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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상 집회의 자유의 초기형성

이 병 규

(동아 )

Ⅰ. 서 론

이 글은 미국에서 집회의 자유가 초기 형성되는 모습을 다루었다. 미국에

서 ‘집회’ 및 ‘집회의 자유’가 형성되는 과정을 미합중국헌법이 제정되기 전부

터 살펴보고, 그 이후에 헌법상 수용되는 과정과 함께 초기 판례에 의해 구

현되는 모습을 살펴본다.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는 ‘평온하게 집회할 권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는 미국에서 처음부터 주목된 것은 아니다. 연방헌법이 

제정되고 권리장전(Bill of Rights)이 추가될 때, 매사추세츠의 테오도르 세

즈윅(Theodore Sedgwick, 1746-1813)은 집회의 자유는 “너무나 자명한 양

도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헌법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1)

미국에서 집회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1876년 United States v. Cruikshank 

사건2)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이 사건의 판결에서 에드워드 화이트(Edward 

Waite) 재판관은 집회의 자유를 미국 국민의 속성이자 공화제의 본질에서 나

오는 것으로 보았다.3) 이것은 집회의 자유가 미국 국민에 의해 건설된 공화

1) Jason Mazzone, “Freedom’s Associations,” 77 Wash. L. Rev. 711-714 (July, 

2002).

2) United States v. Cruikshank, 92 U.S. 542(1876).

3) 자세한 내용은 후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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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첫발을 내딛는 연방헌법에 규정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수정헌법 제1조가 집회의 자유를 규정한 것에 하여, 집회의 계속

적인 형태로서 헌법상 규정되지 않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것으로 이해하기

도 한다.4) 여기서는 집회의 자유는 경시되고, 오히려 그 보강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결사의 자유가 중시된다. 헌법기초자들 중에는 ‘집회’(assembly)와 

‘결사’(association)를 사실상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자도 있었다.5) 그래서 

연방 법원 판례 중에는 양자를 호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집

회의 자유가 결사의 자유 아래 묻히는 경우도 있고, 집회의 자유가 아니라 

결사의 자유로 파악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아예 집회의 자유뿐만 아

니라 결사의 자유도 그 표제로 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로 논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 개념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한 

집회의 자유가 오늘날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는 

데는 그 역사적 과정이 있었을 것으로 믿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국에서 집

회의 자유가 초기에 어떻게 형성되었고, 또한 초기 판례의 입장은 어떠했는지

를 살펴보면서 집회의 자유에 함의된 그 본질적 가치를 생각해보도록 한다.6)

4) David Cole, “Hanging With the Wrong Crowd: Of Gangs, Terrorists, and 

the Right of Association,” Sup. Ct. Rev. 227 (1999).

5) D. Cole, supra note 3, at 226.

6)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최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둘러싼 논란에도 

미약하나마 시사하는 바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24일 ‘해

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 헌법불합치 결정(2009.9.24. 2008헌가25)을 하면서, 무분별한 야

간시위로부터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2010년 6월 30일까지 입법 개선을 촉구

한바 있다. 이를 위해 여당에서는 야간 옥외집회의 금지 상을 심야 시간 로 

폭 축소하겠다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을 아예 삭제하되 주거지역, 학교 등 일부 지역에서만 계속 금지하자는 개정

안을 내놓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집시법 위반 

형사사건은 전국적으로 800여건에 이른다고 한다.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

치 결정 이후 법원마다 재판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헌재의 불합치결정은 위

헌 선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법원이 있는 반면, 유죄를 선고하

는 법원도 있고, 나머지 법원은 국회의 개정 입법을 기다리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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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집회’ 그리고 ‘집회의 자유’의 의미

社會性은 인간의 타고난 습성이다. 인간은 이 습성에 따라 오래전부터 사

회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집회를 해왔다.7) 집회의 자

유에 한 법적인 의식이 싹트기 전에 집회는 제사, 종교, 영업, 교섭, 오락 

등 여러 목적의 다양한 형태로 행해졌다. 그 중에서도 정치적인 집회는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 그 이상으로 정치적인 동물이기도 하다.8) 옛날 사

람들의 모임은 그 정치성에 의해 단순한 사적 교류나 정보 교환의 장으로 끝

나지 않았다. 집회는 정치나 司法의 영역에도 존재했다. 여기서는 순수한 私
的인 일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현안이나 장래 문제에 한 계획이나 정책 수

립이 이루어졌다. 또한 분쟁의 중재나 해결도 이루어졌다. 따라서 집회는 단

지 사적인 목표 실현의 장으로 끝나지 않고, 때로는 직접민주주의의 장이면

서 때로는 사법이나 그 밖의 권력의 장이기도 했다.9)

정치성에 착안할 때 집회는 피지배자가 권력에 하여 청원하거나 압력이

7) John R. Kroger, “The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Roman Law: Aristotle, 

the Stoics, and Roman Theories of Natural Law,” 2004 Wis. L. Rev. 905, 

at 919 Fn. 58 (2004). 집회는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인 이상 그 본성에 따른 행

위이다. 사회는 인간의 집회하는 습성의 발전된 형태이다. 근  헌법과 관련해서 

특히 주목되는 집회는 귀족들(barons)이 참여한 루니미드(Runnymede)에서 존 왕

(John, Lackland)에게 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집회는 귀족들의 정치적인 목

적 달성을 위한 행위였고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는 그 성과물이었다. 그러

나 마그나 카르타에 집회의 자유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관하여 좀 더 상세

한 내용은 후술하기로 함.

8) J. R. Kroger, supra note 1, at 918 Fn. 58. Miriam Galston, “Taking Aristotle 

Seriously: Republican-Oriented Legal Theory and the Moral Foundation of 

Deliberative Democracy,” 82 Cal. L. Rev. 331, at 329 Fn. 339 (1994).

9) 고  그리스의 촌락을 관리한 ‘민회’(moot, folksmoot)나 재판을 행한 주(shire)의 

회의장(court)은 하나의 집회였다(André Maurois, Histoire d’ Angleterre I-VI-

Ⅲ, V.). 그리스에는 고  사람들이 모인 아고라(Agora)의 흔적이 남아있다. 아고라

는 시민의 경제의 장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사법이나 정치의 장으로서도 기능하기도 

하고, 시민 총회가 이곳에서 열렸다(David Cole, “Agon at Agora: Creative 

Misreadings in the First Amendment Tradition,” 95. Yale L. J. 857, at 894 ,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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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장이기도 했다. 민중의 권력에 한 소원의 장이면서 

저항의 장이었다. 이것을 근  헌법제도와 관련짓는다면, 예컨 , 1215년 ‘러

니미드’(Runnymede)10)에서 귀족(Major Barons)이 열었던 집회는 존 왕

(John Lackland, 1167-1216)을 움직이게 한 것에서 주목된다. 러니미드 집

회는 그곳에서 쟁취한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에 의해 영국의 헌정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게 된다.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집회가 권력에 하여 청원

하거나 권력을 억제하거나 또는 권력에 한 압박이 되는 예는 수도 없이 존

재한다.

오늘날의 입장에서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 집회는 오래전부터 ‘자유권’의 

범주에 국한되지 않고 ‘청구권’이나 ‘수익권’ 혹은 ‘참정권’의 성격을 함께 가

지는 형태로 행해졌다.11) 이것은 권력과 무관한 쾌락과 같은 범주에서 행해

졌을 뿐만 아니라 권력과의 관계에서 개별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청원 등의 

이유로 행해졌으며, 또한 객관적인 이익을 위해서 정치의 방향을 움직이게 

할 목적으로 행해지기도 했다.12) 원래 집회는 언론이나 종교, 제사, 청원 등 

여러 가지 내용과 성격을 함께 가지는 자유와 권리의 복합체였다고 할 것이다.

집회의 권리를 처음으로 규정한 것은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이다. 이 규정

10) 영국 남부 윈저(Windsor) 근처 템즈(Thames)강 남쪽의 초원으로, 존 왕이 마그나 

카르타에 조인한 장소.

11) 이와 관련하여, 집회ㆍ결사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실질화의 조건 또는 보완적 

기능”을 가진다. 또한 집회ㆍ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실천을 위한 불가결한 전

제로서, 특히 소외된 정치적 소수자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정치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편이라는 점에서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 진행되는 현  의제도를 보완하

는 기능을 가진다(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0, 568-569면; 헌재 1992.1.28. 

89헌가8; 헌재 2003.10.30. 2000헌바67 등).

12)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의 집회의 자유를 정치에 참여하는 능동적인 권리로 이해하

고,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연방 법원은 청원권을 자유권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있다(Eastern R. Conference v. Noerr Motors, 365 U.S. 127 (1961); Stanley 

E. Crawford, Andy A. Tschoepe, “The Erosion of the Noerr-Pennington 

Immunity,” 13 St. Mary’s L. J. 291, at 310 Fn. 94, 1981). 마그나 카르타라는 

성과물을 얻은 루니미드 집회도 국왕과의 정치적인 교섭의 장이었다. 우리 헌법상 

집회의 자유도 주관적 공권으로의 성격과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다만 집회의 자유가 집회제도 자체의 제도보장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는 

이견이 있다(성낙인, 위의 책, 5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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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하여 United Stated v. Cruikshank 사건에서 연방 법원은 집회의 

권리를 “합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집회하는 권리”와 “연방정부의 권한이나 책

무와 관련된 고충의 구제나 그 밖의 모든 것을 위하여 연방의회에 청원할 목

적으로 집회하는 권리”로 구별했다. 여기서 전자는 자유로운 정부 아래 있는 

시민의 속성이고, 후자는 미국 시민의 속성으로 공화정부에 고유하다는 것이

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를 합중국헌법 밖으로 확 시켜서 논하게 되면, 이것

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이나 공화제에만 관련지을 수 

없다.

사실 집회는 국가 이전에 이미 존재했고, 이것이야말로 국가 건설의 端緖
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가 성립한 후에는 민주주의의 씨앗이 되기도 

했다. 그래서 집회는 근  입헌주의가 성립하는 계기이자 그 창설자였다고 

할 것이다.13) 그리고 근  입헌정체가 형성된 후에는 체제 내에서 행복추구

의 수단이 되어 체제를 개혁하고 보전하며 운용하는 도구로 활용되었다.14)

역사적으로 집회는 스스로 보강하여 점차 결사로 변모했다.15) 집회의 상시

화가 바로 결사이다. 결사는 일시적인 집단의 동향이나 의향을 강고히 할 목

적으로 생성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각국의 자유주의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16)

집회나 결사는 모두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들은 다른 자유나 

권리 혹은 그 외의 목적을 다수의 힘을 빌어서 실현하거나 보강하고자 한다. 

13) 1773년 보스턴 차사건(Tea Party) 이후로 집단의 저항은 독립전쟁으로 발전하여 

독립을 이루고, 공화국을 건설하여 헌법제정에 이른다(Michael L. Benedict, The 

Blessings of Liberty : A Concise History of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D. C. Health and Company, 1996, 58-59).

14) 한나 아렌트 / 홍원표 옮김, 혁명론, 한길사, 205면 이하.

15) 미국의 초기에 결사의 자유에 한 보호는 집회의 자유와 국민주권이라는 개념으

로부터 도출되었지만 근년의 연방 법원은 이것을 표현의 자유로부터 도출한다

(Jason Mazzone, “Freedom’s Associations,” 77 Wash. L. Rev. 639, 2002).

16) 우리 헌법도 제21조 제1항에서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집회ㆍ
결사의 자유가 집단적 표현의 자유의 한 모습이라는 점에서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일본헌법도 마찬가지다(일본헌법 제21조 제1항). 그러나 독일기본법에서는 집회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별개의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다(독일기본법 제8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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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집회나 결사는 집단에 고유한 폭발적인 에너지, 잠재하는 일종의 물

리적인 힘을 감추고 있다.17) 이 에너지는 폭동이나 반란 심지어는 혁명까지

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집회나 결사는 체제에 의해서 상당히 

경계되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러한 현상은 도처에서 확인할 수 있

다.18) 그 결과 집회나 결사는 다른 자유와 권리 혹은 그 외의 목적 때문에 

불이익을 초래하기도 했다. 근  이후 집회나 결사의 자유가 많은 국가의 헌

법에서 보장되고, 20세기에 들어서는 집회ㆍ결사의 성격 다음으로 자유로운 

언론, 종교 혹은 학문 등이 규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9) 예컨 , 나치

즘, 파시즘, 무정부주의, 공산주의 등 집회, 결사 혹은 이에 수반되는 활동들

은 자유주의 사회에서 경계되었고, 반 로 자유주의자와 그들의 집회, 결사 

혹은 이에 수반되는 활동들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사회에서 경계되고 억압

되었다. 근년의 중국 천안문 사태나 파룬궁(法輪功) 등에 한 중국 정부의 

태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집회ㆍ결사가 경계됨으로써 이에 수반하는 

그 외의 자유나 권리가 억압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20)

17) Brandenburg v. Ohio, 395 U.S. 444(1969); Dennis v. United States, 341 

U.S. 494(1951); Novo v. United States, 367 U.S. 290 (1961) etc.

18) 건국 후 우리 헌정사를 보아도 이념적 성격(예컨 ,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을 띤 

집회나 결사는 정부의 상당한 경계 상이었다. 미국에도 이에 관하여는 Schenck v. 

United States, 249 U.S. 479 (1919); Gitlow v. New York, 268 U.S. 652 (1925) 

등 수많은 판례들이 존재한다.

19) 예컨 , 자유주의를 건국 이데올로기로 하는 미국에서 조차도 규제는 이루어지고, 

그것도 제2차 세계 전 후에도 고용을 위한 이른바 충성자격심사가 제법 널리 행

해졌다.

20) Kam C. Wong, “Law of Assembly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2 Wash. 

＆ Lee J. Civil Rts. ＆ Soc. Just, at 178f. (2006); Jennifer E. Morris, “Human 

Rights Violations during the Tiananmen square and the Precedents Obliging 

United States Response,” 13 Cardozo L. Rev. 1375 (1991). 1989년 6월 4일 

이른바 제2차 천안문 사건. 중국에서는 예컨 , 파룬궁의 경우 그 구성원에 한 

정부의 감시가 강화되고, 그 자유나 권리도 매우 통제되었다(연합뉴스, 1999년 6

월 14일). 이와 관련해서 2008년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  

촛불집회’의 성격과 이에 한 정부의 태도 등은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의미를 재

고하게 하는 좋은 소재가 된다. 이에 관하여는, 한인섭 편, (2008-2009) 한국과 

표현의 자유, 경인문화사, 2009; ｢집회시위의 자유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성명｣, 
국가인권위원회, 2009. 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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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는 체제에 의한 경계와 그 속에서 자유주의자나 사회주의자 또는 

공산주의자가 각각의 체제 변화를 목적으로 집회나 결사를 교묘하게 이용한 

시기였다. 자유주의 사회는 지난 100년간 그들을 이용한 공산주의 세력과 맞

서 싸웠다. 자유주의를 건국이념으로 하는 미국에서 조차도 집회나 결사에 

한 경계가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과도하게 이루어진 시절이 있었다.21) 반

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회도 자유주의 세력과 맞서 싸우고 때로는 그들

을 탄압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회는 일반 국민

의 자유주의에 한 동경에 휩싸여 거의 전멸한 상태이다.

집단을 전제로 하는 자유와 권리 중에 집회의 자유는 그 성격상 다른 자유

나 권리와 일체화되는 경향이 있다.22) 집회의 자유는 오늘날 많은 국가의 헌

법에서 보장된다. 그러나 헌법에서 명확한 지위를 차지하는 만큼 오늘날 사

법의 영역에서도 그 정도로 주목되는 것은 아니다.23) 미국에서 헌법이 제정

될 때 집회의 자유는 자명한 것이라고 하여 그 규정의 필요성조차도 경시되

었을 정도였다. 현실에서도 집회의 자유는 다른 자유나 권리에 관한 문제 속

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미국에서 집회의 자유는 결사의 자유의 그

늘에 가려지거나24) 언론 등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에 매몰되었다.25) 이러한 

21) 이에 관하여는, “Development in the Law-The National Security Interest and 

Civil Liberties,” 85 Harv. L. Rev. 1134, at 12 (1972)에 상세하다. 독일기본법

의 ‘투쟁적 민주주의’(streitbare Demokratie) 혹은 ‘방어적 민주주의’(wehrhafte 

Demokratie) 제도도 이러한 사상에서 유래한다. 우리 헌법도 제8조 제4항에서 방

어적 민주주의 제도를 두고 있다.

22) 언론 중심의 표현이지만 예컨 , ‘Speech-plus’라는 표현은 언론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의 접한 관계를 표현한 것이다(Stanley Ingber, “The Marketplace of 

Ideas: A Legitimizing Myth,” 1984 DUKE L. J. 1, at 87, Fn. 425, 1984). 사

실 집회의 자유는 자유로운 의견 형성과 자유로운 의견 표명의 자유로 전환된다.

23) 미국에서 그것이 연방 법원 판결에서 주목된 것은 집회의 권리가 헌법화 된 이후

이다. United Stated v. Cruikshank, 92 U.S. 542 (1876).

24) Bates v. Little Rock, 361 U.S. 516 (1960) 사건의 판결은 집회의 권리와 결사

의 권리에 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호환적으로 사용한다.

25) 이와 관련해서는, 집회 및 청원의 권리는 식민지 시 에 표현의 자유의 시스템의 

중요한 특색이었다고 한다(Thomas I. Emerson, “Colonial Intentions and Current 

Realities of the First Amendment,” 125 U. Pa. L. Rev. 737, at 745). 후술하

겠지만 States v. Cruikshank 사건의 판결에서는 집회나 결사 혹은 집회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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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도 집회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 문제와 관련되어 있었다. 세즈윅에게 

그토록 자명한 집회의 자유는 의외로 자명하지 않다. 살펴본 바와 같이, 집

회의 자유에 있어서 ‘집회’의 의미는 그렇게 명확하지도 않다. 본고도 이러한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다.26)

나 결사의 자유에 하여 언론의 자유에 포함시켜 이해하기도 한다. 또한 출판, 

집회 및 청원이라는 언론에 관한 연방의회 권한의 제한이라는 기술 방식도 확인된

다(Jason Mazzone, “Freedom’s Associations,” 77 Wash. L. Rev. at 712, 2002). 

여기서 집회와 청원에 하여는 “집회하고 정부에 청원하는 국민의 자유”라고 하

고, “평온하게 집회하고 고충의 구제를 위해 정부에 청원할 권리”라고 규정하는 

수정헌법 제1조에 하여 집회와 청원을 일체된 것으로 보고, 그것도 양자를 자유

권으로 본다. 또한 헌법 규정의 문장을 분석하고 연방의회에 한 금지는 언론, 

출판 및 정부에 청원하기 위한 집회라고 한다. 즉 연방의회는 언론의 자유, 출판

의 자유 혹은 집회와 청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ibid, 712-713). 우리 헌법재판소도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 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 집회를 통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

친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

하여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속한다”라고 하고 있다(헌재 2003.10.30. 2000헌바67).

26) 의외로 집회의 자유의 기원에 한 문헌은 많지 않다. 집회의 자유에 관한 문헌으

로는, 이희훈, 집회의 자유와 집시법, 경인문화사, 2009; 안경환ㆍ정인섭 편, 

집회와 시위의 자유, 사람생각, 2003; 김종서, ｢집회의 자유를 말한다｣, 씨알의 

소리 통권 제205호, 함석헌기념사업회, 2009. 7ㆍ8; 김종철, ｢영국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 : 야간집회금지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서강법학 제11권 제1호, 

서강 학교 법학연구소, 2009. 6; 한동훈, ｢프랑스법상 집회와 시위에 관한 소고｣, 
법제연구 통권 제35호, 한국법제연구원, 2008. 12; 이희훈, ｢집회의 개념에 

한 헌법적 고찰｣, 헌법학연구 제12권 제5호, 한국헌법학회, 2006. 12; 김상겸, 

｢미국헌법상 집회의 자유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연구 제15권 제1호, 미국헌법

학회, 2004. 6; 한수웅, ｢집회의 자유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집회금지장

소규정에 한 위헌성 판단을 겸하여｣, 저스티스 제37권 제1호(통권 제77호), 한

국법학원, 2004. 2; 김승환, ｢결사의 자유｣, 헌법학연구 제6권 제2호, 한국헌법학

회, 2000. 11; 양건, ｢집회ㆍ시위의 자유 : 미국ㆍ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월간

고시 통권 제154호, 법학사, 1986. 11; 장태영, ｢제21조 집회의 자유｣, 공익과 인권 
제4권 제1호, 서울 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200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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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집회의 자유의 기원

1. 영미의 입헌주의

일반적으로 立憲主義(constitutionalism [英] constitutionalisme[佛], konsti-

tutionalismus [獨])27) 사상의 싹은 멀리 고  그리스나 로마에서 확인할 수 

있다.28) 그러나 고  그리스나 로마의 입헌주의가 오늘날 입헌주의의 직접적

인 기원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근  입헌주의의 직접적인 기원은 바로 

영국에서 찾을 수 있다.

입헌주의라고 하면 사회계약, 국민주권, 권력분립 및 자연법상의 권리 등

을 주장한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나 최초로 성문헌법을 제정한 미

국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을 먼저 떠올릴 수 있다. 기본권을 

내용으로 하는 미국의 ‘독립선언서’(Declaration of Independence, 1776)가 로

크의 통치이론(Two Treatises of Government)29)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30)과 

27) 권리보장과 권력분립에 의해 권력을 제한하는 원리. 1789년 프랑스의 ｢인간과 시

민의 권리선언｣ 제16조가 “권리의 보장이 확립되지 아니하고 권력의 분립이 규정

되지 아니한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헌법의 정의가 

입헌주의의 논리적 내용을 제시한다. 원래 권리보장과 권력분립은 신분제적 권리

와 신분제적 표 의회라는 형태로 중세 유럽 사회의 법전통의 일부를 이루었다

(1215년 마그나 카르타를 전형으로 하는 중세입헌주의). 이에 해 1789년 ｢인간

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국민주권이라는 강력한 정통성의 원리를 지탱하는 集權的 
국가가 신분제를 부정하고, 개인을 해방하고, 개인을 주체로 하는 인권보장과 국

민으로서 공통된 이해를 전제로 하는 국민 표의회를 담당하는 권력분립을 설계했

다(근 입헌주의).

28) M. J. C. Ville, Constitutionalism and Separation of Powers; Charles 

Howard McIlvain, Constitutionalism(Ancient and Modern), in 

http//www.constitution.org/cmt/mcilw.htm.

29) J. Locke, Two Treatises of Government, 1690, § 146; 이극찬 역, 시민정부

론, 연세 학교출판부, 1970.

30) 이에 관하여는, Garrett Ward Sheldon, The Political Philosophy of Thomas 

Jeffers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3; Richard K. Matthews, 

The Radical Politics of Thomas Jefferson: A Revisionist View,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84; Vincent Phillip Munõz, Religious Liberty and 

American Constitutionalism : John Locke, the American Founders, and the 

Free Exercise Clause,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2001 등 참조. 독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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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상의 권력구조에 영향을 준 몽테스키외(Montesquieu, 1689-1755)의 

권력분립 사상이 법의 정신(L’Esprit des lois) 중의 ‘영국헌법에 하여’31)

에 나와 있는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영국은 근  입헌주의의 모국으로서, 

오늘날 헌법 관련 사상이나 제도는 거의 영국에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영국에서 기원한 입헌주의는 본국이 아닌 식민지 아메리카에서 근착하여 

세계에서 가장 일찍 꽃을 피웠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국은 건국 당시 국

가의 청사진을 헌법에 구현했다. 이 때 집회의 자유도 예외 없이 규정되었

다.32) 이것은 당시 주의 ‘권리선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입헌주의의 모국

인 영국에서 집회의 자유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살펴보고 난 뒤 미국에서 

집회의 자유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2. 집회와 청원권의 역사

미국에서는 정부에 청원하는 권리의 일환으로 재판받을 권리를 법원에 접

근(access)하는 권리로 이해하는데 하여, 청원권은 정부에 접근하는 권리로 

이해하던 시절이 있었다.33) 영국에서는 국왕(정부)에 한 청원을 법적인 것

과 정치적인 것으로 나누어 달리 처리했다. 즉 국왕은 법적인 것은 왕회

(curia regis)의 査問官(Auditors)에게 맡기고, 정치적은 것은 의회에서 처리

하게 하는 비교적 근 적인 방식을 취했다. 그 접근에 있어서 집회는 청원권

언서에 표현된 이념들은 “단순한 미사여구의 나열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 

1743-1826)도 이 점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퍼슨은 독립선언서에서 주장한 

것은 “당시의 일치된 의견(American Mind)을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

다(이병규, ｢토마스 제퍼슨의 헌법사상｣, 동아 학교 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16-17면 참조).

31) Charles Louis de Secondat de Montesquieu, De l’esprit des los, 1748, Livre 

XI, Chap. VI, ’De la Constitution d’Angleterre; 신상초 역, 법의 정신, 을유문

화사, 1963.

32) 주지하다시피 헌법 제정 당시가 아닌 수정헌법 제1조를 통하여 규정되었다.

33) Edward S. Corwin, supra note 8, at p. 295; California Motor Transport Co. 

v. Trucking Unlimites, 404 U.S. 508, at 510 (1972); Johnson v. Avery. 393 

U.S. 483, at 485(1965); Ex Parte Hull, 312 U.S. 54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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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원하면서도 그 밖에 민중들의 주장을 지원했다. 오늘에서야 미국에서 

헌법이 규정하는 집회의 권리는 언론이나 출판의 자유와 같은(cognate) 것으

로 이해되지만,34) 예전에는 집회를 자유권이라기보다도 청원권을 보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따라서 수익권과 접하거나 그 외의 참정권과 가까운 것

으로 생각했다. 미국에서 집회나 청원의 권리를 포함하는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는 모두 자유권으로 이해하기 때문에35) 옐리네크(Georg Jellinek)로부터 

영향을 받은 기본권 분류 방법에 의한 기술36)은 미국과는 거리가 멀다. 청원

권과 집회의 권리가 일체적으로 규정된 예도 있고, 별개로 규정되거나 아니

면 그 한 쪽만 규정한 예도 있다.37) 여하튼 코윈(Edward S. Corwin) 등에 

의해 집회의 권리를 종된 권리로 이해하는 청원권에 하여 그 기원을 영국

에서 찾아보기로 한다.

청원(petition)은 원래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 자연적인 행위로 생긴 것이

다. 이것이 나중에 조직화 내지는 제도화 되어 최종적으로 명확한 권리가 되

지만, 영국에서 집회에 결합된 청원권의 헌법적 기원은 꽤 이른 시기인 노르

만(Norman) 정복(1066년) 이전에 형성되었다. 이것이 확인되는 것은 그곳을 

지배한 앵글로색슨(Anglo-Saxon)의 왕이 데인인(Dane)의 공격에 직면한 시

기였다.38)

영국에서 청원은 최고 권력인 권(Prerogative)의 향방을 좌우하는 것이

34) De Jonge v. Oregon, 299 U.S. 353 (1937); Thomas v. Collins, 323 U.S. 516, 

at 323 (1945).

35) Stanley E. Crawford, Andy A. Tscheope, “The Erosion of the Noerr Pennington 

Immunity,” 13 St. Mary’s L.J. 291, at 310 FN94 (1981).

36) 옐리네크의 기본권 분류에 하여는, 게오르그 옐리네크, 주관적 공권의 이해, 

독일 기본권 이론의 이해, 게오르그 옐리네크 외 / 김효전 편역, 법문사, 2004, 

3-32면; 홍성방, ｢기본권의 분류｣, 고시연구 제26권 제5호(통권 제302호), 고

시연구사, 1999. 5. pp. 63면 이하 참조.

37) Delaware Bill of Rights § 9(1776); Maryland Declaration of Rights §13 (1776); 
Constitution Massachusetts A Declaration of the Rights § 32 (1784); North 

Carolina Declaration of Rights § 20(1777); GrundGesetz Arts. 8, 17 (1949); 

우리 헌법은 제21조와 제26조에서 집회의 자유와 청원권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38) N. B. Smith, “Shall Make No Law Abridging …: An Analysis of the Neglected, 

but Nearly Absolute,” Right of Petition, 54 U. Cin. L. Rev. 1154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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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왕권의 최고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래서 

청원은 당초에 규제 상이 된 것이다. 더구나 그것이 집단적으로 행사되고, 

특히 상태화한 집단에 의해 행사될 때는 또 다른 경계가 이루어졌다. 사실 

집회라는 것은 권력에게는 뭔가 좋지 않은 느낌이 있었다. 그래서 예컨  ‘치

안’ 문제와 관련하여 집회는 특별히 경계되었다. 이것은 영국의 건국보다 훨

씬 이전에 법제화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예컨 , 색슨 왕 이나(Ina)의 법전에

는 “한 무리의 수가 7인 이하이면 이것을 盜賊이라 하고, 7인에서 35인까지

이면 徒黨이며, 35인을 넘으면 軍勢로 한다”고 되어있다.39)

이러한 상황에서도 집회는 점차 청원에 관한 권리를 확인하고 획득하였다

고 할 수 있다. 영국 헌정에서 그 시작이 확인되는 것은 에셀레드(Aethelred, 

966?-1016)40) 왕 시절이다. 1013년 영국의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청원

을 한 것이다. 귀족들은 고충을 한데 모아서 청원하고, 에셀레드 왕에게 평

의회(council)에 참석할 것을 요구했다.41) 이리하여 청원은 臣民의 권리로 자

리하기 시작했다.42)

그 후 단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은 1215년 헌장을 청

원권과 관련지어 생각했다.43) 헌장 제61조가 바로 그것이다. 특별하게 선

출된 4명의 귀족에게 국왕, 법관, 관리 기타 신하의 위법행위 등에 하여 

국왕이나 (국왕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법관에게 구제를 요청하는 것이 인

정되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규정된 것은 당시 고충의 구제나 그 적법성 확보 

등을 위한 청원의 권리와 법관에게 접근하는 재판받을 권리가 준별되지 않았

기 때문이다.

앵글로아메리칸(Anglo-American)의 자유를 위한 기본원칙이 된 헌장은 

39) André Maurois, Histoire d’ Angleterre I-VI-V.

40) ‘Ethelred the Unready or Unready’ 라고도 쓴다.

41) N. B. Smith, supra note 15, at 1154.

42) Michael J. Wishnie, “Immigrants and the Right to Petition,” 78 N. Y.U.L. 

Rev.667, at 685 FN89(May 2003).

43) Carol Rice Andrews, “A Right of Access to Court under the Petition Clause 

of the First amendment: Defining the Right,” 60 Ohio St. L.J. 557, at 596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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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니미드 광장의 집회에서 귀족들이 존 왕에게 고래의 자유와 권리를 확인시

켰다.44) 귀족에 의한 집회에서는 있었지만, 헌장을 통하여 청원을 목적

으로 하고 청원의 시녀와 같았던 집회가 과거의 자유나 권리를 확인하는 형

태로 이른바 주인인 청원에 관하여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불완전하게나

마 확인시킨 것이다. 헌장에서도 집회의 자유나 권리 그 자체는 사실상의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 후의 확인헌장에서도 규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집회

는 서서히 국정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집단은 커질수록 영향력을 

발휘한다. 시몽 드 몽포르(Simon de Monfort)의 활약과 함께 집단은 그 힘

을 더욱 발휘하여 민주적인 경향은 그 기세를 한층 더했다. 이러한 움직임이 

13세기 국왕의 수입을 통제하는 기관으로서 의회를 탄생시킨다. 그리고 이것

은 차츰 입법기관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이것이 바로 14세기의 일이다.45)

그 때까지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집회에 의해 획득된 ‘청원권’은 고래의 집

단적인 권리(Collective Right)로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나 그 권리는 조금

씩 변화하기 시작한다. 이제 이것은 개인에 의해서도 행사되었다. 개인의 청

원은 입헌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에드워드 1세(Edward I, 1239-1307)의 치세

까지 수없이 많이 행해진다. 집회나 집단은 이러한 청원을 보강하거나 지원

하는 형태를 보인다. 이리하여 14세기까지 청원권은 집단의 권리로서 뿐만 

아니라 개인의 권리로서의 성격도 가지게 된다.46) 또한 청원권은 입법권과 

사법권을 분리하는 계기도 마련한다. 청원은 입법을 요구하거나 개인의 고충

을 구제하는 성격을 갖지만,47) 청원하는 집단이 커지면 그 집단에 의한 청원

44) N. B. Smith, supra note 15, at 1155. 헌장에서 확인된 것으로 헨리 1세나 스

티븐(Stephen)의 ‘자유의 헌장’은 특히 유명하다. 크누트(Canute)에게도 자유의 

헌장이 확인되었다. 헨레 1세는 입법자가 아닌 국가평의회(the National Council)

에 입법행위를 의뢰한 왕이었지만 ‘자유의 헌장’은 그의 시 의 유일한 입법이 되

었다. 사실 헌장과 그 외의 확인헌장은 주로 귀족의 특권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

에 민중의 자유나 권리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

45) G. B. Smith, History of the English Parliament Vol., 81ff.)

46) Carol Ric Andrews, “A Right of Access to Court under the Petition Clause of 

the First Amendment : Defining the Right,” 60 Ohio St.L.J.557, at 

628-629 (1999); N. B. Smith, supra note 15, at 1155-1156.

47) C. R. Andrews, supra note 23, at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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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은 일반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은 국왕의 평의회(후에 의회)

에 논의되어 나중에 입법과 결부되기 수월해지고, 다른 한편으로 개인의 청

원은 개별적이기 때문에 국왕의 사문관에게 논의되어 나중에 사법과 결부되

기 수월해진다.48)

청원권은 점차 법적인 기반을 확고히 한다. 헌장이나 확인헌장은 존 왕

이나 헨리 3세(Henry Ⅲ, 1207-1272)에 의해 중시되지 않았지만, 에드워드 

3세(1312-1377) 아래서는 의회를 개회하는데 있어서 법관이 사람들의 청원

에 한 배려를 칙선(勅宣)하는 관행이 확립되었다.49) 그 후 청원의 법적 지

위를 확립하는 민중의 움직임이 나타난다. 1622년에는 스코틀랜드에서 온 제

임스 1세(JamesⅠ, 1566-1625)가 청원권을 확인하는 칙선을 발한다.50) 1628

년 성속(聖俗)의 귀족과 서민에 의한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은 의회에 

집회하여 이루어졌지만, 이는 권리로서 서민의 표를 포함하는 의회에 의한 

헌법상의 권한 행사의 일환이었다. 권리로서의 청원에 하여는 1644년 찰스 

1세(CharlesⅠ, 1600-1649)가 청원권만이 아니라 그것을 행사한 청원을 청문

하는 것도 인정했다.51) 청원권은 어느 정도 실질적인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

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권리로서의 기반을 확고히 한 청원이 집단적으로 행사되는 경우

에는 폭력을 동반하기도 했다. 앙드레 모로아(André Maurois)는 영국사
(History d’Angleterre)에서 그 예로 존 파울(John Paul)의 청원의 호소와 

함께 1381년 단결의 모습을 전한다.52) 언제 어디서나 과격한 무리는 존재하

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러한 집단의 행위가 반드시 공동체의 의사를 변한다

고 할 수는 없다.53) 그러나 그 후에도 역사는 청원이 집회나 집단과 일체화

48) N. B. Smith, supra note 15, at 1155-1156. 나중에 개인적인 문제에 한 청원

은 법관(the Chancellor)에게 맡겨진다.

49) N. B. Smith, supra note 15, at 1155.

50) N. B. Smith, supra note 15, at 1157.

51) N. B. Smith, supra note 15, at 1157.

52) 앙드레 모로아 지음 / 신용석 옮김, 영국사, 기린원, 1997.

53) 17세기 중기에 청원은 매우 많았다. 그것도 예컨 , 1641년 ‘뿌리와 가지’(Root 

and Branch) 청원에는 15,000명의 서명이 모였고, 그 후에도 각지에서 청원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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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거나 때로는 과격성을 가지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리하여 의회는 1647년에 청원하기 위하여 집회하고 서명을 요구하는 행

위를 반역죄로 처벌하고자 했다. 서명이 모든 사람의 의사를 변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집단에는 물리적인 위험이 잠재되어 있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

이다. 그러나 의회는 이러한 입법에 반 하는 폭동에 직면한다. 그리고 의회

는 청원을 위하여 집합하고 서명하는 것을 범죄화 하려는 시도를 다시 철회

하게 된다. 물론 이것이 의회의 청원에 한 규제를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

는 것은 아니다. 의회는 그 이듬해에 법령을 제정하여 국가나 교회의 변혁을 

목표로 국왕이나 의회에 청원하는 서명자의 수를 제한했다. 예컨 , 런던을 

제외한 지역의 청원에는 3명 이상의 치안판사나 배심 과반수의 승인을 그 

요건으로 했고, 런던에서는 시장, 시의회의원 및 시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청

원의 서명자는 20명까지로 제한하기로 하고, 청원서의 제출자도 10명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청원서의 제출에는 평온하고 질서 있는 방식을 그 요

건으로 했다. 이 법령은 제정법상의 청원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한 영국 최초

의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령은 집회나 표현에 따르는 잠재적인 위

험성 존재와 그에 한 규제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 법령은 왕정복고 

후 1661년에 다시 제정된다.54)

청원이 국왕, 의회, 법원 및 지방의 공무원을 포함하는 모든 정부기관에서 

명확히 수리되는 것은 17세기 후반의 일이다.55) 평민원은 1667년에 자신에 

한 청원을 영국 평민의 고유한 권리로 의결한다.56) 그리고 1680년에는 의

회가 같은 의결을 한다. 국왕에 한 청원권은 의심할 여지없는 영국 신민의 

권리였고, 오늘날에도 영국 신민의 권리라는 것이다. 또한 헌장과 함께 영

국헌법의 금자탑을 이루는 1688년 권리장전(Bill of Rights)은 청원권에 하

해졌다. 그 때 일부 청원에서는 서명 후에 위조나 변조가 된 사례도 있었다(N. B. 

Smith, supra note 15, at 1157-1158).

54) N. B. Smith, supra note 15, at 1159; Julie M. Spanbauer, “The First Amendment 

Right to Petition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 Cut from a 

Different Cloth,” 21 Hastings Const. L. Q.15, at 19 (Fall, 1993).

55) Jason Mazzone, “Freedom’s Associations,” 77 Wash. L. Rev. at 721 (July, 2002).

56) J. M. Spanbauer, supra note 31, at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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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국왕에게 청원하는 것은 신민의 권리’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그러나 이를 

보강한 집회의 자유나 권리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는 했지만, 명확한 법의

식으로 싹트지는 않았다. 오늘날 영국인이 자랑하는 ‘권리장전’도 집회의 자

유나 권리에 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57)

이러한 역사적 경위로부터 적어도 법적으로는 집회에 의해 보강되기도 한 

청원권은 법전을 통해 명확한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에 집회의 자유나 권리에 

비하여 제정법상 보다 오랜 내력이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58)

3. 식민지아메리카에서의 형성

청원권은 미국이 독립하기 전에 영국에서는 매우 민중적인 것으로, 이것은 

식민지아메리카에서도 집회와 함께 자주 행사되었다.59) 부분의 이주자들은 

서민층이었기 때문에 신 륙에서 청원권은 그 출발부터 민중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주자들에게는 영국 신민으로서 가지는 모든 권리가 인정되었지만, 

미국 최초의 권리장전으로 불리는 메릴랜드의 ‘사람들의 자유를 위한 법’(An 

Act for the Liberties of the People, 1638)은 노예를 제외한 기독교도로 

제한하면서도 그 권리를 식민지의회에 의한 제정법의 형태로 확인하였다.60) 

다만 아메리카식민지에서 영국 신민의 권리는 국왕에 의한 특허장(charter) 

등에 의해 인정되었기 때문에 메릴랜드의 이러한 움직임은 自治로의 태동을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또한 식민지인은 청원권에 관하여 특허장에만 의

존한 것은 아니었다. 다수의 식민지의회가 식민지인의 청원권을 인정했기 때

문이다.61)

그런데 이주자들에게 신 륙은 무한히도 넓은 공간이었다. 영국 신민의 자

57) J. Mazzone, supra note 32, at 720.

58) J. Mazzone, supra note 32, at 720.

59) N. B. Smith, supra note 15, at 1167.

60) Charles A. Rees, “The First American Bill of Rights: Was it Maryland’s 

1639 Act for the Liberties of the People?,” 31 U. Balt. L. Rev. 41 (2001); 

Georgory A. Mark, “The vestigial constitution: The History and Significance 

of the Right to Petition,” 66 Fordham L. Rev. 2153 at 2176 (May 1998).

61) G. A. Mark, supra note 37, at 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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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 권리는 전통적인 자유나 권리를 확인한 것에 불과했지만, 일찍이 먼발

치에 있었던 본국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전능한 신’ 혹은 신이 창조한 ‘자연

법’을 제외하고는 지배하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무한한 신천지의 공간

이 이주자들로 하여금 로크적인 천부인권사상을 실감하게 했다. 펜실베니아

의 창시자 윌리엄 펜(William Penn)은 1701년 ‘종교의 자유의 선언’에서 시민

적 자유를 보유하더라도 ‘종교적 고백과 신앙에 관한 양심의 자유’가 제한된

다면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없다고 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선언했다.62) 종교

적 고백과 신앙에 관한 양심의 자유가 시민적 자유에 우선한다는 것이다. 이 

선언으로 시민적 자유 이전에 전능한 신에 관한 자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

인했다. 이러한 자연법 사상은 1761년 독립혁명의 아버지(the father of the 

revolution) 제임스 오티스(James Otis)가 ‘자연의 형평’에 반하는 법률의 무

효를 주장하면서 자연법 사상을 정착시킨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 존 애덤스

(John Adams)는 미국의 독립이 싹트기 시작한 것은 1761년 2월 보스턴의 

구시청사(Old Town Hall)에서였지만, 그 때 그 홀에서 연설한 것은 바로 제

임스 오티스였다고 했다. 거기서 그는 가택수색을 인정하는 지원영장(writs 

of assistance)이 영국의 헌법, 코먼로(common law), 자연법 및 상위의 법

에 반한다고 했다. 그것이 천부불가양의 파기할 수 없는 자연권을 침해한다

는 이유에서였다.63)

이와 같이 식민지아메리카에서 집회의 자유는 본국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

지는 않았지만 청원권을 보다 명확히 하는 형태로 그 위치를 분명히 했다. 

주민들은 민회(town meeting)에 참여했지만 그 모임은 단지 자유권적 의미

만이 아니라 수익권, 참정권의 의미를 띠기도 했다. 여기서 주민들은 집회를 

교류의 기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요구 사항을 표출하고 논의하는 

것으로 활용했다. 또한 주민이 표를 선출하고 그 표에게 자신들의 의사

62) Philip Hamburger, “Religious Freedom in Philadelphia,” 54 Emory L. J. 1603, 

at 1613 (Fall, 2005).

63) John Eldredge, “Detainment of United States Citizens as Enemy Combatants 

under a Forth Amendment Historial Analysis,” 6 J. L. ＆ Soc. Challenge 

19, at 24 (Fal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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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전달하는 곳이기도 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회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

는 제도로서 타운의 입법기관이면서 동시에 식민지의회의 표를 선출하는 

곳이기도 했다.64)

신 륙은 특허장에 근거하여 총독이 지배하는 곳이었지만, 개별 집단은 종교

적인 결속력이 강하고 그 자치의 습성도 ‘메이플라워협약’(Mayflower Compact, 

1620)65) 이래로 강고한 면이 있었다. 동인도회사(East India Company) 주

주의 회의는 형태를 바꾸어 이주자의 회의체가 되었다. 이것들이 연결되어 

작은 자치단체의 집회에서 식민지 각 단위의 조직에 이르기까지 식민지의 제

도는 점차 체계화 된다. 이리하여 작은 자치단체의 집회의 의사가 식민지의

회에까지 반영되는 제도가 완성되어 개별 집회에도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러한 집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식민지의회는 본국 국왕 등에 

하여 청원기관화 되었다. 그리고 식민지의회를 포함한 식민지 전체가 본국 

정부에 한 불만으로부터 독립에 한 열망을 지피기 시작했다. 이러한 구

조 속에서 청원과 거의 일체화한 집회는 식민지에서 일상화된 권리이자 자유

였다. 그런데도 버지니아에서는 법적으로 무장한 형태로 소집되지도 않았지

만 5명 이상의 무장한 사람의 집합을 폭동 및 문란으로 간주하는 입법을 하였

다.66) 그러나 헌법제정자들은 이러한 모습을 자연권의 일부로서 생각했다.67)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집회의 자유나 청원권은 주로 백인들에

64) Kris W. Kobach, “May ‘We the People Speak?’ The Forgotten Role of 

Constituent. Instructions in Amending the Constitution,” 33 U. Cal. Davis 

L. Rev. 1, at 28 (Fall, 1999).

65) 청교도들(Pilgrim Fathers)이 1620년 11월 21일 플리머스(Plymouth)에 상륙하기 

전에 메이플라워호 선상에서 작성ㆍ서명한 서약서. 식민지에서 공동체를 형성하

고, 다수의 합의에 의한 자치규칙에 따른다는 취지를 서약했다. 청교도주의

(Puritanism)의 계약사상에 기초한 이 서약서는 그 후 뉴잉글랜드의 식민지나 타

운을 형성하는 지도이념이 되고, 또한 독립선언서, 헌법제정에 있어서 사회계약 

사상의 원형이 된다.

66) Scott A. Henderson, “United States v. Emerson: Second Amendment as an 

Individual Right-Time to Settle the Issue,” 102 W. Va. L. Rev. 177, at 188 

(Fall, 1999).

67) Kirk A. Kennedy, “Reaffirming the Natural Law Jurisprudence of Justice 

Clarence Thomas,” 9 Regent U. L. Rev. 33, at 46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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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만 해당되는 것이었다. 백인들에게 원주민이나 흑인은 경계의 상이었고, 

특히 원주민에 비해서 약했지만 노예화에 순종적이지 않았던 흑인은 보다 더 

규제되었다. 예컨 , 1680년 버지니아는 제정법에 의해 연회나 매장을 구실

로 한 상당수에 의한 흑인 노예의 집회를 위험하다고 보고 노예이든 자유인

이든 흑인이 무기를 휴 하는 것을 금지했다. 1683년에는 뉴욕에서 흑인 노

예와 원주민 노예 4명 이상의 집회나 총 이외의 무기휴 가 금지되었다. 뉴

욕에서는 규제가 보다 강화되어 포괄적인 입법이 이루어졌다. 1724년 보스턴

에서는 원주민, 흑인 및 흑인과 백인의 혼혈아가 2인 이상 군집하는 것 그리

고 일몰 후 1시간이 지난 후 일출 전 1시간까지의 기간 동안 도로에 있는 것

이 금지되었다. 결국 신 륙 아메리카에서 천부인권사상이라는 것도 백인들

의 전유물에 지나지 않았다.

Ⅳ. 미국에서의 초기형성

1. 수정헌법 제1조

미국 각 주의 ‘권리장전’을 제외하고 집회의 자유를 최초로 헌법에 명시적

으로 규정한 것은 수정헌법 제1조68)이다. 여기서 언론 또는 출판의 자유와 

함께 ‘평온하게 집회하고, 고충의 구제를 정부에 청원할 국민의 권리’(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를 보장하고 있다.

수정헌법 제1조에 하여 코윈은 ‘정부에 청원하기’ 위하여 ‘평온하게 집회

할 권리’라는 의미로 이해했다. United Stated v. Cruikshank 사건에서와 

68) Amendment 1 :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미국 의회는 종

교를 국교로 정하거나, 자유로운 예배를 금지하거나, 언론 또는 출판의 자유를 제

한하거나, 인민이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는 권리와 불만 사항의 시정을 위해 정부

에게 진정하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한 법률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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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일찍이 연방 법원 판결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69) 수정

헌법 제1조는 ‘고충을 구제하기 위하여 평온하게 집회하고, 정부에 청원할 권

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여기서 ‘권리’(right)라는 단어는 단수형이기 때문에 

평온하게 집회할 권리와 청원할 권리는 雙胴 一對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코윈 등은 집회의 권

리는 역사적으로 청원권에 종속된 수단적인 권리였다고 한다.70) 집회의 권리

와 청원권을 매우 접한 관계로 설명한 것이다. 코윈 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정헌법 제1조의 규정 방식이 집회의 권리가 청원권의 수단적인 권리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지도 모른다.

2. 헌법적 수용

미국에서 체로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논의되는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

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집회의 자유는 오래 전부터 행사되어왔지만 사

실 법적으로는 언론과 일체가 되어 행사된 자유였다. 세즈윅은 ‘권리장전’의 

제정에 있어서 “사람들은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위하여 모여야 한다”라고 했

다.71) 이것은 바로 집회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의 내용을 이루고 연방헌법상 

규정된 언론의 자유와 그 뿌리가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72)

영국은 물론이고 정치적ㆍ종교적으로 억압받거나 난민의 피난지이기도 했

던 신 륙 아메리카 곳곳에서 집회의 자유는 건국 전부터 행사되고 있었다. 

사실 식민지에서 종교적인 집회는 일상적인 모습이었다. 교회는 그 모임의 

장소로서 단지 종교적인 목적에 국한되지 않고 오랜 시간 통상적인 모임의 

장소로 기능했다. 그곳에서 집회는 자선, 교육, 박애 등의 문제를 비롯하여 

69) Edward S. Corwin, The Constitution (and What it means) (revised Harold 

W. Chase and Craig R. Ducat) p. 293.

70) Library of Congress (Legislative Reference Servic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edited by E. S. Corwin) (1964 Ed.) p. 915; E. S. 

Corwin, supra note 8, at p. 293.

71) J. Mazzone, supra note 32, at 714.

72) De Jonge v. Oregon, 299 U.S. 35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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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 방재, 직업 기타 생활 전반의 문제를 논의했다. 전능한 신이 있는 곳은 

신천지에서 고난과 역경에 맞선 사람들에게 모든 면에서 훌륭한 안식처가 되

었다.

당시에도 집회의 자유가 법적으로 용인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영국법상 

평온하게 집회할 권리는 명확하게 인식된 권리가 아니었다.73) 집회의 자유에 

관한 법적인 문제는 그러한 자유의 사실상의 존재와 그에 한 규제가 합법

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그 구체적인 규제에 한 위반행위나 저항행위에 한 

단속의 문제에 지나지 않았다.74) 단속을 위한 법률로는 코네티컷(1722), 매

사추세츠(1750), 펜실베니아(1764) 등의 소요단속법(Riot Act)을 들 수 있다. 

실정법상 그 법에 상위하는 법의 형식이 없던 시절 그러한 법률이 정치적으

로나 법적으로 문제된 적은 없었다.

이러한 법률 하에서 1773년 보스턴 차사건(Tea Party)에 한 단속은 주

목된다. 식민지에서는 보스턴 차사건 한 본국의 단속이 과도하다는 반발과 

울분이 법적인 것에서 시작되어75) 새로운 권리의식을 싹틔우는 계기가 되었

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1774년에는 과도한 단속에 하여 륙회의는 ‘평

온하게 집회하고, 고충을 심의하고, 국왕에게 청원할 권리’를 선언하였다. 물

론 폭도가 집단화 될지도 모른다는 집회에 한 경계도 여전했다. 그러한 경

계는 매사추세츠 정부가 특별한 목적의 경우를 별도로 하고, 허가 없는 시민

의 집회를 금지하고76) 위험한 행동으로 내달리거나 책임질 수 없는 요구를 

결의하는 시민의 집회에 응하는 조치를 마련했다. 미국의 독립에 앞서 

73) James Gray Pope, “Republican Moments: The Role of Direct Popular Power in 

the American Constitutional Order,” 139 U. Pa. L. Rev. 287, at 329 (1990).

74) 예컨 , 1774년 매사추세츠 통치법(the Massachusetts Government Act)이 특수

한 목적을 위한 것을 예외로 총독의 허가 없이 집회하는 시민의 권리를 금지한 것

과 같다. 특히 정치적인 항의에 한 규제는 공적 질서를 지배하는 전통적인 형사

법에 맡겨져 있었다.

75) J. P. Pope, supra note 48, at 335.

76) 1774년 ‘매사추세츠 통치법’은 ‘불관용법’(Intolerable Act)의 하나로 논의된다. 의

회는 입법에 있어서 사람들에 의한 집회의 남용에 하여 분노를 표했다. 당시 집

회의 남용은 보스턴 차사건 이후의 일이지만 집회의 지도자는 후에 비교적 평화적

인 전략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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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6년 6월 12일 버지니아는 ‘권리선언’(The Virginia Declaration of Rights)

을 제창했다. 여기서 ‘출판의 자유’는 선언되었지만 집회의 자유는 선언되지 

않았다.77)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의 자유의 법제화 움직임은 계속되었다. 

버지니아에 이어 펜실베니아가 9월 28일 ‘권리장전’(Pennsylvania’s Bill of 

Rights)을 제정했다. 펜실베니아 권리장전은 16개조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3개조는 버지니아 권리장전과 같았다. 펜실베니아 권리장전은 13개조 외에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바로 버지니아와 달리 집회의 자유를 

명확히 선언하고,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별도로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 

방식은 나중에 조문화되는 연방헌법 수정 제1조와는 다르다.

집회의 자유에 하여 선언한 펜실베니아 권리장전의 영향은 그 후 버몬트

나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확인된다. 집회의 자유의 실정법화 움직임은 여기

에 그치지 않았다. 이러한 흐름은 더욱 거세져서 이제 집회의 자유는 델라웨

어, 메릴랜드, 뉴햄프셔와 같은 주의 헌법에도 규정된다. 그 중에도 메릴랜드

의 경우는 매우 특징적이다. 여기서 집회의 자유는 명문화되지 않고 청원권

만이 명문화되어 집회의 자유는 청원권 중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했다. 집

회의 자유에 한 메릴랜드의 이러한 태도는 당시 메릴랜드 주민들에게는 결

코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역사적으로 집회의 자유와 청원권은 서로 

어울리고 일체화될 때가 있고, 후자가 주된 권리로 이해되는데 하여 전자

는 그 종된 권리 혹은 수단적인 권리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78)

건국 후 미국에서 집회의 자유가 입법화 된 것은 제임스 매디슨(James 

Madison, 1751-1836)의 제안에 의해 1781년 수정헌법의 형태로 권리장전에 

관한 규정이 헌법에 추가된 때이다.79) 연방헌법이 제정될 때 헌법제정자들은 

집회의 자유에 하여 논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집회의 자유가 미국에서 처

77) 주한미 사관 공보과 자료정보센터, 살아있는 미국역사와 민주주의 문서, 2006, 
13-15면.

78) Library of Congress, The United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992 

edition 2000 supplement) at 914-915.

79) 미국 연방헌법상 권리장전의 수용에 하여는 이병규, ｢토마스 제퍼슨의 헌법사상｣, 
동아 학교 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94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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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등장한 것은 바로 수정헌법 제1조에서였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의 헌

법화는 결코 순탄하지 못했다. 그 헌법화에는 반 가 있었다. 세즈윅과 같은 

인물이 표적이다. 그에게 있어서 집회의 자유는 너무나 당연한 권리였기 

때문에 굳이 헌법에 규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것을 헌법에 규정한다는 것은 

“모자를 쓰고 싶으면 쓰고, 기상하고 싶으면 기상하고, 취침하고 싶으면 취

침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80)

그러나 버지니아 출신의 존 페이지(John Page, 1743-1808)는 이러한 견

해에 반 했다. 그에게 집회의 자유는 기본적인 권리였기 때문에 헌법에 반

드시 규정되어야 했다. “어떤 구실로 국민의 집회할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

면 그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모든 특권도 박탈할 수 있다”고 했다.81) 

이러한 주장은 주효하여 많은 반 에도 불구하고 평온하게 집회할 권리는 적

어도 규정상 매우 특정화된 상태에 있었지만, 그 표를 지도하기 위한 미국 

국민의 권리로 헌법에 편입되었다. 이것이 바로 수정헌법 제1조에 규정된 집

회의 자유이다.

평온하게 집회할 권리가 연방헌법에 편입된 후에도 집회의 자유에 관한 헌

법 문제가 곧바로 법원을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한 것은 아니다. 연방 법원

에서 집회의 자유는 오랫동안 진정으로 문제되지 않았다. 존 애덤스가 통

령에 있던 18세기 말 프랑스와의 전운이 감돌 때 정치적인 의도가 짙고 그 

위헌성이 의심되는 ‘선동법’(Sedition Act)82)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에 

80) David Cole, “Hanging With the Wrong Crowd: Of Gangs, Terrorists, and the 

Right of Association,” 1999 Sup. Ct. Rev. 203, at 227(1999).

81) Ibid.

82) 외국인법ㆍ선동법(Alien and Sedition Acts)은 1798년 연방의회가 제정한 일련의 

외국인 단속법과 연방정부에 한 반정부 활동 처벌법을 말한다. 이 법들은 당시 

애덤스 정부를 지지하던 연방파가 프랑스 혁명의 영향이 미국에 미치는 것을 두려

워하여 제정한 2년간의 한시법이었다. 외국인의 귀화 요건의 엄격히 하고, 위험한 

외국인에 한 추방 권한을 통령에게 부여하는 등 외국인에 한 단속 강화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의 규제에 하여 규정했다. 이 법률 하에서 많은 외국인이 

국외로 쫓겨나고 연방파에 반 하는 공화파(Republican) 의원ㆍ신문발행인 등이 

반정부적 언론을 이유로 처벌되었다. 언론 탄압에 한 비판이 고조되고, 1800년 

선거에서 정권을 잡은 토마스 제퍼슨은 위반자를 사면하고 연방의회는 벌금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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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논쟁에서 확인된 것은, 권리장전상의 자유는 미국인의 기본적인 자유로

서 주의 침해로부터가 아니라 연방의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권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영구적이고 불가침적이며 보편성

을 띠는 인권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권이나 그 외의 자유를 주

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주의 헌법과 주의 권리장전이라는 것이다.83)

이 시 에도 미국인들에게 집회는 예전과 다름없는 지극히 일상적인 일이

었다. 19세기 전반에는 노예제도에 한 반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집회ㆍ
결사의 참가자가 폭도화 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집회의 자유에 한 논의도 

활기를 띠었다.84) 물론 노예해방 등을 이유로 폭도화 된 집회에 한 규제도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집회의 자유는 적어도 연방 법원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집회에 한 단속과는 별개로 사인에 의한 언론이나 

집회에 한 공격행위도 결코 적지 않았다. 사인 간에 집회가 충돌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하여 헌법은 침묵했다. 왜냐하면 헌법의 성격상 사인 간에는 

헌법의 보장이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85)

환했다. 이들 연방법에 하여 연방 법원이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에 근

거하여 합헌성을 판단할 기회는 없었지만 언론에 한 정치적 탄압의 역사적 사례

가 되고 있다.

83) Michael Kent Curtis, “The 1859 Crisis over Hinton Helper’s Book The Impending 

Crisis: Slavery, Free Speech, and the Meaning of the First Section of the 

Fourteenth Amendment,” 68 Chi. Kent L. Rev. 1113, at 1119ff. (1993).

84) 전술한 바와 같이 인간은 집단화 되면 다소 과격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1917

년 제정된 멕시코합중국(United Mexican State)헌법은 집회의 자유뿐만 아니라 

동일한 집단성을 가지는 결사의 자유에 하여도 ‘평온하게’라는 조건을 붙였다

(Constitution of Mexico, 1917 : Article 9).

85) 전통적으로 기본권은 국가에 한 개인의 主觀的 公權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본권

에 있어서의 관계는 국가적 조직에 있어서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이며, 또는 그러

한 의미에서 그것은 수직적 관계이며, 또한 양면적 관계이다. 따라서 그것이 국가

적 조직에 있어서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라는 의미에서 그 관계는 전형적인 공법관

계를 의미한다(한태연, 헌법학 : 근 헌법의 일반이론, 법문사, 1983, 962면). 

그러나 기본권의 사인간의 적용 문제 즉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의 문제도 거 사

조직과 관련하여 생성된 헌법적 요청의 구체화 문제로 다룰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최 권,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에 관한 한 연구”, 법학 제22권 제1호, 서울

학교 법학연구소, 1981, 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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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 권리장전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청원권과 함께 자유롭게 행사된 

집회는 정부에 호소하여 그 답을 구하는 적극적인 구제적 권리로 기능했다. 

집회에서 결의한 것의 청원은 아메리카식민지의 의제가 되어 입법적 심의를 

지배했다. 따라서 청원과 일체가 된 집회의 자유의 행사는 이른바 직접민주

주의를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생각된다.86) 집회의 자유는 청원권과 

함께 헌법에 수용되면서 의민주주의를 강화하고 현실 정치에도 중요한 역

할을 했다. 예컨 , 특정이익과 관련하여 연방의회 의원을 움직이게 했다. 또

한 의원들의 독선과 독단을 배제시킬 가능성도 있었다. 또한 집회의 자유는 

연방정부로 하여금 주나 지방에 관심을 가지도록 했다. 연방정부로 하여금 

주나 주민의 이익에 눈을 돌리도록 했기 때문이다. 주나 지방의 주민에게 자

신들의 이익추구와 현실만으로는 미국의 존립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인식시켰

다. 원래 자유롭게 행사된 집회에 한 평가는 그것을 구성한 사람들의 의식

이 주관적, 감정적, 사익추구적인가 아니면 객관적, 이성적, 공익추구적인가

에 달려있다.

3. 사법적 수용

(1) United States v. Cruikshank

집회의 자유가 연방 법원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세기 후반이다. 그 때까지 

집회의 자유는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다가 1873년에 연방헌법상 보장된 시민의 

권리가 연방 법원에 의해 확인되었다. The Slaughter-House 사건87)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집회의 자유는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 그리고 

3년 뒤 집회의 자유는 연방 법원에서 다시 채택되어 본격적으로 다루어진다. 

건국 후 100년이 지나서 채택된 United States v. Cruikshank 사건88)이다.

United States v. Cruikshank 사건은 루이지애나에서 60여명의 흑인을 

86) Stephen A. Higginson, “A Short History of the Right to Petition Government 

for the Redress of Grievances,” 96 Yale L. J. 142, at 142 (1986).

87) The Slaughter-House Cases, 83 U.S. 36 (1873).

88) United States v. Cruikshank, 92 U.S. 542 (1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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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한 이른바 콜팩스(Colfax) 량학살사건의 관여자가 1870년 공민권집행

법(Civil Rights Enforcement Act) 하에서 집회하거나 무기를 보유하는 흑

인의 시민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유죄가 된 사건이다. 이 사건의 訴因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집회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평화적이고 합

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서로 그리고 다른 미국 시민과 함께 평온하게 집회할 

법률상의 권리와 특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Cruikshank 사건은 남북전쟁 후 수정조항이 추가되고 채택된 사건이지만 

여기서 수정 조항의 기능은 크게 주목되지 않았다. 수정헌법 제1조의 자유가 

주에 의해서도 보호되는가에 한 에드워드 화이트 재판장의 주장은 명확하

지 않았고, 그 법정의견에 한 해석에도 이견이 있었다.89) 이른바 편입

(incorporation)론의 문제였다.

Cruikshank 사건에서 화이트 재판장은 집회의 자유를 논하기 전에 먼저 

미국의 연방국가적 성격에 주목했다. 그는 미국이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국민

이 가지는 미국의 시민이자 주의 시민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주목한 것이

다.90) 이러한 이중적 지위로부터 미국 국민은 연방의 시민과 주의 시민으로

서 다른 두개의 시민권을 보유하게 된다. 화이트 재판장에 의하면, 각각의 

시민권은 연방과 주 각각의 정부에 의해 선호하는 방식에 따라 부여되고 각

각의 정부에 다른 것을 기 한다. 따라서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시민을 보호

하는 관할을 달리한다. 그 중 연방의 관할은 연방헌법에서 정한다. 연방정부

는 주나 사람들에 의해 위임된 정해진 권한만을 가진다. 그래서 수정헌법 제

10조는 “연방헌법에 의해 합중국에 위임되지 않았거나, 각 주에 금지되지 않

89) 이 점에 하여는 The Slaughter-House 사건 이래로 유의하게 되지만, Cruikshank 

사건 등에서는 The Slaughter-House 사건의 다수 의견에 나타나는 이른바 수정

헌법 제14조의 편입론(the incorporation theory)을 포기했다는 이해가 인식되었다 

(Bryan H. Wildenthal, “The Lost Compromise: Reassessing the Early Unde-

rstanding in Court and Congress on Incorporation of the Bill of Rights in 

the Fourteenth Amendment,” 61 Ohio State Law Journal 1051 (2000)).

90) 이것은 The Slaughter-House 사건에서 다수의견을 쓴 사무엘 러(Samuel 

Miller) 판사의 견해를 따른 것이다(D. V. Bogen, “The Slaughter-House Five: 

View of the Case,” 55 Hasting L.J.333 at f.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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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권한은 각 주나 인민이 보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정치적으

로는 모든 주의 정부이고(a government of the state),91) 일정한 목적 하에

서는 미국 국민의 정부인 것(a government of the people)이다.92)

연방정부는 특별한 목적에 의해 수립되었다. 연방정부에게는 자신을 보전

하거나 국민이 기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한이 주어져 있

다. 따라서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그 관할이 아닌 권리나 특권을 시민에게 

인정할 수는 없다. 연방정부는 그 관할 범위에서 미국 국민을 위하여 존재한

다. 연방의 권한은 주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관련되고 주의 권한과 저촉되

지 않는다. 연방이 가지는 것을 주가 가질 수는 없다. 연방정부가 인정하거나 

보장하는 권한을 가지는 것을 제외하면 사람들은 어떤 권리도 연방헌법이나 

법률로부터 취득할 수 없다. 연방의 관할 밖의 것은 주에게 맡기는 것이다.

이와 같이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금지되는 것은 연방의회가 집회하고, 고

충을 구제하기 위하여 정부에 청원하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물

론 여기서 주정부에 한 규제를 의도하는 것은 아니다. 화이트 재판장은 이

러한 의견을 내면서 그 권리에 하여 ‘이것’(this)라는 단수형의 명사를 사

용한 것으로 보아 수정헌법 제1조의 집회의 자유와 청원권을 하나로 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93)94) 집회의 자유와 청원권은 별개의 권리가 아니라 일체

의 권리라는 것이다.95) 그러나 매디슨은 권리장전이 제정될 때 집회의 자유

91) 이 의미에서 연방정부는 ‘합중국’ 정부이다.

92) 이 의미에서 연방정부는 ‘합중국’ 정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93) 화이트 재판장은 또한 “고충을 구제하기 위하거나 연방정부의 권한이나 책무와 관

련된 다른 일체의 것을 하기 위해 연방의회에 청원할 목적으로 평온하게 집회하는 

국민의 권리”라는 서술 방식을 통하여 두 개의 권리를 보다 합일적으로 논하고 있다.

94) 이에 하여 수정헌법 제1조의 규정 방식과 관련하여 ‘헌법’이 ‘right’라는 단수로 

사용되는 것에 주목하는 하기도 한다(J. Mazzone, supra note 32, at 713).

95) 수정헌법 제1조의 이 부분에 하여, 언론의 자유의 제한, 출판의 자유의 제한 및 

집회하고 정부에 청원하는 자유의 제한이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또한 ‘권리’가 단

수형인 것에 주목하여 연방의회에 한 금지는 언론, 출판 및 정부에 청원하기 위

하여 집회하는 것에 관한 금지라고 설명한다(J. Mazzone, supra note 32, at 712). 

이에 해 블랙(Hugo Black) 판사 등은 집회의 권리와 청원의 권리는 분명히 두 개

의 것이라는 기술 방식을 취한다(with Clark, Harlan and Stewart, dissenting in: 

Brown v. Louisiana, 383 U.S. 131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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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청원권은 서로 관련은 있지만 그렇다고 양자가 반드시 하나로 결합된 것

으로 보지는 않았다.96)

메릴랜드 주헌법은 청원권에 하여는 규정하지만 집회의 자유에 하여는 

규정하지 않았다.97) 그러나 청원권에는 당연히 집회의 자유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영미에서는 역사적으로 청원권을 주된 권리로, 

집회의 자유를 종된 권리 내지는 수단적인 권리로 보는 사고가 존재한다.98) 

영국의 헌장은 청원권을 완곡하게 규정하지만 집회의 자유에 하여는 규

정하고 있지 않다.99) 그렇다고 집회의 자유가 부정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집회의 자유는 민회(folksmoot)를 여는 관습이 있던 튜턴(teuton)인의 제도

로부터 배가된 민주적 의미가 제도적으로 수용되고 영국인의 행동적 습성이 

되어 사실상의 자유로 용인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경위에서든, 공화국 시민

의 속성에서든, 코먼로상의 존재로 파악하든, 자연권적 관점에서든, 여하튼 

어떤 이유에도 구속되지 않고 메릴랜드 주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결코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20세기에 전개된 연방 법원 판례에서는 DeJonge v. 

Oregon 사건100)에서와 같이 집회의 권리를 전통적인 의미로 청원의 준비 등

에 한정하지 않은 것도 있고, Thomas v. Collins 사건101)에서와 같이 정치

적인 목표의 추구에 한정하지 않은 것도 있다. 또한 집회와 청원을 정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라기보다 오히려 표현의 자유로 보는 경우도 있고, 

McDonald v. Smith 사건102)에서와 같이 언론ㆍ출판 및 집회와 청원의 권리

를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논하는 경우도 있다. McDonald v. Smith 사건에서 

워렌 버거(Warren E. Burger) 재판장은 청원권과 그 밖의 권리보장은 반드

96) 이 때문에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버몬트, 매사추세츠, 뉴햄프셔에서는 집

회의 권리와 청원권은 ‘주민’의 권리로 하고 같은 조항에서 규정한다.

97) Constitution of Maryland (1867), Article 13.

98) Library of Congress,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992 edition 2000 supplement) at 914-915.

99) Magna Carta (1215), Chapter 61.

100) DeJonge v. Oregon, 299 U.S. 353(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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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McDonald v. Smith, 472 U.S. 479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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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동일하게 취급되지는 않지만 이들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했다. 그는 

청원권의 보장을 특별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파악했

다. 마지막으로 집회의 권리를 평화적인 것에 한정하는 경우가 있다.103) 집

회의 자유에 하여 수정헌법 제1조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헌

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치안 문란 등의 문제로 이후에 헌법 문제화 된다는 

것이다.

화이트 재판장은 합법적인 목적 때문에 평온하게 집회할 자유는 수정헌법

에 의해 창설된 것은 결코 아니라고 했다. 집회의 자유는 수정헌법 제1조가 

채택되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다. 화이트 재판장의 진술을 통해 집회의 자유

가 코먼로상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104) 집회의 자유105)는 과거에

도 오늘날에도 자유로운 정부 아래 있는 시민의 속성이다. 이는 문명이 존재

하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집회의 자유는 연방헌법에 

의해 국민들에게 인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원래 그러한 자유는 주가 보

장해야할 의무가 있다. 연방정부는 주나 국민에게 위임된 권한만을 가지는 

정부이기 때문이다. 그 권한은 연방헌법에 의해 정의되고 제한된다. 화이트 

재판장에 의하면, 수정헌법 제1조는 어디까지나 “국민이 집회하고, 고충을 들

어주기 위한 청원권”의 연방의회에 의한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 연방의회가 

보호해야 하는 것은 연방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이러한 ‘집

회의 권리’를 벗어난 이른바 일반적인 집회의 자유의 보장은 연방정부의 관할 

밖이다. 화이트 재판장에게 있어서 공화정체나 문명과 불가분인 평온하게 집

회할 자유와 연방헌법이 규정하는 특수한 집회의 자유는 준별된다.

요컨 , 연방헌법은 일반적인 집회의 자유가 아니라 “고충을 구제하거나 

연방정부의 권한이나 책무와 관련된 다른 모든 것을 하기 위하여 연방의회에 

청원할 목적으로 평온하게 집회할 국민의 권리”라는 매우 좁고 보다 특수한 

103) Grayned v. City of Rockford, 408 U.S. 104 (1972).

104) Kevin Christopher Newsom, “Setting Incorporationism Straight: A Reinte-

rpretation of the Slaughter-House Cases,” 109 Yale L. J. 643, at 714 (1999).

105) 화이트 재판장은 이것은 “합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집회하는 사람들의 권리”라고 

기술하고 있다(United States v. Cruikshank, 92 U.S. 542 (1876)).



238   이병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 The Slaughter-House 사건에서 사무엘 러(Samuel F. 

Miller) 판사는 그 차이를 분명히 인식했다. 이러한 이해가 맞는다면 화이트 

재판장은 러 판사의 견해를 따른 것이 된다. 화이트 재판장은 우선 수정헌

법 제1조의 집회의 자유를 연방의회의 입법권으로부터 미국 국민을 지키는 

권리로 이해한다. 일반적인 집회의 자유를 주의 관할로 본 것이다. 다음으로 

연방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연방의회로부터 보호하도록 규정하여 다른 사인으

로부터 집회의 자유가 보호되는 것을 부정했다.106) 이른바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의 문제인 것이다. 화이트 재판장이 집회의 자유를 일반적으로 기술하는

데 있어서도 수정헌법 제1조가 규정하는 ‘평온하게’라는 것과는 달리 ‘합법적

인 목적’107)이라는 제약 개념을 사용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108) 수정헌

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자유 중 집회의 자유에는 ‘평온하게’(peaceably) 및 

‘국민’(people)이라는 제한이 있지만 일반적인 집회의 자유의 행사에 하여

도 ‘목적의 합법성’이 요청된다. 또한 그는 “고충을 구제하기 위하여 혹은 연

방정부의 권한이나 책무와 관련된 다른 모든 것 때문에 평온하게 집회할 국

민의 권리는 합중국 시민(national citizenship)의 속성이고, 그러한 것으로 

합중국의 보호 아래 있고, 합중국에 의해 보장된다. 그리고 통치라는 개념에

는 공화국이라면 시민의 측에서 공무와 관련하여 협의하기 위하여 평온하게 

집회하고 고충의 구제를 위하여 청원할 권리가 함의되어 있다”고 기술하기 

때문에 수정헌법 제1조의 집회의 자유는 특별하게 해석되지 않는 이상 헌법

화 되는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은 것 같다.

(2) DeJonge v. Oregon

수정헌법 제1조에 규정된 ‘집회의 자유’109)가 연방의회의 전횡으로부터 보

106) K. C. Newsom, supra note 43, at 715.

107) 합법적인 목적은 그 후 연방 법원 판결에서 종종 사용되었다.

108) 이에 해 연방헌법상 집회의 권리가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존재하는 것은 ‘평온하게 집회할 권리’뿐이라고 한다(J. Mazzone, supra note 32, 

at 713).

109) 미국의 ‘집회의 자유’는 ‘평온하게 집회할 권리’라는 제한된 것이지만, 이후 원칙

적으로 단지 ‘집회의 자유’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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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된다는 것은 Cruikshank 사건에서 연방 법원에 의해 확인되었다. 그러나 

Cruikshank 사건 이후 집회의 자유에 관한 문제는 얼마간 연방 법원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사실 그 후에도 집회는 도처에서 행해지고 있었다. 특히 무정부주의와 공

산주의 세력은 음으로 양으로 활발하게 집회를 했다.1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의 자유는 정면으로 다루어질 정도로 헌법문제시 되지는 않았다.111) 연방

법원에서 진정으로 문제가 된 것은 Cruikshank 사건으로부터 50년이 지난 

DeJonge v. Oregon 사건에서였다. 연방이 아닌 주에 관한 집회의 문제를 

다룬 이 사건에서 찰스 휴스(Charles E. Hughes) 재판장은 평온하게 집회할 

자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평온하게 집회할 권리는 언론의 자유나 출판의 자유와 같은 종류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이것은 그 후에도 계속되는 연방 법원의 사고방식이다.

둘째, 평온하게 집회할 권리는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연방의회에 의한 침

해로부터 보호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화이트 재판장에 의해 전개된 집회의 

자유의 두 가지 면은 합일화되었다. 수정헌법 제1조의 집회의 권리가 화이트 

재판장이 말한 특별한 의미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112)

셋째, 언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는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113) 그래서 이들 자유와 같은 뿌리의 집회의 자

유도 주로부터 보호되는 기본적인 권리가 된다. 이러한 설명은 DeJonge v. 

110) 미국에서는 공산주의의 출현보다도 공산주의의 위협이 선행되었다(William M. 

Wiecek, “The Legal Foundation of Domestic Anticommunism: The Background 

of Dennis v. United States,” T 2001 Sup. Ct. Rev. 375, at 379 (2001)).

111) 물론 판례 중에는 집회의 자유로 파악한 것도 있었다. 예컨 , Whiney v. California, 

274 U.S. 357(1927)은 선동을 금지한 범죄적 생디칼리즘(syndicalism) 처법에 

관한 사건이었지만, 거기서 문제의 법률은 언론, 집회 혹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

는 법률은 아니라고 했다.

112) 따라서 이하에서는 수정헌법 제1조의 ‘평온하게 집회할 권리’를 ‘집회의 권리’ 혹

은 ‘집회의 자유’로 부르기로 한다.

113) 수정헌법 제14조 제1절 : … 어떠한 주도 정당한 법적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어떠

한 사람으로부터도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관할권 내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하여도 법률에 의한 동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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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egon 사건에 선행한 Gitlow v. New York 사건114)이나 Stromberg v. 

California 사건115) 등의 판결에 비추어보면 당연한 귀결이다. 남북전쟁 후에 

제정된 수정 조항이 목표로 한 연방헌법의 주의 적용이 연방 법원에서 확인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는 논거가 적법절차의 내용이 

되는 자유와 정의의 원리에 요구되는 것에 하여는 후에 그와 다른 견해가 

나타난다. Hague v. Committee for Industrial Organization 사건116)에서 

오웬 로버츠(Owen Roberts) 판사 등은 집회의 자유의 확 ㆍ적용의 근거가 

수정헌법 14조의 ‘특권과 면제’(privileges or immunities)에서 찾을 수 있다

고 했다.

넷째, 집회의 자유는 자유와 정의의 기본적인 원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비

로소 부정될 수 있는 권리이다. 여기서 ‘기본적인 원리’란 모든 시민적ㆍ정치

적 원리의 근저에 있다. 그리고 시민적ㆍ정치적 원리에 하여는 수정헌법 

제14조가 적법절차 조항의 일반적인 용어를 통하여 표명하고 있다.

휴스 재판장에 의하면, 집회의 자유도 언론ㆍ출판과 같이 위법성을 띠는 

경우에는 자유와 정의의 기본적인 원리를 침해하는 기본적인 권리의 남용이 

된다. 그러한 남용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기본적 권리의 행사가 될 수 없

다. 집회의 자유 등에 한 정부의 간섭이 헌법상 정당화되는 것은 그 남용

에 한 처뿐이다. 집회의 자유는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단지 자유 그 자

체가 아니라 그 남용만이 규제 혹은 제어될 뿐이다. 예컨 , 수정헌법 제1조

의 언론ㆍ출판 혹은 집회가 폭력이나 범죄를 선동할 목적으로 남용되는 경우

가 있다. 실제로 그 중에는 반란이나 혁명으로 전화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은 

역사가 보여준다.117) 연방헌법이 집회의 자유에 ‘평온하게’라는 제한을 둔 것

은 그러한 역사적 경험을 반영한 것이다. 휴스 재판장에 의하면, 입법부는 

114) Gitlow v. New York, 268 U.S. 652 (1925).

115) Stromberg v. California, 283 U.S. 359 (1931).

116) Hague v. Committee for Industrial Organization, 307 U.S. 496 (1939).

117) 자유가 여러 형태로 폭력적으로 변한 상황에 관하여는 예컨 , Andrew E. Taslitz, 

“Hate Crimes, Free. Speech, and the Contract of Mutual Indifference,” 80 

B.U.L. Rev. 1283, at 128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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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남용에 처하는 범위에서 헌법상 남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간섭할 수 

있다. 그 간섭이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남용에 한 처이고 권리에 간

섭할 수는 없다. 그것도 폭력 등에 의하여 ‘합중국 제도’의 전복을 선동하는 

것으로부터 공동체를 수호하는 중요성이 높아질수록 자유로운 논의에 필요한 

반  의견을 지키기 위하여 자유로운 언론ㆍ출판 및 자유로운 집회라는 헌법

상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도 보다 절 적이 된다. 이를 통하여 

정부가 민의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면 변혁이 요망될 때 그 변혁이 평화적인 

수단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 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집회의 자유 등

에 소위 폭력적 개혁에 한 완충 기능을 기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적인 것 중에서 합중국의 안전과 입헌정치의 기초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휴스 재판장은 이와 같이 설명하면서 수정헌법 제1조의 자유나 권리를 주의 

전횡으로부터 보장하는 한편 그 자유나 권리가 남용된 경우에는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요컨 , 휴스 재판장은 합법적인 논의를 위하여 평화적인 집회는 범죄가 

되어서는 안 되고, 평화적인 행동에 의한 집회는 금지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 

남용은 인정될 수 없다고 했다. ‘합법적인 목적’이나 ‘합법적인 방법’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집회의 자유에 하여 헌법이 정한 ‘평온하게’라는 것과 화

이트 재판장이 말한 ‘합법적인 목적’ 외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넌지시 보여

준다. 집회의 자유가 평온하고 합법적인 목적에서 행사된다면 그 외의 문제

에 하여는 제한이 가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예컨 , 집회에는 

목적뿐만 아니라 방법이나 형태에 있어서도 남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휴스 재판장은 그 경우에 힘과 폭력을 사용한 집회의 형태를 상정하였다. 그

에게는 집회의 자유와의 관계에 있어서 ‘평온한 집회’와 ‘평온한 집회를 벗어

난 집회’라는 사고방식이 있었다. 그리고 ‘합법적인 목적의 집회’나 ‘평온한 

집회’는 원칙상 보장되지만 그러한 집회도 그 외의 방법이나 형태로 평온한 

집회를 벗어난 집회가 존재하고, 그러한 면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

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118)

118) 합법적인 집회나 평온한 집회라도 장소의 수용 능력을 벗어나거나 시설의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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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ague v. Committee for Industrial Organization

DeJonge v. Oregon 사건이 있고난 2년 뒤 연방 법원은 다시 집회의 자

유의 문제를 다룬다. 이른바 ‘공적연설’(public forum)론으로 알려진 Hague v. 

Committee for Industrial Organization 사건119)이다. 이 사건은 공공재산

에서 공적연설을 하기 전에 市 조례에 의한 허가를 받도록 한 것 등이 문제

되었다. 여기서는 집회의 자유를 주로부터 보장하는 근거에 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를 논거로 한 DeJonge v. Oregon 판

결의 법리와 다른 견해도 있었다. 즉 수정헌법 제14조의 ‘특권과 면제’가 그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이 판결의 다수의견이 이러한 견해를 보였다. 나머지

는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 조항에 의해 보장되는 자유에서 그 논거를 

구한다. 연방 법원의 재판관 사이의 이러한 이견은 연방헌법상 집회의 자유

가 주의 침해로부터도 보장된다는 의미에서 볼 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

었다.

Hague 사건에서 로버츠 판사의 견해는 공적연설론의 효시로 본다.120) 역

사적으로 도로나 광장이 미국에서 정치적 논의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온 

것121)과 함께 로버츠 판사의 견해가 수정헌법 제1조의 법익으로 공적연설론

을 인정하는 이론에 있어서 가장 먼저 주목되기 때문이다.122) 로버츠 판사는 

위험하게 하는 한도에 가까운 등의 경우에는 집회의 규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

다. 집회의 시간, 장소 및 방법의 규제와 표현행위를 구성하는 유형 부분의 규제의 

합헌성은 특정 제한의 합리성에 좌우된다는 것(C. Edwin Baker, “Unreasoned 

Reasonableness: Mandatory Parade Permits and Time, Place, and Manner 

Regulations,” 78 Northwestern L. Rev. 937 (1983))이 연방 법원 판례를 보

는 한 이와 같이 단순하게 일반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19) Hague v. Committee for Industrial Organization, 307 U.S. 496 (1939).

120) M. W. Schaughnessy, “Constitutional Law-No First Amendment Protection for 

Solicitation of Memory in Publicly-Operated Airport Terminal-International 

Society for Krishna Consciousness,” INC. v. Lee,112 S.Ct.2701 (1992), 27 

Suffolk U.L.Rev.941, at 945, FN 19(1993).

121) David Goldberger, “A Reconsideration of Cox v. New Hampshire: Can 

Demonstrators Be Required to Pay the Costs of Using America’s Public 

Forums?,” 62 Texas L. Rev. 403 (1983).

122) U.S. Supreme Court. Perry Educ. Ass’n v. Perry Educators’ Ass’n, 460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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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집회하고 발언하는 권리는 주나 시가 제한할 수 없는 미국 시

민의 특권 혹은 면제라고 했다.

로버츠 판사는 도로 등에서의 전단지 배포가 문제가 된 Schneider v. 

New Jersey 사건123)에서도 공적연설론을 전개했다. 여기서 그는 “지방자치

단체는 공공의 안전, 위생, 복지 혹은 편의를 위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는 있

지만 언론, 집필, 인쇄 혹은 정보나 의견을 알리기 희망하는 것에 하여 헌

법상 보장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전체를 

위한 수탁자로서 공동체의 길을 개방하고, 길이 공용되는 주된 목적인 사람

들의 자유나 재산의 동향에 활용되도록 할 책무가 있다고 하면서 사상이나 

의견의 자유로운 흐름을 강하게 보장하고자 했다. Hague 사건에서의 이러한 

견해를 효시로 표현행위에 한 강한 헌법적 보장과 언론 등에 한 자유의 

규제를 내용적으로 중립에서 주의 이익을 위하여 촘촘하게 구성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공적연설론이 발전된 것이다.124)

요컨 , 공적연설론은 공원과 같이 표현행위를 목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전통적인 공적연설이나 공적논의를 위한 개방시간 내의 공공재산에서 

표현행위에 있어서와 같이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지정 혹은 제한’된 공적연설

론과 군 기지와 같이 통상적으로 봉쇄된 비공적연설(non public forum)이라

는 그 후의 전개에 있어서 내용적으로 모두가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언론의 자유와는 원래 같은 유형에 속하는 집회의 자유와 접한 관계에 있

고, 그 후 지금까지도 많은 주목을 받는 이론이다.

Ⅴ. 결 론

지금까지 미국에서 집회의 자유가 초기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영국

에서 청원권과 함께 시작된 집회의 자유는 식민지아메리카에서 일상적인 형

37 (1983).

123) Schneider v. New Jersey, 308 U.S. 147 (1939).

124) M. W. Schaughnessy, supra note 108, at 946-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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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행해지고, 건국과 함께 수정헌법 제1조를 통하여 보장된다.

United States v. Cruikshank 사건에서 집회의 자유는 헌법제정 전후 모

두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헌법제정 전에는 자유로운 정부의 시민적 

속성이자 문명사회에서 인정되는 법률로부터 유래하고, 헌법제정 후에는 청

원권과 결부되었다. 집회의 자유는 공화정체와 관련하여 다분히 국민주권에

서 유래하는 것이다. 미국은 영국의 군주주권으로부터 독립하여 군주가 없는 

국가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헌법제정회의에 국민의 

표가 모인 미국에서 집회라는 것은 국민주권과 연결된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청원권과 결부되어 국가에 한 요구권적 성격을 가지고, 또한 국민

주권과 관련되어 참정권적 성격을 가진다. 그래서 20세기에는 집회의 자유가 

청원권과 일체가 되어 논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집회의 자유는 연방 법원 판례를 통하여 발전한다. 헌법상 집회의 자

유를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는 1876년 United States v. Cruikshank 

사건, 집회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그리고 출판의 자유를 같은 뿌리로 보고, 

헌법상의 집회의 자유에 하여 일반적인 기술 방식을 보인 1937년 DeJonge v. 

Oregon 사건, 그리고 공적연설론의 계기가 되는 1939년 Hague v. Committee 

for Industrial Organization 사건 등이 초기 집회의 자유를 형성하는 표

적인 판례들이다. United States v. Cruikshank 사건에서는 수정헌법 제1조

가 규정하는 평온하게라는 것과는 달리 ‘합법적인 목적’이라는 제약 개념을 

사용하여, 집회의 자유에는 평온하게, 국민이라는 제한뿐만 아니라 집회의 

행사에 있어서 ‘목적의 합법성’이 요청되었다. DeJonge v. Oregon 사건에서

는 ‘합법적인 목적’ 외에 방법이나 형태에 있어서도 제한할 여지가 있다고 판

단한다.

미국헌법상 집회의 자유는 단지 민주주의 정치원리의 장식적 규정에 불과

한 것이 아니다. 이를 계기로 언론이나 집회의 효과를 높이는 결사의 자유가 

주장되고, 다시 결사의 자유로부터 프라이버시가 나오는 등 집회의 자유의 

규정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체제에 필수적인 자유를 파생시킨다. 이와 같이 

미국 집회의 자유의 초기 형성은 단순한 헌법 수용사도 아니요 그렇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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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의 흐름에 불과한 것도 아니다. 미국의 다른 헌법 영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집회의 자유를 통해서도 미국 입헌주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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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arly Development of Freedom of Assembly in 

the U.S. Constitution

Byeong Gyu Lee

(Dong-A University)

This study deals with the early development of freedom of assembly in 

the United States. In keeping with the right of petition as it was 

guaranteed in the United Kingdom, freedom of assembly was widely 

permitted in the colonies of the Americas. Then, during the national 

foundation of the U.S. such freedom was codified into law by the First 

Amendment.

Freedom of assembly primarily originated out of popular sovereignty in 

relation to the political system of republicanism. This was natural since 

the U.S. was founded as a nation without a monarch after its 

independence from the U.K. Because representatives of the people gathered 

together for the Constitutional Convention, assembly formally associated 

with popular sovereignty. Therefore, freedom of assembly, linked with the 

right to petition, had the characteristics of a right claiming to the 

government while it had the features of political rights, related to popular 

sovereignty. Freedom of assembly was understood in this manner during 

the twentieth century. 

Such freedom of assembly has developed through precedents set by the 

Supreme Court. The clearest examples are: United States vs. Cruikshank 

in 1876, where constitutional freedom of assembly was dealt with explicitly 

for the first time; DeJonge vs. Oregon in 1937, which presented general 

accounts about constitutional freedom of assembly along with the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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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freedom of assembly, freedom of speech and freedom of the press all 

have common ground; and Hague vs. Committee for Industrial Organization 

in 1939, which paved the way for the public speech theory. 

Constitutional freedom of assembly in the U.S. is more than an 

ornament to the legal provisions for democracy. Rather, it plays a role of 

claiming freedom of association which heightens the effect of speech or 

assembly, and from which right to privacy is derived. The provisions on 

freedom of assembly generate freedom essential to a free and democratic 

system. In this light, the early development of freedom of assembly in the 

U.S. does not reflect simply a history of accepting the Constitution as well 

as a trend of provisions. As with other areas of the U.S. Constitution, by 

examining freedom of assembly, we can identify the history of 

constitutionalism of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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