) (Apr. 19, 2007), 

http://www.fas.org/irp/doddir/army/ar530-1.pdf 참조(최종검색일 20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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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언론규제가 발전되어 왔는데, 1956년 시버트 

(Siebert)는 역사적 발전과정에서의 사회적 특성에 따른 언론규제 제도와 

언론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4가지 이론을 제시하였다. 그의 저서 

『언론의 4이론』(Four theories of the press)은 오늘날과 같이 다변화된 

사회에서의 언론현상을 모두 아우르지는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역사적으로 전개된 언론규제 제도나 언론현상을 

설명해주는 근본원리 내지 철학으로서 여전히 높이 평가되고 있다. 

시버트가 제시한 언론의 4이론 가운데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이론으로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쇄미디어의 규제를 가능케 한 철학적 

기초가 된 이론은 ‘권위주의 이론’(Authoritarian Theory)이다. 이 이론은 

플라톤에서 마키아벨리에 이르는 권위주의적 정치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철인통치를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했던 플라톤은 국가가 정치적․문화적 

목적의 통일을 이루고 그것을 강제하는 이상사회를 추구하였다. 그러한 

생각은 의견과 토론의 강력한 규제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28) 이와 달리 

마키아벨리의 경우 군주제를 선호하지는 않았으나, 정치 지도자의 

임무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라 믿었다. 이와 같이 권위주의 이론은 정치권력이 전체의 

시민을 위하여 정치적 행동의 기반인 토론이나 정보의 대량 전파를 

엄격히 통제하는 것을 정당화하였다.29) 이와 같은 사상을 바탕으로 

대부분의 정치권력들은 미디어를 규제하기 위하여 허가제 도입, 

사전검열의 시행, 특별세 부과 및 형사처벌 등의 다양한 규제방법을 

시도하였다.30) 

16세기 및 17세기 대부분의 시기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수용되었던 이 

28) 플라톤은 모든 형태의 예술은 물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일체의 의견표명까지도 

금지하는 엄격한 사회적 규칙 하에 시민들의 생활을 조직하길 원했다. 그는 『국가론』(the 

Republic)에서 그러한 엄격한 규칙을 위반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술가나 철학자 또는 시인으로 

몰아 다른 도시로 추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같은 취지로 『법률』(Law)편에서는 시인들은 

먼저 자신의 작품을 통치자에게 제출하여 그것이 시민들의 정신건강에 유익한지를 결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Fred Siebert & Theodore Peterson & Wilbur Schramm, FOUR 

THEORIES OF THE PRESS, 12 (1956). 

29) Fred Siebert & Theodore Peterson & Wilbur Schramm, supra note 28, p.13. 

30) Fred Siebert & Theodore Peterson & Wilbur Schramm, supra note 28, pp.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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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대부분 포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시버트는 이 

이론을 가리켜 모든 언론현상의 원형이자 가장 면연되어 있는 

현상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즉, 권위주의 이론은 정부의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언론제도의 관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31)  

제 2 절 정보원 접근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

 
  Ⅰ. 개관

국방관련 보도에 대한 대표적인 규제방법으로는 국방관련 정보원 

(情報源)에 대한 접근권 제한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32) 예컨대, 국방부는 

해외 파병부대가 활동하는 전장지역이나 침투 및 국지도발로 인해 현행 

작전이 진행 중인 지역 등에 대하여 기자를 포함한 대중의 접근 자체를 

제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 의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공공의 정보에 대하여는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 접근권이 반드시 허용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정보원에 대한 접근권’은 국방관련 보도규제의 전제이자 

그 한계로 작용하는 핵심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33) 이에 따라 이 절에서는 

31) Fred Siebert & Theodore Peterson & Wilbur Schramm, supra note 28, p.26; Jenifer 

Ostini & AYH Fung, Beyond Four Theories of the Press: A New Model of National 
Media Systems, Mass Communication & Society, 42 (2002).

32) 현행법상 국방관련 보도규제의 주요수단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제4장 제3절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33) 다만, 언론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취재와 보도 전 과정에 걸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정보원 접근권이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를 주장하는 학자들 또한 언론‧출판의 자유와 취재의 자유, 정보원 접근권 간의 

상관관계를 비롯한 정보원 접근권의 헌법상 지위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팽원순, 

“정보원에 대한 접근권”, 『신문연구』, 제35권(1982), 60-73면; 노동일, “취재의 자유와 언론의 

취재원접근권 논의 –그 가능성과 한계”, 『경희법학』, 제42권 제2호(2007), 247면-27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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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관련 보도규제의 법적 실체를 논하기에 앞서 ‘정보원에 대한 

접근권’의 헌법상 지위와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해명하고자 한다.    

 

  Ⅱ. 취재의 자유의 헌법상 근거와 법적 성격 

학계의 다수견해는 취재의 자유를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이른바 ‘헌법상의 권리’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취재의 자유의 헌법상 근거에 대하여는 이견(異見)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조차도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고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취재의 자유의 헌법상 근거와 법적 성격에 대한 

학계에서의 견해 차이를 살펴보고,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한 해석론을 

바탕으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1. 학계의 논의

 (1) 보도의 자유에 포함되는 기본권으로 파악하는 견해

언론‧출판의 자유의 일반적인 내용으로 의사표현의 자유, 알 권리, 

액세스권, 보도의 자유 등을 제시하면서, 보도의 자유는 취재의 자유 

없이는 실질적으로 확립될 수 없으므로 보도의 자유가 취재의 자유를 

당연히 포함한다고 보는 견해이다.34) 취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주는 뉴스’만을 보도하게 되면 보도의 자유는 그 기능을 상실한 

output의 창구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35) 이에 따라 

취재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보호는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는 

입장이다.36)

34) 김옥조, 『미디어법』,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267-269면;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1, 

544-559면; 유일상, 『언론법제론』, 박영사, 2007, 114-123, 152-153면; 윤명선‧김병묵, 

『헌법체계론』, 법률계, 1996, 527-531면;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0, 566-579면.

35) 허영, 앞의 책 (각주 34), 572면.

36) 김옥조, 앞의 책 (각주 34), 267-2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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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언론기관의 자유로서 보도의 자유와 구별되는 기본권으로 

파악하는 견해

언론‧출판의 자유의 일반적인 내용으로 의사표현의 자유, 알 

권리(정보의 자유), 언론기관의 자유, 액세스권 등을 제시하면서, 

언론기관의 자유를 대외적 자유와 대내적 자유로 구분하여 대외적 

자유에 취재의 자유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37) 다만 

‘언론기관의 자유’라는 용어 대신 ‘미디어의 자유’, ‘대중매체의 

자유’, ‘신문의 자유’등의 용어들이 혼용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언론기관의 대외적 자유는 보도의 자유와 취재의 자유를 모두 

포함하지만, 취재의 자유는 보도내용의 자주적 결정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보도형태와 시기에 대한 자주적 결정을 의미하는 보도의 자유와 

구별되는 것이라고 한다.38)

 (3) 알 권리와 동일한 내용으로 파악하는 견해

전술한 두 가지 근거 중 어느 하나를 취재의 자유의 헌법상 근거로 

제시하면서, 동시에 그 내용을 알 권리의 내용과 동일하게 파악함으로써 

그 근거를 이중적으로 파악하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취재의 자유는 

소극적으로는 국가기관에 의해 정보수집을 방해받지 않는 권리를 

의미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한다.39) 따라서 취재의 

자유는 보도기관이 보도내용을 획득하는 자유권적 성질의 자유이며, 

취재를 위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된다고 보아 알 

권리와 동일하게 파악하는 입장이다.40)

37) 박선영, 『언론정보법연구Ⅰ: 21세기 표현의 자유』, 법문사, 2002, 48-54면; 양건, 

『헌법강의』, 법문사, 2009, 471면; 이준일, 『헌법학강의』, 홍문사, 2011, 521-522면;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11, 672면. 

38) 박선영, 앞의 책 (각주 37), 50면.

39) 윤명선, 『인터넷 시대의 헌법학』, 대명, 2010, 537면.

40)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500면;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0, 7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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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다고 보는 견해

보도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자유로운 취재활동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지득한 사실을 전달하는 보도와 

사실을 탐지하는 취재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보도의 자유가 

취재의 자유를 당연히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이다.41) 이에 따르면 

취재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헌법상의 

권리라기보다는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한 것이라고 한다. 그에 대한 

논거로는, 첫째, 언론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지만 취재의 자유도 포함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 둘째, 취재의 자유에 대한 실정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단순한 필요에 의하여 기본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셋째, 취재의 자유의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고 있다는 점, 넷째, 취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파악하게 되면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기본권 제한입법을 위한 

근거법률을 마련하여야 하나 다양한 취재상황을 고려한 개별적 입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등이 제시되고 있다.42)

 

2.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한 해석론적 검토

 (1) 언론기관의 지위에 대한 해석론 

취재의 자유의 헌법상 근거와 법적성격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언론에게 부여되는 헌법상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곧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한 해석론으로 귀결된다. 헌법 제21조 

제1항이 언론에게 일반 국민들과 구별되는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보게 되면, 언론기관이 갖는 취재의 자유는 일반 국민들이 

41) 문재완, 『언론법: 한국의 현실과 이론』, 늘봄, 2008, 367-371면;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9, 505면.

42) 문재완, 앞의 책 (각주 41), 368-3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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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유하는 언론의 자유와 구별되는 특별한 권리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언론에게 특별한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된다면, 언론기관이 갖는 취재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알 권리와 

동일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취재의 자유에 대한 많은 판례와 이론을 축적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43)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언론에게 일반 국민에게 주어지지 않는 특별한 보호가 부여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대부분의 헌법 

교과서에서 ‘언론’은 ‘구두에 의한 표현’을, ‘출판’은 ‘문자 또는 

형상에 의한 표현’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44)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언론기관의 특권적 지위를 부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일부 학자는 현대사회에서 언론이 가지는 기능과 

역할에 비추어 언론에게 일종의 특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45)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언론의 특권적 

지위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첫째, 헌법 제21조 제1항을 문언에 따라 해석하면 헌법은 단지 

‘언론‧출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을 뿐인데 이를 언론기관에게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장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문언상 언론‧출판의 자유의 주체가 ‘모든 국민’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은 헌법이 언론기관 종사자와 일반 국민들을 구별하지 않고 

언론‧출판의 자유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언론기관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의 영역이 

‘언론기관’이라는 조직적 형태로 확장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제헌헌법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정할 당시 헌법 제정자들이 

언론기관에게 일반 국민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려는 의도가 

43) 미국에서의 해석론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제3장 제2절 Ⅱ.2. 참조. 

44) 권영성, 앞의 책 (각주40), 495면; 김철수, 『앞의 책 (각주40), 800-801면; 성낙인, 앞의 책 

(각주34), 544면.

45) 노동일, 앞의 논문 (각주33), 269-2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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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해방 후 제헌헌법 제정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유진오 박사는 당시 언론‧출판의 자유를 명시한 

제13조에 대하여, 이 조항은 ‘사상발표의 자유’를 규정한 것으로서 단순 

‘언론의 자유’를 의미하며 이는 민주정치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유라고 설명한 바 있다.46) 

셋째, 단순히 언론기관이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언론에게 특권이 부여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특히 소셜 네트워크(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장되어 가는 개인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유독 언론 

기관에게만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 정당한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47)  

넷째, 우리 헌법은 개정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언론기관에 특별한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면 헌법 개정절차에 따라 개정하면 될 것이지 

임의적 관점을 선택하여 문언에 대한 해석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언론의 역할을 특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 헌법 

제21조 제3항에서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개별적인 법률에 근거를 두면 족하다고 본다.  

   

 (2) 취재의 자유와 알 권리의 상관관계

전술한 바와 같이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는 특정 개인이나 언론에게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한 이러한 

해석론을 논의의 전제로 삼게 되면, 취재의 자유의 근거와 법적 성격은 

비교적 명확해진다. 이에 따르면 언론기관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의 

영역이 조직적 형태로 확장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언론기관의 

46) 유진오, 『헌법해의』, 명세당, 1949, 42-43면.

47) 2003년 이라크전쟁에서 ‘살람팍스’라는 필명의 블로거는 CNN이나 알자지라가 전하지 못한 

이라크전쟁의 참상을 블로그를 통해 생생히 전함으로써 기존의 언론을 압도하였다. 이와 같이 

트위터, 페이스북 등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가 수용자로서의 국민을 능동적 생산자로서 

기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혹자는 미래사회를 1인 블로거가 활동하며 언론인의 역할을 

소멸시키는 사회로 점치기도 한다. 박영숙, 『유엔미래보고서』, 교보문고, 2008, 78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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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의 자유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확장된 영역이며, 언론의 취재의 

자유 또한 개인의 알 권리가 확장된 영역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취재의 자유’의 헌법상 근거와 법적 성격은 기본적으로 ‘알 

권리’와 동일선상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알 권리’는 단순히 개인의 자유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언론기관으로까지 조직적으로 확장됨으로써 국정에 대한 비판과 감시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는 점에서 취재의 자유의 

헌법상 근거는 알 권리와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와 국민주권주의 원리, 

인간의 존엄권‧행복추구권에서 복합적으로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48) 취재의 자유의 법적 성격 또한 ‘알 권리’와 같은 맥락에서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49) 즉, 

언론기관은 일반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수집‧처리함에 있어 국가권력의 

방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의미에서 일차적으로는 자유권적 성질을 

가지며, 동시에 의사형성이나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구권적 성질을 갖는다.  

 

  

 Ⅲ. 정보원 접근권의 헌법상 지위와 내용

1. 취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대한 고찰

취재의 자유의 내용을 명확하게 해명하기 위해서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은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한 해석론과 취재의 자유의 법적성격이 

48)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언론의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며,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제10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와의 관련성을 인정함으로써 헌법의 다수조항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다. 헌재 

2004.08.26.선고, 2003헌바81 결정; 헌재 1991.5.13.선고, 90헌마133 결정; 헌재 

1989.9.4.선고, 88헌마22 결정 참조.

49) 헌법재판소는 ‘알 권리’의 법적성격에 대하여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 나아가 

생활권적 성질까지도 인정함으로써 알 권리의 복합적 성격을 인정한 바 있다. 헌재 1991.5.13. 

선고, 90헌마13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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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취재의 자유의 법적 

성격과의 상관관계 하에서 개별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취재의 자유의 법적 성격을 바탕으로 취재의 자유의 일반적인 내용을 

고찰할 것이다.

 (1) 자유권적 성질에 따른 취재의 자유의 내용

자유권적 기본권은 개인의 자유영역이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이는 국가권력의 침해시 그 

침해의 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소극적 권리를 의미할 뿐, 적극적으로 

국가의 작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라는 것이 다수견해이다.50)

다만 최근에는 자유권적 기본권도 단순히 소극적‧방어적 성격만 

지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성격도 아울러 지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 

또한 나타나고 있다.51) 예컨대 생명이나 건강에 대한 보장도 국가에 

의한 침해를 배제하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국가의 적극적 보호를 

요구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에 대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재의 자유를 이와 동일 선상에서 논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취재의 자유는 언론기관이 공권력의 방해나 간섭 없이 취재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므로 본질상 사회권적 기본권과 같은 

맥락에서 논의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재의 

자유는 소극적인 권리로서 국가기관에 의해 정보수집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할 뿐, 국가의 작위를 청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는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52)

이와 같은 취재의 자유의 자유권적 성격에 비추어볼 때 취재의 자유의 

50) 김철수, 앞의 책 (각주 40), 525-526면; 권영성, 앞의 책 (각주 40), 407면; 성낙인, 앞의 책 

(각주 34), 451면; 홍성방, 앞의 책 (각주 17), 433면.

51) 장영수, 앞의 책 (각주 37), 220면.

52) 같은 취지로 일찍이 헌법재판소는 ‘알 권리’가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헌재 1991.5.13.선고, 90헌마133 결정), 여기에서의 ‘자유권적 

성질’은 일반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수집‧처리함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방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소극적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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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또한 다소 구체화된다. 예컨대, 취재원 비닉권(秘匿權), 즉 취재원에 

대한 진술거부권이 취재의 자유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53) 

취재의 자유의 자유권적 성격에 비추어볼 때 이는 취재의 자유의 내용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기관이 언론기관에 

대하여 정보를 얻은 방법과 내용, 정보제공자 등에 관한 비밀을 

요구하는 행위는 언론인과 정보제공자 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림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정보수집을 방해하는 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취재원 비닉권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하거나 수사과정에서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면 족할 것이다. 舊 
언론기본법 제8조에서와 같이 취재원 비닉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54) 

 

 (2) 청구권적 성질에 따른 취재의 자유의 내용

취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함께 청구권적 성질도 공유한다. 이에 

따라 언론기관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도 헌법에 의하여 직접 

보장된 구체적 권리라고 판시한 바 있으나,55) 원칙적으로 국가로부터 

일정한 행위나 급부를 요구하는 청구권이 주관적 권리로서 보장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과 범위가 법률로 확정되어야 한다.56) 그러므로 알 

권리의 실질적인 구현은 사실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53) 이에 대하여는 아직 명시적 판례가 없으나 학계에서는 대체로 취재원 비닉권을 취재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낙인, 앞의 책 (각주 34), 554면; 윤명선, 

앞의 책 (각주 39), 537-538면; 장영수, 앞의 책 (각주 37), 672면; 허영, 앞의 책 (각주 34), 

572면. 반면 이를 부정하는 견해로는 양건, 앞의 책 (각주 37), 486면 참조. 

54) 1987.11.28. 폐지된 舊 언론기본법(1980.12.31.제정, 법률 제3347호)은 제8조 제1항에서 

“언론인은 그 공표사항의 필자, 제보자 또는 그 자료의 보유자의 신원이나 공표내용의 기초가 

된 사실에 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취재원 비닉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한편 단서조항에서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바 있다.  

55) 헌재 1991.5.13.선고, 90헌마133 결정.

56) 권영성, 앞의 책 (각주40), 602면; 성낙인, 앞의 책 (각주 34), 584면. 이와 달리 청구권적 

기본권도 헌법규정에 의하여 직접적 효력을 가진다는 견해도 있다(김철수, 앞의 책 (각주40), 991면).



- 21 -

(이하 정보공개법)을 통하여 달성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된 언론‧출판의 자유가 일반 국민들과 

언론기관 모두에게 동등한 정도로 보장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 

언론기관이 보유하는 정보공개청구권도 일반 국민들이 향유하는 범위 

내에서만 취재의 자유의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언론기관에게 

인정되는 정보공개청구권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행사될 수 

있는 것이며,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정부가 

언론에게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57)

 

2. 정보원 접근권의 기본권성에 대한 고찰

전술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한 해석론과 취재의 자유의 법적 

성격을 전제로 할 때, 언론기관의 취재의 자유에 정보원(情報原)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는 국방관련 

보도규제의 전제이자 그 한계가 되는 핵심적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관련논의가 비교적 풍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판례와 학설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1) 미국에서의 논의 

1) 미국의 판례 

미연방대법원은 헌법상 ‘정보원에 대한 접근권’ 인정여부의 판단기준으로 

‘공적광장원칙’(Public Forum Doctrine)을 적용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57) 같은 취지로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국가에게 이해관계인의 공개청구 이전에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것까지 알 권리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결정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할 국가의 의무는 기본권인 알 권리에 의하여 

바로 인정될 수는 없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이 있는 경우에야 비로소 가능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헌재 2004.12.16.선고, 2002헌마57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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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광장을 ‘전통적인 공적광장’(Traditional Public Forum: 도로, 인도, 

공원 등 전통적으로 집회와 토론을 위해 사용되어 온 공물), ‘지정적 

공적광장’(Designated Public Forum)  또는 ‘제한된 공적광장’(Limited 

Public Forum) (학교, 도서관 등 공공의 의사표현 보장을 위해 정부가 

자발적으로 개방한 공물), ‘비공적광장’ (Non-Public Forum: 교도소, 

공항터미널, 군부대 등 전통적으로 공공의 소통을 위한 광장이 아닌 

공물)으로 삼분하여 각각에 상응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장 정도를 

달리하고, 특히 공적광장에 해당하는 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보장하고 있다. 즉, 공적광장에 해당되면 정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compelling interest)을 위해 정밀하게 심사된 경우에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절대적 제한을 부과할 수 있고,58) 합리적인 경우에 한하여 

내용중립적(content-neutral)인 ‘시간, 장소, 방법’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게 된다.59) 이러한 세 가지 유형에 대한 구별기준으로는 첫 

번째로 공적장소가 전통적으로 대중의 의사표현을 위하여 개방된 것으로 

간주되어 왔는지 여부, 두 번째로 정부가 대중의 의사표현을 위한 

목적으로 개방을 의도하였는지 여부가 제시되고 있다.60) 

이를 이론적 근거로 삼아 종래 연방대법원은 정부가 보유한 정보에 

대한 특별한 접근권은 헌법상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즉, 

기자들에게 무제한적인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으며, 오히려 법령이나 

보통법상의 제한이 따른다는 것이었다.61)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1980년 

Richmond Newspapers 사건62)에서 형사재판에 대한 언론의 접근권을 

수정헌법 제1조상의 권리로 인정하기 시작한 이후, 일련의 판례를 

통하여 기타 재판절차에 대한 영역으로까지 언론의 정보원 접근권을 

확장하였다.63)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형사재판에 한정되고 있을 뿐 

58) Perry Educ. Ass'n v. Perry Local Educators' Ass'n, 460 U.S. 37, 45 (1983); Carey v. 

Brown, 447 U.S. 455, 461 (1980).

59) U.S. Postal Sev. v. Council of Greenburgh Civic Ass'ns, 453 U.S. 114, 132 (1981); 

Consol. Edison Co. v. Public Serv. Comm'n, 447 U.S. 530, 536 (1980).

60) 이에 대한 상세는 Calvin Massey, Public Fora, Neutral Governments, and the Prism of 
Property, 50 Hastings L.J. 309-327 (1998) 참조.  

61) Branzburg v. Hayes, 408 U.S. 665, 684-85 (1972).

62) Richmond Newspapers, Inc. v. Virginia, 448 U.S. 555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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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절차 이외의 영역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64) 다만 하급심에서는 

형사재판 절차 이외의 영역에 대하여도 정보원 접근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는 증거조사절차,65) 가처분명령 예비심리절차66) 등 재판 

절차에 대한 접근권과 연방행정상의 사실인정절차,67) 주 입법회의68) 등 

재판절차 이외의 영역에 대한 접근권도 일부 포함된다.   

요컨대, 연방대법원은 정보원 접근권과 같은 정치적 결정에 대한 

문제는 사법부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입법부에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다.69) 즉, 재판절차에 대한 접근권은 헌법적 

차원에서 보호받을 수 있으나 그 이외의 영역까지도 아우르는 ‘정보원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권’은 헌법적 차원의 기본권이 아니라 정치적 

과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적 차원의 권리에 불과하므로, 

궁극적으로는 입법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70) 

2) 미국의 학설 

 ① 정보원 접근권의 기본권성을 부정하는 견해

1999년 미국에서 행해진 ‘언론에 대한 대중의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늘날 언론은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신뢰성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한다.71)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언론은 

63) 대표적인 판례로는 Globe Newspaper Co. v. Superior Court, 457 U.S. 596, 598 (1982); 

Press Enter. v. Superior Court, 464 U.S. 501 (1984) 참조.

64) Eugene Cerruti, “Dancing in the Courthouse”: The First Amendment Right of Access 
Opens a New Round, 29 U. Rich. L. Rev. 237, 268 (1995).

65) Newman v. Graddick, 696 F.2d 796 (11th Cir. 1983).

66) Publicker Indus., v. Cohen, 733 F.2d 1059 (3d Cir. 1984).

67) Soc’y of Prof’l Journalists v. Sec’y of Labor, 832 F.2d 1180 (10th Cir. 1987).

68) Adams v. League of Women Voters, 743 P.2d 333 (Alaska 1986).

69) Michael J. Hayes, What Ever Happened to the Right to Know: Access to 
Government-Controlled Information Since Richmond Newspapers, 73 Va. L. Rev. 1111, 

1137-38 (1987).

70) 同旨 Houchins v. KQED, Inc., 438 U.S. 1, 12-15 (1978). 이와 같은 논거는 주로 

하급심인 항소법원 판례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Capital Cities Media, Inc. v. 

Chester, 797 F.2d 1164, 1173-74 (3d Cir. 1986); First Amendment Coalition v. Judicial 

Inquiry & Review Bd., 784 F.2d 467, 474 (3d Cir. 1986)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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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응답하였을 뿐 아니라, 상당수의 

응답자들이 언론은 “거만하고, 부정확하며, 피상적이고, 선정적이며, 

편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언론에 비판적인 태도를 

표출하였다.72)

학계의 일부 견해는 언론에 대한 대중의 평가에 동의하면서, 현재 

수정헌법 제1조상의 원칙이 ‘정확성’ 내지 ‘진실성’이라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언론매체가 지나치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방조(傍助)함으로써 본래의 취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한다.73) 언론기관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특별히 우월한 지위를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논거로 작용한다.74) 

다른 한편, 일부 견해는 정부가 보유한 특정 정보에 대한 접근을 

강요하는 문제에 대하여 사법부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입법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적극적인 

권리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비용지출이 요구되는데 사법부에는 

예산고권이 없으므로 입법부의 지원 없이는 사법부에 의해 구체화된 

권리를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다.75)  

 ② 정보원 접근권의 기본권성을 긍정하는 견해

정보원 접근권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논거로 언론의 진정한 자주성과 

71) Sandra F. Chance, The First Amendment in the New Millenium: How a Shifting 
Paradigm Threatens the First Amendment and Free Speech, 23 UALR L. Rev. 169, 170 (2000). 

72) 대중이 언론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비판적 인식은 일부 하급심 판례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일부 판결에서는 “언론은 종종 부정확하며 이윤과 정치적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라고 판시하기도 하였고(Jones v. Clinton, 12 F.Supp. 2d 931, 936-37), 심지어 

일부 판결에서는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아파트를 수색하던 정부측 공무원과 함께 동행하면서 

촬영을 했던 CBS 기자를 도둑과 동일시하기도 하였던 것이다(Ayeni v. CBS, inc., 848 F. 

Supp. 362, 368 (E.D.N.Y. 1994)). 

73) Philip L. Judy, The First Amendment Watchdog Has a Flea Problem, 26 Cap. U. L. 

Rev. 541, 548 (1997).

74) Tom A. Collins, Press Clause Constructed in Context: The Journalists' Right of 
Access to Places, 52 Mo. L. Rev. 751, 764-65 (1987).

75) Frank. B. Cross, The Error of Positive Rights, 48 UCLA L. Rev. 857, 888-88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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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은 보도의 자유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고 언론의 자유가 개별적 

관점의 다양성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76) 

이 견해에 따르면, 만약 언론의 자유의 목적이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활발한 토론을 증진시키는 것이라면 최선의 방법은 

언론으로 하여금 다양한 견해를 표현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므로 정보원 

접근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77)

일설에 따르면 언론과 대중의 정보원 접근권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치를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투표권’(right to vote)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한다.78) 이에 따르면, 

정부의 활동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부가 공무를 적절히 

수행하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헌법상 근거를 수정헌법 제1조에서 찾는 

종래의 방식은 헌법조문의 체계구조상 적절하기 않으며, 오히려 

투표권에 근거한 고유한 권리로 인정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한다. 

정보원 접근권은 수정헌법 제1조상의 권리보다 근본적인 권리로서, 

사실상 수정헌법 제1조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투표권이 

기본권에 해당한다면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서는 투표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정부가 보유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도 기본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79) 

이와 달리 일부 학자들은 대중의 ‘정보를 수령할 권리’라는 

적극적인 권리에 기초하여 정보원에 대한 접근권을 정당화하려고 

한다.80) 역사적으로 ‘정보수령권’을 인정하는 판례가 축적되어 오면서 

제시된 많은 논거들이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81) 예컨대, 

76) Blake D. Morant, Democracy, Choice, and the Importance of Voice in Contemporary 
Media, 53 DePaul L. Rev. 943, 944 (2004).

77) Blake D. Morant, supra note 76, pp.945-946.

78) Amy Jordan, The Right of Access: Is There a Better Fit than the First Amendment?, 
57 Vand. L. Rev. 1349, 1350 (2004).

79) Amy Jordan, supra note 78, p.1369.

80) Jamie Kennedy, The Right to Receive Information: The Current State of the Doctrine 
and the Best Application for the Future, 35 Seton Hall L. Rev. 789, 809-813 (2004).

81) 이에 대한 상세는 Matthew Bunker & Sigman Splichal & Bill Chamberlin & Linda Perry, 

Access to Government-Held Information in the Computer Age: Applying Legal Doctrine 
to Emerging Technology, 20 Fla. St. U. L. Rev. 543, 548-550 (199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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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국민자치와 정보수령권 간의 연관성을 강조하였던 Board of 

Education v. Pico 사건에서,82) 연방대법원은 국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기타 헌법상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서 ‘정보를 수령할 권리’가 

필수적 근거가 됨을 판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효과적인 자치와 

정보수령권의 밀접한 관련성은 정부가 보유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정당화하는 중요한 논거로 제시되고 있다. 

 (2) 정보원 접근권의 기본권성 인정여부에 대한 검토

1) 정보원 접근권이 취재의 자유에 포함되는지 여부

미 연방대법원의 경우 정보원 접근권을 형사재판절차에 있어서만 

한정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그러나 역사적 

발전과정을 짚어볼 때 미국에서의 취재의 자유의 헌법상 보호영역은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왔고83) 하급심 판례에서도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점, 정보원 접근권 인정여부의 판단기준이 되어 왔던 

‘공적광장원칙’(Public Forum Doctrine)은 논리적 모순을 내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 제한을 부당하게 정당화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에서조차 이 이론이 근본적인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84) 등에서 연방대법원 판례의 논거를 그대로 우리 헌법의 

해석에 도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취재의 자유’를 포함하여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취재의 자유의 

전제가 되는 ‘정보원에 대한 접근권’ 또한 헌법상 기본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서 “언론은 

82) Board of Education v. Pico, 457 U.S. 853 (1982).

83) Barry P. McDonald, The First Amendment and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Towards 
a Realistic Right to Gather Information in the Information Age, 65 Ohio St. L. J. 249 (2004).

84) 이에 대한 상세는 Aaron H. Caplan, Invasion of the Public Forum Doctrine, 46 

Willamette L. Rev. 647, 660-672  (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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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원(情報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라고 규정한 것은 같은 맥락에서 

‘정보원에 대한 접근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에 해당함을 선언한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취재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의 ‘정보원 접근권’의 의미

‘정보원에 대한 접근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취재의 자유는 소극적‧방어적 성격을 지니므로 그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권리는 취재행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이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의미할 뿐, ‘구체적인 

정보 일체에 대하여 빠짐없이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내지는 

‘누구에게든 취재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85) 따라서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의 취재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이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을 

의미하는 소극적 권리로서의 ‘정보원 접근권’은 ‘취재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특정 정보원에 대하여 취재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적극적인’ 정보원 접근권은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입법권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부여된 영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86)

85) 헌법상의 권리를 ‘적극적 권리’(positive right)와 ‘소극적 권리’(negative right)로 구분하는 

미국에서도 ‘소극적 권리’는 개인의 자유가 국가로부터 침해되는 경우 그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방어적 권리로서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방패’(shield)로 기능하는 

반면, ‘적극적 권리’는 헌법상의 의무에 기초하여 국가에게 실질적인 재화나 서비스를 

확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 ‘검’(sword)으로 기능한다고 

한다(Helen Hershkoff, Positive Rights and the Evolution of State Constitutions, 33 

Rutgers L. J. 799, 809 (2001)). 이를 바탕으로 제7항소법원은 “헌법은 적극적 자유가 

아니라 소극적 자유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연방대법원은 공교육, 

의료보호, 복지지원 등의 사회권적 기본권조차도 소극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대한 

요청을 모두 기각함으로써 항소법원과 동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Jenna MacNaughton, 

Positive Rights in Constitutional Law: No Need to Graft, Best not to Prune, 3 U. Pa. J. 

Const. L. 750, 751 (2001)).  

8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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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취재활동에 공권력의 개입이나 간섭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정보원 접근권’에 기초하여 그 방해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보원 접근권’이 소극적‧방어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해하는 한, 어느 언론이나 기자도 국가나 제3자에게 인터뷰나 취재에 

응할 것을 강요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보원 접근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정보는 

대중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공권력의 개입이나 간섭의 배제를 구하는 것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한계87)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예컨대, ‘96년 강릉무장공비 침투사건 당시 북한 잠수함이 해군 

함대사령부에 예인되어 군의 통제구역 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이 경계병을 피하여 수중잠입 촬영을 시도한 행위라든지, 작전 

통신망의 교신내용을 무단청취하여 위성방송 단말기를 통해 기사를 

송고한 행위와 같이 취재과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88)에는 ‘정보원 

접근권’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취재활동을 통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따른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집회 및 

시위현장에 대하여 기자의 일반적 접근권을 인정한 대표적인 입법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87) 『헌법』 제21조 제4항(“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권리나 공중도덕 또는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신문 및 인터넷 신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등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한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88) 국방부, 『군사작전과 보도』, 1998, 35-3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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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주요 외국에 있어서 국방관련 

보도의 규제수단과 법리적 쟁점

제 1 절 개관

언론‧출판의 자유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존재한다고 보는 한, 

국민이라는 존재의 전제가 되는 국가의 이익과 상충되는 보도에 일정한 

제약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 특히 국가의 

이익과 직결되는 국방관련 보도에 대하여는 그 정도와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 세계 각국에서도 합리적인 규제를 위한 제도를 모색하여 

대응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국가별로 자국의 실정에 따라 법적 

규제를 택하기도 하고 법률외적 규제를 택하기도 하는 등 규제방법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방관련 보도규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세계 각국의 법적 체계와 

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법적 체계의 

확립과 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이하에서는 미국과 영국, 이스라엘에서의 국방관련 

보도규제를 위한 제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제도적 수단과 문제점 등의 

법리적 쟁점들을 비교 검토할 것이다. 전술한 국가들을 검토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기인한다. 첫째, 미국은 세계 

도처에서 전쟁을 수행하면서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며 보도규제를 위한 

제도적 조치들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 그 과정에서 국방부는 사이들 

위원회나 호프만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군과 언론간의 관계 발전을 위한 

연구를 지속하였으며, 그 결과 현재는 ‘동행취재’(embedding) 정책으로 

알려진 언론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더구나 이 정책의 운영과정에서 미 

국방부는 언론인들과 일련의 법적분쟁을 겪으면서 비교적 풍부한 판례와 

이론을 축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리라 본다. 둘째, 영국의 경우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소위 ‘국방자문통지’ 

(DA-Notice)제도라는 법률외적 규제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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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의 제도가 갖는 장‧단점을 살펴봄으로써 법적 규제방식을 통한 

시사점과는 다른 중요한 검토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본다. 셋째, 

이스라엘은 국가수립 이전부터 전쟁상태가 지속되면서 국방관련 보도의 

규제가 강력히 요구되었으며 이는 법률에 근거한 검열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관철되었다. 우리나라의 국가안보 상황 또한 북한과 대치하고 있어 그 

필요성이 강력히 요구되므로 이스라엘에서의 규제방식과 법적 기준, 

규제기관, 집행실무 등을 참고함으로써 풍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으리라 본다.89) 이하에서는 이들을 개별적으로 비교‧검토함으로써 

시사점을 탐구하고자 한다. 

 

제 2 절 미국

  Ⅰ. 국방관련 보도규제 법제의 발전과정

 이 절에서는 미국의 보도규제 법제의 실체를 논하기에 앞서, 

국방관련 보도규제 제도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규제법제에서 ‘정보원 접근권 제한’ 방식이 도입된 취지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미국에서 최초로 언론규제 

법제가 제정된 1725년부터 현재까지의 법제를 제1기(맹아기, 

1725년~1913년), 제2기(정착기, 1914년~1975년), 제3기(전환기, 1976년~2000년), 

제4기(발전기, 2001년~현재)로 구분하여,90) 관련법제가 각 시기별로 

89) 중동지역에서 유일한 민주국가인 이스라엘은 법률로써 군검열이 이루어지므로, 언뜻 

언론탄압이 심한 국가로 오해하기 쉬우며, 따라서 우리가 참고할만한 대상은 아니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세계에서 발생하는 언론탄압에 맞서고 각국의 언론 자유 규제 움직임을 

감시하는 것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국제 언론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가 발표한 2008년 ‘세계 언론자유지수’(Worldwide press freedom index)에 따르면, 

세계 173개국 중 미국 36위, 이스라엘 46위, 대한민국을 47위로 평가하였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90) 미국의 국방관련보도 규제법제의 역사를 구분함에 있어서는 논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시대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국방관련 언론규제의 법제가 ‘전장에 

대한 접근제한의 정도’를 기준으로 전개되어 왔음에 착안하여 그 변화과정을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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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변천하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1. 제1기 (맹아기, 1725년~1913년)

 
미국에서 최초로 언론규제 법제가 등장한 1725년부터 제1차 

세계대전이 등장하기 직전까지는 『매사추세츠 긴급명령』이나 

『재류외국인 및 선동법』 등 검열과 관련된 법률이 제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91) 정부의 공식적인 보도제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보도방식이 주로 개인적인 편지나 공문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언론보도가 지체되고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전쟁수행에도 거의 

위협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92) 이 시기에는 기술상의 한계로 인하여 

언론검열이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이후 1846년 

‘멕시코 전쟁’(Mexican-American War)까지 이어졌다.93)  

그러나 1800년대 중반에 이르러, 전신(telegraph)의 발달은 보다 

신속하고 광범위한 언론보도를 가능케 하였다. 특히 종군기자들에게 

전투지역에 대한 거의 무제한적인 접근이 이루어짐에 따라 매우 

광범위한 보도가 행해지기 시작하였다.94) 이에 따라 계엄령 하에서 

전쟁에 비판적인 신문은 검열을 당하거나 폐간조치를 당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에 의한 계엄령 선포와 

전쟁비판에 대한 보도통제에 대한 합헌판결95)을 내림으로써 전시 

보도통제가 이루어지는데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해 주었다. 이를 계기로 

91) 1725년 5월 13일부터 효력을 발휘한 『매사추세츠 긴급명령』(Massachusetts Order-In- 

Council)에서는 “보스턴에 소재하고 있는 신문사의 인쇄업자들은 전쟁과 관련된 지방의 공무를 

정부의 명령 없이 인쇄물에 게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Jack A. Gottschalk, 

“Consistent with Security”... A History of American Military Press Censorship, 35 

(1983)). 또한, 1798년 많은 헌법입안자들의 참여로 제정된 『재류외국인 및 선동법』(Alien 

and Sedition Act)에서도 이와 유사한 규정으로서 “허위사실과 비방 및 미국 정부나 미국의 

상하원 또는 미국의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글”의 출판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2천불의 

벌금과 최고 2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Kent Middleton & Robert Trager & 

Bill F. Chamberlin, THE LAW OF PUBLIC COMMUNICATION 100 (2002)).

92) Frank Mott, AMERICAN JOURNALISM- A HISTORY: 1690-1960, 99, 103 (1962).

93) Jack A. Gottschalk, supra note 91, p.36.

94) Phillip Knightley, THE FIRST CASUALTY- FROM THE CRIMEA TO VIETNAM: THE 

WAR CORRESPONDENT AS HERO, PROPAGANDIST, AND MYTH-MAKER 20 (1975).

95) Fleming v. Page, 50 U.S. 60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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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링컨 대통령은 모든 전신의 회선을 군의 통제 하에 둠으로써 

검열을 받지 않고 기사를 전송하는 기자들의 활동을 통제하기도 

하였으나, 당시 군의 언론보도 통제는 일관성이 없고 비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언론은 대체로 전쟁에 대해 취득한 정보들을 대부분 보도할 수 

있었다.96) 

 

2. 제2기 (정착기, 1914년~1975년)

 
제2기는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1914년부터 베트남전이 종료된 

1975년까지로서, 이 시기부터 정부와 군 당국의 언론규제가 시작되었다. 

이 기간 동안 언론에 대한 보도규제는 점차 강화되었으나, 이를 대가로 

언론은 전장에 대하여 광범위한 접근권을 부여받을 수 있었다. 

 (1) 제1차 세계대전

1917년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게 되면서, 군과 정부에 의한 언론규제 

정책은 강화되었다.97) 이에 따라 군사작전에 대한 접근권을 공식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았으나, 전쟁의 성격상 언론의 접근은 매우 어려웠다. 

때문에 군은 승인된 기자들에게만 취재를 허용하였으며,98) 이를 대가로 

엄격한 검열을 부과하였다.99) 당시 워싱턴에 위치하였던 육군성(War 

department)은 전쟁수행의 중요한 국면에 대한 기사의 보도를 

연기시켰으며, 군 검열관에게 검열을 받지 않고 기사를 게재하는 

기자들은 취재승인을 취소하였다.100) 육군성은 『방첩법』과 『치안법』을 

96) Paul G. Cassell, Restriction on Press Coverage of Military Operations: The Right of 
Access, Grenada, and “Off-the-Record Wars”, 73 Geo. L. J. 931, 935-36 (1984); 

Frank Mott, supra note 92, p,336.

97) John E. Smith, From the Front Lines to the Front Page: Media Access to War in the 
Perisian Gulf and Beyond, 26 COLUM. J. L. & SOC. PROBS. 291, 295 (1993).

98) 승인절차로는 면접, 진실보도를 위한 선서진술서 작성, 검열(censorship)에 대한 동의, 보증금 

$10,000 등이 요구되었다. 이에 대한 상세는 Frank Aukofer & William P. Lawrence, 

AMERICA’S TEAM: THE ODD COUPLE-A RE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DIA AND THE MILITARY 38 (1995) 참조. 

99) Paul G. Cassell, supra note 96, p.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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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표현물의 내용을 규제하는 한편,101) 『적성국교역법』에 따라 

외국어로 출판하는 신문에 대해서는 사전에 번역본을 제출하여 검열을 

받도록 하였다. 언론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제1차 세계대전 내내 

정부의 이러한 검열정책은 지속되었다.102) 

 (2) 제2차 세계대전 ~ 베트남전

제2차 세계대전 직전, 루즈벨트 행정부가 입안한 잠정적인 검열계획은 

진주만 공습 이후 시행되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1941년 

『전쟁권한법』103)을 제정하여 검열청(Office of Censorship)을 만들었다. 

검열청은 『전시실행규칙』104)을 공표하여 승인된 기자들에게만 취재를 

허용하였으며, 언론으로 하여금 공보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 

검열을 받도록 요구하였다.105) 그러나, 사실상 이 당시에는 제1차 

세계대전 시기에 비해 취재기자 승인절차가 완화되었으며, 기자에게는 

검열관의 규제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었다.106) 뿐만 

100) M. L. Stein, UNDER FIRE: THE STORY OF AMERICAN WAR CORRESPONDENTS 72 

(1968). 아울러, 취재기자 승인 절차상의 보증금 $10,000도 돌려받지 못하였다. Frank 

Aukofer & William P. Lawrence, supra note 98, p.38. 

101) 1917년에 제정된 『방첩법』(Espionage Act of 1917)은 미군의 성과를 저해하거나, 적을 

이롭게 하며, 불충이나 반란을 야기 시키려는 목적의 허위보도나 허위진술을 금지하였다. 다음 

해에 제정된 『치안법』(Sedition Act of 1918) 또한 이와 유사하게 “미국 정부의 형식, 구성 

또는 국기를 경멸하거나 모욕하기 위한 불충하고, 신성모독적이며, 상스럽거나 모욕적인 표현 

… 또는 미국과 전쟁 중인 국가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Karen L. Turner, 

Convergence of the First Amendment and the Withholding of Information for the 
Security of the Nation: A Historical Perspective and the Effect of September 11th on 
Constitutional Freedoms, 33 McGeorge L. Rev. 593, 599 (2002).

102) John E. Smith, supra note 97, p.295.

103) First War Powers Act, 55 Stat. 839 (Dec. 1941). 

104) Office of Censorship, CODE OF WARTIME PRACTICE FOR AMERICAN 

BROADCASTERS (1942); Office of Censorship, CODE OF WARTIME PRACTICES FOR 

THE AMERICAN PRESS (1942). 

105) Rana Jazayerli, War and the First Amendment: A Call for Legislation to Protect a 
Press' Right of Access to Military Operations, 35 Colum. J. Transnat'l L. 131, 136 (1997).

106)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의 기본적인 언론규제는 유사하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취재기자 승인 절차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의 승인절차와는 달리 면접이나 

보증금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상세는, Eugene L. McFeely, The News Media : 
Keeping the Public Informed or Intelligence for the Enemy, Naval War College, 9 

(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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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검열을 대가로 언론은 전장에 대하여 광범위한 접근권을 

부여받을 수 있었다.107)

정부와 군은 베트남전에서 언론의 접근을 전혀 제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언론은 전장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을 통하여 베트남전의 잔혹한 

실상과 충격적인 측면들을 여과 없이 보도하였다.108) 이를 계기로 

미국의 여론은 반전분위기로 돌아섰고, 이와 같은 대언론관리 정책의 

실패가 결정적인 베트남전의 패인으로 꼽히기도 하였다.109) 이후 미국의 

대언론정책은 급선회하게 되었다.

 
3. 제3기 (전환기, 1976년~2000년)

제3기는 베트남전 종료 후부터 2001년 9.11테러 직후까지로서, 이 

시기에는 베트남전에서의 언론관리정책 실패를 교훈삼아 기자들에게 

전장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새로운 방식을 채택하기 시작하였다. 

 (1) 베트남전 ~ 파나마 침공

1983년 그레나다(Grenada) 침공시 국방부는 초기 이틀간 안보와 

병참수송상의 문제를 이유로 기자들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였다. 

언론계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자,110) 국방부는 군과 언론간의 관계를 

연구하도록 ‘사이들 위원회’(Sidle Panel)를 구성하였다. 베트남전에서 

군 공보실장을 역임했던 예비역 준장 위넌트 사이들(Winant Sidle)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 위원회는 장차 군 작전에 대한 언론보도를 위한 

일련의 권고문(이른바 사이들 보고서(Sidle Report))를 제출하였다.111) 

107) Paul G. Cassell, supra note 96, p.939.

108) Rana Jazayerli, supra note 105, pp.137-138.

109) Paul G. Cassell, supra note 96, p.941.

110) Hustler Magazine의 출판업자인 Larry Flynt는 그레나다(Grenada) 지역에 언론을 완전히 

차단한 국방부의 행위는 수정헌법 제1조 위반임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확인판결과 

금지명령구제(unjunctive relief)를 구하는 소를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국방부가 개전 5일 이후 언론에 접근을 허용하였음을 이유로 소의 이익을 부정하였다. (Flynt 

v. Weinberger, 762 F.2d 134, 135 (D.C.Cir 1985)).

111) 사이들 보고서에 대한 상세는 Mark C. Rahdert, The First Amendment and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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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군과 언론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8가지의 권고사항을 담고 

있었으며,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와인버거(Caspar Weinberger)는 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제도적 수단이 ‘풀 

기자단’(press pool) 제도였다. 그러나 리비아 침공시 기자들은 또 다시 

배제되었으며, 1989년 파나마 침공시에도 국방장관 딕 체니(Dick 

Cheney)는 고의적으로 풀 기자단의 활동을 지연시키는 등 사이들 

보고서를 통해 도출된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112) 이에 따른 언론계의 

반발이 심화되자, 국방부는 다시 前국방부 대변인이었던 

호프만(Hoffman)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회는 국방부가 

전장보도에 대한 각종 제약을 완화시킬 것을 요구하면서 독자적인 

보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 걸프전(The Persian Gulf War)

1991년 ‘사막의 폭풍작전’(Desert Storm)에서 군 당국은 ‘풀 

기자단’(press pool) 제도와 ‘보안성 검토’(security review)를 

시행하면서 미국 역사상 가장 엄격한 언론규제를 실시하였다.113) 

전역(theater)에 있는 약 1600여명의 기자들 중 30여명의 기자들(풀 

기자단)만이 최전선에서 취재를 할 수 있었고, 나머지 기자들은 

후방에서 미군중부사령부(CENTCOM)의 전황브리핑과 제공 자료를 통해 

뉴스를 보도하였다.114)  군은 풀 기자단의 신변보호를 명목으로 

기자들이 전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면서, 전쟁수행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을만한 정보들만 선별적으로 기자들에게 

제공하였다.115) 또한 모든 기자들은 작전지역의 공보장교에게 ‘보안성 

Rights During Wartime: Some Thoughts After Operation Desert Storm, 36 VILL. L. 

REV. 1513, 1549-1550 n.113 (1991) 참조.

112) 파나마 침공 당시, 풀 기자단이 탑승한 군용기는 작전이 종료된 지 5시간 이후에야 현지에 

도착하였고, 군 당국은 도착과 동시에 이들의 이동을 군부대로 제한하고 취재를 위한 헬기도 

지원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모든 작전지역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였다. Michael D. Steger, 

supra note 2, pp.969-972.  

113) David A. Frenznick, The First Amendment on the Battlefield: A Constitutional 
Analysis of Press Access to Military Operations in Grenada, Panama and the Persian 
Gulf, 23 Pac. L. J. 315, 327 (1991). 

114) Eugene L. McFeely, supra note 106, pp.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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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 형식으로 검열을 받아야 했다. 이는 베트남전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개선된 여론관리 정책이었다.

 
4. 제4기 (발전기, 2001년~현재)

제4기는 2001년 9.11테러 직후부터 현재까지로서, 미국은 베트남전 

이후의 전장에 대한 접근권 제한을 기본정책으로 유지하면서 관련 

법제를 양적․질적으로 꾸준히 발전시키고 있다.

2001년 9.11테러 직후 『애국법』(USA PATRIOT ACT)’116)이 

압도적인 득표 차이로 신속하게 통과됨으로써 전자적 감시를 수행하기 

위한 정부의 활동이 확대됨과 동시에 변호사의 비밀유지특권이 

제한되었으며, 국내정보를 수집하는 FBI의 권한이 확대되었다.117) 동법은 

예컨대 이민법원과 비밀군사재판에 대한 법정접근을 제한함으로써 

근본적으로 행정부의 권한을 확대하였으며, 정부의 감시수행 권한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前 국방부 대변인이었던 빅토리아 클라크(Victoria Clarke)는 언론사들이 

군부대 내에서 동행취재를 허용하는 대가로 보안성검토(security review)를 

받을 것과 민감한 정보를 줄일 것, 사체 촬영을 금할 것 등에 동의 

하도록 하는 동행취재(embedding) 정책을 발전시켰다.118) 

언론규제의 효과는 행정부에 의해 행해지는 정보자유법(FOIA) 상의 

정보 비공개에 의해 더욱 촉진되었다. 특히 행정기관은 정보자유법 

제552(b)조 제1호 상의 국방 및 안보상의 예외조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9.11 테러 직후 정부는 국방관련 정보의 공개에 

115) Michael D. Steger, supra note 2, pp.972-978.

116) The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USA PATRIOT ACT) of 2001, Pub. L. No. 

107-56 Stat. 272 (2001). 

117) Kathleen K. Olson, Courtroom Access After 9/11: A Pathological Perspective, 7 

COMM. L. & POL’Y 461, 463-464 (2002).

118) Robin A. Arzon, Exploring Iraq War News Coverage and a New Form of Censorship 
in Violation of the Quickly Evaporating Public Interest Requirement and Public Right to 
Receive Information, 12 Vill. Sports & Ent. L.J. 327, 345 (2005).



- 37 -

대하여 우려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법무장관 존 애쉬크로프트(John 

Ashcroft) 재직시 법무부는 정보자유법상 국가안보의 예외조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행정기관의 권한을 확대시킨바 있다.119) 

 

  Ⅱ. 언론․출판의 자유의 법적근거

1.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의의

1776년 펜실베니아 권리선언에서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기록하며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므로 언론의 자유는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 바 있으며,120) 현행 수정헌법 

제1조는 “연방 의회는 … 언론․출판의 자유를 …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121)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 

보장은 능률적인 ‘사상의 자유시장’(marketplace of ideas)을 

촉진시키고,122) 국민이 잘 알도록 함으로써 숙고(deliberation)와 

자기결정(self-governance)을 보장하며,123) 자아실현을 이룩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124) 이에 따라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는 언론과 

119) 2001년 10월 12일, 법무장관은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정보자유법상의 예외조항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명하였던 前법무장관 재닛 리노(Janet Reno)의 지시(Directive)를 폐지하고, 

법무부가 예외조항을 적용한 공무원을 보호할 것을 약속하는 새로운 지시(Directive)를 

공표하였다. 동 지시문은 입증책임을 행정기관이 아닌 청구자에게 전환시킴으로써 

근본적으로는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부인하고 있다. Karen L. Turner, supra note 101, 

pp.610-611.

120) David A. Anderson, Freedom of the Press, 80 Tex. L. Rev. 429, 446 n.90 (2002). 

121) U.S. CONST. amend. Ⅰ. “연방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speech) 및 출판(press)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122) Abrahams v. United States, 250 U.S. 616, 630 (1919).

123) 언론의 자유의 핵심은 대중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하여 자치(self-government)를 

향상시키기 위함이며(Alexander Meiklejohn, FREE SPEECH AND ITS RELATION TO 

SELF-GOVERNMENT 24-27 (1948)), 따라서 수정헌법 제1조는 주로 정치적 숙고에 대한 

것이라는 견해(Cass R. Sunstein, Free Speech Now, 59 U. CHI. L. REV. 255, 301 

(1992))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124) 이에 대한 상세는 David A.J.Richards, Free Speech and Obscenity Law: Toward a 
Moral Theory of the First Amendment, 123 U. PA. L. REV. 45, 62 (197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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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자기표현을 보호하는 것을 뛰어넘어 정부로 하여금 대중들이 

알고자 하는 정보에 대해 제한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며,125) 정보와 

사상을 “수령할 권리”도 포함한다고 판시하였다.126) 

그러나 수정헌법 제1조가 언론‧출판의 자유를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는 누구든지 자신의 견해를 언제 어디서든 자기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절대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127) 즉,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공공질서, 

국가안보 등의 중요한 이익에 비추어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128) 

 

2. 언론기관의 지위에 대한 수정헌법 제1조의 해석론

미국에서 수정헌법 제1조가 언론에게 일반 국민들과 구별되는 

특별하고 예외적인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된다.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미국에서의 해석론은 

우리의 헌법 제21조 제1항과 유사하게 ‘언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헌법의 해석론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1) 언론의 특권적 지위를 긍정하는 견해

연방대법원의 포터 스튜어트(Potter Stewart) 대법관은 수정헌법 

제1조의 ‘출판조항’(press clause)은 ‘언론조항’(speech clause)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언론에게 특별한 권리를 부여한 규정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수정헌법 제1조는 ‘언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를 

125) First Nat'l Bank v. Bellotti, 435 U.S. 765, 783 (1978).

126) Martin v. City of Struthers, 319 U.S. 141, 143 (1943); Board of Education v. Pico, 

457 U.S. 853, 867 (1982).

127) Heffron v. International Society for Krishna Consciousness, 452 U.S. 640, 647 (1981).

128) Eric Barendt, FREEDOM OF SPEECH, 5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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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헌법입안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헌법제정자들이 양자를 명확히 구별하여 언론의 특별한 

역할을 인정하기 위해 의도된 표현이라는 것이다.129) 

마찬가지로 일부 헌법학자들은 수정헌법 제1조에 규정된 

‘출판조항’이 언론의 보도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언론에게 일정한 

형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특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언론은 정부의 활동에 대한 감시자로서 정부권력의 남용을 막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치적 시민’으로서 활동하므로 출판조항은 

언론의 이러한 활동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라는 것이다.130) 

출판조항에 따라 언론에게 부여되는 특권은 정보수집이 제한되는 일반 

국민들을 대신하여 뉴스와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대중에게 전달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이와 같은 견해에 

해당한다고 본다.131)  

 (2) 언론의 특권적 지위를 부정하는 견해

언론의 특권적 지위를 부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수정헌법 제1조에 

규정된 ‘출판조항’은 언론에게 일반 국민들과 구별되는 특별하고 

예외적인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으로 ‘언론조항’과 

동일하게 모든 국민들에게 귀속되는 자유라고 한다. 이에 따르면 

헌법제정자들이 표현한 언론 및 출판의 자유는 단순히 구두에 의한 

표현과 문자에 의한 표현을 아우르는 모든 형태의 표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이들을 구별하여 언론에 특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132) 연방대법원도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133)    

129) Potter Stewart, Or of the Press, 26 Hastings L.J. 631, 633-634 (1974); Houchins v. 

KQED, Inc., 438 U.S. 1, 17 (1977) (Stewart 대법관의 반대견해). 

130) Jon Paul Dilts, The Press Clause and Press Behavior: Revisiting the Implications of 
Citizenship, 7 COMM. L. & POL’Y 25, 31-33 (2002).

131) Robert D. Sack, Reflections on the Wrong Question: Special Constitutional Privilege 
for the Institutional Press, 7 Hofstra L. Rev. 629, 633 (1979).

132) Melville B. Nimmer, Introduction- Is Freedom of the Press a Redundancy: What 
Does it Add to Freedom of Speech, 26 Hastings L.J. 639, 639 (1975).

133) Branzburg v. Hayes, 408 U.S. 665 (1972); Pell v. Procunier, 417 U.S. 817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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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취지로 일부 학자들은 언론에게 특권을 부여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으로 특권이 부여되는 대상에 대한 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언론의 특권적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문제는 블로거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언론과 뉴스 전달자의 증가로 인해 

가속화된다고 보는데, 언론의 범위가 1인 블로거와 같은 개별 

국민들에게까지 확장되면 특별한 권리는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된다는 

점이 강조된다.134)

다른 한편 일부 견해는 수정헌법 제1조를 통하여 언론기관을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이를 통해 언론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이에 따르면 

만약 언론에게 특별한 권리가 부여된다면 그것은 언론이 ‘대중의 

대리인’이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이론상으로 대중은 언론에 대한 

규제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대중이 언론에 대한 규제를 

주장하는데 있어 가장 실현가능한 수단은 정부를 통해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는 역설적이게도 언론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 사실상 정부로부터의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한다.135)

 

  Ⅲ. 국방관련 보도의 사전적 규제수단 :

                      동행취재(Embedding) 프로그램

1. 동행취재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와 한계 

 (1) 국방부 지시(DOD Directive) 5122.05

미국은 역사적으로 일련의 전쟁을 거치면서 꾸준히 언론관리정책을 

Saxbe v. The Washington Post Co., 417 U.S. 843 (1974); Houchins v. KQED, Inc., 438 

U.S. 1 (1978).

134) John D. Castiglione, A Sturucturalist Critique of the Journalist’s Privilege, 23 J. L. & 

Pol. 115, 131 (2007). 

135) Anthony L. Fargo, The Journalist's Privilege for Nonconfidential Information in States 
Without Shield Laws, 7 COMM. L. & POL’Y 241, 25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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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켜왔다. 특히 베트남전에서 전쟁보도가 전승(戰勝)에 필요한 

여론형성과 국가안보에 어떠한 파급효를 미치는지 절감한 미군은 이후 

점차 기자들의 ‘접근’(access)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전쟁양상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새로운 언론관리정책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2000년 9월, 미국방부는 국방부 지시 5122.5를 공표함으로써, 

기자들을 부대에서 함께 동행하게 하는 ‘동행취재 기자제도’(embedding 

program)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채택하게 되었다. 국방부 지시 

5122.5는 군의 역할을 규정한 미연방법전 제10권(Title 10, United States 

Code)에서 국방부장관(Secretary of Defense)에게 부여한 권한에 의거하여 

발령된 것으로서, 2008년에 미 국방부 지시 5122.05로 최신화 되었다.136)

‘미국방부 지시 5122.05’는 동행취재 프로그램에 대한 권한과 한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 지시는 ‘미 국방부 공보차관보실’(the 

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Public Affairs)에 

“언론매체에 뉴스와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137). 이에 따라 전투현장 등의 작전지역, 또는 개방된 

공간이더라도 원거리에 위치해 있거나 사실상 취재공간이 한정되는 

지역에서 군은 ‘군사보안 기본규칙’(military security ground rules)138)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는 선별된 매스컴 대표자들에 한하여 접근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139) 이에 따라 동행취재 기자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라크 자유작전’(Operation Iraqi Freedom)에서, 미국방부 공보차관보실은 

언론사들을 심사하여 선별된 언론사를 여러 부대별 위치로 할당하였으며,140) 

136) Department of Defense Directive(DODD) No. 5122.5 (2000.9.27.)는 2008.9.5. 미 

국방부 공보차관보(ASDPA)의 책임과 기능 및 권한 등에 관한 내용을 최신화하여 ‘국방부 

지시(Department of Defense Directive) 5122.05’로 수정되었다.  

137) Department of Defense Directive(DODD) No. 5122.05 (2008.9.5.). ¶ 3.d.  

138) 미국방부장관(Sec'y of Def.)의 공보지침, “Public Affairs Guidance(PAG) on Embedding 

Media During Possible Future Operations (Feb. 2003)” [이하 기본규칙(Ground Rules], 

http://www.dod.mil/news/Feb2003/d20030228pag.pdf (최종검색일 2012.10.15.).

139) Department of Defense Directive No. 5122.05 (2008.9.5.) ¶ E3-3, E3-4.

140) 기본규칙(Ground Rule)에서는 국방부 공보차관보실을 동행취재 언론사를 관리하고 

심사하는 ‘중앙관청’(central agency)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본규칙에 따르면 국방부 

공보차관보실은 개별 언론인이 아닌 언론사에 동행취재 기자들을 할당하며, 각각의 언론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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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약 600여명의 기자들이 동행취재에 할당된 바 있다.141)

 (2) 군사보안 기본규칙 (Military Security Ground Rules) 

기본규칙(Ground Rules)은 ‘개방’(openness)을 공식입장으로 천명하고 

있다.142) 이에 따라, 기본규칙은 지휘관들에게 “언론이 실제 전투작전들을 

목격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제공받도록”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143) 

그러나, 여기에서의 ‘개방’은 모든 기자들과 언론사에게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 공보차관보실에서 선별된 언론사에 한정된다. 

나아가 해당 동행취재 기자들은 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법적책임의 면책에 서명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144) 군의 기본규칙에 

준수할 것에 동의해야 한다.145) 

기본규칙은 보안상의 문제로 보도할 수 없는 19가지 사항146)과 보도가 

가능한 사항147)의 구체적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기본규칙은 

기밀정보(classified information)와 기밀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민감한’ 

(sensitive)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 정보 자체를 언론에 제공하지 

않는 “정보원 보호”(security at the source)에 의존한다.148) 그러나 동행취재 

개별 동행취재 기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Ground Rules ¶ 3.A).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미 국방부 공보차관 휘트먼(Whitman)이 “텔레비젼, 라디오, 출판물, 유선, 사진 등의 매체들의 

적절한 균형과 국내외의 적정한 배합”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정 할당에 있어서는 기자들을 

중앙집권적으로 할당하기도 하였다. 할당과정에 대한 상세는 Joe Strupp & Ari Berman,  

Journalists Set to Bunk Down with Armed Forces, Editor & Publisher, 6-7 (2003) 참조. 

141) Bill Katovsky & Timothy Carlson, EMBEDDED: THE MEDIA AT WAR IN IRAQ, 14 (2003).

142) 기본규칙에서는 “‘왜 공개하는지’가 아니라 ‘왜 공개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을 정보공개의 

판단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으며(¶ 3.Q.), 기본규칙이 “비판적이고 당혹스러운, 부정적이거나 

모욕적인 정보를 막기 위해 의도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4.).  

143) Ground Rules ¶ 3.G.  
144) Ground Rules ¶ 3.E.1.

145) Ground Rules ¶ 3.M.

146) 기본규칙에 따라 보도할 수 없는 사항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병력, 장비, 또는 수송수단의 

구체적 수량, 장차 진행될 작전, 보안등급, 정보수집 또는 적 작전의 효과에 대한 정보 등 현행 

작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이 주를 이루며, 전쟁포로나 그밖의 억류자들에 대한 인식이 

가능한 식별물 등에 대한 사항도 공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그 이외의 사항들에 

대하여는 Ground Rules ¶ 4.G.1~4.G.19 참조.  

147) 동행취재 기자들은 대략적인 아군의 병력 수, 전반적인 작전 결과를 보도할 수 있고, 

지상발진기지와 같은 포괄적인 묘사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군 구성원의 이름과 고향을 개인의 

동의에 따라 보도할 수 있다. 그 이외의 사항들에 대하여는 Ground Rules ¶ 4.F.1~4.F.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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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이 우연히 민감한 정보에 노출되는 경우, 지휘관들은 기자들에게 

보도를 피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권고해 주어야 한다.149)

일단 동행취재 기자가 되면, 해당 기자는 기본규칙 준수에 따른 모든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된다. 1차적으로, 동행취재 기자들은 군용식량과 

치료, 교통수단, 통신지원, 그리고 화생방 보호장비에 대한 임시대여를 

받게 된다.150) 나아가, ‘보안성 검토’(security review)151)를 받을 것에 

동의한 기자들에 한하여 지휘관은 기밀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권을 

제공할 수 있다.152) 보도 내용에 기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가 그 삭제를 거부하는 경우 제반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미 

국방부 공보차관보실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고, 언론사 차원에서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153) 군은 민감한 정보에 대한 누설과 관련하여 

기본규칙 위반으로 약 12명의 기자들을 동행취재 기자단에서 퇴출시킨 

바 있으나,154) 요청된 보안성 검토의 수행을 거부한 사례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155)

148) Ground Rules ¶¶ 3.R, 4.A, 6.A, 6.A.1. “정보원 보호(Security at the source)”를 위하여 

군은 군인들에게 적절하게 승인받지 않은 비인가 자료의 공개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군인이 “쓰여질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하도록” 지시하는 것으로 설명되기도 한다(William E. Lee, 

"Security Review" and the First Amendment, 25 Harv. J. L. & Pub.Pol'y 749 (2002)). 

149) Ground Rules ¶ 6.A.1.

150) Ground Rules ¶¶ 2.C, 2.C.2, 2.C.3, 3.K, 5.A, 5.C.

151) 정부는 보안성 검토에 대한 합의가 순전히 자발적인 것이며, 기본규칙상 보안성 검토는 

보도가 지연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히 행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6.A.1.). 그러나, 

보안성검토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불이익으로 최소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 제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안성검토의 자발적인 성격은 다소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52) 기본규칙은 다른 언론사에 비해 동행취재 기자들이 보다 많은 접근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3.T.), 보안성 검토에 동의하는 대신 지휘관이 접근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6.A.1.). 다만, 부대별로 지휘관들이 기자에게 허용할 수 있는 

정보제공에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지휘관들의 언론친화성 정도에 따라 기자들의 

정보접근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한다. 이를 두고 동행취재 프로그램은 지휘관의 감독이나 

다름없다고 설명되기도 한다(Jack Shafer, Embeds and Unilaterals: The Press Dun Good 
in Iraq. But They Could Have Dun Better, SLATE, May 1, 2003).

153) Ground Rules ¶ 6.A.2.

154) Bill Katovsky & Timothy Carlson, supra note 141, p.16.

155) 미국방부 공보차관 휘트먼(Whitman)은 분쟁기간 동안 보안성 검토에 대한 눈에 띄는 

분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주장하였다(Elana J. Zeide, In Bed with the Military: First 
Amendment Implications of Embedded journalism, 80 N.Y.U.L. Rev. 1309, 131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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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동행취재 프로그램의 한계 

1) 국방부 지시(DOD Directive) 5200.01

미국방부 지시 5122.05는 미국방부 공보차관보실에 “뉴스와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할 책임을 부여하면서, 그 한계로 국방부 

지시 5200.1156)과 기타 법령상의 지시(statutory mandates) 또는 

예외규정(exemptions)에 따른 안보상 제약사유를 규정하여 국가안보와 

직결된 기밀에 대하여는 사실상 보도를 제한하고 있다.157) 그리하여 

‘대통령 집행명령 13526’은 일정한 정보들을 기밀(classification)로 

분류하여,158) 이들 정보에 대한 접근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  

2) 정보자유법(FOIA) 등 기타 법령상의 한계

국방부 지시 5200.01에서 한계로 제시된 안보상의 제약사유에는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상 비공개대상 정보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동법 제552(b)조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는 정보공개의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이들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다.159) 실무상 국가안보와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 법원은 

“국가안보상의 이익과 위태로운 잠재적 위험”까지도 비공개 대상으로 

156) Department of Defense Directive(DODD) No. 5200.1 (1996.12.13.). 이후 동 지시는 

2011.6.13.에 ‘대통령 집행명령 12958’을 ‘집행명령 13526’으로 최신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방부 지시 5200.01’로 재공표되었다.  

157) Department of Defense Directive(DODD) No. 5122.05 (2008.9.5.). ¶ 3.d.  

158) 기밀정보에는 “(a) 군사계획, 무기체계 또는 작전, (b) 외국 정부에 대한 정보, (c) 

첩보활동을 포함한 정보수집 활동, 정보소식통이나 암호법, (d) 비밀 정보원을 포함한 미국의 

해외활동, (e) 국가안보와 관련된 과학적․기술적․경제적 사항, (f) 핵물질 또는 핵시설 보호 

프로그램, (g) 국가안보와 관련된 체계, 기반시설, 프로젝트, 계획 또는 보호서비스의 취약성 

또는 능력, (h)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생산 또는 사용” 등이 포함된다. Executive Order No. 

13526 (2009.12.29.). ¶ 1.4.  

159) 정보자유법 제552(b)조 제1호에서는 “(A) 대통령 집행명령(Executive Order)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국방 또는 외교정책을 위해 비밀로 해두는 것이 특별히 인정되고, (B) 대통령 

집행명령에 따라 실제로 비밀지정이 정당하게 행해진 정보”를 정보공개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호에서는 다른 법률에 의해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정보자유법상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상세는 Gina Stevens,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and Nondisclosure Provisions in 

Other Federal Laws", CRS Report R41406, 4, (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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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여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 비공개에 매우 관대함을 보여주고 

있으며160), 이는 전형적인 국가안보에 관한 비밀분류에 대한 법관들의 

전문지식 부족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161). 게다가 국가안보와 

관련하여서는, 행정기관이 청구된 정보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것조차 

거부하는 ‘글로마 응답’(Glomar Response)162)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개별적으로는 위험하지 않은 정보라고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국가안보에 위험이 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모자이크 이론’(Mosaic Theory)163)이 법원에서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는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가 매우 폭넓게 

제한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른바 『2009 국가안보 문서 보호법』(The 

Protected National Security Documents Act of 2009)164)이 제정되어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의 비공개대상은 더욱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160) Center for Nat's Security Studies v. U.S. Dep't of Justice, 331 F.3d 918, 928(D.C. 

Cir. 2003).

161) Halperin v. Central Intelligence Agency, 629 F.2d 144(D.C. Cir. 1980), Michael 

L.Nepple, The Federal Freedom of Information Act, Missouri Media Law Handbook, 

The Missouri Bar, 70 (2009).

162) 1973년에 건조된 ‘글로마 익스플로러호’(Glomar Explorer)가 침몰된 러시아 탄도미사일 

잠수함의 회수와 관련된 제니퍼 프로젝트에서 CIA에 의해 비밀리에 사용된 바 있다. 이 

선함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제출되자 CIA는 비공개조항 1호와 3호를 인용하면서 “그 

프로젝트와 관련된 정보의 존재를 확인해줄 수도, 거부할 수도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그 

이후로 이 응답은 그 선함의 이름을 따서 ‘글로마 응답’(Glomar response)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글로마 응답은 “정보의 출처와 방법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 비공개대상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Hunt v. Central 

Intelligence Agency, 981 F.2d 1116, 1118 (9th Cir.1992)). 이는 기록의 존재여부를 

명확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비공개사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상세는 Kaminer & Joan Gibson, The Future of Freedom of Information: An 
Analysis of the Impact of Executive Orders on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National Security Exemptions, MLS,34-36 (2010) 참조.   

163) 이에 대한 상세는 David E. Pozen, The Mosaic Theory, National Security, and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Yale Law Journal, 628-679 (2005); Christina E. Wells, 

CIA v. Sims: Mosaic Theory & Government Attitude, Administrative Law Review, 

845-879 (2006) 참조. 

164) 이 법안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억류자들에 대한 학대를 묘사하는 사진을 획득하기 

위한 정보공개법(FOIA)상의 소송에 대응하여 제정된 것이다. 이에 대한 상세는 Gina Stevens, 

supra note 159, pp.9-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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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행취재 프로그램의 합헌성 논쟁

 (1) 서설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정부가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정헌법 제1조는 민주주의에 필요한 복잡한 

결정들을 위해 “대중들이 잘 알게 하는데”(informed public) 

기본관심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보도규제는 자연스럽게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의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2003년부터 적용된 동행취재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정부는 프로그램 참가가 순전히 자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동조하는 일부 학자들은 기자들이 보안성 검토를 받는 조건으로 

무제한적 접근권을 교환한 것이기 때문에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165)    

그러나, 동행취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자들은 군에 비판적인 

보도를 할 경우 차후 동행취재에서 배제되거나, 접근을 제한받거나, 

적어도 차후 동행취재에서 취재에 불리한 위치에 할당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부담하게 된다. 국방부가 동행취재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원(情報源)이 작전지역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국방부는 보도의 논지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제재에 

대한 위협은 실제 제재를 적용한 것처럼 강력하게 수정헌법 제1조상의 

권리 행사를 단념시킬 수 있다”는 연방대법원의 판례166)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동행취재 제도가 갖는 자발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제도 

자체가 언론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으로 인해 그 위헌성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왔다. 

165) 대표적으로, William A. Wilcox, Media Coverage of Military Operations: OPLAW Meets 
the First Amendment, 1995 Army Law 42, 45-49 (1995); William A. Wilcox, Security 
Review of Media Reports on Military Operations: A Response to Professor Lee, 26 

HARV. J. L. & PUB. POL’Y 355, 361 (2003) 참조.  

166) 또한 미연방대법원은 "언론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선택한 것만으로도 언론은 현재의 차별적 

조치로 위협을 받을 뿐 아니라, 그 이후의 보다 부담스러운 조치의 가능성으로도 위협을 받게 

된다”고 판시하였다. Minneapolis Star & Tribune Co. v. Minn. Comm'r of Revenue, 460 

U.S. 575, 588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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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헌성 주장의 주요 논거 

동행취재 프로그램과 같은 군의 보도규제가 위헌이라는 주요 논거는 

첫째, 보안성검토가 ‘사전억제’(prior restraint)에 해당한다는 점과, 

둘째, 전장이 ‘공적광장’(public forum)이라는 주장에 기초하여 언론을 

배제하는 것은 접근권 침해라는 점이 주장되어 왔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논거에 대한 미국에서의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사전억제(prior restraint)

사전억제는 실제 표현되기 이전에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언론‧출판에 대한 제한을 의미한다. 정부는 보안성 검토의 자발적인 

성격을 강조하면서 사전억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보안성 

검토가 사전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된다.167) 

그러나, 미연방대법원은 사전억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정당한 제약사유로서의 ‘국가안보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비록 연방대법원이 그 예외사유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련의 판례를 통하여 정부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억제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이익’(compelling interest)을 

입증하는 경우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168)      

167) 보안성 검토가 사전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로는, William A. Wilcox, supra 

note 165, pp.45-49 (1995); William A. Wilcox, supra note 165, p.361 (2003) 참조. 이와 

반대로 보안성 검토는 사전억제에 해당하여 위헌이라는 견해로는, Matthew J. Jacobs, 

Assessing the Constitutionality of Press Restrictions in the Persian Gulf War, 44 

STAN. L. REV. 695-711 (1992) 참조. 이에 대하여 보안성 검토가 사전억제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기본규칙(Ground Rules)에 규정된 몇 가지 제도적 수단을 통하여 사전억제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견해도 주목할 만하다. 이에 대한 상세는 Elana J. Zeide, supra note 155, 

p.1328 참조. 

168) Near v. Minnesota, 283 U.S. 697, 716 (1931) 사건에서 대법원장 Huges는 "정부가 

징병에 대한 사실상의 방해를 금지하거나, 선함들의 출항일자, 군대의 병력규모나 위치 등의 

공개를 금지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사전억제의 

예외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이를 출발점으로, 소위 ‘펜타곤 페이퍼 사건’(N.Y. Times Co. v. 

United States, 403 U.S. 713 (1971))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억제는 위헌성을 

강하게 추정”받는다고 하면서도, 정부가 이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에 대해 충분한 입증하는 

경우에는 사전억제가 정당화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후 United States v. The 

Progressive, Inc., 610 F.2d 819 (7th Cir. 1979) 사건에서는 국가안보의 예외가 인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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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연방대법원의 스넵사건 판결169)에 따라, 동행취재 프로그램의 

위헌성 문제는 일단락되었다.170)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전직 CIA 

직원이 “출판 전에는 원본을 제출하여 보안성 검토를 받겠다”는 내용에 

동의한 고용계약상의 합의에 기초하여 출판물에 대한 사전억제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수혜자가 

비밀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받은 경우 보안성 검토는 합헌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었다.171) 

2) 전통적인 공적광장(Traditional Public Forum)으로서의 전장에 

대한 접근권

전장에 대한 접근권과 관련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은 판례를 통하여 

‘공적광장원칙’(Public Forum Doctrine)을 확립하였다.172) 이는 대중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해 공물(public property)을 사용할 공공의 

권리와, 이러한 공물의 소유자인 정부가 그 유지․관리를 위하여 의사 

표현을 제한할 필요성 간의 이익을 비교형량하는 기준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를 이론적 근거로 삼아 언론사 기자와 ‘매스컴 대책연합’(A 

coalition of alternative media outlets) 등은 외국의 전장이 ‘전통적인 

공적광장’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접근권 제공을 거부하는 정부의 

행위는 합리적인 시간, 장소, 방법에 의한 제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초기에는 대부분 소의 이익이 부정되었으나,173) 

정부는 어느 잡지가 수소폭탄 제조에 대한 기술적 정보를 출판하는 것을 사전에 금지시킬 수 있었다. 

169) Snepp v. United States, 444 U.S. 507, 509 (1980).

170) Paul G. Cassell, supra note 96, p. 951.

171) Snepp v. United States, 444 U.S. 509, 511 (1980)에서 연방대법원은 “명백한 합의의 

의사표시와는 별개로, 스넵이 갖는 의무의 성질과 그에게 인정된 비밀정보에의 접근권에 

기하여 신뢰관계가 설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동행취재 프로그램에서도 

기자들은 접근권을 대가로 기본규칙 준수에 합의한다는 점, 이는 그러한 조건들이 국가안보에 

있어서 정부의 중대한 이익에 기여하는 합리적인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동행취재 프로그램은 

사전억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lana J. Zeide, supra note 155, p.1330. 

172) 공적광장원칙에 대한 상세는 본 논문 제2장. 제2절. Ⅲ. 2.(1).1) 참조.

173) 1983년 그레나다 침공 초기에 언론이 완전히 배제되고 난 이후, 허슬러 매거진(Hustler 

Magazine)의 출판업자인 래리 플린트(Larry Flynt)는 전장에 대한 수정헌법 제1조상의 

접근권을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후 언론에 접근이 허용됨으로써 이 사건은 소의 

이익이 부정되었다(Flynt v. Weinberger, 762 F.2d 134, 135 (D.C.Cir 1985)).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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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사 사례174)에서는 본안판단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은 출판업자인 

래리 플린트(Larry Flynt)가 2003년 후반 아프가니스탄 공격시 

특수작전지상군(Special Operations ground troops)에 대한 접근권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정부가 전장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권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이었다.175) 이 사건에서 D.C. 항소법원은 “군부대와 

전투에 동행할 권리와 기타 시설,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보호를 받을 

권리 등 근본적으로는 현재 ‘동행취재’(embedding)로 알려진 것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이는 동행취재 프로그램이 

합헌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176) 미국 역사상 전쟁보도에 부과된 제한에 

비추어 볼 때, 공용도로나 공원에서 발견되는 것과 유사한 전통적 

개방성을 외국의 전장에서 발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3) 소 결 

동행취재 프로그램과 같은 군의 보도규제가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라는 주장은 그것이 사전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전억제를 정당화하는 예외사유로서 ‘국가안보의 예외’에 

해당될 여지가 많다. 뿐만 아니라, 일련의 재판에서 원고가 주장한 바와 

같이 ‘공적광장원칙’에 따라 전장에의 접근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승소하기 어렵다.

이외에도 학설상 전장에 대한 접근권 제한은 사전억제에 해당하여 

위헌이라는 주장,177) 전장이 제한된 공적광장이라거나, 동행취재 

매스컴 대책 연합(A coalition of alternative media oulets)도 사막의 폭풍작전에서 접근 

제한에 불복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분쟁 종료로 말미암아 소의 이익이 부정된 바 

있다(Nation Magazine v. U.S. Department of Defense, 762 F. Supp. 1558, 1568 

(S.D.N.Y. 1991)).

174) Flynt v. Rumsfeld, 355 F.3d 697, 702 (D.C.Cir. 2004).

175) 플린트(Flynt)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장이 공적광장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부는 

정밀하게 심사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compelling interest)을 위해 정당화되는 경우에만 

‘내용에 따른’(content-based) 제한을 부과할 수 있고, 합리적인 경우에 한하여 

‘내용중립적’(content-based)인 ‘시간, 장소, 방법’에 의한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 

176) Clay Calvert, Voyeur War? The First Amendment, Privacy & Images From the War 
on Terrorism, 15 Fordham Intell. prop. Media & Ent. L. J. 147, 15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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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자체가 제한된 공적광장이므로 전장에 대한 접근권 제한은 

합리적인 시간, 장소, 방법에 의한 제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헌적인 

것이라는 주장, 실질적인 ‘관점차별’(Viewpoint Discrimination)에 

해당한다는 주장 등이 위헌성 주장의 논거로 제시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는 학계에서 조차도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178) 

현재까지 미국에서의 동행취재 프로그램은 합헌적인 프로그램으로 

평가되면서 운용되고 있다. 

 
 Ⅳ. 국방관련 보도의 사후적 규제수단

1917년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국가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방첩법』(Espionage Act)은 간첩행위를 처벌하는 기본법으로서 

국방관련 보도의 사후적 규제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미국 역사상 

기밀정보에 대한 언론의 보도행위나 기자들의 취재행위에 대하여 정부가 

방첩법 위반을 근거로 기소한 사례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언론인들에 대한 기소 자체가 불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언론인들을 방첩법 

위반으로 기소할 여지도 있다.179)   

현행 방첩법 제793조 a항(18 U.S.C. §793(a))은 “미합중국에 해를 

입히거나 다른 국가에 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일련의 

방위시설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동조 b항 역시 

a항과 같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국방과 관련된 문서, 도화 등을 입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동조 c항의 경우에는 전항과 같은 목적으로 이를 

수령하거나 수령하려 한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범위가 보다 광범위하다. 

177) 미연방대법원은 사전억제금지는 일반적으로 이미 획득된 정보에 대한 표현을 제한하는 

것임에 반해, 전장에 대한 언론의 접근권 제한은 표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과 

대중으로부터의 정보의 획득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하여 사전억제 금지원칙과는 별개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Gannett Co. v. DePasquale, 443 U.S. 368, 393 n.25 (1979); Pell v. 

Procunier, 417 U.S. 817, 834 (1974). 

178) 이에 대한 상세는 Elana J. Zeide, supra note 155, pp.1332-1338 참조.

179) Geoffrey R. Stone, Government Secrecy vs. Freedom of the Press, 1 Harv. L. & 

Pol'y Rev. 185, 19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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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항과 b항이 국방관련 기밀정보의 수집을 금지하는 조항이라면, c항은 

정보의 수령자가 당해 정보가 기밀정보라는 사실을 알고만 있었다면 

그러한 정보의 수령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되도록 한 것이다.

게다가 동조 e항은 국방관련 기밀정보를 ‘권한없이’(unauthorized) 보유한 

개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기밀정보의 보유 자체는 물론 그것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미합중국 관료에게 당해 정보의 인도를 거부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당해 기밀정보의 전달 또는 

보유가 ‘의도적’(willful)이기만 하면 되고 구체적인 의도가 있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180) 때문에 이 규정은 언론인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규정 중 하나로 평가 되고 있다.181) 이에 따르면 기자가 당해 

정보가 기밀정보임을 알지 못하였거나 사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동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182) 

이러한 명시적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미국 학계에서는 문언상 국가기밀 

정보의 “공표”(publication)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언론인들에 대한 동조 e항의 적용가능성을 부인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다.183) 그러나 이들 규정 외에도 방첩법상에는 국방정보의 

180) 방첩법 제793조는 기밀정보를 전달한 행위의 ‘고의성’(willfulness)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도 미합중국을 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혹은 외국 국가를 이롭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기밀정보를 전달한 행위의 고의성 여부만 

판단하고 있다. United States v. Morison, 844 F.2d 1057 (4th Cir. 1988); Laura 

Barandes, Helping Hand: Addressing New Implications of the Espionage Act on 
Freedom of the Press, 29 Cardozo L. Rev. 371, 399 (2007) 참조.

181) Susan Buckley, REPORTING ON THE WAR ON TERROR: THE ESPIONAGE ACT 

AND OTHER SCARY STATUTES 9 (2006).

182) 2006년 버지니아 동부지역에서 있었던 이른바 AIPAC 사건(United States v. Rosen, 445 

F. Supp. 2d 602 (E.D. Va. 2006))에서는 d항과 e항의 적용범위가 언론사나 기자들에게까지도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사건에서 ‘미국-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AIPAC)’의 두 

로비스트였던 로젠(Rosen)과 와이즈만(Weissman)은 국방부의 정보분석가였던 프랜클린(Franklin)으로부터 

중동과 이란지역의 테러에 대한 기밀정보를 전달받은 행위로 인해 방첩법 제793조 d항과 e항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구체적으로 d항과 관련하여서는 “프랜클린이 적법하게 보유한 국방관련 

정보의 누설을 공모한 혐의”로, e항과 관련하여서는 “동일한 정보에 대한 ‘권한없는 보유’ 

(unauthorized possession) 및 ‘그것을 수령할 권한이 없는 자’와 당해 정보를 교환한 혐의”로 

각각 기소된 것이다. 이 사건은 언론인을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으나, 취재행위와 

관련된 제3자 역시 방첩법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대한 상세는 Stephen I. Vladeck, Inchoate Liability and the Espionage Act: The Statutory 
Framework and the Freedom of the Press, 1 Harv. L. & Pol'y Rev. 219, 231-234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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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publication)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들이 있어 언론의 

보도에 대한 방첩법 적용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184) 첫째로, 동법 

제794조 (b)항은 “전시에 적국에게 전달할 것을 기도하여” 군의 배치나 

기타 방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 기록, 공표, 전달한 자에게 적용된다. 이 

규정은 시간적 범위를 ‘전시’(time of war)로 한정하고 있으나, 

제798조의A(§798A)는 이 법의 적용을 여러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법원은 공표행위 

자체로부터 고의성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고 있다. 둘째로, 동법 

제797조는 특정 방위시설의 사진에 대하여 당해 사진이 적절하게 검열된 

것이 아닌 한 “복사, 공표, 판매 또는 전달”행위를 처벌한다. 

마지막으로, 동법 제798조 a항은 미합중국 또는 외국 정부의 

통신정보활동에 관한 기밀정보를 포함하여 금지된 자료들을 전달, 제공, 

공표 등의 방법으로 이용 가능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3 절 영 국

  Ⅰ. 언론․출판의 자유의 법적근거

 성문헌법이 없는 영국에서는 헌법적 법률들이 의회의 입법과 법원의 

판결들에 의해 단편적으로 만들어지나, 이들 중 그 어느 것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제공해주지 못하였다.185) 20세기 후반까지 

통용되었던 영국의 전통적인 정치 및 법률이론에 따르면, 왕의 신민들은 

표현의 자유와 같은 권리는 특별히 헌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기본권이 아니었다.186) 그러나, 1951년에 비준된 『유럽인권협약』(The 

183) Stephen I. Vladeck, supra note 182, pp.224-225.

184) Stephen I. Vladeck, supra note 182, p.225.

185) Geoffrey Robertson & Andrew Nicol, MEDIA LAW: THE RIGHTS OF JOURNALISTS 

AND BROADCASTERS, 1 (1990).

186) Anthony Lester QC & Kate Beattie, Human Rights and the British Constitution, in 

CHANGING CONSTITUTION 60-61 (Jeffrey Jowell & Dawn Oliver (ed),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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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187)의 영향을 받아 1980년대 

초반부터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일련의 판례들이 형성되면서 

‘표현의 자유’는 보통법(common law)상의 원칙으로 주장되기 시작 

하였다.188) 나아가 1998년에 영국의회가 『유럽인권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한 입법으로 『인권법』(Human Rights Act)을 제정‧시행함에 따라, 

『유럽인권협약』은 일종의 성문헌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189) 

『유럽인권협약』에서는 제10조 제1항에서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절대적인 자유가 아니라 동조 제2항에서 명시한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190) 이로써, 영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되고 있으며,191) 실무상으로는 그에 대한 헌법적 근거로서 

보통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유럽인권협약』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192) 

187) 영국은 1951년에 『유럽인권협약』을 비준하였으나, 『유럽인권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한 

국내법을 제정하는 등의 집행수단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영국 국내법에 미치는 효과는 

분명치 않았다. 1966년에 이르러 영국은 법원의 판결이나 행정행위에 의해 협약상의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누구든지 스트라스부르크(당시 유럽인권위원회)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인권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협약이 직접적인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었고, 국내법이 흠결되어 있거나 모호한 경우, 그리고 공공정책에 적합한 법률을 제정할 

때 정책에 지침을 주기 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뿐이었다. Geoffrey 

Robertson & Andrew Nicol, supra note 185, p.3. 

188) Eric Barendt, supra note 128, pp.40-42 (2009).

189) 인권법에 따르면, 영국의 법원들은 유럽인권재판소의 기존 결정을 고려하여야 하며(제2조), 

법관들은 의회제정법을 해석할 때 가능한 한 『유럽인권협약』과 합치되도록 해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제3조). 또한 의회제정법이 『유럽인권협약』에 위배되면 영국 법원은 

불합치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제4조). 이에 대한 상세는 Peter Carey, MEDIA LAW, 5-9 

(2007) 참조. 

190) 유럽인권협약 제10조 제1항에서는,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는 공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국경과 무관하게 자신의 주장을 견지하며 정보와 생각을 

수령하고 전달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라고 하여 표현의 자유를 기본적인 권리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표현의 자유는 의무와 책임을 수반하므로, 그러한 자유의 

행사는 민주사회와 국가안보의 이익, 영토보전이나 공중의 안전, 무질서나 범죄의 예방, 

건강이나 도덕률의 보호, 타인의 명예나 권리의 보호, 비밀로 지정된 정보의 공개방지 또는 

사법부의 권한과 공평성 유지 등에 필요한 경우 법률상 규정된 절차와 조건, 제한, 또는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하여 그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191) Reynolds v. Times Newspapers (2001) 2 AC 127, 207.

192) Eric Barendt, supra note 128, p.45.



- 54 -

  Ⅱ. 국방관련 보도의 사전적 규제수단 : 국방자문 통지제도

1. 영국의 국방자문 통지제도에 의한 비공식적 규제

 (1) 국방자문 통지제도의 의의와 목적

종래 ‘국방통지’(D-Notices)제도로 명명되었던 영국의 ‘국방자문통지’ 

(DA-Notices) 제도는 ‘국방언론보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하여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들과 언론 간에 적용되는 자발적인 관례를 

감독하기 위하여 활용되는 제도적 수단이다.193) 위원회의 공식적인 

존립목적은 “영국군과 첩보작전 및 질서를 위태롭게 하거나, 그러한 

작전 관계자들의 안전을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중요한 국가 기반시설을 

손상시키고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정보의 부주의한 공개를 방지하기 

위한”것으로서,194) 위원회는 언론에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비밀정보의 유형들을 권고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2) 국방언론보도자문위원회(DPBAC)의 구성과 책임

위원회의 의장(Chair)직은 국방부 차관(Permanent Under-Secretary of 

State for Defence)이 수행한다. 회원은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데, 

현재는 정부부처를 대표하는 4명의 회원과 언론에서 지명된 16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195) 언론측 회원들 16명 중 선발된 1명은 

위원회의 부의장(Vice Chair)으로 임명되어 언론측의 회의를 주관하며 

언론측 회원들과 사무처장과의 연락을 상시적으로 중개하는 역할을 

193) 종래 ‘국방언론보도위원회’(Defence, Press and Broadcasting Committee)로 명명되었던 

위원회는 1993년 ‘국방언론보도자문위원회’(Defence, Press and Broadcasting Advisory Co

mmittee)로 개칭되었으며, 2000년 5월에는 상시적인 ‘국방통지’(D-Notice)에 관한 사항들도 5

가지로 감소되면서 ‘국방자문통지’(DA-Notice)로 개칭되었다. http://www.dnotice.org.uk/hist

ory.htm#fromdtoda (최종검색일 2012.10.15.) 참조.  

194) John Steel, JOURNALISM AND FREE SPEECH, 128 (2012).

195) 현재 정부부처를 대표하는 4명은 각각 내무성, 국방부, 외무부, 국무조정실 소속이며, 언론계 

16명은 신문발행인협회 3명, 신문협회 2명, 전문출판인협회 2명, 스코틀랜드 신문협회와 

통신사, BBC, ITN, Sky TV, Google 및 도서발행인협회 각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http://w

ww.dnotice.org.uk/the_system.htm#composition (최종검색일 2012.10.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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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한다.196) 

실질적인 사무를 담당하는 위원회(DPBAC)의 사무처장(Secretary)은 

비밀취급인가(security clearance)를 받은 예비역 장성으로서, 국방부의 

예산으로 보수등급 1 (Band B1)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는 전임직(full-time) 

공무원으로 고용되며, 사무처장 부재시 대리근무를 수행하는 

사무차장(Deputy Secretary)은 시간제(part-time)로 고용된다.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이들에 대한 고용책임이 의장에게 있다는 점에서 그 

독립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선출과정에서 위원회 부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통제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197) 사무처장은 정부부처와 언론사에게 

보도 불가사항, 제한적 허용사항, 보도 가능사항을 평가 및 권고할 뿐 

아니라, 필요시에는 권고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임원들과 함께 관련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198) 다만, 사무처장에게는 국가안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판결을 하거나 권고할 권한이 없다.199)

 
(3) 국방자문통지(DA-Notice) 사항

국방자문통지(DA-Notices)는 전국 및 지방신문 편집자들과 정기간행물 

편집자, 라디오 및 TV 언론사 및 관련도서 출판사에게 정부가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안보 영역에 대하여 일반적인 지침(guidance)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200) 

위원회는 상시적인 5가지 국방자문통지 사항을 일반적인 공고(Notice)의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➀ 군사작전과 군사계획 및 군사력; 

196) 위원회(DPBAC)는 매년 봄과 가을에 정기적인 회의를 가지며, 필요시 언제든지 회의가 

소집된다. 이 때, 6개월간 행해진 권고와 조언에 대한 사무처장(secretary)의 보고를 검토하며, 

국가안보상의 필요에 따라 상시적인 국방자문통지(DA-Notice) 사항의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고려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거나 제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http://www.dnotice.org.uk/the_system.htm#meetings (최종검색일 2012.10.15.) 참조.  

197) Douglas Fairley, D Notice, Official Secrets and the Law, 10 Oxford J. Legal Stud. ⅲ. 

430, 431 (1990).

198) Nicholas Wilkinson, National Security, Secrecy and the Media - A British View, in G

OVERNMENT SECRECY 117 (Susan Maret (ed), 2011).

199) http://www.dnotice.org.uk/the_system.htm#secretary (최종검색일 2012.10.15.) 참조.

200) http://www.dnotice.org.uk/the_system.htm#da_notices (최종검색일 2012.10.15.) 참조.



- 56 -

➁ 핵무기․비핵무기 및 장비; ➂ 암호 및 비화통신; ➃ 기밀시설 및 

주둔지의 위치; ➄ 영국 보안․정보기관 및 특수기관”이 포함된다.201) 

위원회의 사무처장은 특정 보도가 이들 5가지 사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다고 경고하는 ‘사적이고 은밀한 

통지문’(Private and Confidential Notices)을 발부하며, 이와 같은  

형식으로 권고와 상담을 제공한다.202) 그러나, 통지문(Notice)은 법적 

효력이 없어서 이를 위반하더라도 기소가 이루어지지는 않으므로 발부된 

권고사항들도 언론에 의해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수용되거나 

거부될 수 있다.203)  

상시적인 국방자문 통지사항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무처장과 정부관련 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 통지문(Notice)의 

초안을 입안하며, 이후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양측(정부 부처 측 회원과 

언론 및 방송계 측 회원) 모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고, 승인이 

이루어지면 국방자문 통지사항(DA-Notice)을 공고할 수 있다.204)

2. 국방자문 통지제도의 문제점

 (1) 은밀한 운영방식에 따른 문제

1912년에 성립된 위원회의 활동초기 50년 동안 나타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의회조차도 국방통지 제도의 존재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205) 현재 국방자문통지 제도의 은밀성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206) 위원회는 여전히 정보자유법의 영역 밖에서 

상대적으로 은밀한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제도의 

201) Nicholas Wilkinson, supra note 198, p.137.

202) Geoffrey Robertson & Andrew Nicol, supra note 185, p.333.

203) Peter Carey, supra note 189, p.214.

204) Nicholas Wilkinson, supra note 198, p.137. 

205) DGT Williams, NOT IN THE PUBLIC INTEREST: THE PROBLEM OF SECURITY IN 

DEMOCRACY, 85 (1965).

206) 현재는 국방언론보도자문위원회(DPBAC)의 회원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웹사이트(http://www.dnotice.org.uk/)에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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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성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207)  

위원회의 은밀한 활동의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1990년 2차 걸프전 직전에 영국공군(RAF)의 노트북 컴퓨터와 서류들이 

포함된 서류가방 분실사건208)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은 정부의 비밀분실 

사실과 같은 정부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하여 국방자문통지 제도가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2) 제도의 법률외적(extra-legal) 성격에 따른 문제

국방자문통지 제도는 그 어느 부분에도 법적 강제력이 없다. 그 결과, 

국방자문통지 제도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공무비밀법』(Official Secrets 

Law)과의  관계에 대하여도 혼란이 발생하게 되었다.

예컨대, 1971년 공무원과 선데이 텔레그래프(Sunday Telegraph)의 

편집자, 그리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기자가 모두 비밀로 분류된 

나이지리아에 대한 정부의 평가에 대한 공개와 관련하여 『공무비밀법』 

(1911년 제정) 제2조에 의거하여 기소를 받게 된 사건이 있었다.209) 

문제는 편집자가 출판 이전에 위원회의 사무처장으로부터 그 출판이 

영국군이나 영국 국방문제와 무관한 것으로서 국방통지문에 따른 권고를 

받을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no advice’ 권고를 받았다는 사실이었다. 

이와 정반대로 1967년 챔프만 핀처(Champman Pincher)가 영국 

정보기관의 전신과 케이블 도청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사건에서, 

207) 대표적인 문헌으로 Ian Cram, TERROR AND THE WAR ON DISSENT :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AGE OF AL-QAEDA (2009) 참조.

208) 사건에 대한 상세는 G Robertson & A Nicol, MEDIA LAW, 578-579 (2002) 참조. 당시 

분실된 서류에는 영국군의 배치에 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었다. 영국 정부는 서류가방의 

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나, 1990년 12월 언론으로 하여금 노트북 컴퓨터의 분실사실을 

언급하지 못하도록 국방통지문(D-Notice)을 발부하였다. 초기에 신문 편집자들과 방송사들은 

이에 순응하였으며, 이에 따라 장관들과 공무원들을 통하여 ‘분실’ 정보를 되찾았다는 잘못된 

기사가 배포되었다. 그러나 더썬(The Sun)이 여전히 분실된 노트북 컴퓨터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고 언급한 직후, 아일랜드 신문에서 진실기사를 게재하였고, 국방 통지문(D-Notice)은 

정교하게 철회되었다.

209) R. v. Cairns, Aitken, Roberts and Sunday Telegraph (1971). 이 사건에 대한 상세는 Ro

samund M. Thomas, ESPONAGE AND SECRECY: THE OFFICIAL SECRETS ACTS 1911

-1989 OF THE UNITED KINGDOM, 209 (199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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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은 당해 행위가 국방통지문에 따른 경고를 위반한 것이기는 

하지만 공무비밀법 위반으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였다.210) 

이와 같이 국방자문통지 제도와 공무비밀법 간의 상관관계와 그 범위에 

있어서의 불일치 문제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의문점이 

발생하였다. 첫 번째로, 국방 및 국가안보 관련 문제에 대한 국방부의 

평가가 법무부의 평가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이었으며, 두 

번째로, 그로 인하여 위원회의 사무처장으로부터 국방자문통지 제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no advice’ 권고를 받아 

보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차후 공무비밀법에 따른 형벌절차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211) 그 결과, 언론인들과 기자들은 

‘국방자문통지’제도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212)   

 

 

  Ⅲ. 국방관련 보도의 사후적 규제수단

1. 공무비밀법 (Official Secrets Act, 1989)

19세기 말 영국과 독일 간의 긴장관계가 고조되던 시기에 영국은 

국방관련 기밀정보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1889년 『공무비밀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213) 1911년과 1989년 두 차례 개정된 공무비밀법은 

공개시 형벌의 대상이 되는 공무상의 정보를 6가지로 유형화 하였다. 

이에 따라 “보안기관 및 정보기관의 정보(제1조), 국방에 관한 

정보(제2조), 국제관계에 관한 정보(제3조), 그 공개가 범죄를 구성하거나 

범죄의 예방 또는 탐지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정보(제4조), 권한 

없이 공개되거나 비밀유지를 조건으로 획득된 정보(제5조), 다른 국가나 

210) 이에 대한 상세는 Matthew Creevy, A Critical review of the Wilson government's 
handling of the D-notice affair 1967, in INTELLIGENCE AND NATIONAL SECURITY, 

209-227 (2008) 참조.

211) Ian Cram, supra note 207, pp.140-142.

212) Geoffrey Robertson & Andrew Nicol, supra note 185, pp.334-335.

213) John Steel, supra note 194, 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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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관에게 비밀로 부쳐진 정보(제6조)”의 공개는 형벌의 대상이 

되었다.214) 이 조항들은 주로 공무원 및 정부와 계약을 맺은 자가 권한 

없이 공개한 정보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제5조는 그 위반자를 공무원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권한 없이 혹은 신뢰를 위반하여 획득된 정보를 

공개한 자로 삼고 있어 언론사 편집자나 기자들이 주로 관계된다. 

따라서 제5조는 사실상 국방관련 보도에 대한 사후적인 제재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동법 제5조는 언론인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적법한 권한 없이 

비밀유지를 조건으로 혹은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신뢰를 바탕으로 공무원 

또는 정부와 계약을 맺은 자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개된 정보가 제1조~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개로 인하여 해악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공개한 자가 그 

공개로 인하여 해악이 야기됨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할 것으로 

믿을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제5조 

2항).215) 이에 따라 정부는 정부직원들로부터 야기된 정보의 누설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언론사를 대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정부는 언론이 

당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해악이 야기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도 용이할 것이다.216)

2. 테러방지법 (Terrorism Act, 2006)

 2005년 7월 7일 런던 폭탄테러를 계기로 제정된 『테러방지법』  

제1조는 “대중의 전부 또는 일부가 테러행위의 교사, 예비, 선동을 …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조장하고 있다고 이해할 우려가 있는” 

214) Ian Cram, supra note 207, p.134.

215) 공개된 정보가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해악의 발생이 자명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대한 상세는 John Griffith, The Official Secrets Act 1989, 16 Journal 

Of Law and Society 273-290 (1989) 참조.

216) Susan F. Sandler, National Security versus Free Speech: A Comparative Analysis of 
Publication Review Standards in the United States and Great Britain, 15 Brook. J. Int’l L. 

711, 739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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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물의 의도적 또는 부주의적 출판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제1항, 

제2항). 여기에서 간접적인 조장에는 테러리스트들의 행위는 물론 

과거나 미래의 테러행위 혹은 일반적인 테러범죄를 미화하는 표현 및 

그로부터 모방되는 행위가 합리적으로 추론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제3항). ‘이해할 우려’와 ‘합리적으로 추론될 수 있는’의 

판단기준은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과 출판 당시의 상황 및 출판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제4항). 뿐만 아니라, 동조 제5항은 그 

표현이 특정 테러행위를 일반적으로 조장하는지 여부나 실제로 어떤 

사람이 그러한 행위를 범하도록 고무시켰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와 같은 출판물을 배포, 유포, 제공, 판매, 

대여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그러한 출판물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이 법에서 규정하는 죄가 성립되어(제2조 제2항),  

적게는 벌금형에서부터 많게는 최고 7년의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다(제1조 제7항, 제2조 제11항). 

이와 같은 규정들로 인하여 이라크 전쟁이나 팔레스타인에 대한 

상황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그대로 표현할 경우 이 법에 의해 기소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언론보도와 표현물의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217) 다만, 이 법에 따라 

기소를 하려면 기소국장(DPP)이나 법무장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유일한 안전장치로 거론되고 있다.2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표현물의 제작자가 테러행위를 조장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혹은 그 표현물이 테러행위를 선동할 가능성 등을 묻지 

않고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219)     

217) Eric Barendt,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United Kingdom Under the Human Rights 
Act 1998, 84 Ind. L. J. 851, 856 (2009).

218) Andrew Nicol & Gavin Millar & Andrew Sharland, MEDIA LAW & HUMAN RIGHTS 

245-246 (2009). 

219) 위헌성 논쟁에 대한 상세는 Ellen Parker, Implementation of the Terrorism Act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Counterterrorism Law, Free Speech, and the Muslim 
Community in the United Kingdom versus The United States, 21 Emory Int’l L. Rev. 

711-757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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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이스라엘

  Ⅰ. 언론․출판의 자유의 법적근거

성문헌법이 없는 이스라엘은 1948년 독립선언서(Declaration of 

Independence)에 이스라엘의 법과 이데올로기의 기본원칙을 명시해놓고 

있다. 따라서 언론․출판의 자유의 근거가 되는 성문헌법이나 법률 또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선언서220)의 취지에 따라 언론․출판의 

자유는 개인의 권리임과 동시에 다른 기본권들과 동등한 자유라는 

사실이 인정되어 왔다.221) 

나아가 이스라엘 대법원은 1953년의 기념비적인 판결222)을 통해 

언론의 자유가 “최고의 권리”(super-right)임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는 

언론의 자유를 구체적인 형태의 표현의 자유로 간주한다 … 표현의 

자유의 원칙은 민주적 절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Israel Film Studios 사건223)에서 란다우(Landau) 판사는 “정부가 

국민이 알아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면, 이는 

사실상 국민이 생각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결정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이보다 더 큰 모순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여 민주정부에서 

국민의 알 권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였다.224) 이에 따라, 

이스라엘에서의 언론의 자유는 정보를 수집할 권리와 이를 표현하고 

출판할 수 있는 적극적‧소극적 자유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225) 

220) 이스라엘의 독립선언문에서는 “이스라엘은 … 선지자들이 맘속에 그려왔던 자유, 정의, 

평화에 기반을 둘 것이다; 종교, 인종, 성별을 불문하고 모든 시민들에게 사회적․정치적 평등을 

보장할 것이다; 종교, 의식, 언어, 교육과 문화의 자유를 보장할 것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221) Meron Medzini, Censorship Problems in Israel- The Legal Aspect, 6 Isr. L. Rev. 

309, 309 (1971).

222) H.C. 73/53, Kol Ha‘am v. Minister of the Interior, 7 Piskei Din 871.  

223) H.C. 243/62, Israel Film Studios v. Levi Geri and the Film Theatre Censorship 

Board, 16 Piskei Din 2407.

224) Shimon Shetreet, The Scope of Judicial Review of National Security Considerations 
in Free Speech and Other Areas: Israeli Perspective, in Free SPEECH AND 

NATIONAL SECURITY 42 (Shimon Shetreet (ed.).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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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1948년 이스라엘의 국가수립 이후 지속된 

전쟁상태는 ‘국가안보의 이익’을 위한 알 권리의 한계를 설정할 것 

또한 요구하였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권리를 갖지만, 그 권리의 

사용은 법률의 제한을 받는다”라고 판시하였다.226) 

 

  Ⅱ. 국방관련 보도의 사전적 규제수단 : 검열제도

1. 이스라엘 검열제도의 법적근거

 (1) 언론법 (Press Ordinance)

1933년 영국 점령 하에서 제정된 『언론법』은 1948년 이스라엘 

국가수립시 제정된 『법률 및 집행에 관한 법령』(Law and Administration 

Ordinance)에 따라 이스라엘의 국내법에 편입되면서 그 효력이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다.

이 법 제정 당시에는 고등판무관(High Commissioner)에게 신문사를 

허가‧철회 또는 폐간시킬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으며, 국가 수립 이후 

이러한 권한은 내무부장관(the Minister of the Interior)에게 이전되었다. 

언론법은 모든 출판업자들에게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규정 하였으며 

(제4조), 이 법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출판을 하는 경우 징역 6개월, 

벌금 110파운드, 모든 인쇄물 몰수 등의 형벌을 부과하였다(동법 

제22조). 특히 동법 제19조는 언론사가 “공공의 안녕을 위태롭게 할 

만한 특정 문제를 언급하는” 행위를 한 경우 내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간 동안 신문의 발행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출판물의 내용에 대한 통제를 가능하게 하였다.227) 이 

규정은 후에 대중을 공황에 빠뜨리거나 의기소침하게 만들 수 있는 

허위사실, 왜곡, 악의적 소문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228)

225) D'Iberville Fortier, TASK FORCE ON GOVERNMENT INFORMATION 3-10 (1969).

226) Podamski & Others v. Attorney General (1952) 6 Piskei Din 341, at 355.

227) 언론법(Press Ordinance)에 대한 상세는 Pnina Lahav, Governmental Regulation of the 
Press: A Study of Israel’s Press Ordinance, 13 Isr. L. Rev. 489-524 (197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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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53년 Kol Ha’am 사건을 계기로 언론의 자유를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동법에서 규정된 내무부장관의 권한은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이에 따라 내무부장관은 그 권한을 거의 

행사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그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도 언론사가 법원에 

항소하면 거의 대부분 제재처분이 취소되었다. 이와 같이 언론법은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스라엘 언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229) 

(2) 국방(비상)규정 (Defense (Emergency) Regulations)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언론 검열은 1945년에 제정된 『국방(비상)규정』 

에서 검열의 권한을 규정한 제7장 제86-101조(Part Ⅶ, Sections 

86-101)에 근거하고 있다. 이 규정 또한 언론법과 마찬가지로 『법률 및 

집행에 관한 법령』에 따라 이스라엘의 국내법에 편입된 것으로서 그 

효력은 여전히 인정되고 있다.230)

이스라엘 정부는 국방부장관에게 ‘군 검열관’(Military Censor)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군 검열단장’ 

(Chief Military Censor)은 대령이나 준장 계급의 장교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직접 임명되어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국방(비상)규정은 검열관의 권한을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87조 제1항은 “검열관은 이스라엘의 국방 또는 공공의 안녕이나 

질서에 해롭거나 해로울 수 있는 일반적인 또는 구체적인 보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금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8조 

제1항은 “검열관은 자신의 판단으로 이스라엘의 국방 또는 공공의 

안녕이나 질서에 해롭거나 해로울 수 있는 모든 출판물의 수입‧수출‧인쇄 

그리고 출판에 대한 금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검열관의 구체적인 검열권한은 특히 제97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검열관은 명령을 통하여 신문, 정기간행물, 도서 등의 모든 

228) Meron Medzini, supra note 221, p.312.

229) Pnina Lahav, supra note 227, p.517.

230) 1948년 이스라엘 국가수립 초기에는 일부 판사들이 이 규정의 적용을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이스라엘 법으로 수용하였다(Sabri Jiryis, The Arabs in Israel, Monthly 

Review Press 10-13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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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 자료를 사전 제출하도록 강제하여 사전 승인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동법 제1항, 제2항). 뿐만 아니라, 검열관은 편지를 열람할 수 

있고(제89조), 여행자를 검문 및 수색할 수 있으며, 그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제92조). 또한 이 조항은 검열관으로 하여금 외신기자들에 의해 

이스라엘에서 해외로 발송되는 정보에 대한 통제장치를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외신기자들의 경우에도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검열관을 거치지 않고서는 어떠한 자료도 발송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3) 기본법(Basic Law)과 법원법(Court Law)

이스라엘의 언론‧출판의 자유는 영국 점령 하에 제정된 국방(비상)규정 뿐 

아니라 1969년에 제정된 『기본법』과 1957년에 제정된 『법원법』에 

의해 일정부분 제한을 받는다. 

먼저 기본법은 국가안보, 외교관계, 기타 정부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문제들을 비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비밀의 

공개를 위해서는 정부(통상적으로는 내무부장관)와 수상(Prime Minister), 

또는 이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31) 또한 

정부는 기본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장관급 위원회 안보회의, 에일랏(Eilat)과 

아쉬켈론(Ashkelon)간 석유관로의 투자‧운영‧위치 기타 세부사항, 이스라엘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받은 융자에 관한 사항 등 이스라엘 국회 

외교안보위원회(Knesset Committee for Foreign Affairs)의 승인을 받은 

사항을 비밀로 규정하여, 이들의 보도에 관하여는 1957년 제정된 

국가보안법(the Penal Law Revision (State Security) Law)232)상의 검열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법 제28조에 따르면 이스라엘 의회(Knesset)에는 국방(비상)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검열관이라 할지라도 회기 내 회의장에서 이루어지는 

발언을 막을 수 없다. 검열관은 단지 민감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의 

위험성을 국회의장에게 조언할 수 있을 뿐이며, 실질적으로 국회 

내에서의 발언에 대하여는 국회의장이 권한을 행사하여 국가안보에 관한 

231) Meron Medzini, supra note 221, p.313.

232) (1957) 11 L.S.I. sec. 23(d); Meron Medzini, supra note 221, pp.31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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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회기 내 또는 그 이후에도 발언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233)  

 또한 1957년 제정된 법원법 제38조(b)에 따르면, 법원은 국가 안보를 

포함한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특정 사건에 대한 심리가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비공개(in camera) 되도록 명할 수 있다. 만약 

국방(비상)규정 제87조에 따라 특정 출판물이 국가안보를 해친다고 

판단되면, 검열관은 공개법정에서 심리된 사건에 대한 출판에 대하여도 

검열을 할 수 있다.234)

 

2. 협정을 통한 국방(비상)규정의 법률효과 일부배제

 (1) 협정의 배경

영국의 통치가 끝나갈 무렵 유대인 공동체의 투쟁이 격화되자, 유대인 

공동체는 이주, 무기구입과 지하군사작전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자기검열(Self-Censorship)을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주요 지하단체였던 

하가나(Hagana)는 히브리(Hebrew) 언론을 심사하는 검열관들을 임명하였고 

그들의 권한은 일반적으로 승인되었다. 이와같이, 언론은 영국의 규제와 

자발적인 자기검열을 동시에 받았다. 1940년대 초반 유대인 신문의 

편집자들은 통치체제 하에서 정책결정에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소위 “대응위원회”(Reaction Committee)라는 위원회를 조직함으로써 

유대인 공동체의 결합에 균열이 가는 것을 막았다. 이스라엘이 수립될 

때까지, 자기검열은 의견이 아닌 사실문제에 관해서만 적용되었다.235)  

이스라엘이 수립되자, 영국이 떠나고 나서 생긴 공백을 하가나  

검열관들이 대신하여 검열을 시행하였으며, 이 때 1945년의 국방(비상)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편집인 대응위원회(The Editors Reaction 

Committee)는 자체적으로 “편집인 위원회”(Editors Committee)로 

233) Knesset Regulations, sec. 28(d). 이 규정에 따라,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에 의해 처음 

제기된 요르단 국왕과 부수상 Allon 사이의 회합에 대한 언급을 금지시킨 바 있다. Meron 

Medzini, supra note 221, p.314. 

234) Meron Medzini, supra note 221, p.314. 

235) 대응위원회에 대한 상세는 Haviv Kna’an, History of Censorship- The Press in the 
Period of Struggle, Israel Journalists’ Annual, 269-273 (196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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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편되었다. 그 이후 검열의 필요성에는 여전히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으나, 다소 변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었다. 법에 정해진 

국방(비상)규정은 억압적이고 민주적 절차에 반하며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편집인 위원회는 국방 

(비상)규정을 폐지하고 별개의 신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자 타협을 요구하였고 

참모본부(General Staff)에서 이 요구를 받아들여 비상규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상호협정에 합의하기에 이르렀다.236) 

 (2) 협정의 발전과정

1) 1차 협정 (1949.12.23.)

실질적으로는 국방(비상)규정을 대체하려는 목적으로 체결된 첫 번째 

협정은 총1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군 검열관’과 이스라엘 언론 간의 

관계를 정의하였다. 

가장 중요한 조항은 “검열은 정치적 문제와 논평,  견해에 대하여 

그것이 기밀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항이었다. 이에 따라 검열관이 사전검토를 위해 모든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권한을 제한하는 대신, 출판 전 제출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대상목록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 검열은 

해외에서는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협정은 국방(비상)규정에 따라 합리적 의심 없이도 출판을 

금지할 수 있도록 검열관에게 배타적으로 인정되었던 법적 권한을 

부분적으로 제한함과 동시에, 검열관의 처벌권까지도 포기하도록 

명시하였다. 대신에 언론 또한 검열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재판청구권을 포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검열관의 결정에 

대한 언론사의 항소를 처리하면서 사법부의 역할을 하는 독립위원회를 

236) Hillel Nossek & Yehiel Limor, The Israeli Paradox: The Military Censorship as a 
Protector of the Freedom of the Press, in GOVERNMENT SECRECY 117 (Susan Maret 

(ed),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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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설하였다. 이는 “3자 위원회”(Va’adat Hashloshah)라고 알려진 

중재위원회(arbitration committee)이다. 위원회는 편집인 위원회에서 

지명된 언론인, 참모총장에 의해 지명된 군 장교로 구성되며, 

중재위원회의 의장직은 양자로부터 선출된 ‘공인’(public figure)이 

맡도록 하였다. 위원회의 결정은 참모총장(Chief of Staff)에 의해 

최종적으로 승인되어야 하지만,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참모총장도 이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였다. 다만, 이 협정은 편집인 

위원회(Editors Committee) 회원과 기타 언론을 구별하여, 편집인 

위원회의 회원들에게만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었다.237)  

2) 2차(1951년)․3차(1966년) 협정

1차 협정에 따라 검열이 행해지면서 1951년 재협정이 체결되기까지 

언론사의 항의는 계속되었다. 그 중 새로운 협정에서 체결된 가장 

중요한 변화는, 3자 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동의하지 않은 결정에 대하여 

기각할 수 있었던 참모총장의 권한을 무효화시킨 점이었다.

이 협정은 15년동안 지속되었으며, 1966년 일부 절차적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수정을 거쳐 다시 23년동안 효력을 유지하였다.238)

3) 4차(1989년) 협정

1989년, 이스라엘 고등법원(High Court of Justice)에서 신문기사의 

출판을 허가하는 군 검열단장의 권한과 재량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다. 버락(Barak) 판사는 국방(비상)규정을 

해석하면서, 법률상의 독재적 권한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 대신 이 

조항들은 민주국가에서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국방(비상)규정은 

새로운 민주적 환경에 적합하게 재해석되어야 한다”고 하였다.239) 

여기서 버락 판사는 국가안보에 “거의 확실한”(near-certainty)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군 검열관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237) Meron Medzini, supra note 221, pp.315-316.

238) Hillel Nossek & Yehiel Limor, supra note 236, p.118.  

239) H.C.J. 680/88 Schnitzer and Other v. Chief Military Censor, 42(4) Piskei Din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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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하였다.240) 이에 따라 1989년에 이루어진 새로운 협정에서는, 이 

판결을 반영하여 검열관이 출판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유형의”(tangible), “국가안보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clear and 

present)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수정이 

있었다. 

4) 5차(1996년) 협정

1996년에 체결된 현재의 협정에서는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3자 

위원회’의 의장을 맡는 공적대표자는 반드시 법률가(jurist)로서, 전직 

판사 또는 변호사여야 한다는 점, 협정은 편집인 위원회의 회원이 

아니더라도 협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언론인에게 적용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열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전에 3자 위원회에 

항소하여 패소한 경우에도, 언론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3) 협정에 따른 현행 군 검열

위와 같은 협정에 따라, 현행 군 검열의 핵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 검열 자체는 법률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규정된 법률 자체가  지나치게 엄격하여 비민주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여, 그 권한은 군 당국과 언론간의 자발적인 협정에 따라 

제한되었다. 

둘째, 자발적인 합의의 당사자들은 군 당국과 편집인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편집인 위원회의 회원이 아닌 언론에서 협정에 참여하길 

원하는 경우 협정은 당해 언론사에게도 적용된다.

셋째, 군사기밀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치적 문제들과 논평 등에 

240) Barak 판사는 군 검열관이 보도를 제한하기 위한 권한은 “국가안보에 ‘거의 확실한(near 

certainty)’ 사실상의 위험이 존재하고, 표현의 자유에 해악을 가져오지 않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에만 부여된다고 판시하였다(위의 판결; Zeev Segal, Security Censorship: Prior 
Restraint (After the Schnitzer Decision), in FREE SPEECH AND NATIONAL SECURITY 

208-209 (Shimon Shetreet (ed.),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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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군 검열이 적용되지 않는다.241) 이를 위하여, 검열관의 

사전검토를 위해 제출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대상목록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다.242)

넷째, 검열관의 심사는 종국적으로는 사법부의 통제를 받는다. 

검열관의 심사에 대한 언론인의 1차적 불복수단은 “3자 위원회”라고 

알려진 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이다. 중재위원회의 의장은 공적 

대표자로서 통상 판사 출신의 법률가(jurist)가 임명되며, 나머지 두 

위원은 편집인 위원회에서 지명된 언론전문가243)와 참모총장에 의해 

지명된 정보기관 소속 군인이 각각 임명된다.244) 3인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언론은 고등법원(2심)과 대법원(3심)에 각각 항소 및 

상고할 수 있다. 

241)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정치적 이유로 군의 검열을 활용하려는 시도는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는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한다(Meron Medzini, supra note 221, p.310). 또한 

군사기밀 정보에 대한 검열도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 이스라엘 검열관인 

박닌-길(Vaknin-Gil)에 의하면 매달 심사하는 수천의 보도자료 중 80-85%에 해당하는 

자료가 그대로 보도되고, 10-15%는 “특정적 부적격”(specific disqualification)에 해당하여 한 

두 문장만 금지되며, 단지 1%의 자료만 “완전한 부적격” 판정을 받는다고 한다(Ruth King, 

“Israel’s censor: “I will censor anything that is useful to the enemy” Der Spiegel”, 

Spiegel Online, April 27, 2010).

242) 대상목록에는 군병력의 이동, 군부대에 대한 세부사항, 군 장비의 개발과 획득에 관한 사항, 

정보보안기관의 활동, 비상대비절차에 관한 정보, 방위산업과 정부에 의해 결정된 기타사항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대상목록은 검열관에 의하여 모든 언론사에 전달되며 정기적으로 

최신화 된다. Hillel Nossek & Yehiel Limor, supra note 236, p.120.

243) 중재위원회 위원인 언론전문가는 매 중재사건마다 문제된 영역과는 다른 영역의 

언론전문가가 위원으로 임명된다. 예컨대, 만약 중재가 신문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었다면 그 

위원회의 언론위원은 라디오 관련 언론 전문가로 구성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위원의 

편파적 심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언론위원은 표현의 자유를 선호한다. 

이에 대한 상세는 Ruth King, “Israel’s censor: “I will censor anything that is useful to 

the enemy” Der Spiegel”, Spiegel Online, April 27, 2010) 참조.

244) 대상목록상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금지사항을 보도한 경우 검열관은 3자 위원회에 

제소하여 처벌을 요구하며, 편집자가 검열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3자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24시간 이내에 소집되어 양측의 주장을 심리한다. 현 이스라엘 

검열관과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중재위원회의 중재는 통상 매년 6-8회 이루어지는데, 

그녀의 재직기간 중에는 1년에 1-5회 정도의 중재만 이루어졌을 뿐이라고 한다(Ruth King, 

Id..). 실제로, 1949년-1990년 사이에 검열관은 위원회에 135건의 사건들을 제소하였으며, 

같은 기간 편집인이 항소한 사건은 64건이었다. 이중 1949-1990년에는 64건 중 40건이, 

1991-1998년에는 19건 중 8건의 항소만이 인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언론사에 부과된 처벌은 

견책에서부터 금전제재, 영업정지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상세는, 

Hillel Nossek & Yehiel Limor, supra note 236, p.1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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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스라엘 검열제도의 문제점

이스라엘에서 군 검열제도 운용상의 문제점으로 주로 논의 되는 것은 

이스라엘 언론사와 외신 기자들에 대한 차별적 규제에 대한 것이다.245) 

국가 성립 초기에는, 전화선의 한정된 수량, 전신(telex) 연결의 부재, 

비정규적 항공수송 운용 등 외부세계와의 통신수단 한정으로 해외로 

보내지는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기가 어렵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모든 

외신기자들에게도 발신자료들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데에 있어서도 

어려움은 없었다. 검열관은 이스라엘 국내 언론사와 마찬가지로 

외신기자들에게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써 경고나 자격 정지 부과, 국가로부터의 추방, 입국거부 조치, 

벌금부과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246)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항공수송 운용 횟수 증가, 짧은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기자들의 증가 등으로 군 검열관은 외신기자들의 위반사실을 

추적하기가 어려워지는 등 실질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1차 협정의 결과 군 검열은 해외에서는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일부 언론은 군 검열을 피하기 위해 이스라엘 외부에 위치한 

외국 뉴스매체에 정보를 누설하여 외국에서 먼저 보도가 이루어지게 

하고, 이를 인용보도하기 시작하였다.247) 이에 따라, 이스라엘에서는 편집인 

위원회와 유사하게 외신기자들을 대표하는 검열위원회(Censorship Board)의 

설립 주장이 제기되는 등 국내 언론사와 외신 기자들의 차별적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을 모색하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248)  

245) Meron Medzini, supra note 221, p.310, 317-319. 

246) 일례로, 1969년에는 작전 종료 이전에 공식적 발표가 없었음에도 미국기자가 관련 내용의 

보도를 함으로써, 이집트에서의 군사작전을 위태롭게 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기자의 자격이 

일시적으로 박탈된 사례가 있다(Meron Medzini, supra note 221, p.318). 또한 최근의 

사례로는, 핵무기 내부고발자로 반역죄와 간첩죄가 적용되어 18년 동안 복역했던 모르데차이 

바누누(Mordechai Vanunu)가 2004년 석방되었으나 여전히 표현과 이동을 제한받고 

있었는데, 한 BBC 기자가 그와의 인터뷰를 먼저 검열관에게 제출하지 않고 BBC에 보도한 

뒤로 이스라엘에서 추방당한 사례가 있다(Chris McGreal, “BBC says sorry to Israel”, The 

Guardian, 12 March 2005).

247) Aluf Benn, "Israel: Censoring the past", Bulletin of Atomic Scientists, Vol.57, No.4, 

2001, pp.17-19.

248) Meron Medzini, supra note 221, p.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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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국방관련 보도의 사후적 규제수단

1. 형사법적 제재수단

이스라엘의 『형법』(Penal Code)249)은 일정한 기밀누설 행위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여 이를 국방관련 보도의 사후적 규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스라엘 형법상 기밀정보에 대한 언론의 보도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구별된다.

첫 번째로, 형법 제112조는 간첩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50) 

이 조항에서는 정보의 수령자를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넓게는 대중을 

대상으로 한 공표행위도 본 죄를 구성할 수 있다. 형법 제91조에서는 

제112조에서 간첩행위의 대상으로 규정한 ‘정보’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으나, 이에 따르더라도 비밀의 유형이나 대상 또는 내용이 특별한 

요건으로 한정되지 않는다.251) 다만, 주관적 요건으로 국가안보를 

손상시킬 구체적인 의도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용의 위험을 

줄이고 있으나, 이 조항이 정치가들에게 적용되는 경우 국가안보를 해할 

의도가 행위자의 정치적 견해로부터 추론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252)  

두 번째로, 형법 제113조 d항은 ‘비밀정보’(secret information)에 대한 

간첩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53) 이 조항은 형식적 비밀에 

249) Penal Law 1977, Law of the State of Israel.

250) 이스라엘 형법 제112조 a항은 “국가안보를 손상시킬 목적으로 정보(information)를 누설한 

자는 15년간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Penal Law 1977, Section 112(a). 

251) 이스라엘 형법 제91조는 “이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information)는 부정확한 정보를 

포함하며, 설명, 계획, 암호, 상징, 문구 또는 문서, 기타 정보를 조금이라도 포함하거나 정보원

(source of information)의 역할을 하는 부분까지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Penal Law 

1977, Section 91. 

252) Mordechai Kremnitzer, Free Speech and the Criminal Code Provisions for the 
Protection of State Security: The Israeli Case, in FREE SPEECH AND NATIONAL 

SECURITY 88-89 (Shimon Shetreet (ed.), 1991)).

253) 이스라엘 형법 제113조는 ‘비밀정보’를 누설한 자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동조 

d항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비밀정보’는 국회외교안보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비밀사항으로 

선언되어 정부가 관보(Reshumot)에 게재한 정보 등 당해 정보의 내용, 형식 또는 유형에 

비추어 국가안보를 위하여 비밀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표시된 정보를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Penal Law 1977, Section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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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간첩행위를 15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112조상의 간첩죄와 같은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있어 그 

남용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이 규정은 언론에 대한 무기로 사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와 민감한 쟁점에 대한 토론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254)

전술한 두 가지 형법 규정들은 역사적으로 지속된 전쟁상태로 인하여 

기밀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에 따라 입법부에서 제정된 것으로서 

검열제도를 보완하는 사후적 제재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관련 규정의 

포괄성 등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이들 규정들이 

남용된 사례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언 자체의 포괄성으로 

인해 향후 잠재적인 남용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255)

2. 행정적 제재수단

국방(비상)규정은 ‘무권한 출판행위’에 대하여 군 검열관의 행정적 

제재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검열관은 언론사의 출판물에 

대하여 몰수할 수 있고(제100조, a), 언론사의 영업을 금지시킬 수 

있으며(제100조, b), 이 명령을 위반하여 출판 또는 보도하였거나 그러한 

목적이 있었음을 전제로 출입하여 수색할 수 있다(제101조).256) 검열관에 

의한 행정제재는 형법상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형사처벌시 

고려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유죄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검열관에 의한 행정제재가 가능하며, 일반적인 실무상으로는 ‘무권한 

출판행위’ 직후에 행정제재 처분이 이루어진다.257) 그러나 행정제재 

처분이 남용되자 법원은 Hadashot 사건에서,258) 행정제재의 사용은 엄격하게 

254) Mordechai Kremnitzer, supra note 252, p.89.

255) Mordechai Kremnitzer, supra note 252, pp.90-91.

256) Bernard Joseph, BRITISH RULE IN PALESTINE  228-229 (1948).

257) Zeev Segal, supra note 240, p.214.

258) H.C.J. 234/84, Hadashot Ltd. v. Minister of Defence, 38(2) Piskei Din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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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국방(비상)규정 제100조의 

행사요건을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범죄가 성립된다는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는 등 행정제재를 부과하기에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엄격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방(비상)규정 제87조는 군 검열관에게 국방 또는 공공의 

안녕이나 질서에 해롭다고 판단되는 내용의 보도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국방 또는 공공의 안녕이나 질서에 

해로운지 여부’의 판단에 대하여 군 검열관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나, 판례에 의하면 행정제재에 대한 검열관의 재량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법원은 Schnitzer 판결에서 국가안보에 ‘거의 

확실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이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며,259) 군 당국과 편집인 위원회 간의 협정에 따라 검열관의 

재량권 행사는 중재위원회와 사법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  

 

제 5 절 비교법적 평가를 통한 시사점

이상에서는 미국, 영국, 이스라엘의 국방관련 보도규제 제도의 법적 

체계와 제도의 주요 특징을 사전규제와 사후규제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각국에서의 법체계나 제도는 사후적 규제로서의 의미를 

갖는 형사제재에 있어서는 일부 유사점을 보이나, 사전적 규제에 

있어서는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각국의 법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의 가장 큰 실무적 효용은 ‘실험의 기능’으로서, 

입법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260) 19세기 독일과 영국과 같은 

나라의 입법과정에서도 비교법적 연구가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듯이, 

259) H.C.J. 680/88 Schnitzer and Other v. Chief Military Censor, 42(4) Piskei Din 636; 

Zeev Segal, supra note 240, p.217.

260) 박정훈, “비교법의 의의와 방법론”,『법철학의 모색과 탐구: 심헌섭 박사 75세 기념논문집』, 

법문사, 2011, 4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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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각국에서 온갖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발전시켜 온 

법체계와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법체계의 확립과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영국과 이스라엘의 경우 그 역할과 구성 및 성격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각각 ‘국방 언론보도 자문위원회’(DPBAC)나 ‘3자 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인 기관을 설치하여 국가안보 영역에 해당하는 정보의 

보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와 달리 별도의 독립적 기관이 아닌 국방부 공보차관보실에서 

동행취재(embedding) 정책을 전담케 한 미국의 경우에는 행정부가 

주체가 되어 언론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점에서 규제권한의 남용과 

행정부패의 위험성이 문제될 수 있다. 동행취재 정책이 언론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으로 인해 프로그램 자체가 가지는 자발적인 성격 또한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영향으로부터 독립된 객관적이고 투명한 규제를 위하여 별도의 독립적 

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각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독립적인 기관을 구성하는 경우 당해 기관에게 영국의 ‘국방 

언론보도 자문위원회’의 권한과 유사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비밀정보의 유형들을 평가하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정부부처와 언론사에 보도 불가사항, 제한적 

허용사항, 보도 가능사항 등을 권고해 주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과 같이 출판물에 대한 

자료의 사전제출 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사전검열의 효과를 야기하여 그 

자체로 위헌성이 문제가 됨은 물론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영국의 경우와 같이 자발적인 방식으로 권고와 상담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물론 이와 같은 

권한의 행사는 오로지 국방관련 정보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전술한 바와 같이 비밀정보의 유형을 평가하고 언론에게 보도에 

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 독립적인 기관에 부여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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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관련 정보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러한 

임무수행은 합의제 기관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보도에 적합하지 않은 국방관련 정보의 기준을 정립하는데 

있어서는 정부와 언론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므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 또한 필수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의 ‘3자위원회’와 같이 언론전문가와 국방전문가의 

참여가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가기밀 정보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행정부의 비밀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합의제 

기관에 기타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처를 별도로 설치하여 사무처장이 

개별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방법이 합의제 기관의 운영방식에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이 직접 개별사무를 관장하게 되면 합의제적 

성격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는 영국의 사례가 좋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고 본다.  

셋째, 영국의 국방자문통지(DA-Notice)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와 

같이 통지(Notice)의 형식을 통한 권고에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그 

실효성을 기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에서도 국방자문통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1980년 영국 국방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261)  

1911년 제정된 공무비밀법 상에서 규정된 비밀의 범위가 애매하여 그 

해석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방통지제도를 부가적인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국방통지제도와 공무비밀법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보호대상의 범위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방통지제도는 법관의 해석에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간접적인 기능만 담당하게 되었다. 즉, 사무처장(Secretary)이 국방통지문을 

발부할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no advice’ 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공개가 공무비밀법 위반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국가안보에 

해악을 미쳤는지 여부’를 법관이 심사함에 있어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을 

261) Third Report from the Defence Committee (Session 1979-80) 'The D Notice System' 

HC 773 (August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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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게 되는 것이다. 특히 공무비밀법 제5조 위반의 요건으로 ‘그 공개로 

인하여 해악이 야기될 것에 대한 인식’을 요구하므로, 국방자문 통지문의 

발부 여부는 그 인식에 대한 합리성 판단의 결정적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262) 따라서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행조건으로 그 실효성과 법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통합방위법,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등의 개별법이 통합적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넷째, 이스라엘과 같이 독립적인 합의제 기관에 1심 관할권을 

부여하여 정부 부처와 언론 간의 이해관계를 일차적으로 조정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현행 헌법은 

제101조에서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게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합의제 기관은 행정심판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되, 

이에 불복하는 경우 고등법원에 1심관할권을 부여함으로써 2심제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고등법원에서는 독립 합의제기관의 

일차적인 전문적 판단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우리나라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군사기밀의 

보도로 인하여 군의 취약점이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위한 법적 체계와 제도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그때그때의 사정에 따라 합리적 

기준 없이 보도를 제한하려 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이상에서 

언급된 미국과 영국, 이스라엘의 모델은 향후 그 개선을 위한 시사점이 

되리라 생각된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262) Douglas Fairley, supra note 197, pp.43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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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현행법상 국방관련 보도의 

규제수단과 그에 대한 사법심사

제 1 절 개관

 이 장에서는 국방관련 보도규제의 실질적인 내용과 법적 실체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국방관련 보도규제가 

역사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발전해 왔는지 살펴본 이후, 현행법상 

국방관련 보도의 규제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선행되는 역사적 

고찰은 관련 제도의 도입 취지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국방관련 보도규제의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하여 실정법상 

보도규제 수단에 대한 논의에서는 전시(戰時)와 평시(平時)를 아우르는 

일반적 규제방법과 전시나 통합방위사태 선포시에만 적용될 수 있는 

한시적 규제방법으로 시기를 나누어 고찰하였다. 국가의 ‘개입’이라는 

요소를 규제의 중요한 개념요소 중 하나로 파악하면,263) 민사법적 

수단이나 형사법적 제재 역시도 중요한 규제수단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3절에서는 논의의 대상을 행정규제에 한정하지 않고 

민‧형사법상의 규제방법도 포함하였다. 그러나 국방과 관련된 위험이 

발생하게 되면 사후에 그 손해를 회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범죄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을 과하는 것 역시 장래를 향하여 

국가안전보장을 담보할 수는 없으므로 행정규제가 가장 적합한 

규제영역이라고 본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의 제4절에서 그 한계를 논함에 

있어서는 공법적 규제수단에 대한 사법심사로 논의의 대상을 한정하였음을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263)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한 규제의 개념정의에 대한 상세는 이원우, “행정법상 정부규제의 

본질”, 『육사논문집』, 제38집(1990), 131-16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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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방관련 보도규제 법제의 발전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

 제3장 제2절에서 살펴본 미국에서의 국방관련 보도규제는 ‘전장에 

대한 접근제한의 정도’를 기준으로 크게 네시기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비교적 견고한 민주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관련 법제를 발전시켜온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해방 후 미 군정기를 거쳐 

군부독재에 의해 광범위한 보도규제가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서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시대를 구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이하에서는 민주화의 발전과정과 연계하여 우리나라의 

국방관련 보도법제의 발전과정을 제1기(강화기, 1948년~1987년), 제2기 

(완화기, 1987년~1996년), 제3기(전환기, 1996년~현재)로 구분하여,264) 관련 

법제가 각 시기별로 어떻게 변천하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Ⅰ. 제1기 (강화기, 1948년~1987년)

1. 제1공화국 (1948년~1960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이승만 정부는 『언론의 보도금지 7개 

조항』을 제정하여 각 언론기관에 시달하였다. 여기에는 ‘국가의 

기밀을 누설하는 기사’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언론기관을 장악함으로써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265)   

264) 우리나라 ‘국방관련 보도 규제법제’의 역사적 발전과정은 민주화의 발전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 억압되어 있던 언론의 자유는 1987년 ‘6.29 선언’을 

계기로 대폭 완화되었으나, ‘96년 강릉무장공비 침투사건’시의 무분별한 언론보도는 언론의 

자유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하에서는 이를 시대구분의 기준점으로 삼아 

보도규제 법제의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265) 1948.9.22. 공보처에서 언론기관에 시달한 7가지 조항은 “➀ 대한민국의 국시와 정부시책을 

위반하는 기사, ➁ 정부를 모략하는 기사, ➂ 공산당과 이북북괴정권을 인정하거나 비호하는 

기사, ➃ 허위의 사실을 날조하여 선동하는 기사, ➄ 우방과의 국교를 저해하고 국위를 

손상시키는 기사, ➅ 자극적인 논조나 보도로써 민심을 소란시키는 기사, ➆ 국가의 기밀을 

누설하는 기사”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에 대한 상세는 김민환, 『한국언론사』, 사회비평사, 

1996, 391-39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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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이 일어나자 정부는 “일체의 간행물, 인쇄물, 강연원고, 각본 

등은 사전에 정훈국 보도과의 검열을 요한다”라는 『전시 언론통제

조치』를 공포하여 사전검열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국방관련 보도에는 

매우 엄격한 검열이 행해졌으나,266) 이는 전쟁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휴전 후 정부는 언론보도를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을 시도 

하였으나 언론계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여 실패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승만 정권은 1948년 제정․공포한 『국가보안법』(법률 제10호)을 

개정하여 이를 언론규제의 법적근거로 삼고자 하였다. 동법 개정에 

따라, 종래 군사상의 비밀탐지만을 의미하던 간첩에 대한 개념은 

“관공서, 정당, 단체 또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자”도 포함하게 

되었으며(제12조 제2항), 허위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의 유포를 막는다는 

구실로 “인심을 혹란케 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제17조 

제5항).267) 이를 통하여 이승만 정부는 국방관련 사안에 대한 보도뿐 

아니라 반미․반정부적 언론보도와 사소한 개인적 언행까지도 처벌의 

대상으로 삼았다.268) 

특히 국방부는 군 내부 관계자들을 통한 국방관련 보도의 내용을 

통제하기 위하여 1950년 국방부훈령인 『군보도 취급규정』을 제정 및 

시행하였다.269) 이에 따라 일정한 사항의 보도는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했으며, 군의 보도사항은 일차적으로 내부적인 통제와 감독을 

받아야 했다. 

 2. 제2공화국 (1960년~1961년)

1960년 ‘4월혁명’ 직후 등장한 장면 정부는 언론에 대해 일체의 

간섭을 배제하고 언론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삼았다. 이에 따라 동년 

266) 한국전쟁 기간 동안의 국내에서의 종군보도에 대한 상세는 이혜복, “6.25남침과 종군보도”, 

『관훈저널』, 제44권 제2호(2003), 30-40면 참조. 

267) 법률 제500호 (1958.12.26 폐지제정, 1959.1.16 시행). 동 법률 개정안의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그 입법과정에 대하여는 강준만, 『권력변환: 한국언론 117년사』, 인물과 사상사, 2000, 

347-349면 참조.

268) 박지동, 『한국언론실증사2』, 아침, 2008, 105-106면.

269) 국방부훈령 제5호 (1950.1.10. 제정시행), 국방부훈령 제24호 (1956.2.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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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국가보안법』(법률 제500호)은 대표적인 반민주악법으로 지목되어 

소위 ‘정보수집죄’(제12조 제2항), ‘인심혹란죄’ (제17조 제5항)로 불리던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된 『국가보안법』(법률 

제549호)은 제4조에서 여전히 선동․선전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이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 한정되었다.

 3. 제3~4공화국 (1961년~1979년)

1961.5.16., 군사혁명위원회는 전국에 비상계엄령과 혁명위원회 포고 

1호를 선포하여 언론에 대한 사전검열을 실시하였다. 계엄사령부에서 

발표한 구체적인 검열방침은 18일에 발표한 계엄사 발표 4호에서 구체화 

되었다. 여기에는 국방관련 사항의 보도를 규제하는 내용뿐 아니라, 

혁명군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보도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270) 

1961.7.3.에는 전문 11개조로 구성된 『반공법』(법률 제643호)을 

제정․공포하였다.271) 이를 근거로 정부는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일체의 보도를 광범위하게 제한‧처벌하였다.272) 동법은 형법상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가보안법』 보다 우선 적용되었을 뿐 아니라, ‘목적범’만 

처벌하는 『국가보안법』과 달리 ‘결과’만 가지고도 처벌이 가능했다.273)  

장기독재를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박정희 정권은 1972.12.26에 

『군사기밀보호법』(법률 제2387호)을 제정․공포하였다. 동법은 국방관련 

270) 계엄사 발표 4호에 따르면, 적을 이롭게 하는 사항, 혁명군사위원회의 제 목적에 위반하는 

사항, 반혁명적 제 선동 선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 치안 유지에 유해한 사항, 국민 여론 및 

감정을 저해하는 사항, 군 사기를 저하하는 사항, 군 기밀에 저촉되는 사항, 허위 및 왜곡되는 

사항, 기타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체 보도나 발표를 금지하고 있었다. 김민환, 앞의 책 

(각주 265), 580면.

271) 이후 동법은 법률 제842호(1961.12.13.), 법률 제1152호(1962.9.24.), 법률 제1412호 

(1963.10.8.), 법률 제1997호(1968.3.18.)로 총 네 차례에 걸쳐 일부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으나 대부분이 절차적 규정이나 부수적 규정에 관한 것이었다. 이 법은 1980.12.31에 

폐기되면서 국가보안법에 흡수 통합되었다. 

272) 반공법에서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는 물론 “(불온)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보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동조 제2항).

273) 박지동, 앞의 책 (각주 268), 1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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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를 제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외부에 누설하는 것을 처벌함은 

물론(제7조~제10조), 언론 보도에 의한 누설을 가중처벌(제11조) 하도록 

규정하였다. 동법상의 군사기밀의 범위는 군사에 관한 거의 모든 사항을 

망라하는 것이었으므로, 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의 공식 

발표가 없는 한 자발적인 취재보도가 거의 불가능했다.274) 

  
4. 제5공화국 (1979년~1987년)

전두환 정부는 1980년 『반공법』을 폐지하는 대신 이를 『국가보안법』에 

흡수 통합하면서 동법을 전면 개정하였다.275) 그러나 개정된 국가보안법은 

반공법 제4조에서 논란이 되었던 독소조항들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었다. 

아울러 1980.12.26.에는 이전까지 시행되던 『신문 ․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 『방송법』, 『언론윤리위원회법』 등을 통합하여 『언론기본법』 

(법률 제3347호)을 제정하였다. 이로써 정부는 문화공보부 장관에게 언론사의 

정․폐간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제24조)을 부여하는 등 강압적인 언론 통제 

체제를 마련하였다. 『군사기밀보호법』(법률 제3492호)은 1982년 한 차례 

개정되었으나 기존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이를 통하여 정부는 

문화공보부 내 홍보조정실을 창구로 하여 매일 각 신문사로 보도지침을 

하달하는 등 철저하게 언론기사를 검열하였다. 이는 국방관련 사항에 

한정되지 않았으며, 국내외의 주요사건의 보도여부에서부터 보도의 방향과 내용, 

심지어 형식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면서도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졌다.276)  

특히 국방부는 1984.1.27. 기존의 『군보도취급규정』(국방부훈령 제24호)을 

수정․보완하여 『국방보도규정』(국방부훈령 제328호)으로 개정하였다. 

이 규정은 군내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보도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제20조), ‘보도금지사항’을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국방 관계자들의 

필요에 따라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하였다(제23조).277) 

274) 김주언, 『한국의 언론통제』, 리북, 2008, 317-318면.

275) 법률 제3318호(1980.12.31. 전부개정 및 시행). 

276) 한국언론인연합회 편, 『한국언론100년사(Ⅱ)』, 한국언론인연합회, 2006, 189-190면.  

277) 동 훈령 제23조의 ‘보도금지사항’으로는 “➀ 군사기밀에 속하는 사항, ➁ 적을 이롭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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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방부는 동 훈령을 ‘엠바고’의 근거규정으로 삼아 군 관련 보도 

일체를 광범위하게 통제하였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군 출입기자증을 

회수하여 출입기자자격을 박탈하도록 하였다(제30조). 

 

  Ⅱ. 제2기 (완화기, 1987년~1996년)

1987년 ‘6월항쟁’을 계기로 당시 여당대표였던 노태우 대표는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였다. 6.29 선언은 8개 조항의 민주적 개혁조치를 

천명하였으며, 이 중 언론관련 조항에서 “정부는 언론을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하려고 시도해서도 안 된다”라는 자유주의적 언론관을 

피력하였다. 이에 따라 1987.11.28., 『언론기본법』은 폐지되었다.

1988년 출범한 노태우 정권은 실질적으로는 권위주의 통제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나,278) 정보기관원의 언론사 출입과 

보도지침이 점차 사라지는 등 형식적으로나마 언론의 자율성이 상당부분 

완화되었다. 이와 같이 민주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왔던 법제들에도 가시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1991.5.31.에는 그 범위의 포괄성으로 인해 남용의 우려가 제기되어 

왔던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여,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제1조2항)을 신설하였다. 특히 개정 

전 법률에서는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처벌하는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었던 것과 달리, 개정 법률에서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의 태양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열거하는 한편 그 주관적 요건도 

명확히 규정하였다.279)

사항, ➂ 국민의 대군신뢰 및 군의 사기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사항, ➃ 허위 왜곡 또는 

과장된 사항, ➄ 군수물자의 수출입에 관한 사항, ➅ 상부방침에 위배되는 사항, ➆ 기타 

장관이 지정하는 사항”으로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278) 이에 대한 상세는 한국언론인연합회 편, 앞의 책 (각주 276), 358-360면 참조.

279) 구체적으로는 제7조 제1항에서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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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방부는 1993.12.27. 『군사기밀보호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동 

개정법률은 그동안 군사기밀 규정이 너무 광범위하고 막연하다고 

지적되어 온 제2조의 군사기밀 범위 규정 7개항을 모두 삭제하였으며, 

그 대신 ‘군사기밀의 구분’(제3조)과 ‘군사기밀의 지정원칙 및 

지정권자’(제4조)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군사기밀의 범위를 대폭 

완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군사기밀 공개요청권(제9조)을 신설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1994.7.8. 『국방보도규정』을 개정하여 국방 및 

안보에 관한 기자들의 취재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280) 이에 따라 군 

내부사고도 보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보도금지사항’ 7개항도 

“➀ 군사기밀에 속하는 사항, ➁ 적을 이롭게 하는 사항, ➂ 국민의 

대군신뢰 및 군의 사기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사항”만 남기고 모두 

삭제하였다. 

  Ⅲ. 제3기 (전환기, 1996년~현재)

‘6.29 민주화선언’을 계기로 언론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약화되면서, 

그동안 성역화 되어 왔던 국방관련 보도 제한도 대폭 완화되었다. 

그러나 ‘96년 강릉무장공비 침투사건’시 언론의 상업주의로 인해 

국방관련 보도가 무분별하게 보도되면서,281) 정부는 국방관련 보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는 

1997.1.3. 『통합방위법』(법률 제5264호)을 제정하게 되었다.282) 이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요건을 명시하였으며,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라는 포괄적인 요건은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선전”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로 개정함으로써 그 요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

280) 개정 국방부훈령 제480호(1994.7.8.).

281) 1996년 강릉무장공비 침투사건 당시 언론의 군사작전 보도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상세는 

박현아, “군사기밀 보호를 위한 군 공보활동에 관한 연구: 군사작전 보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1, 37-60면; 문춘식, “군 작전관련 공보에서의 공표주의와 

기밀주의의 갈등사례 연구: ‘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와 ’98년 속초 잠수함 침투 사례를 

중심으로”, 『군사세계』, 통권 제175호(2010), 42-47면 참조. 

282) 동 법률은 통합방위 관련기구의 설치 및 국가방위요소의 통합운용에 필요한 법적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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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면 작전지휘관은 ‘합동보도본부’를 

설치하여 언론기관의 취재활동을 지원하되, 작전 수행과 관련된 특정 

정보원(情報源)에 대하여는 언론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법 

제16조, 법시행령 제24조). 

이와 같은 맥락에서 2001.11.9.에는 『국방보도규정』 또한 개정이 

이루어졌다.283) 동 규정은 통합방위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전상황의 

비공개’조항을 신설하였으며(제38조), 작전 관련내용 중 보도 불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국가보안법』과 『군사기밀보호법』에도 몇 

차례 개정이 이어졌으나 타법개정에 따른 소폭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일부 표현에 대한 수정만 있었을 뿐 기존의 

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제 3 절 현행법상 국방관련 보도규제의 방법

헌법 제21조 제1항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사전검열을 

금지하고 있다.284) 따라서 원칙적으로 보도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행해지는 사전적 보도규제는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된다. 그러나 

전시나 통합방위사태 선포시와 같은 국가긴급상황 하에서는 헌법질서의 

보장하고, 통합방위작전 간 관할구역별 지휘․통제권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동법시행 

이전에는 대통령훈령 제28호인 『통합방위지침』에 따라 ‘통합방위’가 운용되고 있었으나, 

이는 법체계상 모법인 법률이 없어 법적 통제와 구속력이 미약하여 통합방위 관련기구의 

운영과 국가방위 요소에 대한 통합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회사무처,『국방위원회 회의록』, 

제181회 제8차(1996.12.9), 20-22면.

283) 개정 국방부훈령 제690호(2001.11.9.). 『국방보도규정』은 이후 세 차례의 개정을 

거쳤으며, 2008.8.1.에는 『국방홍보훈령』(국방부훈령 제955호)으로 그 명칭까지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84) 헌법재판소는 사전검열에 해당하기 위하여 “➀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가 존재할 것, ➁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 절차일 것, ➂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일 것, ➃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 존재할 것”을 구체적인 

요건으로 정립하고 있다. 헌재 1996.10.4선고, 93헌가13결정; 헌재 1998.2.27선고, 

96헌바2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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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므로, 평시와는 달리 법치주의 원리가 다소 

완화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사전예방적 규제의 필요성 또한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현행법상 국방관련 보도규제의 방법을 그 

적용시기에 따라 전‧평시를 아우르는 일반적 규제방법과 전시(戰時)나 

통합방위사태 선포시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한시적 규제방법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Ⅰ. 일반적 규제방법

국가의 ‘개입’이라는 요소를 규제의 중요한 개념요소 가운데 하나로 

이해하면, 행정법적 규제뿐만 아니라 민사법적 규제나 형사법적 규제 

또한 국방관련 보도규제의 수단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들은 보도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사전적 규제방법과 사후적 규제방법으로 구별할 수 있다. 

사전적 규제란 보도시점 이전에 당해 보도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위험성에 기초하여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규제를 의미하며, 

사후적 규제란 보도 이후에 발생한 구체적 위해에 기초하여 사후교정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규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국방관련 

보도의 규제를 민사법적 규제와 형사법적 규제 및 행정법적 규제로 

구분하고, 각각의 규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전적‧사후적 규제수단을 

개별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1. 민사법적 규제 

 (1) 사전적 규제방법

국방부는 국가안보를 침해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의거하여 법원에 당해 군사기밀 사항의 

방영에 대한 사전중지 결정을 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민사소송의 

형식을 통한 사전규제의 하나인 법원의 방영금지 가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표현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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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내리는 것은 사전검열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285) 이에 따라 

법원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아가동산사건 그후 5년’에 대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전면적’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는 등,286) 이후에도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287) 이와 같은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은 대부분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군사기밀 사항의 

보도가 문제된 판결례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언론보도의 

성질상 군사기밀 사항의 보도 또한 일단 보도되고 나면 사후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특성을 지니므로, 방송금지 가처분은 군사기밀 사항의 

보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규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사후적 규제방법

경우에 따라 국방부는 사법(私法)원리를 통한 규제를 통해 국가 

안전보장이라는 공익을 담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는 엠바고에 

기초한 사적합의 위반에 기초하여, 엠바고 파기에 책임이 있는 언론사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된 판례를 찾아볼 수 없으나,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Cohen v. 

Cowles Media Co. 사건288)에서 정보제공을 조건으로 기자와 정보제공자 

간에 일련의 합의가 성립되었다면, 기자가 그 합의를 위반하여 기사를 

보도한 경우 당해 정보제공자는 ‘금반언의 원칙’(doctrine of 

promissory estoppel)에 따라 언론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289) 

285) 헌재 2001.8.30.선고, 2000헌바36 결정.

286) 서울남부지법 2001.7.28.선고, 2001카합1627 결정.

287) 기타 최근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례에 대하여는 금태수, “방송금지가처분의 헌법적 

한계: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안암법학』, 제26호(2008), 55-62면 참조. 

288) Cohen v. Cowles Media Co., 501 U.S. 663 (1991). 

289) 언론사의 책임은 언론사와 정보제공자 간의 합의내용이 무엇이며 얼마나 구체적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원은 언론사가 정보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긍정적인 내용의 보도를 하기로 

약속한 뒤 실제 보도과정에서 부정적으로 다룬 경우에는 소송의 대상으로 삼기에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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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방관련 보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구체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민사소송에서 발생한 손해와 원인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특히 보도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는 금전으로 회복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일 뿐만 

아니라, 보도규제의 궁극적 목적 또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 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을 

통한 사후적 규제방법은 본질적인 한계를 지닌다.

2. 형사법적 규제 

 (1) 사전적 규제방법

언론의 취재행위가 간첩죄나 일반이적죄 등을 구성하여 형사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방송이나 출판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표현물에 대한 

압수가 가능하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이 

헌법상 금지된 것으로서 어떤 이유로도 행정적인 규제방법으로 

사전검열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출판내용에 형벌법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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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출판 직전에 그 내용을 

문제삼아 출판물을 압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출판의 사전검열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므로 범죄혐의와 강제수사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290) 

모호하다고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보도과정에서 정보제공자에게 적대적인 

특정 구성원들에 대한 취재내용을 포함하지 않기로 한 약속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이와 같은 경우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Veilleux v. National Broadcasting Co., 206 F.3d 92 (1st Cir. 2000)). 언론사의 

합의위반에 기초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Anthony L. Fargo & Laurence B. Alexander, Testing the Boundaries of the First 
Amendment Press Clause: A Proposal for Protecting the Media from Newsgathering 
Torts, 32 Harv. J. L & Pub. Pol’y 1093, 1120-24 (2009) 참조.

290) 대판 1991.2.26.선고, 91모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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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후적 규제방법

언론에 의한 취재보도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누설되어 형법이나 군형법,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에서 정한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형사법적 규제는 수사기관이 행위자에 대하여 수사, 구속 등의 신병처리,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국방관련 보도의 내용을 

규제하게 된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압수나 수색 등의 방식을 통하여 

직접적인 규제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 점에 측면에서 형사법적 규제는 

형사법규에 따른 직접적인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실효성 있는 규제방법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형사법적 규제는 

언론의 보도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군사기밀 

누설을 처벌하는 형사법적 규정의 요건들이 매우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는 현실에서는 이를 통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제한된다. 

실제로 보도과정에서 군사기밀이 누설되는 경우 언론인이 기소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291) 특히 국방관련 보도규제는 장래에 대하여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전예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반해, 형사법적 제재는 궁극적으로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을 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한계를 

지닌다. 이하에서는 취재보도 과정에서 군사기밀 누설을 처벌하는 개별 

형사법규를 개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형법 및 군형법

현행 『형법』 제98조 제1항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간첩이라 함은 적국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것을 

말한다.292) 특히 『군형법』 제13조 제3항은 “부대․기지․군항지역 또는 

291) 언론인을 대상으로 형사법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국방보도 규제의 목적상 바람직하지도 

않을뿐더러, 실제 1996년 강릉무장공비 침투사건이나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및 연평도 

포격사건 등의 보도과정에서 다량의 군사기밀이 누설된 경우에도 그로 인해 사법처리된 

사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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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법령에 의하여 고시 또는 공고된 

지역”(제1호), “부대이동지역, 부대훈련지역, 대간첩작전지역 또는 

그밖에 군이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지역”(제2호),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위촉된 방위산업체와 연구기관” (제3호)에서 간첩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민간인을 동조 제1항의 간첩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93) 

또한 간첩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득한 군사기밀을 적국에 

누설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는 형법 제99조상의 ‘일반이적죄’가 

성립된다.294) 다만, 본 죄는 보충적 규정이므로 간첩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들은 모두 적국을 위한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므로 적국과의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요하며, 편면적 간첩은 본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295) 따라서 보도과정에서 군사기밀이 누설되는 

경우에도 보도가 적의 지령이나 사주 기타 의사연락 하에서 이루어진 

행위만 본 죄를 구성하게 된다.  

2) 국가보안법

현행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형법 제98조(간첩죄) 또는 

292) 이상철 외, 『군사법원론』, 박영사, 2011, 114면. 

293) 군인․준군인이 군형법 제13조 제1항이나 제2항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역을 불문하고 모두 

제13조 제1항의 형이 적용되고, 민간인이 동조 제2항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역을 불문하고 

동조 제2항에 따라 처벌된다. 따라서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한 ‘군사간첩죄’는 민간인이 동 

규정에서 정한 지역에서 간첩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하는 것을 처벌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고 한다. 이상철 외, 앞의 책 (각주 292), 117-118면.  

294) 이외에도 형법 제98조 제2항은 군사상 기밀을 지득한 자가 이를 적국에 누설하는 경우 

‘군사상기밀누설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직무와 관계없이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동법 제99조상의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대판 1982.7.13.선고, 82도968 판결; 대판 1982.11.23.선고, 

82도2201 판결). 국가기밀은 취재보도과정에서 직무담당자가 아닌 기자를 통하여 누설되므로 

언론인들에게 형법 제98조 제2항 혹은 군형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된 ‘군사상기밀누설죄’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마찬가지로 군형법 제13조 제1항의 ‘간첩죄’, 동법 제80조의 

‘군사기밀누설죄’는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 역시 논외로 한다.   

295) 대판 1959.5.18.선고, 4292형상3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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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일반이적죄)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 전달하거나 중개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호, 

제2호). 본 죄는 형법과는 달리 “적국을 위하여”라는 요건을 요구하지 

않으며, 제2조에서 규정한 국가기밀 누설 등 또한 직무에 관하여 지득한 

기밀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296)    

그러나 이는 목적수행죄로서 그 주체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에 한정되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행위자에게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라는 인식을 요구한다.297) 따라서 언론인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취재․보도과정에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거나 누설하는 등의 행위로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본 죄를 구성하게 된다.298)        

3) 군사기밀보호법

현행 『군사기밀보호법』은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1조). 또한 군사기밀을 직접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타인에게 누설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제12조 제1항), 탐지‧수집행위 없이 우연히 입수‧지득한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2항). 

취재보도와 직접 관련은 없으나, 다른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본이 아닌 

일부에 대한 복사본인 경우,299) 또는 누설한 사항 중 일부내용이 실제 

군사기밀 내용과 다른 경우에도 나머지 부분이 군사기밀인 내용을 

제대로 담고 있다면 전체적으로 보아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 소정의 

군사기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300)

296) 이에 대한 상세는 황교안, 『국가보안법』, 박영사, 2011, 96-97, 160면 참조.

297) 대판 1956.5.8.선고, 4289형상80 판결 참고.

298)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에서는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항의 취지에 

따라 취재․보도행위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299) 대판 1994.4.26.선고, 94도348 판결. 

300) 대판 2000.1.28.선고, 99도40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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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규정들은 행위주체와 행위대상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군사기밀과 관련된 보도의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본 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은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얻지 

않고 보호구역 내에서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묘사‧녹취‧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복제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조 

제1항 4호, 제24조). 또한 촬영행위가 없는 경우에도 통제보호구역이나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내의 출입통제에 위반하여 

관할부대장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출입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제9조 제1항 제1호, 제24조).301) 

 
3. 행정법적 규제 

 (1) 사전적 규제방법

국방과 관련된 제반 홍보활동의 세부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는 

『국방홍보훈령』은 사전규제의 한 형식으로 일정한 정보원(情報源)에 

대하여 일반 국민의 접근권을 제한하고 있다. 동 훈령은 제23조에서 

대외에 보도할 수 없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군사보안업무 

시행규칙에 저촉되는 사항은 물론 “군사기밀에 속하는 사항, 적을 

이롭게 하는 사항, 국민의 대군신뢰 및 군의 사기에 중대한 악영향을 

301) 군사기밀 누설이 문제가 된 사건은 아니지만, 2007년 2월 한 MBC 기자가 충남 계룡대 

군부대 내에 잠입하여 불법으로 운영되던 유흥주점 실태를 보도하여 기소된 사례가 있다. 이 

사건에서 해당 기자는 당시 계룡대에 단기장교로 근무 중이던 후배로부터 임시출입증을 얻어 

부대로 잠입한 뒤 유흥주점 실태를 촬영, 녹취하여 이를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보도하였다. 당해 기자의 행위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9조 제1항 4호와 군형법 

제78조 위반에 해당하였으나, 군은 군형법상 초소침범 혐의로만 기소하였고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징역 1년, 선고유예 2년’으로 고등군사법원의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였다(대판 

2009.1.30.선고, 2008도11009 판결; 고등군사법원 2008.11.17.선고, 2008노10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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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사항”이 여기에 포함된다. 동 훈령은 제23조의 추상적인 내용을 

다소 구체화하여 제24조 이하에서 작전상황, 무장간첩 체포‧사살에 

공헌한 민간인의 신분, 군사시설 및 군사장비 등에 대한 비공개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사상자나 귀환포로, 범죄자 등의 공개에 있어서도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내부적으로 언론의 접근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정보원(情報源)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사사항에 대한 취재협조를 원하는 언론사는 원칙적으로 

홍보담당 부서장에게 취재 3일 전까지 문서로 취재요청을 하여 보도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18조).302) 특히 해외 파병부대의 현지 

활동을 취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재예정 7일 전까지 합참 공보관실에 

취재신청을 하여 합참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16조). 여기서 

취재승인 행위의 법적성질이 문제되는바, 이는 특정 언론에게 

일반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국방관련 정보원에 대한 특별한 접근권을 

설정하여 주는 설권행위로서 특허와 같은 성질을 갖는다고 본다.303) 

따라서 보도 승인권자에게는 취재승인에 대한 독자적 판단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보원에 대한 접근권 제한이 실제 소송을 통하여 

다투어진 사례는 없으나, 승인권자가 그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일례로 2005년에 정부는 이라크 파병부대에 대하여 모든 

기자들의 이라크 출입을 원천봉쇄하는 한편 아예 이라크 정부에 

한국인에 대한 비자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요청함으로써 사실상 정보원에 

대한 일체의 접근권을 제한한바 있는데,304) 이는 비례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으로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302) 예외적으로 국방홍보훈령은 국방부 출입기자가 군사사항에 대한 취재를 요청하는 경우 

취재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8조 제2항). 이에 따라 정부가 보유한 

정보에 대하여 언론사에 따라 선별적으로 접근권을 허용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반하는 조치가 

아닌지 문제될 수 있는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출입기자를 한정하는 경우에는 

합리적 차별에 해당하여 위헌의 문제는 야기되지 않는다고 본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출입기자 

중에서도 ‘국방부 출입기자단’ 소속인지 여부에 따라 각종 편의제공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운용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상세는 후술하는 제4절 Ⅱ.1.(2) 3)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303) 취재승인 행위의 법적성질에 대한 논의는 후술하는 제4절 Ⅰ.1.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304) 김영미, 앞의 논문 (각주 13), 22-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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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후적 규제방법

국방부가 사후적 규제의 한 주체로서 보도활동에 개입하는 방법으로는 

‘엠바고’(news embargo)가 주로 활용된다. 이는 국방부가 ‘국가안전보장’ 

이라는 공익실현을 위하여 출입기자단에게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일정 시점까지 특정 정보를 보도하지 않을 것에 서로 합의하고, 

언론사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그에 따른 제재로써 출입기자증 회수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하는 규제방법이다. 『국방홍보훈령』은 언론의 

임의보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부 대변인과 협의하여 

일정기간 보도자제(엠바고)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0조 

제4항). 여기서 엠바고에 따른 합의 자체는 사적 합의에 불과한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로 일정한 행정제재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사후적 규제의 하나로 

파악할 수 있다.305) 

국방부는 국방홍보훈령에 따라 소정의 출입승인 절차를 거친 언론사 

기자에 대하여 전‧평시 군 출입기자증을 발급하여 출입기자의 

취재활동에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제50조). 이에 따라 출입기자는 

기사송고실과 브리핑룸, 취재지원실을 이용하면서 정례‧수시브리핑, 

보도자료 및 각종 참고자료를 제공받으며, 주요 인사와의 간담회 등의 

편의를 제공받는 한편 필요시에는 군 수송수단과 통신수단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제53조). 그러나 엠바고의 당사자인 언론기관이 

엠바고를 파기하거나 군사보안을 위반하는 등 일정한 사유306)를 

305) 엠바고는 실제 운용면에서는 자율규제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기관은 엠바고 위반에 

대한 제재로 출입기자증 회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나, 실제 이러한 제재조치는 

출입기자단이 자체적으로 논의하여 결정하며 통상 행정기관은 그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출입기자단의 자율적인 의견을 존중해왔다.

306) 현행 국방홍보훈령은 ‘① 국방부 출입을 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② 군사기밀 탐지 및 누설 등 

군사보안에 저촉되었을 때, ③ 제23조(보도 금지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도한 때, ④ 

국방부 출입기자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출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⑤ 3개월 기준, 

월평균 8회 이상 정례브리핑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를 국방부 출입기자증 회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제52조 제1항). 이 중에서 제23조(보도 금지사항)에는 ‘군사기밀에 속하는 

사항’(1호), ‘적을 이롭게 하는 사항’(2호), ‘국민의 대군신뢰 및 군의 사기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사항’(3호)이 포함되는바(제23조 제1항), 3호의 요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본다. 이에 대한 상세는 제4절 Ⅱ.2.(2)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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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하면 출입기자증을 회수하여 각종 취재편의 제공을 철회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 여기서 출입기자증을 회수하는 행위는 수익적 

처분의 철회에 해당하며,307) 따라서 출입기자증을 회수하는 경우에도 

철회권 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308) 뿐만 아니라 엠바고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검열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사전검열을 금지하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엠바고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에 관한 쟁송이 민사소송에 

의할 것인지 행정상 쟁송수단에 의할 것인지 문제되나, 출입기자증 

회수는 제재처분의 한 형태라는 점에서 항고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민사소송의 형식으로 가처분을 

구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부산일보가 소위 ‘아덴만 여명작전’보도에 대한 엠바고를 파기하고 

이를 보도함으로써 국방부로부터 기자실 출입 제한조치를 받은 

사안에서, 부산일보는 국방부의 제재조치로 인한 취재의 자유 침해와 

그로 인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국방부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309) 

  

  Ⅱ. 한시적 규제방법

1. 전시(戰時)

현행 『헌법』 제77조 제3항 및 『계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은 비상계엄지역 안에서 언론․출판의 

307) 국방부 출입기자증 회수의 법적성질에 대한 논의는 후술하는 제4절 Ⅰ.2.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308) 이는 출입기자증 회수조치의 한계와 관련된 문제로서 제4절 Ⅱ.2.(2)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309) 부산지법 2012.6.27.선고, 2011가합38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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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여기서 ‘특별한 조치’의 

해석상 그 내용과 범위는 명확하지 않으나, 비상계엄이 국가긴급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선포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사후적 규제는 물론 일정한 

사전적 규제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는 헌법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므로 헌법상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검열은 비상계엄 시라고 하더라도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310) 이는 각종 형사법에서 선전․선동에 관한 

죄를 규율하고 있는 이상 사전검열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규제의 목적과 한계를 간과한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일단 공개가 되고 나면 피해회복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언론보도의 성질상 형사처벌만으로 

국가안전보장을 담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사전예방적 

조치가 불가피하게 요청되는 경우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상계엄의 선포가 요구되는 상황 자체가 극도의 사회질서 교란상황임을 

감안하면 일정한 사전검열은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계엄상황 하에서도 법치주의 원리, 특히 헌법 제37조 제2항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특별한 조치로서의 기본권 제한은 그 목적 수행에 적합하고 

필요하며 상당한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311)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특별한 조치에 앞서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하므로(제9조 제1항), 평상시에 포고령(안)을 미리 마련하여 둠으로써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편, 경비계엄의 경우에는 비상계엄과는 달리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소극적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므로,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은 특별한 조치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312) 

310) 오동석, “한국전쟁과 평화의 법: 한국전쟁과 계엄법제”, 『민주법학』, 제43권(2010), 68면.

311) 박정훈, “6.25 전시하의 행정법 –전쟁과 법치주의-”, 『서울대학교 법학』, 제41권 

제2호(2001), 97-101면 참조.

312) 권영성, 앞의 책 (각주40), 989면; 김철수, 앞의 책 (각주40), 1385면; 성낙인, 앞의 책 

(각주34), 1104면;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8, 11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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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방위사태 선포시

 (1) 합동보도본부의 설치를 통한 취재활동 지원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 또는 우발상황에 있어서 국가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민․관․군․경과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대 등을 

통합·운용하는 등 위기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997년 

『통합방위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 또는 시․도지사에 

의하여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면, 작전지휘관은 합동보도본부를 

설치하여 언론기관의 취재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313) 합동보도본부는 

합참 통합방위본부에 설치되는 중앙 합동보도본부와 통합방위사태 

선포구역에 설치되는 지역 합동보도본부로 구별되며, 통상 중앙 

합동보도본부는 보도자료 배포와 정례브리핑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인터뷰 지원 및 보도규제 업무 등의 실질적 규제는 지역 합동보도본부에서 

담당한다.314) 

작전지휘관은 합동보도본부를 통하여 1일 한차례 이상 통합방위작전의 

진행상황을 취재기자단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작전지역에서 취재를 원하는 언론기관은 작전지휘관에게 취재기자 

명단을 통보하고 식별표지를 제공받아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취재 허용지역은 작전지휘관이 정한 지역의 범위 내로 

한정된다(동조 제3항).

 (2) 작전지휘관에 의한 정보원 접근권 제한

통합방위법 및 동법시행령은 취재활동 지원의 한계로서 작전지휘관이 

313) 작전지휘관에 의한 합동보도본부의 설치․운영은 통합방위법 제10조 제2항의 명시적 표현에 

따를 때 재량행위로 보여진다. 그러나 제1항에서 작전지휘관에게 취재활동 지원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 이를 위하여 동법 시행령에서 작전지휘관으로 하여금 1일 한 차례 이상 

통합방위작전의 진행상황을 합동보도본부를 통하여 취재기자단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동보도본부의 설치․운영은 통합방위사태 선포시 필요적으로 요구되는 

기속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314) 중앙 및 지역 합동보도본부의 운영에 관한 상세는 국방부, 『군사작전과 보도』, 국방부, 

1998, 2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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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원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취재 허용지역을 벗어나는 지역에서는 언론의 

접근이 제한된다. 별도로 취재 허용지역 밖에서 현장취재를 하기 

위해서는 작전지휘관의 승인을 요하며, 소수의 선정된 인원에 한하여 

안내요원의 안내 하에 현장취재가 가능하다(시행령 제19조 제4항). 

여기서 작전지휘관의 승인행위는 일반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정보원(情報源)에 

대한 특별한 접근권을 설정해 주는 특허로서의 성질을 지니며, 작전 

수행을 통한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작전지휘관에게 독자적 판단권, 즉 재량권이 부여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작전지휘관은 병력 또는 장비의 이동․배치․성능이나 

작전계획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언론의 접근 자체를 제한할 수 

있으며(법 제10조 제3항), 작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의 구체적 침투도발 행위의 내용이나 아군의 작전상황 등의 내용을 

필요한 기간 동안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허용지역 내에서도 

취재활동을 제한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작전지휘관의 재량행사가 자의적임이 명백하거나 취재승인 

행위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경우, 처분의 이유제시 

등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등의 위법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취소소송 또는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것이다. 나아가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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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국방관련 보도규제에 대한 사법심사

  Ⅰ. 국방관련 보도규제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

1. 국방관련 정보원 접근권 제한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성

국방홍보훈령에 따른 사전적 행정규제로서 특정 정보원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하는 행위는 궁극적으로 취재의 자유 내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통상 정보원에 대한 접근권 제한은 언론사의 취재요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이하에서는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제기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1) 취재승인 행위의 법적성질

언론보도 절차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요구되는 ‘취재승인’ 행위는 행정규칙인 

국방홍보훈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법적근거를 결하고 있다. 따라서 

국방부가 행정규칙인 국방홍보훈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사무를 

집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사실상의 구속력을 미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효과는 간접적이며 사실적인 것에 지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언론의 취재요청에 대한 승인은 특정 언론에게 일반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국방관련 정보원에 대한 특별한 접근권을 설정하여 주는 

설권행위로서 특허와 같은 성질을 갖는다. 다만 그러한 권한의 행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학상 행정행위의 

개념요소의 하나인 ‘법적효과’를 결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법률상의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도,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대외적 구속력이 강하게 추정되는 행정사무를 집행한 이상 그 

권한의 행사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성을 부인 

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1호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개념에 

대하여 강학상 행정행위의 징표인 “외부에 대한 직접적 법적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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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으로 하지 않고,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법적규율’이라는 요소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이상, 법률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널리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법적 판단을 거쳐 행하여진 

행정작용이라면 그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315) 이와 달리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1호 전단의 행정작용은 강학상 행정행위에 

한정된다고 보는 견해에 따르더라도,316) 후단에서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까지 포함하여 처분개념을 널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재승인 

행위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도 “어떠한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그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하여 법적 

근거 없이 행한 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한 바 있다.317)

또한 국방부의 취재 협조로 인하여 공개되는 국방관련 정보원은 

국민의 알 권리는 물론 국가안보 영역 등의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청인의 자격이나 적격성, 취재허용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요한다는 점에서 승인권자에게 가장 

적합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독자적 판단권(재량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국방홍보훈령 또한 국방보도활동에 대한 매체별 보도 

승인권자를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한편(제4조), 해당 승인권자에게 

보도매체, 공개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승인권한을 부여하고 있다(제9조).  

 (2)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요건과 소의 적법성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인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신청한 행위가 

315) 박정훈, “취소소송의 성질과 처분개념”,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7, 176-177면.

316) 김남진‧김연태, 『행정법Ⅰ』, 법문사, 2005, 678-680면; 정하중, 『행정법총론』, 법문사, 

2005, 719-720.

317) 대판 2004.11.26.선고, 2003두10251,102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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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사인에게 

그 행정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318) 

따라서 국방부의 취재요청 거부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 가능성은 

곧 신청권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의 “언론은 정보원(情報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라는 규정은 법규상 

신청권의 인정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본 논문의 제2장에서는 이 

규정이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으로서 소극적 

권리에 한정될 뿐 특정 정보원에 대하여 취재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는데, 판례가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신청권이 추상적 자격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라면 이 규정만으로도 충분히 신청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319) 

설령 법규상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리상 신청권을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에 대응하는 것으로 파악하면 조리상 신청권 

또한 충분히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신청권이 인정되어 

대상적격이 충족되면 원고적격의 문제는 별도로 제기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320)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제기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신청권을 처분의 개념요소로 파악하는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는 학설에 따라 본안에서 권리침해의 문제로 판단되어야 

한다거나,321) 원고적격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322) 그러나 

318) 대판 2007.10.11.선고, 2007두1316 판결; 대판 2002.11.22.선고, 2000두9229 판결.

319) 대법원은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대판 2009.9.10.선고, 2007두20638 판결.

320) 박정훈, “취소소송의 4유형”,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7, 84면.

321) 홍준형, 『행정법』, 법문사, 2011, 849면.

322)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10, 8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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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4조 1호는 취소소송을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본안판단시 위법성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신청권을 본안의 문제로 보는 견해는 설득력이 

없다. 또한 판례가 설시하고 있듯이 신청권은 관계법규의 해석에 의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원고적격에서 판단하는 법률상 

이익과도 차이가 있다. 오히려 거부처분의 요건으로서의 신청권은 현행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특별히 요구되어서는 아니되며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 자체만으로 거부처분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며,323) 또한 타당하다고 본다. 

 (3) 소결

전장지역 등의 정보원에 대한 언론사의 취재승인 신청에 대하여 

국방부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제기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취재승인 행위는 행정규칙인 국방홍보훈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법적근거를 결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특별한 접근권을 설정하여 주는 설권행위로서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그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요건으로서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의 존부가 문제되는바, 

사견에 따르면 국민의 신청권은 인정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다만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별도의 법적근거 없이 신청권을 요구하는 판례의 

태도는 부당하다고 본다.   

2. 국방부 출입기자증 회수조치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성

국방부의 제재조치로서의 출입기자증 회수조치에 대해서는 그 

323) 박정훈,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7, 86-89면; 이원우, “항고소송의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의 이익 확대를 위한 행정소송법 개정방안”, 『행정법연구』, 

제8호(2002), 253-2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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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의 제기 가능성을 

상정해볼 수 있다.324)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 조치의 처분성이 요구되므로(제19조‧제35조), 

원고적격 등의 요건에 대한 검토와 함께 먼저 국방부 출입기자증 

회수조치의 법적성질에 따른 처분성 유무가 해명되어야 할 것이다.

 

 (1) 국방부 출입기자증 회수의 법적 성질

국방부 출입기자 등록과 그에 따른 출입기자증 발급 행위는 내부적 

지침에 불과한 국방홍보훈령에 따른 절차로서 직접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출입기자 등록은 그로 

인하여 제공되는 각종 편의제공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특정 언론에게 

특별한 정보원 접근권을 설정하여 주는 설권행위로서 그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325) 

나아가 동 훈령 제50조 제2항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는 문언을 사용하여 당해 처분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 

취재의 자유의 내용으로서의 정보원 접근권은 소극적 권리에 한정되므로 

어느 언론이나 기자도 취재에 응할 것을 강요할 수 없다는 점에서 

출입기자가 제공받는 각종 편의사항은 정부가 제공하는 시혜적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국방부 출입기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보도는 대체로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므로 출입기자의 자격이나 적격성 

등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요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출입기자 등록은 

재량행위로서의 수익적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반대로 출입기자증을 

회수하는 행위는 수익적 처분의 철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24) 다만 취소사유에 불과한 제재조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라도 

취소소송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취소판결이 내려질 것이다(대판 2005.12.23선고, 

2005누3554; 대판 1994.12.23선고, 94누477판결).  

325) 이에 대하여는 제4장.제4절.Ⅰ.1.(2) 에서의 논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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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

『행정소송법』제12조 전문 및 동법 제35조에 따라,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인정된다. 여기서 ‘법률상 이익’의 의미를 둘러싸고 

견해가 대립되나,326) 판례는 통설과 마찬가지로 법적보호이익설의 입장에 

따라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327) 그러나 이러한 요건은 주로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불이익처분의 

직접 상대방의 경우에는 기본권의 자유권 내지 방어권으로서의 성격에 

근거하여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점에 이론이 없다.328) 따라서 

출입기자증 회수조치의 대상 언론사나 소속 기자들은 침익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에 해당되므로 위와 같은 ‘(직접) 상대방 이론’(Adressatentheorie)에 

의하여 법률규정을 매개로 하지 않고도 바로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취소소송의 계속 중에 출입정지 

기간이 경과하여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소송의 제기 이전에 처분의 

효력이 이미 소멸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부정될 것이다.329) 다만, ‘2012.5.24. 행정소송법 개정 공청회’에서 

326) 이에 대한 상세는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09, 683-693면; 김철용, 

『행정법Ⅰ』, 박영사, 2010, 655-660면;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09, 

1004-1008면 참조.

327) 대판 2010.5.13.선고, 2009두19168판결; 대판 1995.10.17.선고, 94누14148판결 등.      
328) 이에 대한 상세는 박정훈, 앞의 책(각주 323), 76-81면; 이원우, 앞의 논문(각주 323), 

221-224면 참조. 

329)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행정소송법』 제1조 전문과 후문의 ‘법률상 이익’을 각각 구별하지 

않고 모두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으로 

해석하면서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판례가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의 ‘법률상 이익’을 좁게 해석하는 것에 반대하여, 학설상 

다수견해는 제12조 후문이 규정하고 있는 취소소송을 독일의 계속적 확인소송으로 이해하여 

‘법률상 이익’을 ‘확인의 정당한 이익’으로 해석함으로써 후문의 소의 이익을 전문의 법률상 

이익보다 넓게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학설상 다수견해에 따르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와 달리 



- 104 -

공표된 『행정소송법 개정시안』330)과 같이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과 후문의 ‘법률상 이익’이 ‘법적 이익’으로 개정되는 경우에는 

협의의 소익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3) 소결

국방부의 제재조치로서의 출입기자증 회수조치에 대해서는 그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방부 출입기자 등록은 일종의 수익처분이라는 점에서, 출입기자증 

회수조치는 수익적 처분의 철회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출입기자증 회수조치의 직접 상대방이 되는 언론사는 취소소송의 

계속 중에 제재처분의 효력이 아직 소멸되지 않은 이상,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Ⅱ. 국방관련 보도규제의 적법성과 그 한계

1. 정보원에 대한 접근권 제한의 적법성과 그 한계

전술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당해 

거부조치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소의 인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즉 군사정보에 대한 취재요청 거부행위의 위법성이 

문제되는바, 당해 조치의 위법성은 정보원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하는 

근거규정인 국방홍보훈령이 위헌이거나 당해 처분 자체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는 국방홍보훈령의 규범통제와 

결부되는 문제이므로 우선 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도 인격적․재산적․사회적․정신적 이익 등의 ‘정당한 이익’으로도 

소의 이익이 긍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상세는 박정훈, 앞의 책(각주 323), 

314-327면; 이원우, 앞의 논문(각주 323), 256-258면 참조.   

330) 박정훈, “원고적격․의무이행소송․화해권고결정”, 『행정소송법 개정 공청회 자료집』, 법무부, 

2012, 17-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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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의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취재협조라는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 

한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하게 되는 사유에 대한 일반적 검토를 요한다.

 (1) 정보원에 대한 접근권 제한의 적법성

1) 국방홍보훈령의 법적성질과 효력

『국방홍보훈령』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행정규칙 중에서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이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이른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으나,331) 『국방홍보훈령』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다만,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대통령령 제23348호) 제15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은 언론에 대하여 공평하게 취재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제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언론에 대한 세부 

취재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는 규정이 있다(제2항). 그러나 

이는 국정에 관한 홍보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률의 명시적 위임 없이 

발하여진 이른바 집행명령으로서 그 자체로는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내부적으로 마련한 

세부 취재지원 계획에 대하여는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법률에 의한 구체적인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입법사항을 규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기 

때문이다.332) 

이와 같이, 국방홍보훈령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그 권한행사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발하여진 명령으로서 재량준칙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333) 따라서 국방부가 

331) 대판 2003.10.9.선고, 2003무23 결정; 대판 1996.9.20.선고, 95누8003 판결; 대판 

1987.9.29.선고, 86누484 판결.

332) 대판 1995.1.24.선고, 93다37342 판결; 同旨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09, 1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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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홍보훈령이 정한 바에 따라 사무를 집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사실상의 구속력을 미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효과는 간접적이며 

사실적인 것에 지나지 않게 된다. 다만 그에 근거한 행위가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그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행정규칙에 근거한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처분에 해당함은 이미 전술한 

바와 같다.334)

2) 국방홍보훈령에 대한 규범통제 가능성

『국방홍보훈령』은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원은 

재판에 있어서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335) 특히 대법원은 행정규칙에 

대하여 국민에 대한 법적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위법한 행정규칙을 이유로 행정규칙 그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336)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하되, 

당해 처분이 행정규칙을 그대로 준수한 경우 그 행정규칙이 위법하고 

무효라는 점을 주장‧입증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통제가 가능하다.337) 

따라서 『국방홍보훈령』에 따른 취재요청 거부의 형식으로 국방관련 

정보원에 대한 접근을 거부받은 경우 당해 거부처분을 항고소송의 

333) 대법원은 훈령에 대하여 “훈령이란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 그 권한의 행사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명령으로서, 훈령, 예규, 통첩, 지시, 고시, 각서 등 그 사용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공법상의 법률관계 내부에서 준거할 준칙 등을 정하는데 그치고 대외적으로는 아무런 

구속력도 가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판 1983.6.14.선고, 83누54 판결).

334) 대판 2005.2.17.선고, 2003두14765 판결.

335) 이와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은 “처분이 행정규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않으며, 반대로 행정규칙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바로 그 처분이 적합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는바,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행정규칙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대판 1995.10.17.선고, 94누14148 판결. 

336) 대판 1987.3.24.선고, 86누656 판결; 대법원 1985.11.26.선고, 85누394 판결 참고.

337) 대법원은 고양시 개인택시운수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과 관련하여, “면허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법령에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이는 

객관적으로 타당하여야 하며 그 설정된 우선순위 결정방법이나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잃은 것이라면 이에 따라 면허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 되어 

위법”이라고 판시하여 이와 같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행정규칙의 위법성을 심사한바 있다. 대판 

2007.2.8.선고, 2006두138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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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하면서 그 근거규정인 국방홍보훈령의 위헌성 내지 위법성을 

다투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통제방식에 의하여 국방홍보훈령의 특정 조항이 

위헌‧위법인 것으로 대법원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당해 규정은 당해 사건에서만 적용이 배제될 뿐이고, 그것이 공식절차에 

의하여 폐지되지 않는 한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남게 되므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3) 국방홍보훈령의 위헌여부

국방홍보훈령은 제24조에서 제30조에 걸쳐 특정 유형의 정보들을 

비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이들 정보에 대하여 대중의 접근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위헌성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 즉 취재의 자유 침해 여부의 문제로 귀결된다. 

제2장에서의 논의를 전제로 하면, 취재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이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을 의미하는 소극적 권리로서의 ‘정보원 접근권’은 

‘취재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취재행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헌법상의 권리라 본다. 이와 달리 특정 

정보원에게 취재에 응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적극적인’ 정보원 접근권은 헌법상 ‘취재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그와 같은 적극적인 정보원 접근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4조 등과 같은 개별법에서 

법률상의 권리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고, 개별적인 법률에 의거하여 

접근권이 부여되지 않은 이상 일반적으로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르면 동 훈령에서 비공개로 규정한 사항들은 

작전상황, 전‧사상자 또는 군의 임무수행에 기여한 민간인 등의 

인명공개, 군사시설 및 군사장비, 범죄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접근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접근권이 부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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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방관련 정보원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는 

현행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국방홍보훈령이 일반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정사항에 대하여 접근권을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헌의 문제는 야기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원 접근권’ 제한은 정부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보도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사전검열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사전검열이라는 

주장도 가능하다.338) 그러나 첫째, 특정 정보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가 

존재한다거나 ‘의사표현의 금지’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헌법재판소에서 

요구하는 구체적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339) 둘째, 

사전검열은 이미 획득된 정보에 대한 표현을 제한하는 것임에 반해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은 표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획득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사전검열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340) 따라서 특정 유형의 정보원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하는 

행위의 근거규정인 국방홍보훈령에 위헌‧위법적인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정보원에 대한 접근권 제한의 한계

정보원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하는 근거규정인 국방홍보훈령이 

합헌적이라고 판단되는 이상, 취재요청에 대한 승인권자의 처분 자체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즉 취재지원이라는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그 

338) 대표적인 예로,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이유 보충서”, 2007 참조. http://www.sibyun.co.kr/pds/board_con.htm?seq=70&tag=1&

page=1&search_tag=search&search_sel=&search_text=헌법소원 (최종검색일 2012.10.15.). 

339) 헌법재판소는 사전검열에 해당하기 위하여 “➀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가 존재할 것, ➁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 절차일 것, ➂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일 것, ➃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 존재할 것”을 구체적인 

요건으로 정립하고 있다. 헌재 1996.10.4선고, 93헌가13결정; 헌재 1998.2.27선고, 

96헌바2결정.

340) 同旨 Gannett Co. v. DePasquale, 443 U.S. 368, 393 n.25 (1979); Pell v. Procunier, 

417 U.S. 817, 834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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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를 일탈‧남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이 위법하게 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국방관련 정보원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하는 국방홍보훈령이 

합헌임을 전제로 재량행사의 한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1) 내용상의 한계

취재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의 정보원 접근권은 취재행위에 있어 

공권력의 개입이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소극적 권리에 한정된다. 

따라서 어느 언론이나 기자도 ‘정보원 접근권’을 원용하여 제3자에게 

취재에 응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므로, 정부 또한 언론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341) 다만 취재활동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그 내용과 성격에 비추어 대중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정보원은 취재의 자유의 한 내용인 

정보원 접근권의 보호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공권력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언론사가 공공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일단 헌법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대중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과 그렇지 

않은 정보원간의 구별기준이 문제된다. 사견으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가 비교적 그 구별기준으로서 적합하리라 

생각된다. 다시 말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 즉 정보공개법 제7조 소정의 공표대상이 되는 일반적인 

행정정보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취재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의 정보원 접근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342) 

그러므로 당해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적 

정보원 접근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정보원 접근권을 주장할 수 

341) 同旨 헌재 2004.12.16.선고, 2002헌마579 결정.

34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1호),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2호),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3호), 그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4호)를 공표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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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그러한 정보에 대해서는 취재의 자유의 

청구권적 성질에 근거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 정보원’의 구별기준을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 

정보로 삼을 경우, 당해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인지 여부에 대한 

일차적 판단권은 당해 정보를 보유한 행정청에게 있으므로 정보의 

비공개가 인정되는 범위가 먼저 명확하게 설정되어질 필요가 있다. 일단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형식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1호에 의거하여 접근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실질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9조 제1항 2호에 의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정보원 접근권의 한계로서의 ‘비공개대상 정보’를 

비밀로 지정된 정보원에 한정할 것인가(형식적 비밀), 아니면 실질적 

중요성에 비추어 판단할 것인가(실질적 비밀)에 따라 접근권 제한의 

범위 또한 달라질 수 있다. 논리적으로는 형식적 비밀만이 접근권 

제한의 대상이 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형식적 비밀도 이미 공지의 

사실로서 비밀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또는 형식적 비밀은 아니지만 

작전상황 등의 실시간 정보와 같이 실질적 비밀의 보호 필요성이 강력히 

요구되는 경우 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찬동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실질적 비밀성이 인정되는 정보원에 대한 접근 제한은 작전의 

성공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실질적 비밀성’의 범위를 일체의 국방관련 정보로 확장하게 

되면 국민에게 알릴 것을 알리지 못하는 결과 국민을 호도함은 물론 

각종 의혹과 은폐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기준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형식적 비밀로서 실질적 비밀성을 갖춘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원에 

대한 접근권이 제한되어야 하고, 비밀로 지정되지 않은 정보로서 실질적 

비밀성도 결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원 접근권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는 이론(異論)이 있을 수 없다. 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형식적 비밀임에도 이미 공개되었거나 공지의 사실에 해당하여 

실질적 비밀성을 결한 경우, 또는 실질적으로는 비밀로서의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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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형식적 비밀은 아닌 경우일 것이다. 어느 경우든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비밀성을 이유로 취재승인을 거부할 것이고, 이와 달리 

취재승인을 구하는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정보원으로서 

취재승인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아 취재승인을 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는 결국 행정소송을 통한 사법부의 개별적‧구체적 

판단을 통하여 해결방향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즉 개별 

사례에서 법원의 실질적인 심사를 통하여 공개의 이익과 비공개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비교형량 해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형식적 

비밀과 실질적 비밀을 모두 비밀로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343) 

그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적 비밀성을 심사척도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법원은 비밀로 지정된 경우라 할지라도 당해 정보의 

실질적 비밀성을 심사하여, 정보원 접근권 제한의 대상을 ‘실질적 

비밀’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44)

2) 절차상의 한계

언론의 취재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국방부는 원칙적으로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3조). 이외에도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일정한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여 국민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제21조, 제22조). 그러나 

취재요청과 같은 수익적 처분의 신청을 거부할 때에도 사전에 이를 

통지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343) 대법원은 현행법에 따라 비밀로 지정되거나 이미 사실상 비밀로 취급되는 사항뿐만 아니라 

그 밖의 사항이라 하더라도 실질비의 요건을 갖춘 것이면 모두 비밀로 취급하고 있다(대판 

1995.9.26.선고, 95도1624 판결; 1995.7.28.선고, 95도1121 판결 등 참조). 이는 국가비밀의 

범위를 넓히고 그만큼 국민의 알 권리에 불리한 해석이라는 비판이 있었다(박용상, 

“국가비밀법의 체계”, 『사법논집』, 제27집(1996), 547면).

344) 헌법재판소는 국가기밀의 범위를 형식적 비밀 중에서도 실질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한정한 

바 있으나(헌재 1992.2.25.선고, 89헌가104 결정),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가치를 지닌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이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식적 요건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헌재 1997.1.16.선고, 92헌바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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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학계의 논의

   ⅰ) 부정설

  
행정절차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원칙적으로 

사전통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345) 이와 같은 취지로 거부처분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청 및 결정과정에서 이미 의견진술 기회가 제공되어 

그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346) 행정청에게 상당한 절차적 

부담이 되어 행정의 신속성과 경제성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347) 등이 추가적인 논거로 제시되고 있다. 

   ⅱ) 긍정설

  
반면 거부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의 입장에 

반대하는 견해는 법치행정의 관점에서 거부처분의 경우에도 사전통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 논거를 위 부정설의 논거와 대비하여 살펴보면 첫째, ‘권익’은 

권리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이를 아무리 좁게 해석해도 ‘법률상 

이익’보다 좁게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판례가 신청권이 

있다고 하여 처분성을 긍정함으로써 원고적격이 긍정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행정절차법 소정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라는 점,348) 둘째, 

345) 대판 2003.11.28.선고, 2003두674 판결.

346) 김동희, 앞의 책 (각주326), 378면; 박균성, 앞의 책 (각주326), 555면.

347) 최송화, “행정재량의 절차적 통제”, 『서울대학교 법학』, 제29권 제2호(1999), 89면.

348) 최계영, “거부처분의 사전통지-법치행정과 행정의 효율성의 조화-”, 『행정법연구』, 

제18호(2007), 280-281면. 이에 따르면 사회적 기본권은 일단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되면 

구체적인 법적권리가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사회보장급부를 규정한 법률이 존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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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유로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신청이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349) 셋째, 행정절차법 

제1조의 목적규정의 해석기능에 비추어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침익적 처분뿐만 아니라 거부처분을 포함하는 불이익 처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350) 등이 지적되고 있다.    

 

 ② 검토

사전통지 절차는 행정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행정청이 어떠한 근거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어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351)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전통지 절차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거부처분의 경우에도 사전통지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충실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승인권자는 취재허용으로 인하여 공개되는 

정보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취재승인을 거부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 ‘정보원 접근권’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권익의 제한은 없는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되어 

일견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취재승인 거부의 대상이 된 정보가 

일반적인 국방정책과 같이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임에도 

거부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그와 같은 정보는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로서 헌법상 취재의 자유의 한 내용인 

‘정보원 접근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국방과 관련된 

정보들은 당해 정보원이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일반적인 

정보원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일도양단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같은 논문, 283면). 

349) 윤형한, “사전통지의 대상과 흠결의 효과”, 『행정판례연구 Ⅹ』, 박영사, 2005, 220면. 

350) 김철용,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과 처분의 사전통지 대상”, 『인권과 정의』, 제349호(2005), 

149-151면. 

351) 최계영, 앞의 논문 (각주348), 284-286면.



- 114 -

경우가 많다.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취재승인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국방관련 정보원에 대한 취재요청에 대하여 승인권자가 

‘취재승인’을 거부한 경우 거부처분의 당사자 모두에게 일일이 

사전통지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행정사무에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일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 또한 없지 않다. 따라서 거부처분의 경우에도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의 취지에 

비추어 취재요청의 대상이 된 정보원의 내용이 작전계획이나 군부대의 

위치 등과 같이 국가안보에 해악을 가져올 것이 명백하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통지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사전통지 및 이유제시 의무를 위반하여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판례는 그것만으로도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는 입장이다.352) 

절차적 규제를 담보함으로써 법치행정의 원리에 충실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단지 절차적 하자만으로 

당해 거부처분이 취소되어 승인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취재승인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로 인하여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로 인하여 공개되는 

정보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정판결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353)

3) 방법상의 한계    

 ① 언론사별 차별적 접근권 제공의 한계

정보원 접근권은 소극적 권리에 한정되므로, 국방부에서 언론사 기자들에게 

352) 대판 2001.4.13.선고, 2000두3337 판결; 대판 1991.7.9.선고, 91누971판결.

353) 사정판결의 필요성과 그 요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이은기, “사정판결과 공공복리”, 

『행정법 연구』, 제27호(2010), 153-19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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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의 일부를 기사송고실이나 브리핑룸으로 제공하거나 정부 청사의 

사무실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방부가 정부 내 홍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시혜적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언론에서 취재활동을 위하여 국방부 기자실에 있는 

기사송고실이나 브리핑룸을 이용하거나 국방부 청사에 출입하는 것은 

단지 국방부가 제공한 편의를 누리는 것에 불과할 뿐, 취재의 자유의 한 

내용인 정보원 접근권에 따라 보장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354)

일반적으로 사인이 언론사에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정보제공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공공주체가 정보제공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합법성의 

원칙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므로 사적자치를 온전히 

향유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고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공익실현을 위한 법적 

존재이므로, 언제나 평등권을 비롯한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이다.355) 이렇게 본다면 기자실이 소속사를 불문하고 모든 

기자에게 개방되는 경우에는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더라도 위헌‧위법의 

문제는 야기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기자실 공간의 협소함, 

관리운영상의 제한사항 등의 문제로 출입기자실이 모든 기자에게 

개방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어떤 식으로든 

이용자격을 한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국방부에서도 

국방홍보훈령 제50조에서 규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출입기자증을 

발급하고, 국방홍보훈령상의 각종 취재편의를 이들 등록기자들에게만 

한정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등록기자 전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 기자실이 실제로는 

오로지 ‘출입기자단’에 의하여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출입처 제도’ 자체가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356) 현재 중앙지와 

354) 同旨 헌재 2008.12.26.선고, 2007헌마775 결정 (재판관 조대현의 별개의견).

355) 이원우, “정부투자기관의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의 법적성질- 공기업의 

행정주체성을 중심으로”, 『한국공법이론의 새로운 전개 (목촌 김도창 박사 팔순기념 논문집)』, 

삼지원, 2005, 428-429면 참조.

356) 취재 시스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출입처 제도는 권력기관에 근접하여 권력의 감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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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파 방송 등 25개 언론사로 구성된 국방부 출입기자단은 등록기자들 

중에서도 ‘전국적 취재망을 가진 언론사’를 대상으로 기자단 구성원 2/3 

참석에 만장일치로 회원 자격이 결정되는 등 그 구성과 운영이 매우 

폐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등록기자는 각종 보도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정례 브리핑에도 참석 가능하기는 하지만, 출입기자단에 소속된 

등록기자는 각종 간담회 참석이나 백그라운드 브리핑, 안보현장 견학 등의 

추가적인 편의를 제공받게 된다. 특히 핵심정보는 기자단의 회식이나 별도 

간담회에서 오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자단에 소속되지 않은 일반 

등록기자들은 고급정보에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기자단은 

기자실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면서 각종 회견‧브리핑‧간담회 등에 비회원의 

참여를 막는 등의 강력한 통제를 하고 있어 여러 법적 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크다. 그러나 출입기자단은 소위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기자실을 독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므로, 국방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출입기자로 등록된 기자라면 누구나 기자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국방부가 기자단에게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합법성의 원칙에 

따라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

 ② 관련 판례

이와 관련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의 명시적 판례는 없으나, D.C. 

항소법원의 판례가 관련 문제를 다루고 있어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1972년 D.C.항소법원은 백악관이 더네이션(The Nation)의 워싱턴 

특파원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기자출입증 발급을 거부한 것이 수정헌법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기능한다. 특히 

언론의 입장에서는 정기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인 취재를 할 수 

있고 공신력 있는 정보를 신속하게 구할 수 있게 해준다는 순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동시에 

언론이 출입처가 제공하는 정보에만 안주하게 되어 해당기관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게 되면 

마치 언론이 정부의 홍보도급을 받은 것처럼 기능하게 되고, 정보의 편향을 야기함은 물론 

정부와 언론관계의 건전한 긴장관계를 변질시킨다는 점, 적극적 발굴취재 보다는 보도자료에만 

의존하게 하여 기사를 획일화 시킨다는 점, 부지불식간에 출입처에 유착되어 사회환경의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게 만든다는 점 등이 그 부작용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한 상세는 김옥조, 『미디어윤리』,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327-348면; 송의호, 

『참여정부의 언론정책: 기자가 본 출입처 제도의 변화』, 한국학술정보, 2007, 19-112면; 

장호순, 『언론의 자유와 책임』, 한울, 2004, 213-23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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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Sherrill v. Knight 사건에서,357) 

법원은 백악관이 기자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기로 한 이상 이는 모든 

성실한 기자들에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정부가 편의시설 제공을 제한하는 ‘중대한 이익’을 

입증할 책임을 지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적법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공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은 원칙은 2002년 D.C. 항소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보다 구체화 

되었다. 즉, 국방부가 관타나모 만(Guantanamo Bay)에 언론의 접근을 

제한한 것이 수정헌법 제1조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Getty Images 

News Services, Corp. v. Department of Defense 사건에서,358) 법원은 

국방부가 어느 언론사에게 한정된 접근권을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그에 대한 최소한의 결정기준 뿐만 아니라 결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할 합리적인 방법을 설정할 것까지 요구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국방부가 언론사 선정기준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국방부가 기자들을 선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기준을 

공표하고 모든 기자에게 당해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입증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비록 언론에게는 헌법적인 접근권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정보원에 대한 접근권이 정부의 시혜적 

조치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접근권이 기자 

또는 대중에게 할당된 이상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할당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1년 오마이뉴스 기자가 인천국제공항공사 출입기자실에 

들어가 브리핑을 취재하려던 도중 ‘인천공항출입기자단’ 간사로부터 

취재를 방해받는 한편 인천공항 기자실 실장으로부터 보도자료 제공 

또한 거부당함으로써 이들을 상대로 ‘기자실 출입 및 취재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359) 법원은 “오점곤(당시 인천국제공항출입기자단 간사)과 

357) Sherrill v. Knight, 569 F.2d 124 (D.C. Cir. 1972).

358) Getty Images News Services, Corp. v. Department of Defense, 193 F. Supp. 2d 112 

(D.C. Cir. 2002).

359) 인천지방법원 2001.7.24.선고, 2001카합85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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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신청인이 … 인천국제공항청사 2층 출입기자실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위 장소에서 취재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서 인용된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첫째, 피신청인 오점곤은 법률이나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계약에 의해 

독점적인 사용권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출입기자실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없으며, 따라서 신청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권리가 없고, 둘째, 피신청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단 내에 출입기자실을 

운영하면서 특정 언론기자들에게 출입을 금지하거나 보도자료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는 그 차별에 합리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것이었다. 

 ③ 기자실 이용자격 결정시 고려사항

국방관련 보도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엠바고의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며, 이는 어디까지나 정보제공의 대가로 

보도를 유예하는 약속을 전제로 하므로 기자단과 같이 일정한 규모로 

인원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엠바고가 필요한 

개별적인 사안마다 사전에 모든 언론사를 상대로 정보를 제공하면서 

엠바고를 요청하여 그에 따른 개별적인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출입기자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그 이용자격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국방부가 기자단에게만 배타적으로 

기자실 이용을 허용하고자 한다면, 기자단 가입을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기본적으로 모든 언론사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합리적 기준에 대한 설정 없이 행정에 

의하여 기자실 이용자격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특혜시비가 

제기될 수 있으며,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국방관련 보도규제의 취지가 변질될 우려가 있다.

합리적 기준설정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예컨대 전국적 취재망을 가진 언론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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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언론사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당해 언론사가 출입기자 신청을 하면, 신청사실과 심사기준의 적합성 

등에 대한 심사내용, 심사결과 등을 공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청에 참여한 언론사가 당해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입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절차적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부당한 

특혜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2. 국방부 출입기자증 회수조치의 적법성과 그 한계

국방부 출입기자증을 회수하는 행위는 수익적 처분의 철회로서 

당사자에게 침익적 효과를 야기하는 바, 먼저 당해 조치가 법령상의 

근거를 결하고 있어 위법한 것은 아닌지가 문제된다. 특히 철회에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철회가 위법하게 되는 사유를 

추가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출입기자증 회수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국방홍보훈령 제23조와 제52조가 그 문언이 

불명확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 또한 검토를 

요한다.

 (1) 출입기자증 회수조치의 적법성

수익적 처분의 철회는 침익적 처분의 철회와 달리 당사자에게 침익적 

효과를 야기하므로 철회가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에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1) 법적근거 불요설

대법원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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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법적근거 

불요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360) 판례의 입장을 지지하는 견해의 주요 

논거로는, 첫째, 행정은 공익에 적합하여 한다는 점에서 법률적합성이나 

새로운 사정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둘째, 원행정행위의 

수권규정은 동시에 철회의 근거규정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셋째, 철회는 

새로운 사정의 발생에 의하여 원행정행위가 철회시의 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행해지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철회시점부터 행정행위를 하지 

않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뿐이며, 넷째, 철회에 대하여도 

쟁송제기가 가능하다는 점 등이 제시되고 있다.361)

원칙적으로는 철회자유의 원칙을 취하면서도 상대방의 신뢰보호의 

요청과 정세변화에 적응하여야 하는 행정행위의 가변성의 요청의 조화를 

도모하면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철회의 허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또한 그 출발점은 동일하다.362) 

2) 법적근거 필요설

반면 대법원의 입장에 반대하는 견해는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행정행위를 철회함에는 원칙적으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363) 

그 논거로는 첫째, 허가‧특허 등의 행정행위는 기본권의 구체화 

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철회는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 둘째, 행정청은 독자적 공익판단으로 행정행위를 

철회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364) 셋째, 원행정행위의 

법적 근거가 동시에 철회의 법적 근거가 된다면 이는 동시에 제재철회의 

법적근거가 되는바, 다른 의무이행의 확보수단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유독 제재철회만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는 

360) 대판 2004.11.26.선고, 2003두10251, 10268 판결; 대판 2004.7.22.선고, 2003두7606 

판결; 대판 1997.9.12.선고, 96누6219 판결.

361) 김동희, 앞의 책 (각주 326), 350-351면.

362) 박윤흔‧정형근, 『최신 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9, 400면.

363) 홍정선, 앞의 책 (각주 322), 423면.

364) 김남진‧김연태, 앞의 책 (각주 316), 305면; 박균성, 앞의 책 (각주 326), 401면; 정하중, 

앞의 책 (각주 316), 311-3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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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은 균형성을 상실한 부당한 견해라는 점365) 등이 주장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철회는 개념상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행위를 

사후적으로 박탈시킨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는 경우 

또는 처음부터 철회권이 유보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366)   

3) 소결

수익적 처분의 철회가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침해하는 

효과를 야기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권리 역시 법률의 

근거가 없이 이루어진 일정한 수익적 처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수익적 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행정청에 처분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철회는 법률의 근거가 없이는 제한된다는 논리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는 철저한 반면 균형성을 상실한 주장으로 보인다. 특히 

행정의 전문성과 역할 확대에 따라 행정입법 제정이 증대된 상황에서 

각각의 처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공익상의 필요를 빠짐없이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철회에 법률의 근거를 요구하게 

되면 법률의 근거가 없는 수익적 처분의 소극화를 초래하여 오히려 

국민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법적근거를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철회의 사유와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상대방의 신뢰보호의 요청을 비교형량하여 사안에 

따라 조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에 따르면 국방부 

출입기자증의 등록과 발급이 처분 당시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그 철회가 자의적이지 

않는 이상 적법하게 된다 할 것이다. 판례의 입장과 달리 철회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서더라도, 국방홍보훈령 제52조에 

규정된 출입기자증 회수의 요건은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이므로 

비교형량을 통하여 철회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365) 김철용, 앞의 책 (각주 326), 306-307면.

366) 류지태‧박종수, 『행정법신론』. 박영사, 2010, 242-243면; 홍준형, 앞의 책 (각주 321), 

248-2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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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출입기자증 회수조치의 한계

수익적 처분의 철회는 별도의 법적근거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출입기자증 회수 역시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는 경우라도 그 

철회가 자의적이지 않은 이상 적법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출입기자증 회수의 한계로서 철회가 제한되는 사유를 고찰하고자 한다.  

1) 철회권의 제한사유에 따른 한계

국방홍보훈령은 제52조 제1항에서 출입기자증 회수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익적 처분의 철회는 일정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여 언제나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제약을 받게 된다.367)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제약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① 신뢰보호의 원칙

   ⅰ) 관계 이익의 형량

  
수익적 처분의 철회는 결국 그를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신뢰보호의 이익간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철회를 요청하는 

공익이 보다 우월한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방홍보훈령에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개별적으로 판단할 때,368) 제2호와 제4호, 제5호의 

요건은 일정한 경우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등의 법령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역시 

그로 인하여 기존 수익처분의 철회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신뢰보호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익형량이 특히 문제되는 요건은 제3호의 “국민의 대군신뢰 및 군의 

사기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대군신뢰 및 군의사기’라는 측면의 공익과 언론의 ‘정보원 

367) 대법원도 수익적 처분의 철회는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입장이다. 대판 2005.4.29.선고, 2004두11954 판결 참조.

368) 각주3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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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권’에 대한 신뢰보호의 이익간의 형량이 문제되는데, 국민의 

대군신뢰는 투명한 공개행정을 전제로 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철회권 

행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훈령에서 

이러한 불확정개념을 요건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광범위성으로 

인하여 국방부가 자의적 기준으로 수익처분을 철회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여 법치주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369) 

이에 따라 당해 조항의 요건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으로 헌법재판소는 당해 규정의 

문언 뿐 아니라 관련조항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370) 불확정개념이 사용된 경우에도 당해 법률의 입법목적과 당해 

법률의 다른 규정들을 원용하거나 다른 규정과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371) 생각건대,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등의 다른 법령으로부터 그 의미에 대한 합리적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자의적인 집행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372) 

반면에 제3호에서 규정한 ‘대군신뢰’ 내지 ‘군의 사기’라는 요건은 

가치관에 기한 판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의미를 

표방하는 개념으로 보기 어렵다. 즉 제3호에서 정한 요건으로부터는 

무엇이 금지되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알 수 없어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위헌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제3호의 요건을 근거로 철회권을 행사하는 

369) 행정의 재량권 남용의 일차적 원인은 법문언의 불명확성에 기인하므로 재량행사에 대한 

요건 및 처리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판단에 있어서의 공백을 최소한으로 

축소시킬 것이 요구된다(최송화, “행정규제완화와 재량권남용방지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법제연구』, 제4호(1993), 71면).

370) 헌재 1999.9.16.선고, 97헌바73 결정.

371) 헌재 2001.6.28.선고, 99헌바34 결정.

372) 헌법재판소는 『군사기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사상 기밀’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그 요건을 헌법합치적으로 한정해석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헌재 1992.02.25.선고, 89헌가104 결정),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상 ‘이롭게 한’이라는 용어에 대하여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법리를 

적용하여 한정합헌 결정을 내리는 등(헌재 1997.01.16.선고, 92헌바6 결정) 합리적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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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그 자체로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다.

   ⅱ) 제재처분의 실권

  
출입기자증 회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국방부가 일정기간 

철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국방부가 더 이상 철회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보호의 견지에서 국방부는 그 행위를 철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1987년의 행정절차법안 제31조 제2항은 이러한 실권의 법리를 

명문화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취소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둔 바 있다.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의 의무위반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후에 

행한 철회는 당사자의 신뢰의 이익과 법적안정성을 빼앗는 것이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373) 

 ② 비례의 원칙

비례의 원칙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서 재량의 사법적 통제, 즉 

재량권 남용의 판단에 있어서 결정적인 척도로 작용한다.374) 따라서 

출입기자증 회수가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근거한 것이라도 이는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출입기자증 회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선택된 

수단이 그를 통하여 의도하는 국가안전보장의 효과적 수행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여야 하고(적합성의 원칙), 선택 가능한 다양한 수단 

중에서 당사자의 권리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수단을 사용하여야 

하며(필요성의 원칙), 그로 인한 당사자 법익침해의 정도와 당해 목적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상당성의 원칙). 따라서 

기자출입증 회수 처분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허용되어야 하고, 

의무위반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출입정지 기간을 완화하는 등 보다 

경미한 제재수단이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373) 대판 1987.9.8.선고, 87누373 판결.

374)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박영사, 2010, 1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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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차상의 한계

국방부는 통상 작전 진행상황 등과 같이 국가안전이나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건이 진행되고 있을 때, 출입기자단에게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일정 시점까지 특정 정보를 보도하지 않을 것에 합의하는 

엠바고를 요청한다. 그러나 엠바고는 법적구속력이 없는 사적인 

합의로서 이를 준수할 법적 의무 또한 수반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이유로 특정 언론사가 엠바고를 파기하고 그 내용을 보도하더라도 

실제 기자실 출입제한 등의 조치는 출입기자단이 자체적으로 논의하여 

결정할 뿐 행정기관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엠바고 파기 등을 이유로 한 기자실 출입제한 등의 

제재가 주로 출입기자단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 왔다고 

하더라도 출입기자증을 발급‧등록한 처분청은 별도의 법적근거 없이도 

이를 철회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철회 과정에서 출입기자단의 의견을 

묻지 않고도 독자적으로 출입기자증을 회수하는 처분이 가능하다.375)

다만, 출입기자증 회수는 침익적 효과를 야기하므로 처분청인 

국방부는 당사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통하여 의견청취를 거쳐야 

하며,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3조). 

이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처분에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당해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될 수 있다.

375) 同旨 부산지법 2012.6.27.선고, 2011가합38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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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요약

본 논문에서는 국방관련 보도의 공법적 규제를 위한 이론적 기초이자 

그 한계로 작용하는 ‘정보원 접근권’의 헌법상 지위와 내용을 해명하고, 

각국에서 이루어지는 보도규제의 법적기준과 집행실무 등을 비교․검토하여 

언론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공익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규제체계 확립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제2장에서는 제1절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그 

한계를 개관하는 과정에서 국가안전보장 수단으로서의 보도규제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본장의 제2절에서는 현행 국방관련 보도 규제의 

한계로서의 ‘정보원 접근권’의 헌법상 지위와 내용을 해명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헌법 제21조 제1항은 언론기관 종사자와 

일반 국민들을 구별하지 않고 언론‧출판의 자유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이와 같은 헌법 해석론을 

전제로 할 때 언론기관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영역이 조직적으로 확장된 

형태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므로 취재의 자유 또한 개인의 알 권리와 

동일선상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셋째, 취재의 자유의 내용은 그 

법적성질과의 상관관계 하에서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취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에 따라 ‘취재원 비닉권’과 

‘정보원 접근권’을, 청구권적 성질에 따라 ‘정보공개청구권’을 그 

내용으로 한다. 다만 ‘정보원 접근권’은 취재행위에 있어 공권력의 

개입이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소극적 권리를 의미할 뿐, 제3자에게 

정보의 제공이나 취재에 응할 것을 강요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제3장에서는 미국과 영국, 이스라엘 등 주요 외국의 국방관련 

보도규제를 위한 현행 법제도를 비교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경우 법적 규제방식을 채택하여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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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취재 기자제도’와 ‘검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영국의 경우 

독특한 제도로서 ‘국방자문통지 제도'라는 법률외적 규제방식을 

택함으로써 다른 국가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새로운 규제시스템의 도입, 관련 

법제의 정비와 함께 국방관련 보도규제를 전담하는 별도의 독립 

협의기관 설치‧운용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미국의 사례에서는 

규제법제의 발전과정을 추가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베트남전을 계기로 

정보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방식이 도입된 경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에서의 국방관련 보도규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미국은 베트남전을 계기로 정보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방식을 도입하였는데,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하게 1996년 

강릉무장공비 침투사건을 계기로 정보원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본 장의 제3절에서는 현행법상 국방관련 보도규제의 방법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는 민․형사법적 규제수단도 활용가능하나, 대체로는 행정법적 

규제가 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사전적 규제방법으로서 정보원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하거나, 사후적 규제 방법으로서 엠바고를 활용한다. 다만, 

전시에는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가능하므로 다소 포괄적인 규제가 가능하며, 통합방위사태 선포시에도 

작전지휘관에 의한 정보원 접근권 제한이 폭넓게 허용될 수 있다.  

본 장의 후반부에서는 두 가지 행정규제를 바탕으로 각각의 규제 

방법의 적법성과 그 한계로서의 사법심사 가능성을 논의의 중심으로 

삼았다. 먼저, 정보원 접근권과 관련해서는 제2장에서의 논의를 전제로 

일정한 정보원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방홍보훈령의 

관련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를 전제로 접근권 

제한의 내용․절차‧방법상의 한계를 각각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첫째, 내용상의 한계와 관련하여 ‘정보원 접근권’의 보호영역으로서의 

‘일반적 정보원’의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고자 하였다. 사견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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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실질적 비밀성’을 

심사척도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둘째, 절차상의 한계와 관련하여, 

언론의 취재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국방부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 것 외에,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판례는 이를 

부정하고 있으나, 거부처분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생략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방법상의 

한계와 관련하여 언론사별 차별적 접근권 제공이 문제된다. 국방부가 

제공하는 기자실 등의 각종 편의는 홍보업무 수행을 위한 시혜적 조치에 

불과할 뿐, 취재의 자유의 한 내용인 정보원 접근권에 따라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방부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자실의 사용료와 

운영비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불되는 이상, 기자실의 이용자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설정하여 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엡바고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로서의 출입기자증 회수와 

관련해서는, 출입기자증 회수가 수익적 처분의 철회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법령상의 근거가 요구되는지가 문제된다. 사견으로는 대법원의 

입장에 동의하는 바, 원칙적으로는 법적근거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철회의 사유와 그로 인해 침해되는 상대방의 신뢰보호의 요청을 

비교형량하면 족하다고 본다. 이와 같이 출입기자증 회수에 법령의 

근거가 불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따른다. 이를 

요약하면, 첫째, 철회권의 행사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관계 이익의 

형량을 통하여 철회를 통한 공익이 보다 우월한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그런데 국방홍보훈령에 규정된 철회권 행사의 요건 제3호인 

“국민의 대군신뢰 및 군의 사기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우월한 공익으로 보기에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나아가 신뢰보호의 견지에서 

국방부가 일정기간 철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철회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출입기자증 회수는 비례의 원칙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둘째, 출입기자증 회수는 침익적 효과를 야기하므로 사전통지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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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야 하고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 2 절 결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먼저, 그 동안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았던 ‘취재의 자유’의 헌법상 근거와 법적성격,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국방관련 보도규제의 전제이자 한계가 

되는 ‘정보원 접근권’의 의미를 구체화 하였다. 특히 사후적 

행정규제로 활용되는 ‘엠바고’에 대하여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사적 

합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법적 논의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보도규제에 있어서 행정법의 역할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미국, 영국, 이스라엘의 법체계와 제도를 비교법적으로 

비교‧검토함으로써 국방관련 보도규제에 대한 체계적 연구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하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법적 체계 확립과 발전 모색의 

방향을 제시하여 국방관련 보도규제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구체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보안법과 군사기밀보호법 등의 관련 법령의 체계적 

정비와 함께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충분히 

연구되어야 하겠지만, 본 논문이 향후 우리나라의 법제정비에 필요한 

이론적 토대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마지막으로, 국방관련 보도의 규제는 국민이라는 존재의 전제가 되는 

국가존립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후적 행정규제로서의 엠바고는 사적합의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되어 관련 영역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실무상 민사소송의 

형식으로 가처분을 구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언론의 자유든 그것의 규제든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공익추구이므로 보도규제를 위한 행정작용들은 모두 공법적 규제의 

틀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며, 관련 영역에서 나타나는 분쟁 역시 

행정소송에 의하여 해결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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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Legal Regulation 
of Defense-related Media Coverage 

and its Limits

Ahn, Jun-H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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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Conflict between the media and the military is historically long lasting 

due to inherent differences in nature and goals. Since South Korea’s 

‘6.29 Declaration for Democratization' in 1987, freedom of speech has 

seen an easing of restrictions in defense-related media coverage. 

However, the press did not fulfill responsibilities corresponding to 

freedom of speech in constitutional law, revealed by increased leakage 

of military secrets through media coverage. The government was 

supposed to resolve this, but lacked sufficient determination to 

implement institutional strategies. Instead, the government restricted 

‘the right of access to information' from the press or adopted a 

non-binding ‘news embargo' as a stopgap measure. This regulated the 

press and led to increased debate on the legality of unofficial media 

regulations. Although a ‘news embargo’ was utilized as a means of 

ex-post administrative regulations on defense-related media coverage, it 

has been regarded merely as a private agreement, not subject to 

debate in public law, but rather addressed in the area of privat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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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This study dealt with regulation of defense-related media coverage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law based on this critical mindset. 

Achieving this requires ‘the right of access to information' which is 

core to the ex-ante regulation of media coverage by organizing the 

constitutional grounds, legal nature and specific content of freedom of 

newsgathering. In particular, in regards to the ‘news embargo’, used 

primarily as a means of ex-post administrative regulation, this study 

intends to define the role of administrative law in regulating press 

coverage by subsuming it under the regulatory area of public law as 

private law, in legally non-binding private agreements. 

While emphasizing the need for a systematic study on regulations for 

defense-related media coverage by comparatively reviewing the legal 

system and institutions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Israel, this study intends to establish a theoretical foundation necessary 

for redesigning South Korea’s legal system by suggesting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an appropriate legal system, unique 

to South Korea's circumstances. 

This study examined the major means of regulation under current 

laws as a starting point in the discussion on the legal entity of 

regulation on defense-related media coverage. Generall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limits ‘the right of access to information' as a 

means of ex-ante administrative regulation or utilizes ‘news 

embargo’ as a means of ex-post regulation. If an element of 

government intervention is understood as an important concept in the 

regulation, then civil action or criminal legal sanctions can be 

understood as means of ex-post regulation; however, these have 

inherent limitations viewed in the light of the nature and goals of 

media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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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gulation of defense-related media coverage is an essential 

means for the existence of a state, which is the premise of the 

people's existence. Despite its importance, however, ‘news embargo’ 

as a means of ex-post regulation has been regarded as a mere private 

agreement, and even if a dispute arose from relevant areas, it often 

sought injunction in the form of civil action or civil compensation in 

practice. Since the ultimate goal of either freedom of speech or its 

regulation is the pursuit of the public interest called 'National Security,' 

the administrative action for the regulation of media coverage should 

be understood in the framework of public law, and the disputes 

appearing in the relevant area also need to be addressed by 

administrative litigation. Accordingly, this study placed a focus of 

discussion on the legality of the current regulatory system and the 

possibility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s its limits.

keywords : right of access, regulation of media coverage, censorship, 

embedding, DA-Notice, news embargo

Student Number : 2011-22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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