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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민주주의로의 이행에서 우리는 언론， 특히 신문에 대해 사회적 책임 

과 의무의 성실한 수행을 요구하여 왔고， 그러한 요구는 신문법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를 국민의 자유로’ ‘언론을 국민의 말할 자유와 

알 권리에 충실한 봉사자’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노력과 열정은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을 허용함으로써 언론의 소극적 자 

유는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 자유마저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신 

문법은 신문과 방송의 매체 특성의 차이와 그에 따른 규제 논리의 차이를 간 

과하였고， 또한 인위적으로 신문의 (내적) 다양성을 강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론장의 (외적) 다양성을 훼손하게 되었다. 이에 본 논문은 간섭주의에 기초 

한 국가 개입의 논리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간섭주의의 논리적 문제점과 

국가 간섭의 허용 한계를 설정해보았다 특히 간섭주의의 논리에서 흔히 간과 

되는 국가 권력의 특성을 토대로 간섭주의를 재조명함으로써 본 논문은 국가 

개입의 한계에 대한 명확한 시각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표현의 자유의 본질인 가치판단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를 위협하는 신문법 조 

항들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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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21세기 들어와 최근 수 년 동안 한국사회에서 언론을 둘러싼 대표적인 논 

쟁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언론개혁입법에 관한 것일 것이다. 참여 

정부는 언론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기존의 ‘정기간행물의등록등 

에관한법률’(이하 정간법)을 폐지하고 그 대체입법으로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 

장에관한법률’(이하 신문볍)과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언론피 

해구제법)을 제정하였다. 

신문법은 오랜 시간 언론 개혁을 주장해온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모태로 하 

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민변 그리고 언론개혁국민행동 등을 주축으로 한 

시민단체들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한 언론’이라는 구호 하에 ‘언론의 자 

유를 국민의 자유로’， ‘언론을 국민의 말할 자유와 알 권리에 충실한 봉사자’ 

로 탈바끔시키기 위해 언론개혁과 언론민주화를 추진해왔다. 이들 시민단체들 

의 궁극적인 목적은 언론개혁의 입법화이며， 2000년 언론개혁시민연대와 민 

변은 ‘정기간행물의기능보장및독자의권익보호등에관한법률’을 입법청원하였다. 

신문법은 그들의 정원을 상당부분 수용하였다. 

최근 진행되는 언론개혁의 중심은 ‘독자의 권익 보호’이다. 여기서 언론의 

자유는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시민들이 듣고 싶 

은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언론은 하기 싫은 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 

로 해석된다. 신문법은 이를 ‘알 권리’ 또는 ‘적극적 자유’로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의 변화는 언론의 행태에 대한 비판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민주주의적 자치 실현을 위해 언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여 궁 

극적으로는 사회적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언론의 영역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경 

험하는 거시적인 사회적 변화의 한 부분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이러 

한 변화는 사회적 차원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개인적 차원의 자유와의 조화를 

모색하기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쉽게 간과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는 서구 

의 자유주의와 한국의 자유주의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서구 사회의 경우 

근대화와 현대화를 통해 등장한 시민사회는 공동체적 유대를 특정으로 하는 

전통사회의 잔재를 청산하면서， 전통사회의 해체로 인해 출현한 개인들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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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이합집산 하는 공간이었다 서구 사회의 자유주의 

적 사상은 이러한 시민사회의 갈등과 다원성으로부터 등장하였다. 그러나 한 

국 사회의 경우 온전한 시민사회를 경험하지 못한 채 전통사회의 유대마저 무 

너져가는 과도기적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우리 사회는 진정한 개인주의 

와 이기주의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권리의 행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책임윤리마저 성숙하지 못하여 자유주의의 진정한 의미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잘못 이해되고 수용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황경 식 , 2003). 

한국의 시민사회는 1987년 민주화 운동을 통해 그동안 억압받고 유린되었 

던 권리와 자유를 되찾는 가운데 급성장했다. 그러나 그러한 사회적 변화 속 

에 자유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평가보다는 자유를 공동체의 이익 또는 민주주 

의적 자치를 위한 도구 정도로 인식하는 도구적 가치가 널리 퍼졌다. 물론 민 

주화 과정에서 나타난 자유주의의 이론적·현실적 한계와 문제점들을 해결하면 

서 성숙한 시민공동체 사회로 이행하는 것이 역사적 순리겠지만， 적어도 우리 

사회의 경우 그러한 이행의 과정에서 자유에 대한 온전한 평가와 경험을 충분 

히 갖지 못했다는 점이 적극적 자유의 보호 또는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이름 

하에 시민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주장의 사상적·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비록 신문법의 제정 취지가 적극적 자유를 보호 

하고 민주주의적 자치를 실현하여 공동체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지 

만， 신문법은 오히려 개인의 자유 영역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을 허용함 

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자유 또는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본다. 

이런 해석을 뒷받침하기 위해 본 논문은 우선 우리 사회에는 성숙한 민주주의 

의 길로 나아감에 있어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가부장적 (parentalism) 잔재가 

남아있다는 인식에 근거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가 개입의 논리를 간섭주 

의 (paternalism)에 입각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논리에 따트면， 비록 국가의 

개입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지만， 국가의 행위는 국민들의 적극적 자유 

의 보호와 민주주의적 자치라는 더 큰 이익을 위한 것이기에 정당화될 수 있 

다. 또한 기존의 간섭주의의 논의 속에서는 국가 권력의 특성， 즉 국가 권력 

은 논란의 대상이며 체계적이라는 특성이 간과됨으로써 결국 간섭주의의 논리 

적 실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결여한 채 자유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쉽게 용 

인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러나 국가의 간업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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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바로 보호하고자 하는 자유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에 본 논문은 국가 권력의 특성을 토대로 간섭주의를 재조명하여 국가 개입을 

정당화하는 논리의 문제점과 국가 개입의 한계를 살펴보고， 자유주의 사상1) 

을 통해 적극적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요소를 논의해보도록 하겠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가치인 가치판단의 자유와 선 

택의 자유를 위협하는 신문법 조항들의 문제점들을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2. 표현의 자유와 간섭주의 

국가는 때로는 부모처럼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의사와는 달리 행 

동하도록 강요한다. 비록 그것이 자유에 대한 제한이지만， 이는 우리의 이익 

이나 복지를 위한 것으로 인식되기에 허용된다. 여기서 자유와 복지 또는 자 

유와 이익간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며， 이를 일반적으로 간섭주의 

(paternalism)의 문제라고 한다 2) 드워킨(Dworkin ， 1983)에 따르면 간섭주의 

는 ‘가치가 인식되지 못한 것 또는 그 가치가 충분히 인식되어지지 못한 것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강제력(coercion)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p.105). 

국가의 간섭은 비록 “개인의 행위의 자유에 대한 간섭이지만， 그 목적이 전적 

으로 강제되는 사람의 복지， 선， 행복， 필요， 이익 또는 가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며 (Dworkin ， 1971 , p.20), 또한 강제의 대상 

이 되는 사람이 그 목적이나 가치는 인식하였지만， 그 가치를 증진시키는 수 

1) 비록 자유주의 개념 자체가 다의적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인간의 본성과 같은 형이상학 
적 문제보다는 사회 성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존재하는 다원주의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원칙이라는 측면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유주의 사상 
은 국가 권력의 허용 범위나 한계에 대한 논리로서 비록 공동체 사회에서 공동의 선 
또는 공동의 이익이 존재하고 이를 위해 국가는 필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지 
만， 국가는 기본적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며， 더욱이 특정한 가치다 
삶의 방식을 시민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적 기초인 것이다. 

2) 황경식(1991)에 따르면 가부장적 권위(paternal authority)에 대한 논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간섭주의， 특히 선의의 간섭주의(paternalism)라는 용어는 19세기 후반 
에 이르러 나타난 개념이다. 가부장제는 자유주의 사회의 등장과 더불어 쇠퇴하기 시작 

하였으며， 타인들이 합법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개인들의 사적 영역이 
생겨나면서 사회적 또는 공공적 목적이 아니라 개인 자신에 바탕을 둔， 선에 대한 개인 
적 이해나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간섭주의는 타인의 

간섭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의미로 등장한 것이다(58-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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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나 방법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예를 들어 안전모의 착용 

이나 자동차의 안전띠 착용 등의 경우-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드워킨의 정의는 너무나도 포괄적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 

영역에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논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간섭주의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개념적 구분이 필요하다. 파인버그(Feinberg ， 198이는 간섭주의를 

온건 간섭주의(soft paternalism)와 강경 간섭주의 (hard paternalism)로 구분 

한다. 온건 간섭주의 또는 약한 간섭주의는 행위의 결정 능력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만 또는 그러한 행위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는 가정 하에 행위자에게 

생겨날 해로운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간섭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논리 

이다. 한편 강경 간섭주의 또는 강한 간섭주의는 개인의 의사 결정이 완전히 

자발적인 경우일지라도 자발적인 선택과 행위의 결과로 인해 그에게 생겨날 

해로운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간섭이 필요하고 정당하다는 것이 

다. 그러나 강경 간섭주의는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과 무관하게 또는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국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피간섭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국가의 강제를 정당화하게 된다. 따라서 강경 간섭주의는 개인의 자유에 

대해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정당한 논리라기보다는 국가 개입의 논리가 확대 

되어 허용할 수 없는 국가의 규제마저도 간섭주의의 미명하에 정당화될 수 있 

는 위험한 근거인 것이다. 반면 온건 간섭주의는 개인의 자율성에 우월적 가 

치를 부여하며 이에 대한 법적 개업을 제한하는 논리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 

영역에 대해 국가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얼마만큼 개입할 수 있는가를 살펴 

볼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한다. 특히 개인의 자율성 또는 의사결정은 국 

가 개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온건 간섭주의를 토 

대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가 개입의 논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논리에 따르면 사람들은 때로는 자신들의 이익이나 복지에 비추어볼 때 

옳지 않은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국가가 그러한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 

이 아니라 그들의 이익이나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이끄는 

것은 비록 간섭적인 것이지만 허용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의 간섭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는 첫째， 사람들의 결정에는 결함이나 장애가 있다는 것， 둘째， 

그들의 행위에 대한 간섭은 제한적이라는 것， 그리고 셋째 그러한 제한은 심 

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해악을 예방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3) 이러한 3가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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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동의’를 예견한 수 있기 

때문이다(Dworkin， 1971 , pp.29~30). 즉， 사람들은 특정한 순간에 자신의 이 

익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결여할 수 있지만， 완전한 정보， 인 

지적 능력의 성숙 그리고 자기통제의 능력을 향상하는 경우 이전의 결정과는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돌이켜보면 과거의 자신의 자유에 대한 제 

한에 대해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한 간섭에 동의하 

는 한 그들의 자유나 자율성은 침해당하지 않은 것얘다. 

이러한 간섭주의의 논리에 입각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가 간섭의 목적 

을 살펴보면， 이는 시민들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선 

택이 내려질 수 있는 조건들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적극적 자유 또는 자율 

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의미는 사람들이 

내린 모든 선택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주인으로서 상 

당한 정도의 주권(mastery)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 

나 자율성은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 위협받고 제한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을 배제하는 것이 아 

니라 자율성의 전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의 능동적 행위를 요구하는 

것 이 다CSunstein & Thaler, 2003, p.138). 

전통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의 

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이러한 소극적 측면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함으 

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언론 

또한 자신의 생각과 의견 그리고 정보를 취사선택하여 공표할 수 있는 자유 

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일반적으로 언론의 소극적 자유라고 부른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의 소극적인 측면에서 본다띤 개인과 언론은 동일한 자유와 권리 

를 가지고 있다. 

3) 이 세 가지 근거들은 밀(1. S. Mill)의 ‘불안전한 다리’의 예(Mill ， 1859/1992, p.128)를 
통해 추론된 요건들이다. 비록 자유주의 사상이 개인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간섭에 부 
정적이지만， 그러한 반대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특히 밀 이후의 많은 자유주의 사상 
가들은 몇몇 성인들은 자신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 그리 
고 모든 성인들은 때로는 자신들의 자유를 올바르게 행사하지 않는 다는 점에 주목하 
면서 간섭주의에 대한 반대는 점점 약해지고 있다. 그러나 비록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의구섬을 가지고 있지만， 자유주의는 여전히 자유에 대해 우월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Thompson， 1987, 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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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표현의 자유의 적극적 측면에서 보면 개인과 언론의 지위는 구분된 

다. 벌린(Berlin， 1958)에 의하면 적극적 자유는 자신의 삶에 대해 독자적인 

또는 독립적인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적극적 자유는 자율성 (autonomy)과 통일한 개념으 

로 인식된다(Lukes ， 1973, p.52). 소극적 자유와는 달리 적극적 자유는 내재 

적인 것이 아니라 교육이나 사회화 과정 등을 통해 개발해야 하는 것이기 때 

문에 표현의 자유의 적극적인 측면에서 언론은 사람들의 적극적 자유를 위한 

도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즉， 언론은 자신이 가지는 표현의 자유(소극적 자 

유)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풍부한 정보들을 전달함으로써 시민들로 하여금 자 

신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 

라， 시민들이 자신들의 삶에 있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민주주의의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언론은 주권자로서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여론형성과 대의민주주의 실현에 

이바지한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의 적극적인 측면에서 보면， 개인과 언론은 

‘적극적 자유를 향유하는 주체’와 ‘적극적 자유를 위한 수단’으로 구분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적극적 자유를 신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는 

곧 그러한 자유의 실현을 위한 도구인 언론에 대한 개입을 의미하게 되며， 따 

라서 국가는 필요에 따라 언론이 가지는 소극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논 

리가 성립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표 

현의 자유에 대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구분한다. 사적 영역은 국가의 규 

제로부터 자치에 필요한 시민들의 사적 커뮤니케이션이 보호받는 영역으로써 

국가와 시민들의 경계이며， 개인의 자유에 대한 존중을 의미한다. 그러나 화 

자(speaker)가 사적인 영역을 벗어나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경우， 전통적 

으로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을 벗어난다. 이 경우 앞서 보았듯이 자치 

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규제는 타당한 것으로 인식된다. 즉， 사적 영역에서의 

표현은 당연히 보호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표현이 공적 영역에서 이 

루어지는 경우， 사회적 목적의 실현과 언론의 사회적 영향력 때문에 국가의 

규제를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언론에 대한 국가 규제의 정당성은 매체의 특성， 특 

히 방송매체와 인쇄매체의 기술적인 특성과는 무관하다. 오히려 매체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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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차별적인 국가의 규제를 부정한다. 대신 논의의 핵심은 공적 목적을 

성취함에 있어 자치의 과정에 사적인 참여자로 간주될 수 있을 만큼 언론이 

공적 목적과 독립적인가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한 목적을 위한 공적 기 

능에 기초하여 언론에 대한 국가 규제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논리는 언론의 

편재성 또는 사회적 영향력에 따라 국가의 규제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4) 이러한 맥락에서 전통적인 국가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웠던 인 

쇄매체， 특히 신문도 공적 목적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의 규제로부터 자유로 

울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의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공적 담론을 통한 사회적 이익 

은 시민들이 최대한의 선택의 가능성과 이슈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지 

적이고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이클존(Meiklejohn， 1960)에 의 

하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자치 (self-government)이며 

그 핵심은 “현명한 결정에 따른 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민주주의의 노력이다 

(p.75). 따라서 그는 민주주의적 목적과 개인의 소극적 측면의 표현의 자유를 

엄격히 구분한다. 즉，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호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필요”와는 무관하며 “모든 유권자들에게 공통적으로 필요 

한 것”이다(p.55).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되어야할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이 표현되어 

져야 하는 것이다"(p.26). 이러한 맥락에서 표현의 자유의 보호는 사회적 차 

원의 ‘사고의 과정 (thinking process)’을 훼손하는 것으로부터의 보호이지 자 

신의 의견을 표현하고자 하는 개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5) 

4) Red Lion Broadcasting Co. v. FCC 사건(395 U.S. 367, 1969)은 언론에 대한 사회 
적 수준의 논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동 사건에서 미연방대법원은 방송을 정부 
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사적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방송은 공적인 목적， 즉 
“수정헌법 1조의 목적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충분 
한 정보를 가진 공중을 만드는” 목적을 위한 기관(agent)으로 인식되었다(p.392). 따라 
서 사적영역에서 공적영역으로 넘어오는 한 공적인 목적을 위한 국가의 규제를 피할 

수 없다는 논리는 방송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제시되는 희소성의 
원칙과는 다른 논리인 것이다. 

5) 그러나 자치를 위해 국가의 개업을 허용하는 논리가 개인의 권리를 전적으로 칸과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과 개인의 권리에 대 

한 국가의 침해로부터의 보호는 여전히 중요한 가치로 인식된다. 다만， 개인의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로부터 사회에 돌아갈 수 있는 이익과 비교해보면 

부차적인 것으로 인식될 뿐이다. 따라서 논의의 핵심은 자기표현의 권리를 중심으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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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 

늘날 시민들의 적극적 자유가 실현되는 공적 담론의 장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소위 ‘사상의 자유시장’이 정부로부터의 독립은 성취하였 

으나 시장의 경제적 힘은 시장을 왜곡하는 요소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적 힘을 가진 사람이나 기업들이 언론 시장을 지배한다는 것은 그들의 주 

장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견해는 경제 

적으로 구매 가능한 표현의 양적인 측면을 반영하기 때문에(E띠e ， 1990, 

p.115), 자본의 논리에 종속된 사상의 시장을 시민들의 적극적 자유가 실현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율적인 결정은 선택 

할 수 있는 기회와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한 완전하고 명확한 인식에 기초하 

여 내린 결정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그러한 의사 형성과정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제한이 없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그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내린 결정은 자유롭지 못한 것이거나 자율적이지 않은 것 

이며， 사람들의 의시-가 형성되는 기본적인 조건이 공정하지 못하다면 이는 비 

단 인간성의 상실과 불행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적 자치를 저해하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의 적극적 행위는 필요한 것이며 합법적인 것이다 

(Sunstein, 1991, p.ll). 

그러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허용하는 논리의 가장 큰 문제점 

은 적극적 자유와 자치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절차적 또는 구조적 규제가 

때로는 표현의 내용에 대한 국가의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6) 그리 

고 그 허용되는 규제의 범위 또한 과도하게 넓다는 것이다. 오늘날 공적 담론 

의 장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결정이나 판단 그리고 선호 중에서는 

‘잘못된’ 또는 ‘충분한 정보를 접할 경우 바뀔 수 있는’ 결정이나 판단이 존재 

하지만， 국가의 개입을 통해 ‘사실상 옳은 결과’， 즉 적극적 자유의 신장과 자 

의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정보를 갖춘， 자치(self-government)의 능력이 있는 시민 
들을 만들려는 목적인 것이다(Holmes ， 1990).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호의 목 
적은 ‘풍부한 공적 토론’을 위한 것이며， 개인의 표현의 7.}유에 대한 보호는 ‘수준 높은 
공적 담론’을 위한 도구적인 것， 즉 개인의 자유는 보호되지만 이는 오직 공적 논의를 
풍부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Fiss ， 1987). 

6) 물론 이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모든 형태의 국가 규제를 반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히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매체의 특성에 따라 공익의 보호라는 사회적 합의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태의 국가 규제는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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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실현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잘못된 결정이나 판 

단을 유도하는 표현이나 옳은 해답을 얻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을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표현들을 규제할 수 있다는 논리적 근거가 나오게 된다. 그러나 무 

엇이 잘못된 판단이고 무엇이 옳은 결과인지에 대한 판단은 국가가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앞으로 논의하겠지만， 궁극적으로 각 개인들의 몫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가 개입의 논리는 자치의 문 

제， 즉 ‘누가 나를 지배하는가?’의 문제에 집착한 나머지 ‘어느 정도까지 국가 

가 나에 대해 간섭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의 논리적 구분과 그 중요성을 전 

적으로 간과하고 있다. 이에 간섭주의의 논리적 문제점과 한계를 살펴봄으로 

써 개인의 자유 영역에 대해 국가는 언제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수 있 

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3.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가 개입 논리의 문제점과 한계 

앞서 논의한 간섭주의의 논리는 개인적 차원의 논의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를 사회적 차원 또는 국가가 주체가 되어 개인의 자유에 간섭하는 타당한 

근거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개념적 수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간섭주의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상호작용 하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기초한다. 여기서 

간섭자는 피간섭자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권 

력을 행사하지만， 그 권력은 간섭자와 피간업자 모두가 공유하거나 동의하는 

목적을 위해 행사되는 것이며， 간섭자와 피간섭자 사이의 힘의 불평등은 자유 

를 제한하는 특정한 목적에 한정된 것이다. 이러한 개인적 차원의 간섭주의의 

논리가 국가의 간섭주의로 이어지면서， 국가는 선의의 간섭자의 역할을 수행 

하면서 국가와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목적을 위해 그리고 그러한 목적을 증진 

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민들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 

제는 이러한 논리가 국가적 차원의 간섭주의의 가장 주요한 부분인 국가 권력 

의 특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 권력은 항상 논란의 대상(contestable)이며 체계적(systematic)인 특 

성을 가지고 있다(Thompson， 1987, p.149). 여기서 논란의 대상이라는 의띠 

는 국가의 간섭 또는 정책이 추구해야할 목적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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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많은 경우 국가 권력의 행사는 국민들의 일치된 의견에 기초하지 않 

는다는 것이다. 한편 국가의 권력이 체계적이라는 의미는 국가 정책의 효과는 

비단 간섭자와 피간섭자 사이의 불평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간섭 그 자체를 

넘어 시간적으로 오래 지속되며 그 사회적 파급효과 또한 크다는 것이다. 따 

라서 기존의 간섭주의의 논리에 대한 수정은 불가피하며， 이는 간섭주의의 의 

미와 그 정당성에 대한 인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특히 이러한 

개념적 수정은 많은 경우 국가의 타당한 간섭으로 인식되었던 부분이 실제로 

는 국가의 과도한 간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적 

수정을 토대로 앞서 논의된 국가의 간업을 정당화하는 3가지 요소에 대해 다 

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개인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 정당한 이유는 바로 시민들이 내리 

는 결정에 결함이나 장애가 존재한다는 이유였다 7) 그러나 시민들이 내리는 

결정 중에서 국가가 제한하고자 하는 많은 결정들이 밀의 ‘불안전한 다리’의 

예처럼 일시적이고 쉽게 교정할 수 있는 결정들이 아니다. 사람들의 결정이 

결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상황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부터 심리 

적 충동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것이다 8) 따라서 결함의 몇몇 요인들은 간섭주 

의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지만， 몇몇 요인들은 그러하지 못 

한 경우도 있다. 문제는 그러한 요인들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 

7) 밀이 국가 간섭의 정당한 근거로 결함이나 장애를 인식하였던 것은 비록 그의 ‘자유의 
원칙’에 따라 인간은 다른 사람들의 선택이나 결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비자발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 
이다. 왜냐하면 비자발적인 행위는 행위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표현이 아닌 것이며， 
따라서 행위자의 결정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결정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파언버그(Feinberg， 1980) 또한 행위자가 내리는 결정의 결함을 ‘행위 
의 비자발성’으로 개념화하며， 간섭주의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로 인식한다. 그는 진 
정으로 비자발적인 행위의 경우 또는 일시적인 간섭이 그러한 행위의 비자발성을 깨닫 
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간섭주의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강제， 잘못된 
정보， 흥분 또는 충동， 흐려진 판단력， 논리력의 미성숙 또는 흠결 등이 있는 한 행위자 
가 내린 선택은 완전한 자발성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p.115). 

8) 심지어 무지 그 자체도 단순히 특정한 사안에 대한 지식의 결여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적인 지식의 결여를 포함하는 것이며， 때로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실들을 잘못 저울질해서 자신들의 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인식하 
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며 또는 관련된 정보 그 자체를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 
다. 마찬가지로 심리적 충동 또한 약물 중독과 같은 생리적인 것에서부터 단순한 유혹 
에 이르는 다양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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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일반적으로 의사 결정의 결함은 ‘중대한’， ‘심각한’ 또는 ‘상당한’ 등의 

정도의 문제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간섭주의를 정당화하는 

끈거로 결정의 결함은 논란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국가는 개인들의 의 

사 결정의 결함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결여한 채 또는 다양한 결함의 이유들 

을 동일한 범주의 ‘결함’으로 인식한 채， 비이성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목적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을 무능력한 존재로 또는 그들의 결정에 상당 결함이 있 

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오류는 국가의 행위를 스스 

로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용하게 된다. 즉， 간섭주의의 논리는 강경 간섭주의 

화 되어 개인의 자율성과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내린 결정의 결함에 대한 

판단과 그 개인이 선택한 행위의 목적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비록 간섭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결함을 식별한다는 것이 어려 

운 일이지만， 최소한 사람들이 비이성적인 것이라고 여기는 행동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결정에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식의 인식은 지양되어야만 

한다. 또한 그러한 구분은 국가의 간섭에 의해 증진되는 목표에 대해 시민들 

과 국가 사이에 근본적인 시각차가 존재하는 경우 더욱 더 절실하게 요구된 

다.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두 번째 요인은 행위자에 대한 간섭이 제한적이 

기 때문이다. 즉，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잠정적이고 쉽게 번복할 수 있 

어야만 한다. 그러나 국가에 의한 간섭은 일반적으로 법에 의한 강제의 형태 

를 띠고 있기 때문에 쉽게 번복될 수 없는 제한이다. 더욱이 국가에 의한 간 

섭 또는 법률에 의한 간섭은 결함의 수정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넘어 법이 정 

의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또는 법이 요구하는 행위가 옳은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거나 또는 내면화시켜 사람들의 근본적인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법률의 준수를 통해 국가는 특정한 이익이나 복지에 대한 자 

신의 판단을 시민들에게 주입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9) 

셋째， 간섭주의는 해악을 예방하고 이익을 보호·증진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 

9) 국가에 의한 간섭 또는 자유의 제한은 물리적 및 법적 강제뿐만 아니라 간섭자와 피간 
섭자 사이의 힘의 불평등으로부터 야기되는 미묘한 방식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뇌나 최면과 같은 극단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보다는 알코올이나 마약 
또는 흡연 등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또는 강제적인 상담을 명함으로써 사람들의 태 

도나 의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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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앞의 결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간섭을 정당화할 수 있 

는 해악이나 이익은 당장 눈앞에 닥친 신체적인 위해로부터 전체적인 삶의 방 

식의 향상에 이르는 다양한 것이며， 또한 해악의 심각성이나 이익의 정도 또 

한 다양함으로， 해악의 예방이나 이익의 증진은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오늘 

날과 같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삶의 질에 대한 판단 또는 풍요로운 삶을 위해 

어떠한 삶의 방식을 추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한다. 그 

러나 개개인이 어떠한 해악을 피하고 싶어 하는지 또는 어떠한 이익을 추구하 

고 싶은지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의 개입은 사회 구 

성원 전체에 대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확 

고한 선호나 삶의 계획에 부적절하거나 또는 적용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 

다. 

마지막으로 위의 3가지 요건들이 간섭주의를 정당화하는 이유는 바로 ‘사후 

적 동의’가 예견되기 때문이었다. 왜냐하면 간섭주의는 개인의 행복이나 복지 

를 직접적으로 향상시키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삶에 있어 독자적인 결정을 내 

릴 수 있는 능력， 즉， 현재의 제한이 미래의 이성적인 또는 합리적인 자기결 

정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허용될 수 있는 것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논 

리 속에서 한 사회나 문화가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무엇이 이성적이고 합리적 

인가’에 대한 가치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며， 국가는 그러한 가치를 

강제적으로 적용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피간섭자의 미래의 결정이 이성적이라 

는 것 또는 합리적이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가치판단과 일치한 경우， 그들은 

국가의 간섭에 대해 동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권력 

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사회적 선’으로 왜곡할 가능 

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수가 ‘기본적인 선’ 또는 ‘이성적인 것’이라 

고 인식하는 것과 다른 생각이나 가치관을 가진 소수는 다수의 생각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는 소수에 대한 다수의 횡포로 이어질 위험을 안고 있 

는 것이다. 더욱이 간섭주의는 개인의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해악에 대한 예 

방적 조치이지만， 국가는 그러한 간섭이 비단 해악의 예방뿐만 아니라 그 사 

람의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이유 또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 

에서 간섭주의는 ‘행위의 범주’가 아닌 ‘이유의 범주’에 기초하여 행위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하거나 또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따른 비난을 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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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정책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윤리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때로는 국가의 

정책이 간섭주의적인 것으로 판단되지 않지만， 국가는 그러한 정책에 대한 간 

섭주의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논리의 확대는 개 

인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침해나 제한마저도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다. 

자유에 대한 국가의 간섭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 왜 

냐하면 국가가 선의의 의도로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을 확신하기가 어렵기 때 

문이다(Loevinger， 1984) .10) 자유에 대한 헌법적 보호는 권력에 매료되는 국 

가의 성향， 즉 권력을 획득한 사람들은 그 권력의 ‘원래의 목적이나 표면적인 

한계와는 무관하게 계속적으로 확장’하려는 성향으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한 

다 1 1) 국가의 권력은 장기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는 비록 현재의 규제 

가 잘못된 경우일지라도 시민들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옳다고 믿는 

성향이 강하다. 더욱이 국가의 권력 행사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 

지 않는 경우 국가 규제의 결과적인 측면， 즉 국가가 규제하지 않았을 경우 

나타나게 되는 나쁜 결과 때문에 국가의 규제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은 국 

가에 의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점을 간과하게 만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가 규제의 결과가 아니라 국가의 권력이 잘못된 방향으로 합법 

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때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자유주의는 자유의 향유에 따른 이익은 국가의 간섭을 통해 

1이 뢰빈거는 특히 과거 정부의 의도는 잘못된 것이었지만， 오늘날 그 의도는 선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에 대한 헌법적 보호를 완화해도 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 그 
단적인 예로 역사적으로 전제군주들은 자신들의 전제정치에 대한 이유로서 높은 가치 
의 목적들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즉 “종교 재판관들은 자신들 앞에 서 있는 희생자들 

을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보는 가학적인 만족감 때문에 고문하고 화형에 처했던 것이 
아니라 이교도들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진솔한 우려 때문 이었다”는 것이다. (p.778). 

11) 에머슨(Emerson)은 행정적 극단(administrative extreme)으로 가는 국가 조직의 성 
향을 지적하면서 규제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대해 이미 과 

도한 열정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규제 
집행에 필요한 절차와 임무들은 자유에 대한 억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며 그러한 

규제 수단은 쉽게 왜곡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 
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1970，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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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할 수 있는 이익보다도 더 크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자신에게 유익하다 

는’， ‘자신을 더옥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는’ 또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더 현명하거나 정당하다는’ 등의 논리는 사람들을 이해시키거나， 충고하 

거나 또는 설득하는 좋은 이유들이지만， 그들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불 

이행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Mill ， 1859/1992, 

p.23). 

또한 모든 형태의 강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자유주의 사 

상에서 간섭주의는 전제적 (despotic)~ 것이다(Ber1in ， 1958). 벌린에 따르면 

간섭주의가 전제적인 것은 그것이 잔인하고 계몽되지 못한 전제정권(tyranny) 

보다 더 억압적이기 때문인 것이 아니며 또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험적인 

이성을 무시하기 때문인 것도 아니다. 이는 바로 인간으로서 자신에 대한 인 

식， 즉 스스로 설정한 목표에 따라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겠다는 결심이나 결 

정에 대한 모욕이며 동시에 그러한 존재로 인식되어야 하는 자격에 대한 모욕 

이기 때문이다(p.157). 

여기서 사람들이 설정한 목표가 이성적이거나 선의여야 하는 가의 문제는 

국가 개입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간 

섭주의의 논리에 따르면 만약 개인들의 목표가 이성적이지 않다는 것은 그 

결정 과정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개업을 통해 그러한 

결함을 시정하고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니며 그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자유주의 사상에서 사람들이 가 

지고 있는 목표는 반드시 이성적이거나 선의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선택 

할 수 있는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그러한 선택이 

옳건 그르건 이는 개인의 발전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나 사 

회의 판단에 따라 개인의 자유에 간섭하는 것은 자율성을 위한 학습과 성장 

의 과정을 박탈하는 것이대Lind1ey， 1986, pp.102-112; 또한 때1 ， 1859/ 

1992, pp.80-81; Berlin, 1958, p.137; Kleinig, 1983, p.29; VanDeVeer, 

1980, p.196) .12) 

12) 선택의 자유에 대한 존중이 국가의 간섭을 절대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 
은 다양하고 때로는 부분적으로 충돌하는 목적이나 선호 또는 욕망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들은 개인의 삶에 있어 각기 다른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개인이 내리는 선택 
과 행위가 반드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목적들의 서열을 정당화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다만 일시적인 욕망으로부터 나온 특정한 행위가 그 사람의 삶에 있어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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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자율성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은 무례함， 모욕， 사회적 불안을 예 

방하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적절한 도덕적 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나온다(Nagel ， 1995, p.97).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평온하고 조화로운 사회적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욕망이 크면 클수록 사회의 불화를 일으카는 사람들에 

대한 압력이 커진다 그러나 비록 국가의 규제가 어느 정도 사회적 이익이나 

사회적 조화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이는 국가의 규제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 

거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보호되는 정신적 자율성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러한 국가 규제의 근거에 대한 부정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나 사회의 의견에 따라 개인의 신념이나 태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정신적 삶의 권위를 박탈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정신적 삶의 권위까지도 박탈하는 것이다(p.99). 

도덕적 자율성을 가진 인간에게 표현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와 분리할 수 없 

는 자유이다. 인간이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은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포 

함한다 따라서 자신의 생각 신념 및 가치에 대한 궁극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표현하고， 그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그리고 반대 의견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옹호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견해나 주장을 국 

가의 판단에 따라 막아서는 안 된다 13) 그러한 견해나 주장을 수용할 것인지 

또는 거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오직 각 개인들의 권한이자 책임이기 패 

문이다. 

이러한 도덕적 자율성에 비추어봤을 때 표현의 자유의 궁극적인 가치는 개 

인들의 ’자아실현(self-realization)’이다. 자아실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함으 

로써 자신의 모든 잠재력을 실현한다는 의미와 자신의 삶에 있어 중요한 결정 

수립한 영구적이고 장기적인 목적을 위협하는 경우 국가의 간섭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Kleinig， 1983, p.68). 이는 스스로 자신을 노예로 팔고자 하는 결정을 그 사 
람의 선택의 자유 또는 자율적인 결정으로 존중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나타난대l\Ii ll ， 
1859/1992, pp.135~ 136). 따라서 중요한 것은 국가의 간섭은 개인들 스스로가 세운 
가치와 목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 또는 사회나 국가가 삶에 있어 비람 
직하다고 또는 이성적인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에 의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13) 이러한 주장이 모든 표현의 내용， 즉 위법한 내용까지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기초한 국가의 제한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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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스스로 내림으로써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즉 자신이 세운 삶 

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Redish, 1982, 

p.593).14) 

이러한 인식은 개인들의 고결한 도덕적 자율성에 대한 존중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적 정치 체제의 절차적 가치에 대한 존중이다. 민주주의의 절차적 가 

치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내재적 가치(intrinsic value)로서 

이는 민주주의 시스템의 존재 그 자체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각각의 

개인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가치인 것이다. 만약 인간이 지 

배받아야 한다면， 이는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가 아닌 자신 스스로에 의해 지 

배받아야 함을 의미하며， 우리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외부적인 권력에 

종속당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Meikleiohn， 1960, p.9). 이러한 자치(self-r버e) 

의 개념은 오늘날까지 모든 민주주의 이론의 근간이 되고 있다. 

민주주의 시스템의 두 번째 가치는 도구적 가치(instrumental value)이다. 

이 가치는 내재적 가치와는 달리 민주주의 시스템의 수용으로 인해 자연적으 

로 얻을 수 있는 가치라기보다는 민주주의 시스템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다 

그것은 개인의 능력 발전이라는 전통적인 (참여) 민주주의와 그 맥을 같이하 

는 것이다. 워커 (Walker ， 1966)에 의하면 전통적인 민주주의 이론의 가장 큰 

특정은 공공정책의 수립에 있어 시민들의 참여를 강조하는 것이다(p.288). 비 

록 전통적 이론이 로크의 민주주의 (Lockean Democracy)의 기본적인 틀， 즉 

제한적인 정부라는 기본적인 틀을 수용하였지만， 전통적인 이론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민주주의에 의해 생산되는 정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발 

전， 즉 인간의 개발되지 않는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적 행위 속에 존 

14) 물론 표현의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에머슨 
(Emerson)은 표현의 자유의 가치를 개인의 자아성취를 위한 수단이며， 둘째 지식의 발 
전과 진실발견의 과정이며， 셋째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 
는 수단이며 그리고 넷째 안정된 공동체사회의 건설과 사회적 합의 그리고 의견의 차 
이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1970， pp.6-7), 트라이브(Tribe)는 사 

적 자율성， 사상의 자유시장의 보호 그리고 민주주의 절차의 발전 등으로 표현의 자유 
의 가치를 정의한다{l975 ， pp.576-579). 그러나 여기서 자아성취나 사적 자율성을 제 
외한 나머지 가치들은 표현의 자유의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인식이라기보다는 특정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인식이 강하며， 그에 따른 법적 보호의 근거들이 제시된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보호는 특정한 목적을 실현함에 있어 해가되는 또 
는 도움이 되는 표현틀을 구분할 수 있다논 논리를 수용하게 되면서， 이는 결국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가 규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로 작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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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는 가능성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절차적 가치 모두를 이룰 수 있 

는 수단이다. 표현의 자유는 도구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배양하며 내재적 가치 

를 간접적으로 배양한다. 표현의 자유가 도구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배양한다 

는 의미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견을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다양한 학문적， 문예적 작품들을 감상하고 새로 

운 지식들을 학습할 수 있는 자유의 행사 그 자체가 개인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활용과 증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편 표현의 자유가 내재적 가치를 

간접적으로 배양한다는 의미는 자유로운 표현에 대한 개인의 권리 행사 그 자 

체는 자신의 삶에 있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의 행사를 의미하기 

보다는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정보와 

의견의 자유로운 교환은 필수요건이다. 이는 특정한 표현， 즉 정치적 표현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특정한 표현이 자아실현을 더 

향상시킨다는 외부적인 결정 또한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나 사회가 

더 많이 알고 았다는 또는 더 잘 알고 있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규제하거나 그틀이 접해야 하는 정보를 제한하는 것은 시민들의 도덕적 

자율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나아가 민주주의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역할은 특정한 견해 또는 좋은 삶에 대한 견해를 지지하면서 

시민들로 하여금 이를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중립성을 지키면서 시민 

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범위를 넓혀주어야 한다. 

국가의 중립성에 대한 논의는 윤리적 자유주의 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칸트(Kant)의 철학에 기초한 도덕성에 따르면， 인간은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이며 따라서 단순히 대상이나 다른 사람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수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존경과 존엄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비록 전체적인 행복의 감소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윤리 

적으로 옳은 것이며 따라서 국가도 시민들을 평등한 존재로 그리고 존경의 대 

상으로 대하여야할 도덕적 의무가 있는 것이다(Rawls ， 1971; Dworkin, 

1977; Ackerman, 198이. 

국가가 시민들을 평등하게 대한다는 것은 ‘국가는 무엇이 좋은 삶인가의 문 

제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Dworkin， 1978, p.17)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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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가치 판단을 자제해야 함을 의미한다(Rawls ， 

1971 , p.442). 국가가 중립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 좋은 삶인가를 정의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좋은 삶은 정부의 중립적인 정책을 통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국가의 점책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은 국가가 

특정한 삶의 방식을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따라서 좋은 삶 또는 

바람직한 삶에 대한 국가의 인식을 시민들에게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 

러나 그러한 결정， 즉 무엇이 좋은 삶이고 바람직한 삶인가에 대한 결정은 국 

가가 아닌 개인들 스스로가 내려야 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개인의 자유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국가 

권력의 특성상 사인간의 간섭보다는 더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한다. 특히 간 

섭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결정의 결함을 판단함에 있어서 국가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의 간섭은 ‘행위의 범주’ 즉 해악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지만， 많은 경우 국가의 정책은 ‘이유의 범주’ 즉 국민들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정당화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너무도 쉽게 허용하거나 또는 우리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 

다는 사실을 쉽게 간과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하에서는 ‘독자의 권익 보호’ 

를 위해 제정된 신문법은 그 제정취지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과도하게 허용함으로써 신문의 소극적 자유를 침해하여 

의견과 사상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는 보호하고자 하였던 독자들의 

적극적 자유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4. 신문법과 국가 개업 논리의 문제점 

1) 신문법의 제정춰지와 가치중립성 

신문법은 그간 언론의 개혁을 주장해왔던 정치인들과 여러 시민단체들의 주 

장의 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문개혁론자들은 신문이 과도한 상업 

화와 1인 사주의 강력한 지배로 인해 편파적인 보도를 일삼으며 신문 본연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상실하였고， 이는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더욱이 언론개혁을 주장하는 현 정권은 일부 신문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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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인 관계를 가져왔었기 때문에 신문법의 제정은 자신에게 비판적인 일부 

언론을 겨냥한 것이라는 주장이 법제정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신문은 자신의 의견과 견해를 표명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신문의 이러한 소극적 측면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데 

매우 인색하다. 대신 신문법에서 나타나듯이 신문은 사적 주체라기보다는 사 

회적 공기로서 민주주의적 자치를 위한 도구적인 인식이 강하며， 따라서 신문 

의 자유보다는 신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공익성을 요구하는 목소 

리가 지배적이다.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신문이 보여주었던 행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과거 권위주의체제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며， 언 

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와 동일시되었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화를 완성 

시킬 수 있는 최선의 제도적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언론은 민주화 과 

정에서 민주세력의 편에 서기보다는 권위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기득세력의 펀 

에 동조하였고， 이는 민주화 이후 언론이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욕구를 충 

족시킬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의구심과 회의감으로 이어졌다. 특히 한국의 언 

론은 정치 민주화의 최대 수혜자이면서도 자신들이 얻은 자유나 권력을 민주 

주의의 공고화나 시민사회의 민주역량 강화에 노력하지 않은 채(박승관·장경 

섭， 2000), 과거 정부로부터의 대규모 경제적 특혜와 지원을 바탕으로 기업화 

를 이루면서 한국 사회의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언론은 다시 자본이라는 권력에 

종속됨으로써 국가의 이익， 민주적 개혁 그리고 공공의 합의를 도출하는 공적 

기능보다는 스스로를 기업화하고 거대조직화 함으로써 조직을 유지하고 자신 

의 권력과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적 이익에 더 치우지게 되었다. 따라서 언론 

은 시장의 ‘자정력’을 통한 민주시민의 배양이라는 모구적 수단으로서는 상당 

한 문제점들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우리 사회는 앤 

론사가 가지는 표현의 자유나 권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기 보다는 민 

주주의에 대한 규범적 인식에 더 큰 무게를 두게 되었다. 따라서 언론이 수행 

해야만 하는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게 되었고 그 속에서 사회적 주체로서 언론 

이 마땅히 가지는 표현의 자유는 묻혀지게 되었던 것이다. 

언론의 문제점들을 시정하고자 하였던 언론개혁운동은 초기에는 신문보다 

방송의 독립성 확보에 주력하였지만， 김대중 정부에 이르러 2000년에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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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의 제정을 계기로 언론개혁은 신문의 개헥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이 

는 표면적으로는 새로운 방송법이 어느 정도 방송의 개헥에 이바지하였다는 

인식(김동민， 2002)에 기초한 것이겠지만， 양숭목(2004)은 그 근본적인 이유 

로 방송이 당시 집권세력인 ‘국민의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 

던 반면， 신문시장은 여전히 몇몇 보수신문의 지배 하에서 정권에 비판적이었 

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몇몇 보수신문의 독점적 위치는 전형적인 시장의 

실패로 여겨졌고， 이에 신문의 개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대 보수신문들의 

시장 독점을 해소하고， 1인 사주 중심의 지배구조를 ‘타파’하여 언론의 내적 

독립성을 구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간법의 개정을 주장했다 

그러나 과거의 어두운 역사적 사실과 신문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신문의 

표현의 자유를 부정할 수는 없다. 신문사는 독자적얀 판단에 따라 자신의 의 

견과 사상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신문에 대한 규제를 강화 

하는 것은 그 입법취지에서부터 가치중립성을 상실했음을 뜻한다. 더욱이 많 

은 경우 국가의 정책은 자유에 대한 진지한 사고의 결과라기보다는 정치적 과 

정의 산물이다(Napoli， 2001). 신문법 역시 예외는 아니다. 정부， 입법부 그리 

고 다양한 시민단체의 주장들의 절충과 합의의 산물이 신문법이다. 그러나 문 

제는 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언론， 특히 신문에 대한 국가의 강화된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나 정치인 또는 시민단체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또는 실현해야 하는 ‘이상적인’ 목표를 제시했을 때 그에 대한 반론 

을 제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소수의 의견은 도외시하고 사 

회적 다수가 무엇이 선이고 이익이고 행복인가를 판단하는 것과 통일한 것이 

며， 그 과정에서 신문의 자율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법적 영역과 윤리적 영역의 혼돈 

1987년 민주화 과정에서 과거 권위주의정권이 언론통폐합을 뒷받침하기 위 

해 제정한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대신 신문과 방송에 대한 개별적인 법률 

이 제정되었다. 이에 신문을 관장하는 법률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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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이하 정간볍)이， 방송을 관장하는 법률로 ‘방송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후 정간법에 대한 개정의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정간법은 2004년 신 

문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그러나 새로이 제정된 신문법은 언론의 자유를 확 

대， 보장하는 법률이라기보다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규제의 수위를 한층 강화 

한 ‘규제왜 법률’이다 그 대표적인 조항이 바로 신문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 

및 공익성의 의무를 부과하는 제4조 및 제5조이다. 

신문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 및 공익성의 규정들은 종전의 정간법에 

는 없던 내용들이다. 이 규정들은 과거 언론기본법 제3조 ‘언론의 공적 책임’ 

으로 존재하였던 조항이다. 그러나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정간법이 제정되면 

서 언론의 공적 책임이나 언론인의 윤리에 대한 조항은 모두 없어졌다. 그러 

나 당시 제정된 방송법은 제4조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을， 그리고 제5조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의무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2000년 전면 개정된 방 

송법 또한 제3조에서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제4조에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채5조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을 그리고 제6조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간법에서 폐지되었던 규정들이 왜 부활 

하게 된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신문에 대한 인식， 특히 언론개혁을 원했던 

언론 및 시민단체들의 주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언론개혁을 주장하였던 사람들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적을 자본으로 인식한 

다. 특히， 시장경쟁에서 자본 의존도가 높아지고， 1인 언론사주 중심의 족벌지 

배구조가 강화되는 현실이 진정한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고 있다고 인식한다. 

신문은 언론사주의 사유물로 탈바끔하여 특정한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보호하 

거나(주동황， 2003), 언론사주의 이해에 따른 보도， 논평을 유포하며 자신들의 

특정한 견해를 마치 지배적인 사회여론인 것처럼 여론을 왜곡해왔다(언론개혁 

시민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2000). 그 결과 획일적인 여론과 

여론의 독과점 현상이 일어났으며， 언론의 공공성과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되 

었다는 것이다. 

신문법의 위헌성 또는 합헌성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문의 

문제점들에 대한 동의여부가 아니라 언론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시한 그 

리고 입법화한 방법론이다. 언론개혁을 주장한 사람들은 언론의 자율적인 개 

혁은 이미 실패했다고 주장하면서 법률에 의한 개혁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그 

근거를 방송법에서 찾았다. 신문법 제4조 ‘사회적 책임’은 방송법 제5조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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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적 책임’을 그리고 신문법 제5조는 방송법 제6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 

성’ 규정을 원용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신문보다는 방송에 대해 폭넓은 국가의 규제를 허용한다. 이는 

자유주의적 전통 하에서도 그러하며 그 이유는 방송이라는 매체의 특성에 기 

인한다 15) 즉， 방송이 사용하는 주파수는 국민의 재산(공공재)이며 한정된 자 

원이기 때문에， 특정한 주파수대를 허가받은 사람은 그 사용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의무와 책임은 방송의 운용과 편성 

에 있어 공정성， 공익성 그리고 중립성 등의 공적 책임으로 대변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송의 논리를 신문에 적용한다는 것은 사경제적 매체인 신문의 지위 

를 공영적 매체인 방송과 동일시하는 것으로서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다. 더욱 

이 언론개혁을 주장한 사람들은 신문의 ‘사회적 책임론’의 입법화에 집착한 

나머지 언론， 특히 신문이 가지는 표현의 자유를 간과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오류는 신문에 대한 알 권리의 규정에서도 잘 나타난다. 

신문법 제4조 3항은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은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 

의 자유를 신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신문은 민주주의 사회의 

일원으로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의견이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주의적 자치의 실현을 도와야 한다는 의미로 여겨진다. 그러나 만약 신문 

법상의 ‘알 권리’가 이러한 의도에서 사용된 것이라면 이는 알 권리와 적극적 

자유의 본질을 혼돈한 결과 발생한 잘못된 용어의 선택이며， 만약 알 권리가 

신문에 대한 그러한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의도였다면 이는 허용될 수 없는 

국가의 규제인 것이다. 

언론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알 권리는 적극적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추측된다. 즉， 자신의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모든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삶에 있어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내렴으로써 자 

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기 위해 신문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 

이다. 그러나 오늘날 신문 시장이 왜곡되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의무를 부과해서라도 시민들의 적극적 자유를 실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여겨진다. 

15)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러한 논리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방송， 특히 지상파 방송의 영향력과 시장지배력이 크게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원의 희소성과 공공수탁의 논리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하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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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신문법 제4조 3항이 표면적으로는 신문의 당연한 가능을 확인하였 

다는 점에서는 알 권리와 적극적 자유가 유사한 개념이겠지만， 그 실체에 있 

어서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개념이다 알권리는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 

보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고， 의사형성과 여론형성 

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권리이다(성낙인， 1998; 안용 

교， 1991; 권영성， 1997; 허영， 1997). 알 권리는 비록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표현의 자유 특히 언론의 자유에서 그 헌법적 가치를 찾을 수 있다. 

헌법 제 21조의 ‘언론 및 출판의 자유’는 전통적으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 

운 표명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며，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 

운 표현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며，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충 

분한 정보에의 접근이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89 헌마 104). 따 

라서 알 권리는 자유권적 측면과 청구권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는 권리이다. 

알 권리의 자유권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수집， 처리함에 있어 

국가권력의 방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하며， 청구권적 성격은 의사형성 

이나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수집을 방해하는 요인들 

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음을 뭇한다(90 헌마 133). 

신문법상에 ‘알 권리’가 문제가 되는 01유는 알 권리는 ‘국민이 국가에 대해 

갖는 권리’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신문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는 점이다. 즉， 알 권리의 충족을 위해 국가는 시민들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 

을 지는 것이며， 언론은 그러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인 것이다. 

따라서 신문법이 알 권리의 충족 의무를 신문에 부과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 

는 것이다. 왜냐하면， 비록 신문이 그 사회적 기능으로 인해 공적인 주체로 

인식될 수는 있지만， 신문은 엄연히 ‘사인’인 것이며， 따라서 개인들의 주관적 

공권을 사인에 대해 행사하는 것은 그 사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문재완， 2004). 따라서 국가가 신문에 대해 알 권리의 충족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이는 언론이 가지는 자유의 본질， 즉 자유롭고 자발적인 보도와 논평 

그리고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자유로이 선택， 취재 및 보도 

하는 언론사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박용상， 2004). 

그렇다면 비록 ‘알 권리’는 아니지만 적극적 자유를 신장시키기 위해 국가 

가 사적인 영역에 개입할 수는 없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국가는 신문에 대 

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적극적 자유를 신장시킬 의무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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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할 수는 없는 것인가? 방송의 경우 희소한 공공재인 전파의 사용을 국민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허가받았기 때문에(공적 수탁자) 방송에 대한 그와 

같은 의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관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신문의 경우 그러한 

의무를 도출해낼 수 있는 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러한 의 

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 다만 신문은 다양한 정보의 의견을 제공함으로써 민 

주주의적 자치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들의 적극적 자유를 신장하는 기능에서 

그 존재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것이므로 신문의 윤리적인 의무로 확인할 수는 

있지만， 법이 방송법을 원용하여 신문에 대해 적극적 자유의 실현 의무를 규 

정한 것은 법적 의무와 윤리적 의무를 구분하지 못한 결과이다. 

3) 내적 다양성과 외적 다양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 

신문법 제5조는 신문 보도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규정하고 았다. 그러나 ‘공 

정성’이나 ‘공익성’이라는 개념은 추상적이고 다의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비록 

국가의 정책이 공익을 위한다는 또는 공익에 기초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반 

론의 여기가 없겠지만， 실질적인 차원에서 무엇이 공익인가는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된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요시하는 입장은 국가가 공익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인위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 

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반면， 사회적 차원의 공동체적 이익을 주장하는 사 

람들은 공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상당 정도 제약될 수 있다고 

본다(김비환， 2001). 언론개혁을 주장한 사람들은 후자의 입장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국가가 개인의 자유에 간섭하면서 무엇이 

선이고 이익인가를 판단하여 이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듯이， 국가는 

스스로가 공익을 판단하여 이를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의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에 따라 ‘공익성’이 신문에 대한 규제의 근거로 악용되 

면서 언론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익성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겠지만， 공익성은 다수의 압력이나 국가의 자 

의적인 결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황에서， 각각의 의견이 표명되고 논의되는 

과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의견의 다양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신문법은 방송에 적용되는 다양성을 신문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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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적용함으로써 신문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궁극적으로는 공익을 저해하는 결 

과를 야기하고 있다. 

다양성은 크게 ‘내적 다양성’(internal diversity)과 ‘외적 다양성’(external 

diversity)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내적 다양성은 한 매체 내에서 다양한 정보와 

의견이 제공되는가를 뜻하며 외적 다양성은 다양한 특성을 가진 차별화된 매 

체들이 존재함으로써 다양한 이념적 관점과 견해가 제공되는가를 의미한다. 일 

반적으로 내적 다양성과 외적 다양성은 매체의 기술적인 특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방송과 같이 제한된 채널만을 운용할 수 있는 경우， 각각의 채널 

들은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을 제작 · 편성하여 내적 다양성을 추구하지만， 신 

문과 같은 인쇄매체의 경우 내적 다양성보다는 외적 다양성， 즉 다수의 신문들 

이 각자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다양한 의견과 정보의 제공을 추구한다. 

그러나 신문법 제4조 2항은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은 ... 사회 각계각 

층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여야 하고…”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볍 

제5조 5항은 “정기간행물은 정부， 정당 또는 특정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각 

정치적 이해당사자에 관한 보도를 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신문에 대해서도 내적 다양성을 요구하면서 방송과 통 

일한 공적미디어로 대하고 있다 16) 그러나 신문은 사기업이며， 신문사의 설립 

과 발행 취지에 따라 자신의 논조와 입장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의 권 

리를 가진 주체이다. 따라서 신문을 통한 다양성의 확보는 신문시장 전체를 

통해 이루애져야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각 신문들은 자신들의 ‘경향 

(Tendenz)’을 표출해야 하는 것이다. 그려고 국민들은 자신의 의견이나 사상 

에 부합하는 신문을 선택， 구독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다양한 사상과 정보를 접함으로써 자신의 의사를 형성하고 삶의 중요한 결정 

을 내림으로써 자신들의 적극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 

16) 이러한 규정의 기저에는 신문의 이념적 편향으로 인해 공론장의 의견다양성이 훼손된 
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실제로 이러한 인식은 그 동안 국가 개입을 주장했던 신문개혁 
운동진영이 공통적으로 보여주었던 인식이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여론 
시장， 즉 공론장은 신문이 지배하며 신문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3대 보수신문에 의해 
우리나라의 공론장이 보수 펀향적으로 왜곡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여론시장에서 신문보다 방송이 훨씬 강력한 것으로 보이며， 또 인터넷 매체의 영향력과 
중용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따라서 신문이 여론시장을 지배하며 보수신문들에 의해 
공론장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주장은 경험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가설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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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신문의 자유의 핵심은 ‘경향의 보호’이다(박용상， 2004/ 2005) .17)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헌법상 신문의 자유의 핵심으로 간주한 ‘경향’의 의미는 한 

마디로 말하면 ‘색깔’을 의미한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민주적인 공론장은 

다양한 색깔의 신문이 존재함으로써 가능해진다. 그러나 신문법의 규정은 개 

별 신문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전달하라고 요구하는데， 이는 모든 

신문의 색깔을 비슷하게 만옮으로써 다양성을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새 

로운 신문의 설립을 필요 없게 만들거나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자유로 

워야 하는 신문에 대해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하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 

하여 언론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는 것 이다(문재완， 2004). 

4) 편집권 개입은 간섭주의 논리상 ‘결정의 결함’에 대한 잘못된 인식 

앞서 논의하였듯이 언론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자본에 의한 언론의 종속과 1인 언론사주를 중심으로 한 

족벌지배구조를 지적한다. 즉 신문의 펀집권은 언론사주와 경영진의 전권적 

인 사항이며 그에 따라 신문의 논조나 편집방향이 언론을 소유하고 있는 족벌 

이나 재벌의 이해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를 간섭주의의 논 

리에서 보면， 신문사가 ‘이성적인’ 또는 ‘공정한’ 보도의 결정을 내럼에 있어 

지배구조와 사주의 영향력이 신문사 결정의 결함인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결 

함을 제거 또는 시챙하기 위해 언론개혁을 주장한 사람들은 언론의 소유지분 

에 대한 제한과 언론의 편집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요구하였다. 

신문법상 펀집에 관련된 규정은 펀집에 대한 독자의 참여와 편집위원회의 구 

성이다. 그러나 언론의 편집에 관한 규정은 그 입법의 취지와는 달리 신문법 

17) 물론 동 조항이 선언적 조항이기 때문에 그 법적 구속력이 없겠지만， 동 조항을 근거 
로 신문에 대한 규제와 간섭의 근거는 존재하기 때문에 신문의 보도활동에 대한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예견하기는 충분하다. 신문법 제3조 2항은 “누구든지 정기간행 
물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비록 신문에 대한 편집과 독립을 보 
장하려는 의도로 인식되지만， 이를 다른 시각에서 해석하면 이 법에 의해서 신문의 보 
도가 사회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 및 독자의 권익에 배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언론피해구제법 제32조에 의해 언론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를 
행할 수 있으며， 그 시정권고를 신청하는 권리는 피해자가 아닌 임의의 제3자도 가능하 
기 때문에 결코 선언적인 조항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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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가장 위헌적인 조항이며， 언론의 자유를 가장 심각하게 침해하는 규정이 

다. 왜냐하면 언론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인식하고 국가의 개입을 요구하 

는 ‘결함’은 국가의 개입을 허용할 수 있는 ‘결함’이 아니라 신문의 자유의 핵 

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허용될 수 없다. 

신문법 제8조는 ‘독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신문의 편집 또는 제작에 관한 의 

사결정에 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편집 또는 제작의 기본방침이 독자 

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 역시 방송법의 ‘시 

청자위원회’를 원용한 것이다. 그러나 자율성의 측멸에서 신문과 방송은 상당 

한 차이가 있다. 방송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수탁’받은 자유를 국민의 이익을 

위해 행사할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에 따라 펀성을 해야 하지만， 신문은 자신 

의 생각과 견해에 따라 편집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신문에 

있어 펀집의 자유는 신문의 자유의 핵심인 것이다. 이는 마치 개인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떠한 말을 할 것인가에 대해 타인이 간섭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 

지로， 언론의 편집은 누구로부터의 간섭도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 

러한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의 독자 참여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요소를 침해하는 것이다. 

신문법 제 18조는 편집위원회의 설치와 편집규약의 제정을 규정하고 있 

다 18) 이 조항은 신문의 편집권과 관련해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는 조항으로 

서 신문의 자유가 누구의 자유인가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다시 말해 신문 

의 발행인이 아닌 내부 종사자의 자유를 헌법상 언론의 자유로 인정할 수 있 

는가의 문제이다. 메릴(Merill ， 1989)은 이를 언론과 정부의 관계에 초점을 맞 

춘 ‘언론의 자유’(press íreedom)와 구분하여 ‘언론인의 자유’(journalistic 

íreedom)로 명명하였는데， 말하자면 언론사를 위해 일하는 언론인과 그 매체 

의 경영진 및 편집인들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언론인의 자유에 대한 논의는 주로 ‘편집권의 독립’ 또는 ‘편집의 자율’이라 

18) 편집위원회의 설치， 편집규약의 작성 및 시행 의무 그리고 편집규약으로 규정할 내용 
들을 담은 여당의 정간법 개정안은 발행인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무력화하고， 신문의 
내부 종사자인 기자가 주인이 되는 공영매체로 변질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신문법에서는 신문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임의규정으로 바해었다. 

그러나 신문법상의 편집규약 내용이 강제적 사항들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문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28조는 임의규정을 사실상의 강제규정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신문법 
제18조를 단순히 임의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방석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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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면에서 전개되었다. 초기에는 국가 권력의 언론탄압에 대항하는 의미에서 

언론의 정치적 독립을 의미하였으나， 민주화 이후 편집권의 독립은 언론기업 

주의 상업적 영리추구에 반대하는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맥락에서 논의 

되었다. 이에 언론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편집권의 독립을 언론개혁의 핵 

심으로 인식하고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는 사주를 배제하고 양심에 따라 일하 

는 기자들에게 편집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이용성， 

2004). 이러한 인식은 과거 언론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한 언론계 내부의 노 

력에 상당부분 기초한다고 볼 수 있다 19) 특히 기자들이 주축이 되었던 언론 

자유운동， 언론노조운동 및 자유언론실천운동 등은 언론의 민주화를 위한 기 

자들의 노력을 보여준 사건들이었으며， 민주화 이후 대항언론의 등장과 시민 

단체들의 노력은 언론의 민주화를 이끌 수 있는 주체로서 기자들을 인식하기 

에 충분하였다. 

그러나 기자가 주체가 되는 편집권은 역사적인 맥락이나 사회적 맥락에서 

인식될 수 있지만 이를 법적 개념으로 수용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다시 말해 

기자들이 주축이 되는 편집권의 논리는 단지 ‘권언유착이나 영리추구에만 몰 

두하여온 언론기업주의 부정적인 행태’에 대한 항의적·비판적 개념으로서 기자 

들의 공적 과업 수행의지를 집약한 사회적·정치적 차원의 개념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 이를 법적인 근거를 가지거나 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개념은 아 

닌 것이다(박용상， 2004).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는 개인이 언론을 설립할 자유를 포함하며 

표현의 내용과 양식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자유까지 포함한다. 신문은 

발행인에 의해 설립되고 그 설립 취지에 따라 논조와 입장을 출간， 배포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주체는 신문의 발행인이다. 따라서 법적으 

로 기자는 발행인에 의해 고용되어 신문의 제작을 위임받는 계약을 근거로 발 

행인의 표현의 자유를 위임받을 뿐이다. 그러므로 발행인과 기자간의 내적 자 

유， 즉 펀집위원외의 구성과 편집규약의 제정은 각 신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할 문제이지 국가가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허용 가능한 국가의 개입을 

넘어서는 것이다. 

19) 양승목(1995)은 언론의 민주화를 위한 운동을 언론노조운동을 중심으로 한 언론계 내 
부의 민주화 운동， 사회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등장한 대항언론운동 그리고 언론계 외 
부에서 시민사회의 압력의 형태로 나타난 시민언론운동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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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는말 

신문법은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민주주 

의적 자치를 실현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되었다. 그동안 우리 언론， 특히 신문은 사주의 전유물로 여론을 왜곡하 

고， 자본에 종속되어 주권자인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다는 비판을 받아왔었다. 이에 그러한 문제점들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은 마땅 

히 존중받아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신문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온전한 인 

식을 결여한 채 신문의 사회적 기능만을 부각시키면서， 자유를 보호하고 신장 

하는 법률이라는 평가보다는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 

게 되었다. 특히 신문과 방송의 차이점을 무시한 채 또는 그러한 차이점에 대 

한 충분한 인식을 결여한 채 방송에 대한 규제의 논리를 신문에 적용하였다는 

점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밖에 해석될 수 없는 부분이다. 

현대 사회에서 자본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요인으로 등장 

하면서 그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국가는 그러한 막강 

한 힘에 대항하여 시장이 야기한 문제점들을 시정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된 

다. 이는 과거에 비춰볼 때， 상당한 인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비록 국 

가가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고 또 현재 많은 문제점들을 시정하고 있다고 해 

서 국가의 권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국가는 여 

전히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황경식 (2003)의 지적처렴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많은 가부장적 잔재가 남아 있다. 국가 

대 개인， 개인 대 개인 그리고 집단 대 집단 사이에서 우리는 서슴지 않고 우 

리 자신의 가치관이나 믿음을 강요하거나 타인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타인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이 나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데 매우 인색하다. 따라서 이러한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기 전 

까지 시장이 야기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의 권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한， 우리의 자율성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의 궁극적인 가치는 자아실현이며， 이는 자신의 모든 잠재력을 

실현한다는 의미와 자신의 삶에 있어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내린다는 의미이 

다. 이것야 자율성이며 적극적 자유인 것이다. 국가는 시민들의 자율성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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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은 허 

용할 수 있는 간섭의 범위를 넘어 오히려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침해를 항상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국가 

개입이 제시하는 이유， 즉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라는 목적의 정당성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자유를 양보하기 때 

문일 것이다. 그러나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듯이， 국가 개입의 목적이 

자유에 대한 침해를 항상 정당화될 수는 없다. 국가의 개입에는 병확한 한계 

가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따 

라서 국가의 개입은 그러한 선택의 자유를 보호하거나 확대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는 것이고， 선택의 자유 그 자체를 축소하거나 위협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문법의 여러 조항들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 하에 민주주 

의적 자치를 위한 도구적인 변에서 신문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 

유의 주체로서 신문이 표명하고자 하는 의견과 정보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사상의 (외적)다양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의 적극적 자유에 대한 침해로 이어지게 된다. 더욱이 매체의 

특성과는 무관하게 사회적 이익을 위해 신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생각 

은 윤리적， 철학적 그리고 법적 근거와는 무관하게 사회적 다수의 또는 권력 

의 힘의 논리에 따라 우리의 자유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 따 

라서 언론의 개혁과 언론의 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법적인 영역과 윤리적 영역의 구분， 즉 법적으로 

규제 가능한 또는 국가 개입을 허용할 수 있는 영역과 국가 개입을 허용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며， 자율적인 영역에 대한 온전한 인식과 존 

중일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사회적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의 일 

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이익과 개인의 자유의 조화를 모 

색할 때 비로소 우리 사회는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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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several years , press reform has been one of the most 

contested issues in Korean society. Politicians and various civic 

groups have criticized newspapers for over-commercialization and 

autocratic ownership which they have argued distort public opinion 

and fail to provide fair and balanced view. Responding their criticism 

and demands, Congress passed the revised press law. However, 

despite of its purpose, this paper argues that the press law contains 

several sections that could violate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order to support such claims, this paper 

analyzed logic behind governmental regulation based on paternalism. 

Especially by re-conceptualizing paternalism based on the nature of 

governmental power, that it is contestable and systematic, this paper 

tries to show that the press law by infringing the newspaper’s 

editorial autonomy and requiring internal diversity for newspapers, not 

only impedes market for diverse opinion and information, but also 

hinders reader's positive aspect of freedom of expression that the law 

was designed to prot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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