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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오늘날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은 거의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정을 받고 있으며 주로 헌법을 통해 보장되고 있다. 하지만 각국의 표
현의 자유에 대한 보호 수준은 상이하다. 자유주의 사조의 영향으로 인
간의 기본권에 대한 보장을 매우 강조하는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기
본권은 다른 기본권에 비해 한층 높은 우월적 지위를 점하고 있고, 표현
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은 여러 헌법적 원칙들을 받아들이고 있
다. 한편, 아시아 국가인 한국도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의 경우,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
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 기본권의 타 기본권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사실
상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각국의 기본권에 대한 보호수준의 차이는 각국의 영화심의
제도의 형태에 영향을 미친다. 미국에서는 사법심사제도에 의한 일련의
대법원 위헌판결을 통해 ‘표현’ 및 ‘표현의 자유’라는 개념을 법적 측면
에서 구체화하였다. 이러한 판결들을 통해 미국은 영화의 의사전달의 측
면을 강조함으로써 영화를 언론으로 간주하였으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통해 보호하였다. 그 논리적 귀결로 영화에 대한 검열은 언론의 범주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한 사전제한으로 간주되어 결국 폐지되었다. 직후 미
국은 청소년을 보호하는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영화업계에 대한 반독점
판결과 텔레비전의 대중화 그리고 외국영화의 수입 등 각종 사회적 경제
적 또는 법적 발전의 영향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영화업계의 자율적 영화
등급제를 도입하였다.
한편, 21세기 초부터 영화산업이 활발하게 발전해 온 아시아 국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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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1996년의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영화검열제를 위헌으로 인정하
였으며 이후 영화등급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등급제 도입 이후에도 한국
의 헌법재판소는 위헌판결 또는 헌법불합치판결을 통해 영화등급제의 일
부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였다. 다만, 오늘날 한국의 영화등급제는 미국
과 달리 정부주도하의 등급분류제로서, 이는 제한상영가 등급 즉, 이른
바 연령외등급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헌적 회의론은 여전
히 존재하고 있다.
다른 한편 표현의 자유를 낮은 수준으로 보호하고 있는 중국은 현재
영화등급제를 여전히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영화심의제는 소위
‘1비2심제(1備2審制)’라고 한다. 1비2심제는 시나리오의 비안(備案), 영
화에 대한 전국영화검열위원회의 검열 및 여러 지방의 속지(屬地)검열
등 여러 구체적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법적 성격의 차원에서 오늘날의
중국영화심의제도는 사실상 허가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심의 주체의 행정권적 속성, 사전제출의무, 집행의 강제수
단설치 등의 점에서 볼 때, 의사표현에 대한 사전제한인 검열에 해당한
다. 영화심의제도의 효과와 설치목적의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중국의
영화검열제는 영화제작자 혹은 창작자에게 위축적 효과(chilling effect)
를 가할 뿐 아니라, 집행과정에서의 자의성 때문에 청소년보호의 측면에
서도 그 목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중국의 영화검열
제도는 개혁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외에도 중국의 영화검열제 개혁에 대한 국내외적인 현실적 압력이
여러 사건을 통해 드러난다. 중국 국내에서는 영화<색, 계>에 관한 소비
자보호법 소송, 국제적 차원에서는 중국과 미국 간의 WTO영화수출입분
쟁 등은 모두 일정 수준 중국영화검열제에 도전하고 있다. 따라서 표현
의 자유라는 기본권적 측면이나 기타 현실적 측면 등 어느 측면으로 보
더라도 중국은 현재 다른 나라와 같이 영화등급제를 도입해야 할 필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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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면해 있다.
그렇다면 중국은 미국과 같은 영화업계의 자율적 등급제를 도입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과 같은 정부주도하의 등급제를 도입할 것인지,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등급설치의

방식

즉,

등급의

금지적

(Prescribe) 성격 및 수권적(Facilitate) 성격의 선택, 연령외등급의 설
치여부 등 여러 문제들을 중국의 실정에 맞게 법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

주요어:

표현의

자유,

영화,

영화등급제,

WTO무역분쟁
학 번: 2010-2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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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동연빈(董彦斌) v. 화성국제영화관(華星國際影城)과 국가광전총국(國
家廣電總局)
2007년 ‘이안(李安)’감독이 감독한 영화 <색, 계>(Lust, Caution)
가 중국에서 상영되었다. 이 영화는 남녀주인공의 노출 및 성적묘사 등
의 장면이 큰 부분을 차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영 전에 중국영화검열위원
회의 결정에 따라 중국영화검열표준에 의하여 관련내용이 삭제되고 나서
야 비로소 중국의 영화관에서 상영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영화가 상영
되자 중국의 법학박사 동연빈(董彦斌) 1 이 해당내용이 삭제된 영화를 상
영한 영화관 및 영화에 대한 행정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중국국가광전총
국을 베이징에 있는 한 초급법원에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의 기소이유는
사전검열의 위헌성이 아닌 중국<소비자권익보호법>제2장 제10조에 따
른 소비자의 공평교역권(公平交易權) 및 알권리(知情權)를 침해한다(즉,
영화내용에 대한 삭제는 영화내용 또는 구조의 완전성을 해친다)는 것이
며 중국국가광전총국이 영화를 검열할 때 사용한 표준이 지나치게 엄격
하였고 영화등급제를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공공이익을 위배한다
는 것이었다. 이에 동연빈은 영화관 및 국가광전총국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하였고 정신적 손해배상(대한민국 원화로 십만 원 정도에 해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해당 초급법원은 동연빈이 <색, 계>의 삭제하
지 않은 원본을 증거로 제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안건을 각하한다고 판
시하였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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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법대학 박사연구생 (中国政法大学博士研究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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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争议，关于《色戒》的被删与被诉," 檢察日報, http://news.sina.com.cn/o/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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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 동연빈은 北京大學 法學院 강사 책소보(翟小波)와 함께
시민으로서 중국행정기관인 국무원(國務院)에 <시나리오(개요)비안(備
案), 영화관리규정>이 규정된 영화내용검열에 관한 삭제표준의 합법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 즉, 행정부처규칙인 <시나리오(개요)비안(備
案), 영화관리규정>이 규정하고 있는 영화내용에 대한 금지범위는 행정
법령으로서의 <영화관리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금지범위를 확대하였으
므로 하위법(下位法)의 합법성을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그러나
이에 대해 국무원은 답변하지 않았다.
이보다 전인 2006년 중국에서 제작한 멜로영화 <頤和園>(Summer
Palace)가 중국영화검열위원회의 검열을 거치지 않은 채 프랑스 칸 영
화제(Festival De Cannes) 경쟁부문에 참가했으므로 이 영화의 감독인
로예(娄烨)가 영화촬영금지 5년의 행정벌을 받았다. 4 또한 2008년에는
중국영화 <蘋果>（Lost in Beijing）가 중국영화검열위원회의 검열을 받
았는데 영화 속의 포르노 장면과 중국내의 빈부격차 그리고 계급대립을
반영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검열을 통과하지 못하였으나, 문제가 있
는

내용이

삭제되지

않은

채

제57회

베를린

국제영화제(Berlin

International Film Festival)에서 상영되었다. <蘋果>（Lost in Beijing
）의 프로듀서 및 제작사는 수정된 영화의 영어 및 독일어 자막을 준비
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영화원본프린트를 외국 영화제에서 상영했었다고
중국 국가광전총국에 소명했으나 결국 이들은 장래 2년 간 중국 현지에
서 영화제작을 할 수 없다는 처벌도 받았다. 5 직후 이들은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예외없이 각하하였다.

07-11-23/003012955202s.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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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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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广电总局责令电影《苹果》制作方两年内禁拍电影,"
om/article/chinaNews/idCNChina-4264200801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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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id.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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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사건을 정리해보면, 동연빈이 소를 제기함으로써 중국의 영화
검열제에 도전하였다는 점은 중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동연빈은 이 사건을 헌법에 의거하여 논의한 것이 아니라
경제법과 행정법의 범위 내에 소를 제기했다는 점에 아쉬움이 남는다.
한편, 중국법원은 이러한 사안들을 예외없이 각하하였다는 점에서 문제
의 소지가 있다.
중국정부는 종래 영화를 ‘ 특수한 선전도구 ’ 로 보았으므로 중국의
영화관리제도는 시나리오 비안제(備案制), 영화검열제, 수출입영화검열
제 등 주로 강력한 제한 수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미
국 간의 WTO영화수출입분쟁이 끝난 후 중미간 Holly world영화수입계
악을 체결하면서 중국은 점점 더 개방적으로 나아가는 추세에 있다. 오
늘날의 영화는 상업적 가치를 더 강조하고 있으며, 국가도 영화산업을
통해 세금, 국가이미지, 취업촉진 등,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영
화에 대한 검열제는 중국영화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에 대
한 개혁의 필요성이 쉽게 제기된다.

제2절 연구방법
I.

비교법적 고찰—중국에의 도입가능성
세계적으로 살펴보면 특히 영화산업의 역할모델로서의 미국은 20세

기중후반에 영화에 대한 사전검열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인정하였고 이는 일련의 판례를 통하여 위헌으로 판시되었다. 한편, 21
세기초부터 영화산업이 활발하게 발전해 온 한국도 1996년 헌법재판소
가 영화검열제를 위헌으로 판시하였다. 특히, 한국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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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되는 검열의 의미에 대하여 4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6 즉, ‘일반적으
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
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
는 강제수단’이다.
영화검열제를 미국과 한국에서 폐지한 뒤 두 나라는 모두 결과적으로
영화등급제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경제적 법문화적 요인으로 인
하여 영화산업계의 자율적 등급제를 채택한 반면, 한국은 정부주도하의
등급제를 채택하였다. 이외에도 이들은 구체적 등급의 구분방식에서 차
이를 보인다.
한편 사회주의 국가로서 중국은 여전히 영화검열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가 영화산업의 발전, 청소년 보호, 언론자유의 보호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오늘날의 중국영화검열제도는
개혁의 국제적 및 국내적 압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표현의 자유와 다른 경제적 역사적 법적 측면에
서 미국 및 한국의 이론과 실천을 살펴본 후, 중국의 영화검열제도를 소
개 및 분석함으로써 중국영화검열제의 개선방향을 제기하고자 한다.
II. 문헌조사
구체적으로는 우선 표현의 자유의 일반론 그리고 영화와 표현의 자유
의 관계를 살펴본다. 둘째 영화에 대한 검열 및 표현의 자유의 제한을
같이 설명한다. 다음으로 미국과 한국의 이론 및 실천을 소개한다. 특히,
미국과 한국의 영화에 대한 검열을 위헌으로 인정한 일련의 획기적인 판
례를 살펴본다. 동시에 이들의 현행 영화등급분류제 그리고 현존하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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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영화와 표현의 자유, 청림법률총서 (청림출판, 2005).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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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점을 소개한다. 넷째 중국의 현행 영화검열체계를 소개하고 헌법 및
행정법상 문제점을 제기하며 개선 방향도 같이 제공한다. 위와 같이 본
연구논문은 비교법적 방법 및 문헌조사의 방법으로 진행한다.

5

제2장 영화와 표현의 자유
제1절 표현의 자유
I. 표현의 자유의 개념 및 법철학적 원리
표현의 자유는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방해 없이 자유롭게 사상과 의견
을 언어나 비언어적인 수단을 통하여 표명하고 전파하며 또한 의사의 형
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의사의 표현과 교환 및 보다
넓은 맥락에서의 여론 내지 공동체 내 공감대의 형성을 통해 민주주의
정치과정에서 큰 의미와 영향력을 갖는 핵심적인 기본권이자 제도보장의
성격도 갖는다.7
이는 자유주의(liberalism)의 입장이 가장 잘 구체화되어 있는 법제
도중에 하나이다. 8 자유주의 이념의 핵심은 개인이 가진 잠재력을 최고
로 계발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에게 가해지는 구속을 가능한 한 많이 없
애고 최대한으로 자유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9
17세기에 Thomas Hobbes(1588-1679)는 Galileo Galilei(15641642)의 운동법칙에서 영향을 받아 기계론적 인간관을 주창하였으며 인
7

이우영,

"미국

위헌법률심사기준의

정립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

이론

(Preferred Position Doctrine)의 의의 -표현의 자유 법리를 중심으로-," 公法

學研究 第12卷, no. 第4號 (2011). P.299
8

다른 예는 ‘형사절차에서의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보호’이다. 현재까지

통용되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통설적 견해에 가장 큰 이념적 기초는 영국
사상가 John Locke(1632-1704)의 영향을 받은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individualistic liberalism)를 토대로 하여 19세기 영국의 사상가 John
Stuart Mill(1806-1873)이 이해한 자유주의이다.
김재원, "표현의 자유에 관한 미국 판례의 법철학적 성찰," 법철학연구 제3권,
no. 제2호 (2000). P. 114-116 참조
9

Ibid. 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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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은 끝없는 욕망에 의해 지배 받는다고 믿었다. 10 하지만 계몽주의자로
분류되는 많은 사상가들이 인간을 이성(reason)을 가진 존재로 파악하
였다. 자유주의 초기주창자들이 이성적 존재인 인간에게 자유가 허용되
면, 그는 자신의 욕구를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선택
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고전적 자유주의의 입장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추정이 도출될
수 있다:
인간의 본성은 무한한 욕망을 추구한다. 모든 인간은 각자 그의 이성
적 판단에 따라 자신에게 가장 이로운 결과를 선택을 하고 그것을 추구
한다. 그런데 그가 추구하는 욕구가 옳지 않거나 나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고 그 욕구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더라도 그가 택한 수단이나
방법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의 선
택이 옳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상대주의적 시각에서는 어떤
선택이 절대적으로 옳고 그른지에 관한 판단기준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
는다. 따라서 이러한 다수의 판단이 소수의 선택을 제한할 수 있는 정당
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11
자유주의의 이론적 기초에는 이성적인 존재로서의 인간, 무한한 욕구
를 가진 인간 본성, 그리고 절대적 가치를 부인하는 상대주의 인식론이
상호 결합되어 있다. 12 이러한 인식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었지만 ‘표
현의 자유’에 있어서의 법적 논의에서는 이런 믿음은 여전히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아무리 열렬한 자유주의자라 하더라도 무한한(limitless)자유
10
11
12

Ibid. p.117
Ibid. p.118
Ibid. 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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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장하지는 않는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열렬한 옹호자로서의 John
Stuart Mill이 1857년에 출간한 자신의 저서<자유론>(On Liberty)에서
한계가 있는 자유주의언론관을 제시했다:
‘다른 사람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는 것까지 자유의 이름으로 허용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대다수의

사람들과

반대되는

(contrary) 견해를 가졌다고 해서 그러한 견해의 표명이 금지될 수는
없다. 권력을 쥐었다는 사람이 자신과 견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침묵
시키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 같은 이유로 다수도 소수자의 의견표명
을 막을 수 없다.’
Mill은 상대주의(relativism)와 공리주의(utilitarianism)의 시각에서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역설했다. 그는 금지하려는 의견이 잘못된(false)
것인지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의견표명을 금지하는 것은 발언자
개인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동시대 및 다음 세대에까지 매우 심각한
해악을 끼친다고 주장했다.13
나아가 Mill은 공리주의자적 시각으로 의견표명의 자유(the freedom
of the expression of opinion)의 유용성(utility)을 분석했다. 첫째, 금
지하려는 의견이 진실인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침묵을 강요하면 다
른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알 수 없게 되므로 결국 모두 피해자가 된다.
둘째, 문제된 의견이 일부의 진실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에서 Mill은 거
의 모든 의견에는 일부의 진실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면
서, 이런 의견의 표명을 금지하는 것은 진실한 부분(a portion of truth)
을 놓칠 위험을 야기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런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을
허용함으로써 거짓된 부분이 밝혀지고, 그 결과 거짓된 의견을 영구히
진실처럼 믿는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셋째, 금지하려
13

Ibid. P.120
8

는 의견이 완전히 거짓인 경우도 있다. Mill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표현을
억압하는 것은 허용하는 경우보다 더 해악이 많다고 주장했다. Mill에 따
라 그 이유는 이의자가 서로 자유롭게 공방을 펼침을 통해 궁극적으로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게다가 어떤 의견이나 사상이 비록
그것이 옳다 하더라도, 다른 의견에 의한 도전을 금지하는 상황에서는
“살아 있는 진리가 아닌 죽은 도그마”(a dead dogma, not a living truth)
가 될 위험도 있다.14
Mill로 대변되는 개인주의적·공리주의적 자유주의자들은 그들의 가
치관인 상대주의에 입각하여 ‘허용’(permission)과 ‘지지’(endorsement)
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지지 혹은 동의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반대하거나 혐오하는 것까지도 허용하거나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5 무엇이 절대적으로 옳고 좋은지를 판단할 기준이 없
는 상황에서는 ‘의견의 다양성’(diversity of opinion)을 허용하는 것이
금지하는 경우보다 이롭다.16 그리고 한 사회 속에서의 복지(welfare)의
총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는, 지지하지 않는 행위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7
민주주의사회에서의 인간의 정신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의 필수불가결
한 핵심으로 인식되는 표현의 자유는, 한편으로 개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자유로운 인격발전을 이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정치적 사상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민주정치체제의 기능을

14

Ibid.

15

Ibid. P.121

16

Ibid.
Michael Sandel, Liberalism and Its Critics

17

University Press, 1984). P.2
9

(New York: New York

고양한다는 존재가치를 지닌다. 18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권리보장이란 측면과 오늘날 민주주의국가들의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민
주주의 개념의 요지를 이루면서 민주적 법치국가의 질서를 위한 자유로
운 여론형성과 존중이라는 제도적 보장이라는 측면을 아울러 가진다는
것이 보편적으로 인정되었다.
하지만 현재 세계 범위 내에 보편적으로 인정된 표현의 자유를 보장
받기까지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친 지난한 투쟁과 노력이 있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표현의 자유는 1789년 프랑스 혁명의 결과물인 ‘인간
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11조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 자유주의 헌법에 있
어서 핵심적인 내용으로 보장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대표적인 헌법은
바로 1791년에 제정된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이다.19 이에 따라 미국 연
방의회가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법률을 제
정하는 것을 금지한다.20
II. 표현의 자유 보호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Preferred Position)이론
오늘날 각국은 표현의 자유를 자연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국민의 기
본적인 권리로서 헌법적인 차원에서 보장하고 있으며, 특히 다른 권리에
비하면 이는 보다 우월적 지위(Preferred Position)를 가지고 있다.21

18

權寧星,（全訂）憲法學原論 (1986). P.425-426
임상혁, 영화와 표현의 자유. P.24.,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소위
권리장정으로서의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연
방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양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
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
을 제정할 수 없다.‛ http://www.americanhistory.or.kr/book/link/d-lawk.htm
20
이 규정은 현재 미국 헌법체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이론과 판례에까지
19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1
임상혁, 영화와 표현의 자유.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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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년 미국 연방대법원 스톤(Stone)대법관이 United States v.
Carolene Products Co.사건의 판결문 중 각주 제4번에서 ‘특정한 권리
들이 민주적 절차에 있어서 더욱 적극적인 사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지
적한다. 22 1943년에 이르러서 연방대법원은 Murdock v. Pennsylvania
사건에서 이러한 견해를 주장할 때 다음의 견해를 더욱 명확하게 하였다.
즉, ’출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는 우월적 지위에 있다’.23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할 혐의가 있는 법률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
서 연방대법원은 좁은 범위 내에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특혜적 대우로
서 합헌성추정과 수정헌법 제1조를 제한하는 것을 무효로 하는 엄격한
법률해석, 한정된 사전제한, 당사자적격의 일반적 요건의 완화, 정부의
기능에 대해 표현의 자유의 활성화를 위한 절차적 적법절차의 더 높은
기준설정을 하였다.24
우월적 지위 이론은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입법과 법적용에 커
다란 영향을 미쳐왔다. 25 다만 세계 각국이 표현의 자유를 헌법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입법방식에 따라 보장의 내용에도 차이가
있으며, 특히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정도
는 각 나라가 처한 역사적, 시대적 상황과 구성원들의 권리의식의 수준

22

John E. Nowak/ Ronald D. Rotunda, Freedom of Speech and the American

Constitution 표현의 자유와 미국헌법, trans. 이부하 (한국학술정보(주),
2007). P.53
23
Ibid. p. 54 Murdock v. Pennsylvania, 319 U.S. 105, 115, 63 S.Ct. 870,
876, 87 L.Ed. 1292 (1943)
24

Mckay, "The Preference for Freedom," N.Y.U.L.Rev. (1959).

Rotunda,

Freedom of Speech and the American Constitution 표현의 자유와 미국헌법. P.
55 재인용
25
Kyong Whan Ahn, "The Influence of American Constitutionalism on South
Korea," Southen Illinois University Law Journal Vol.22(1997).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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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따라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26
III. 표현의 자유의 고전적 의미
표현의 자유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하여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었는바, 이러한 논의들은 ‘표현의 자유’
의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표현의 자유이론이 태동하기 시작한 중세시대
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7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거에 관한 많은
이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언론의 자유주의 이론을 토대로
Tomas I. Emerson이 주장한 4가지 이론이다.
1.

사상의 자유시장이론 (Free Marketplace of Ideas Theory)

사회적 가치에 중점을 둔 사상의 자유시장이론은 1919년 Abrams v.
U.S.A판결에서 미국 Oliver Wendell Holmes대법관의 설시로부터 유래
한다. 28 이 이론에 의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품이 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선택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상도 공개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
(competition)과 선택(selection)을 통하여 자기교정과정(self-righting
process)을 거쳐 살아남는다. 따라서 과연 어느 것이 진리(truth)인지는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이라는 검증을 통해 발견될 것이므로 정부가 나서서
진리가 무엇인지는 선별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는 사상이 서로 경
쟁을 통해 진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로운 시장(free market)
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이론이다.

29

이것은 밀턴의 ‘아레오파지

티카’ 이래 John Stuart Mill의 ‘자유론(On Liberty)’에서 전개된 자유주

26

임상혁, 영화와 표현의 자유. P.24-25
Ibid. P.33
28
이찬희, "영화등급분류제도와 표현의 자유-표현의 자유보장을 위한 영화등급
분류제도의 보완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2010). P.12
27

29

임상혁, 영화와 표현의 자유.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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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근대 영국과 미국에서 언론자유를 논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지배적인 입장을 대변하여 왔다. 30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의 원칙도 이 이론에 입각한
것이다.31
한편, 자본주의가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정부의 개입이 필
수적인 것인 것과 마찬가지로, 사상의 자유시장이론도 시장실패(market
failure)등 경쟁메커니즘 자체에 한계가 있으며, 특히 미디어의 강자가
독점을 통해 시장을 왜곡하고 다양성을 억압하는 것을 방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32 그러나 이 이론은 아직도 언론자유론을 이해함에 있어
가장 유력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33
2.

자기실현이론 (Self-Fulfillment Theory)

자기실현이론(혹은,’인간의 존엄과 자기실현이론’ Human Dignity and
Self-Fulfillment Theory)은 표현의 자유가 진리의 발견이라는 사회적
가치보다는 개인의 의견 및 사상을 표출함으로써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
30

John Milton, Areaopagitica, A Speach for the Liberty of Unlicensed
Printing to the Parliament of England (1644). 이찬희, "영화등급분류제도
와 표현의 자유-표현의 자유보장을 위한 영화등급분류제도의 보완을 중심으로." P.13
31

이찬희, "영화등급분류제도와 표현의 자유-표현의 자유보장을 위한 영화등급
분류제도의 보완을 중심으로-." P.13
32

임상혁, 영화와 표현의 자유. P.35., 한국 헌법재판소도 ‚모든 표현이 시민
사회의 자기교정기능에 의해서 해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표현은 일
단 표출되면 그 해악이 대립되는 사상의 자유경쟁에 의한다 하더라도 아예 처
음부터 해소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거나 또는 다른 사상이나 표현을 기다려 해
소되기에는 너무나 심대한 해악을 지닌 것이 있다. 바로 이러한 표현에 대하여
는 국가의 개입이 1차적인 것으로 용인되고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사상의 자유시장이론이 가지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33

박용상, 표현의 자유

(현암사, 2002). 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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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존엄을 실현시킴에 불가결한 것이라 이해한다. 34 표현은 그것이 진실
의 발견이라든가, 민주적 정체의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는 어떠한 초개인
적 목적에 봉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개성을 갖는 개인의 인간성 자체의
요구이며 자기실현의 방식이기 때문에 보장된다는 것이다. 제약을 받음
없이 자신을 표현한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욕구의 실현이며
자기충족에 불가결한 자신의 정체확인 및 만족을 의미한다.3536
자기실현이론은 개인주의사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인간은 사유(思維)
하는 존재라는 점을 기초로 인간의 존엄은 개인의 인격과 능력의 발현에
있다고 상정된다. 인간은 추상적 조건으로 사유하고, 언어를 통하여 그
사상과 감정을 외부에 전달하며, 추리/상상/통찰하는 능력을 가짐으로써
문화를 발전시킬 가능성을 갖는다. 인간은 이러한 능력을 구사함으로써
자기실현을 성취하며, 그 자기실현은 바로 인간이 정신적 존재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의 전개에 의해 비롯된 것이다. 그 의식적 사고의 과정은 각
개인의 독특한 개인적 과정이며 정신은 개인에게 소속되는 것이기 때문
에 표현의 기능은 필연적으로 개인적인 사항이다. 따라서 사상을 자유로
이 표현함으로써 자기실현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은 또한 인간의 존엄성
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이다. 반면, 사상표현에 대한 억압은 인간의 존
엄에 대한 도전이며 인간의 본질적 특성의 부인을 의미하는 것이다.37
나아가 각 개인은 그 자신의 인격적 충실과 지적 발전의 과정 속에서
34
35

Ibid. P.34
Rodney A. Smolla, Smolla & Nimmer on Freedom of Speech: A Treatise on

the First Amendment, Student Edition (New York: Mattew Bender, 1994). P.
2-24. 박용상, 표현의 자유. P.35 재인용
36

미국 Brennan 대법관이 Herbert v. Lando (1979)의 재판을 통해 ‚언론의 자

유는 ‘우리의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그 자체가 목적이며, …개인의 존엄에 내
재적인 것이’‛라고 한다.
37
Emerson, "General Theory," Yale Law Journal Vol.72:897. 박용상, 표현의

자유. P.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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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의 신념과 사상을 형성할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야말로 개인이 사
회 및 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원동력을 이루는 요인이라도 할 수 있다.38
비록 표현의 자유가 사회의 유일 또는 충분한 목적은 아니라고 할지
라도 그것은 인간 존엄성의 실현으로서 그 자체 하나의 선(善)으로서 가
치적 요소를 가지며, 인간사회에서 본직적 요소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
러므로 사회가 도덕, 정의, 평등, 권위 또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등과
같은 더욱 포괄적인 목적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목적은 표현의 자
유를 억압함으로써 기도될 수는 없다. 그것은 오히려 그에 관한 다양한
생각이 활발하게 충분히 표현되게 함으로써, 즉 활발한 토론에 의해서만
달성되어야 하는 것이다.39
자기실현이론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자는 오래된
요구를 토대로 하는 것이지만,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이러한 요청이
체계화된 것은 전체주의적 사상억압체제를 경험한 2차 세계대전 후 각
국이 인간의 존엄을 헌법의 최고가치로서 규정하게 되면서부터 더욱 중
요한 입지를 갖게 되었다.40
이러한 개념으로부터 개인의 지식에 접근하는 권리,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는 권리, 나아가 각 개인은 공동사회 구성원의 일인으로서 평등하
게 사회적 결정에 참여하는 권리가 도출될 수 있다.41
그러나 자기실현이론은 표현의 자유가 근대사회에서 가지는 정치적인
의미와 기능을 경시하고 절대적인 권리로서 성립하는데 방해가 되는 이
론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인간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항상 고귀

38

박용상, 표현의 자유. P.36

39

Emerson, "General Theory." Vol.72:880 박용상, 표현의 자유. P.36
박용상, 표현의 자유. P.3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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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id.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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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신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인격완성과 관계없는 표현도
보호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42
3.

민주적 자치이론 (Democratic Self-Government Theory)

민주적 자치이론은 표현의 사유가 가지는 정치적 가치에 중점을 둔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치자(治者)와 피치자（被治者
）의 동일체’라는 자기통치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표현의 자유는
견해의 다양성을 전제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 공개토론을 통해 다수
의 동의를 이끌어내어 정책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
(participating in decision making)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므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다.43
그러나 민주적 자치이론은 인간의 의사 중에서 정치적인 의사에만 지
나치게 비중을 두고 있으며, 민주주의 사회가 반드시 정치적 의사결정과
정만으로 형성되는 것도 아니라는 비판이 있다.44
4.

안전장치이론 (Safety Value Theory)

안전장치이론은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소극적 가치에 중점을 둔 이론
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는 주류의 견해에 대한 반대 주장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러한 반대의 주장도 피력될 기회가 주어지
고 다수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 채택될 가능성이 부여되어야 사회의 안정
(stability)이 촉진되고 사회가 질서 있게 변화(change)한다는 이론이

42

임상혁, 영화와 표현의 자유. P.37

43

Ibid. P.36-37
이찬희, "영화등급분류제도와 표현의 자유-표현의 자유보장을 위한 영화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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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제도의 보완을 중심으로-."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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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5
그러나 이 이론은 소수의 의견 보호에 주안점을 둘 뿐 표현의 자유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능을 도외시하였다는 비판이 있다.46
위와 같이 제시된 이론들은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기능 중에서 어느
하나만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로 표현의 자유는 위 기능들을
모두 수행하고 있는 것이며 보는 각도에 따라서 어느 일면이 부각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론적 근거를 취
함에 있어서는 사상의 자유시장이론을 중심으로 다른 이론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47
표현의 자유의 보장근거에 관한 이런 논의들은 그 후 표현의 자유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성립시키고 또한 절대적 자연권으로 만드는데 결정적
인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IV. 정치적 언론 및 표현의 자유
민주적 자치이론( ‘ 국민자치론 ’ 이라도 한다)에 의하면 언론자유가
보장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역사적으로 보나 세계 각국의 예를 보아도
정치적인 것이며, 정부의 일을 결정하는데 있는 것이라고 하는 점을 근
거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기통치를 위한 불가결의 도구
라고 한다.48
국민주권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 정체에서 국민의 의사에 의

45

Ibid.

46

Ibid.

47

임상혁, 영화와 표현의 자유. P.38
Smolla, Smolla & Nimmer on Freedom of Speech: A Treatise on the First

48

Amendment, Student Edition. P.2-28. 박용상, 표현의 자유. P.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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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거나 적절한 선거권이 행사되려면 개인에게 자유
로운 의견의 표현이 보장되어야 하고 여론에 의한 국가의사의 결정이 요
청되기 때문이다.4950
이 이론의 주창자로서의 마이클 존에 의하여 민주주의에서 통치자와
피통치자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하는 국민(self-governing
people)자체라고 하는 동일성을 가져서 국민은 자신이 주인인 동시에
신하이기도 된다. 따라서 이런 자기통치의 정치과정은 강제적/복종적 관
계가 아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5조의 적법절차조항이 생명, 신체나 재산
권의 보장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
한 것과는 달리 수정헌법 제1조의 문언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
다고 절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절대성은 이러한 자치론에 근거하
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원칙상 모든 생활영역을 포괄하고, 의견표현이 어떠한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든 원칙적으로 그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 그러나
표현행위자가 주제로 삼는 영역마다 그 헌법적 보호의 범위와 정도는 상
이하다. 특히 언론 출판의 자유는 건강한 정부를 위하여 정치적 표현이
나 공적 사항에 관한 논평이 필요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생각
된다. 즉, 헌법상표현자유의 보호에서 정치적 언론은 높은 위치를 갖는
다. 언론과 출판에 부여된 보호는 국민이 바라는 바에 따라 정치적 사회
적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의견의 자유로운 교환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49

51

이 입장은 미국의 Alexander Meiklejohn 또는 Zechariah Chaffee교수 등에

의해 주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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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은 공공의 관심사에 관한 언론은 자기표현(selfexpression)이상의 것으로서 자치(self-government)의 정수(精髓)이
며,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주요 목적은 정부의 일에 관한 자유로운 토
론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하는 입장을 취한다. 미 수정헌법 제1조는 시민
이 자치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국가
가 간섭하는 것을 금하며, 국가를 비판하고 그 남용을 폭로하는 자를 보
호한다는 것이다.52
특히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운동에 있어 표현의 자유는 참정권적인 의
미를 가지므로 최대한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선거
운동으로서 행해진 언론에 대하여 수정헌법 제1조를 가장 충실하게 적
용한다. 정치적 언론은 수정헌법 제1조가 가장 강력하게 보호하려는 것
이며, 특히 정치적 언론으로서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중
의 언론은 가장 강력하게 보호받는 것이 미국의 전통이다.53

제2절 영화의 특성과 표현의 자유
I. 영화의 개념 및 특성
1. 영화의 개념
한국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
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52

Ibid.

53

Ibid. P.356-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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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54
2. 영화의 특성
영화는 그의 탄생했을 때에는 한 과학발명일 뿐이었다. 그러나 영화
자체의 여러 특성이 이의 발전과 제한되는 역사적 운명이 결정되었다.
영화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크게 6 가지 특성을 볼 수 있다. 즉, 영화
의 교육성, 예술성, 오락서, 사회성, 상품성 및 정치성.
1) 영화의 교육성
영화의 교육성은 영화의 탄생과 함께 존재해왔다. 특히 초기영화는
무성 영화인데 화면도 흑백만 볼 수 있으므로 간단한 풍경 영화만 제작
되었다. 게다가 그 때에는 오늘과 같은 편리한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
에 사람들의 활동범위가 제한될 수 밖에 없었다. 영화는 위대한 과학발
명으로서 사람들에게 다른 지역의 풍경이나 문화를 전달하는데 이는 교
육의 도구로도 볼 수 있다. 오늘날까지 다큐멘터리 등 교육성이 강한 영
화가 계속 활발하게 제작되고 있다.
2) 영화의 예술성
초기영화는 ‘활동사진’이라고 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진이라기보
다는 영화는 음악 미술 문학 등 여러 단순한 예술형식이 포함되는 종합
적인 예술이다. 이를 제작할 때 시나리오 작가, 음악작가, 코디네이터,
감독 등 예술가들이 합작하고 극장의 스크린을 통해 자기의 예술창작을
관람자들에게 전달한다. 따라서 영화는 각 예술영역의 전문가가 협력해
야만 완성할 수 있는 예술 프로젝트이다. 이에 대한 위헌적 제한은 그야
5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
A2005&PROM_NO=11314&PROM_DT=20120217&Han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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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영화창작에 참여하는 모두 예술가들에게 소극적 영향을 미칠 것이
다.
3) 영화의 사회성
영화발전초기에 사람들은 오로지 영화의 예술성과 오락성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영화의 사회성이 영화극장에서 점차 두드러졌다.
20세기초 미국에 형성된 ‘니켈로디언(nickelodeon)’55이라는 상설 영
화극장은 바로 이런 사회성을 최초로 발견하는 장소이었다. 미국에서 초
기영화상영관의 입장료는 매우 저렴했기 때문에 영화상영관은 가난한 노
동자들과 이민자들이 자주 출입하는 곳이 되었으며 영화상영관은 부도덕
한 행위가 만연하는 중심적 장소로 변해갔다. 이에 각종 종교세력은 영
화관을 ‘악의 원천’(惡之源泉)으로 간주하였다. 그밖에 영화스타의 타
락한 생활 방식도 공중에게 나쁜 영향을 미쳤다. 이런 사례들에서 우리
는 영화의 사회성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4) 영화의 상품성56
영화는 다른 예술 형식보다 오락성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오늘
날의 영화는 어느 국가에서든 오락산업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
다. 이러한 대중오락성을 띠고 있는 영화가 투자자의 투자대상으로 변해
갔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영화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바로 투자자

55

이는 미국 영화 등장한 초기에 5센트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입장이 가능하
였고 적은 자본으로 개업이 가능하기로 인해 사회 간난한 사람들의 주요한 오
락거리이자 주요한 사업거리가 된 것이다.
56
영화에 관한 또 다른 논란될 수 있는 문제는 goods와 service의 구별이다.
즉, 영화는 상품인가 서비스인가라는 문제이다. 이 문제에 관한 논의는 국제사
회로부터 특히 미국은 WTO을 통해 중국과의 영상물 및 영화 수입에 관한 국제
무역분쟁을 제기함으로써 중국내의 영화검열체제에 대한 미치는 영향을 논의함
에 있어서 중요한 일환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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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다. 영화는 일반상품일 뿐만 아니라 최근
에는 금융상품이 되어가는 추세다. 그러나 영화가 일종의 산업이 되면
그의 다른 특성이 이윤 추구를 위해 영화의 상품성에 종속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영화의 오락성이 강화되고 교육성이나 정치성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영화검열제도하 영화업계의 위축적
효과(chilling effect)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요인이다.
5) 영화의 정치성
수많은 관객을 대상으로 강렬한 의사전달 능력을 가진 효과적인 의사
전달매체로서 영화의 등장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전통적인 입장인 자유
주의 이론을 근본부터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즉, 영화는 그
탄생 당시부터 요주의 대상으로 지목되었고, 그 효과를 두려워하는 세력
으로부터 가혹한 통제를 유발하였으며, 나아가 영화가 가진 능력을 이용
하려는 세력은 이데올로기의 전파수단 혹은 국민에 대한 계몽수단 등 정
치적 목적으로 영화를 이용하려고 시도하였다.57
II. 영화의 특수성
기술의 발달에 따라 비교적 최근에 탄생한 영화는 예술로서뿐만 아니
라 영화 제작자 자신의 사상을 전달하는 새로운 매개체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영화는 시각과 청각을 모두 사용한 감각적인 영상을 통해
관객에게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전달 효과의 직접성을 가지
고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다수의 관객에게 상영할 수 있으며, 극장상영
후에는 VIDEO, DVD 그리고 TV 등 다른 매체로 활용될 수 있는 광범
성과 남녀노소 또는 지위를 불문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종합적인 엔
터테인먼트로서의 오락성까지 겸비하는 특징을 가진 매체로써 단기간에

57

임상혁, 영화와 표현의 자유.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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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대중문화에서 중심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58
1.

영화와 문학

영화는 문학작품이 맺은 과실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수한 영화는 우수
한 문학작품의 엣센스(essence)를 토대로만 제작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우수한 문학작품만 있으면 우수한 영화가 반드시 탄생하기는 것
은 아닐 것이다. 영화는 문학, 예술뿐만 아니라 상업적 투자대상이다. 영
화에 대한 투자가 아무리 작더라도 소설을 출판하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금액보다는 크다. 투자의 본질적인 목적은 회수에 있다. 영화를 제작할
때는 투자에 대한 회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영화는 잠재적
소비자로서의 사회 대중의 취미에 영합할 경향이 있다. 당연히 저속한
취향에도 영합할 가능성이 있다. 문학작품도 때때로 이러한 경향이 있지
만 영화는 투자회수의 절박성이나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이
더 심하다.
세계적으로 보면, 특히 미국의 영화역사에서 보듯이, 영화에 대한 검
열은 영화제작자가 젊은 성인들의 취향에 영합하기 위하여 맹목적으로
사회에 대해 음란적 폭력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탄생한 경우가 많다.
국가의 권력자가 영화의 이러한 악영향을 막기 위해 검열을 시행하는 그
동시에, 이런 목적을 핑계 삼아 언론에 대한 억압이라는 은폐된 목적을
같이 수행하기도 한다.
2.

영화와 대중매체

영화는 다중의 수용을 위해 제작되는 점에서 대중매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는 대중 활자 매체와 유사성을 가지나 제작·배포·상영이

58

김희영, "영화검열의 헌법적 문제와 영화진흥법"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1999).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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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의견전달의 과정에 있어서는 특수성을 가진다. 또한 다른 어떤 매
체보다도 그 관람자에게 강한 자극과 영향력을 갖고 있고, 특히 청소년
에 대한 영향은 심대하다는 점에서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언
론으로 인정받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 것이 사실이다.59
미국은 1940년대 말까지 방송이나 영화 등 오락성을 겸비한 새로운
매체에 대하여는 그 언론적 성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고전적인 출
판영역에 대하여만 언론의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였을 뿐이었다. 1962년
대한민국헌법에도 사전검열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면서도 ‘공중도덕과 사
회윤리를 위하여 영화나 연예에 대하여 검열을 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
이 있었다. 이것은 영화가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
과 심각성을 의식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60
하지만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 영화는 의사표현의 매개체이라고
인식되어 영화에 대하여는 다른 대중매체와 같아 검열이 금지되는 것으
로 해석하여야 한다. 한국헌법재판소가 2001년 위헌판결을 통해‚영화
도 의사 형성적 작용을 하는 한 의사의 표현·전파의 형식의 하나로 인
정되며, 결국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서 보호되는 의사표현의 매개체
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61 일찌감치 미국연방대
법원은 Paramount판결 및 Joseph Burstyn, Inc. 판결을 통하여 영화의
대중매체성을 인정하였다.62

59

林昇垠,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검열금지원칙"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2011). P.89
60
한국 현행헌법에는 영화에 대한 검열조항이 없으나 개정 당시에 여당인 민주
정의당과 야당인 신한민주당의 각 개정안에는 영화에 대한 검열을 허용하는 규
정이 있었다고 한다.Ibid. P.89-90
61
헌법재판소 2001.8.30. 2000헌가9
62

본 논문 제4장 미국연방대법원판례에 대한 해석을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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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영화와 다른 대중매체, 특히, 좀 더 늦게 탄생한 텔레비전과의
관계는 영화심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20세기 초 텔레비전의 탄
생 및 대중화는 영화에 대해 커다란 타격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잠재적
영화소비자가 집에서 비용이 저렴한 TV프로그램만 보고 더 이상 영화
극장에 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당시 영화제작자들은 잠재적 영
화소비자를 유혹하기 위하여 영화의 주제나 내용을 적극적으로 소비자의
취향에 영합시키고 컴퓨터와 같은 첨단장비를 동원하여 음향효과나 영상
효과와 같은 기술도 함께 개선해나갔다. 그러나 컴퓨터가 탄생하기 전에
는 기술적 효과보다는 주로 영화의 주제 및 내용에 관하여 텔레비전 프
로그램과의 차이를 강조하는 것이 영화제작자들의 주요한 홍보수단일 수
밖에 없었다. 그로 인해 초기에는 영화의 기괴함, 선정성, 폭력성 등 주
로 영화의 주제와 내용이 검열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였다.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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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제4장 제1절 영화와 미국사회에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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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영화의 검열과 표현의 자유
제1절 합법적인 제한
I.

범위
표현의 자유는 개인이 자신의 의사를 형성하고 전달하려는 정치적 본

능을 실현시키며 또한 이를 통하여 사회와 국가 전체 의사를 결정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다른 자유보다는 더욱 고도
로 보장되어야 한다.64
그러나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연방대법원의 다수는 절대주의적 관점
을 채택하지 않는다.65 즉, 표현의 자유는 아무 제한도 없는 절대적 자유
가 아니라 합리적인 사유(reasonable)로 적법절차(due process)에 따
라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자유이다. 특히 명예훼손적 표현, 음란적 표현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는 그 본질상 타 권리와 불가피하게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절한 제한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 마이클존(Meiklejohn)교수가 언급하였듯이, 수정헌법 제1조를
해석하는 데 있어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 조항에서 금지되는 입법은
‘표현’ 그 자체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이라는 것이
다. 66 즉, 수정헌법 제1조는 표현의 제한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67 따라서 만약

64
65

66
67

임상혁, 영화와 표현의 자유. p.57
Rotunda, Freedom of Speech and the American Constitution 표현의 자유와

미국헌법. 이부하 역 P.56
강승식, 미국 헌법학 강의 (궁리, 2007). P.498
Rotunda, Freedom of Speech and the American Constitution 표현의 자유와
미국헌법. 이부하 역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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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어느 표현행위가 다른 사적인 법익 혹은 공적인 법익을 침해한다면
이런 표현 자체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물론 위헌이 아니다.68
구체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자주 충돌되는 법익에는 개인적 법익과 사
회적 법익이 있다. 소위 개인적 법익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회적 법익은 예컨대
음란적 표현물 등을 배포함으로써 사회윤리의 건전한 성립과 유지를 방
해하는 것을 포함한다. 69 이런 법익들이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게 되는
경우 헌법을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여 이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조화
시키기 위한 노력이 따라야 한다.70
II. 표현의 자유의 규제와 관련된 적용원칙
표현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The Doctrine of Clear and Present Danger),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
(The

Overbreadth

Doctrine),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의

원칙

(The Void-for Vagueness Doctrine, 명확성의 원칙) 등이 적용되고
있다.
1.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The Doctrine of Clear and

Present Danger)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은 Brandeis대법관이 Whitney v.
California, 274 U.S. 357 (1927)를 통해 최초로 제기하였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테스트(Clear and present danger test)는 언론과 그 결
과를 구별하고, 전자는 원칙적으로 처벌, 금지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다

68

강승식, 미국 헌법학 강의. P.498

69

임상혁, 영화와 표현의 자유. P.58
헌법재판소 1991. 9. 16. 89헌마165 ibid. P.58 각주 참조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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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결과적 해악이 ‘clear and present’할 때만 제한되며, ‘remote
and penible’한 것만으로는 처벌,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71
2.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The Overbreadth Doctrine)

미국법상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이라 함은 표현행위 등을 규제하는 법
률의 규정이 과도하게 광범하여 그 규제대상 속에 헌법상 보호되지 않는
행위만이 아니라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장되는 행위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그 법률규정은 이미 ‘문면상(on its face)’무효라는 원칙
이다. 72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문제된 행위가 헌법
상 보호되는 표현행위에 해당하는가 아닌가를 불문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구체적인 사건에서 문제된 행위가 헌법상 보호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만일 적절히 한정하여 규정했더라면)법률로 규제될 수 있는 것이
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에 실제로 적용된 법률규정이 과도하게 광범하
면 그 규정은 문면상 이미 무효이며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논거
로서는, 과도하게 광범한 법률의 존재 자체가 (특정한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행위를 미리 저지하는 효과,
즉 ‘위축적 효과’(chilling effect)를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73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은 궁극적으로, ‘합헌적으로 규제의 대상이 되
는 행위를 통제 또는 방지하려는 정부의 목적은, 불필요하게 광범함으로

71

金碩祚, "表現의 自由의 理論과 現實." P.203-204

72

일반적으로는 "Note, The First Amendment Overbreadth Doctrine," Harv. L.

Rev 83(1970).844 참조
양건, "美國判例法上 表現의 自由와 '過度한 廣範性의 原則'（The Overbreadth
Doctrine）," 서울대학교 법학 <Seoul Law Journal> 제23권, no. 1호 (1982).
P.299 재인용
73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에 관한 구체적인 이론 및 판례는 양건, "美國判例法上

表現의 自由와 '過度한 廣範性의 原則'（The Overbreadth Doctrine）."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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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헌법상 보호되는 자유의 영역까지도 침해하는 수단에 의해 달성되어
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원리에 기초하는 것이다.74
3.

명확성의 원칙 (The Void-for Vagueness Doctrine,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The Void-for Vagueness Doctrine)은 과도한 광범
성의 원칙과 동일한 논거, 즉,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적 효과(chilling
effect)를 방지하자는 공통된 취지에 입각하여 있다. 75 명확성원칙은 금
지규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을 때 미국 연방대법원은 당해 법률
규정이 ‘모호함으로써 무효(void for vagueness)’라고 선언하는 일종
법의 지배(rule of law)의 원칙이다.76
인간은 합법적 행위와 불법적 행위 사이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법이

보통의

지능을

가진

사람

(the person of ordinary intelligence)이 무엇이 금지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불명확한 규정에 의하
게 되면 이러한 법의 공정한 고지(fair notice)기능이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77

한편,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법집행

(arbitrary and discriminatory enforcement) 그리고 그가 초래할 위축
적 효과(chilling effect)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은 반드시 법적용에 관한

74
75

Ibid. P.230
‘실제의 사건에서 어떠한 법률의 위헌성을 이 두 원칙 모두에 입각하여 주

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의 판례 중에도 이 양자를 함께 취급하고 있
는 경우’도 볼 수 있으며 ‘어떤 하나의 법률이 매우 명확하면서도 동시에 과
도하게 광범위할 수 있다’. Ibid.
76

전종익, "미국 헌법상 명확성 원칙(void for vagueness)심사 -미국연방최고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Seoul Law Journal> 제50권, 제1호
(2009년 3월). P.458
7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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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기준(explicit standard)을 제공해야 한다.78
하지만 명확성원칙은 궁극적으로 사전의 고지(notice)라고 하는 절차
적 적법절차의 요건(procedural due process requirement)에 근거하는
것이다. 적법절차의 요건에 의하면 법률의 규정은 최소한도의 명확성을
가져야 하며, 그 사용되는 용어는 ‘통상의 이해력과 관용에 비추어, 금
지된 행위가 무엇인가에 관하여 충분히 명확한 경고’를 담고 있는 것이
어야 한다. 79 아무래도 표현의 자유를 보호함에 있어서의 명확성원칙은
절차적 적법절차요건의 근거로서의 명확성 원칙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명확성을 요구하게 된다.80

제2절 사전억제금지 원칙
I.

사전억제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

요최소한의 제한이 가해질 수 있는 기본권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
러한 제한은 크게 시기별로 나누어 표현행위가 성립/유포되기 전에 이루
어지는 사전적 통제와 성립/유포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후적 통제로 나
누어 불 수 있다. 이 중에서 사전적 통제를 미국 연방대법원은 오래 전
부터 ‘사전억제 (prior restraint)’라 불러왔다.81

78
79

Ibid. p.459
양건, "美國判例法上

表現의

自由와

'過度한

廣範性의

原則' （ The

Overbreadth Doctrine）." P. 230
80

전종익, "미국 헌법상 명확성 원칙(void for vagueness)심사 -미국연방최고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p.459-460
81

西江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 副教授 임지봉, "美國憲法上의 表現의 自由와 事
前抑制禁止의 原則," 美國憲法研究 第2卷, 第2號 (2009). P. 288
30

‘사전억제’란 그 표현이 사상의 자유시장에 들어가기 전에 정부가
허가, 검열, 금지명령 등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82 사전억제에서 사전(prior)의 의미에 대해서 연방대법원은 두 가지 의
미로 나누어 적용하고 있다. 하나는 ‘표현을 전파하기 전’이라는 의미
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표현이 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가의 여부를
사법적으로 판단하기 전’이라는 의미이다.83
그러한 표현에 대한 제한은 표현행위가 있은 이후에 작동하는 평화
파괴, 무질서한 행위, 명예훼손법과 같은 사후적 표현 억제장치들과 구
분되어야만 한다. 84 사전억제는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강한 위헌
의 추정을 받는다.85
II. 사전억제금지
널리 알려진 대로 본래 사전검열, 사전허가금지의 원칙은 영미법에서
유래한 것이다. 영미법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억제금지이론은 이미
1695년 영국에서 사전검열과 허가제를 규정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확립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전억제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들
이 축적되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억제금지의 원칙’이 탄생하게
되었다.86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후적인 제한이 아닌 사전적인 제한을 금지하는
이유는 사전제한이 표현행위자체를 불가능 하게 함으로서 일반인의 평가

82
83

Ibid. P. 288
안경환, "표현의 자유와 사전제한--미국 헌법이론을 중심으로--," 인권과 정

의 (1985). P.19
84

임지봉, "美國憲法上의 表現의 自由와 事前抑制禁止의 原則." P. 288
정부는 그러한 사전억제를 정당화하는 무거운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
이다. Ibid.
86
Ibid.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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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점과 행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우려가 크고 이에 대한 적절한 구제수단도 없기 때문이다.87
역사적으로, 미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첫 이해는 사전억제 금지에
한정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행정기관에 의한 검열과 허가제에 대한
공격이 표현의 자유 이론들의 발전을 위한 인큐베이터를 제공했다. 또한
사전억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후억제장치들보다 더 무차별적이고 억
제력이 큰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억제는 즉
각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다.88
한편 헌법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후적인 제한을 완전히 금지하지는
않는다. 사전억제금지원칙의 창시자인 William Blackstone는 ‘언론, 출
판이 사전적인 허가나 제한으로부터는 해방되는 것이지만 사후적인 처벌
에 대해서는 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그에 따라 사후억제
는 가능하고 또한 필요한 것이라고 보았다. 89 단지 이런 사후적 억제는
한계 없이 임의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
칙 및 이익형량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90

제3절 영화의 검열과 표현의 자유
I.

검열제도 및 검열금지
‘검열’이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

87

임상혁, 영화와 표현의 자유. P. 63

88

임지봉, "美國憲法上의 表現의 自由와 事前抑制禁止의 原則." p.288

89

한병구, 언론과 윤리법제

90

임지봉, "美國憲法上의 表現의 自由와 事前抑制禁止의 原則." P.288

(서울대학교 출판부). 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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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
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의미한다.9192
문헌에 의한 최초의 국가주도하의 검열행위는 기원전 399년 고대 그
리스의 철학가인 소크라테스Socrates에 대한 사형집행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소크라테스(Socrates)는

그의

논쟁적

강학

방법론(문답법,

controversial teaching methods)이 아테네(Athens)의 젊은 학생들을
그리스 종교로부터 빠져나오게 하여 이들이 타락하도록 만들었다는 이유
로 사형을 선고받았다.93
반면, 이후 소크라테스(Socrates)의 제자인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
(Plato)은 검열의 주요한 옹호자가 되었다. 플라톤은 그의 철학 저서 <
국가 The Republic>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작품에 대한 엄
격한 검열을 지지한다.

플라톤에 따르면, 아이가 이른 시기에 소설

(fiction)을 읽으면 소설속의 허구적 인물에 과도하게 몰입할 것이고 따
라서 그들의 나쁜 특질까지도 모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플라톤은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everything children see, hear,
or read)에 대한 통제는 사회의 도덕적 의무라고 주장한다. 94 오늘날까
지도 검열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순진한 청소년에 대한 이러한 후견적 책

91

‘허가’란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
여 적법하게 행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이다. 다시 말해 이는 명령적 행위이
며 일반적 금지의 해제로 인한 자연적 자유의 회부를 의미하나. 吳世敬, 圖說
法律用語辭典 (法律出版社, 2010). P.160-161
92

임상혁, 영화와 표현의 자유. P. 63-64

93

"Guarding Public Morality, A Global History
http://www.randomhistory.com/censorship-history.html.
94

of

Censorship,"

‘ It was society ’ s moral obligation to exercise control over

everything children see, hear, or read.’ Marjorie Heins, Not in Front of
the Children: Indecency, Censorship, and the Innocence of Youth (New
York, NY: Hill and Wang,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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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95
기독교가 탄생하기 전, 검열과 사회도덕의 후견적 역할은 수많은 시
민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었다.

하지만

기독교

정설(Christian

orthodoxy)이 서구에서 확립된 후, 즉, 첫 번째 밀레니엄의 초기 몇 세
기

동안,

그들의

역할은

더

중요해졌다.

96

그때부터 ‘ 검열제도

(censorship)’는 본격적으로 종교 세력이 사회의 모든 이단을 탄압하
는 수단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인쇄술의 발달은 사후적 통제
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사전 통제로서의 검열제가 그대로 도입
되었다.
이러한 사전 제한으로서의 검열제는 사상의 자유라는 역사적 흐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이에 자유주의 사상이라는 새로운 사조가 출현하
여 표현의 자유의 천부인권성이라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차츰 붕
괴되기에 이르렀다.97
오늘날의 시각에서 검열제는 국가가 사전에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
고 사상을 통제하는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는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침
해한다. 즉, 검열제가 허용될 경우에는 국민의 사상의 발전을 침해하여
정신생활에 미치는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
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이른바 관제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검열제를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98
하지만 헌법상 금지되는 검열은 모든 형태의 사전규제가 아니라 ‘단

95

"Guarding Public Morality, A Global History of Censorship".

96

Ibid.
임상혁, 영화와 표현의 자유. P. 258

97
98

Ibid. p.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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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의사표현의 발표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
‘을 금지해야 하는 것이다.

99

즉, 한국 헌법재판소에 따라 ‘행정권이 주

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
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 받지 아니한 것
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가 금지하여야 된다.
II. 영화검열과 표현의 자유
물론 영화 혹은 영화의 내용에 대한 검열은 검열제의 일종이다. 이는
영화창작 또는 영화를 통한 사상전달에 대한 사전제한조치로서 영화가
해당 국가의 시민 들에게 광범위하게 전파되려는 시점에서 행해진다.
현실적으로 영화에 대한 사전억제의 폐해는 다른 분야에서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불 수 있다. 왜냐하면 영화제작은 기획단계에서부터 일정한
시기에 개봉될 것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며 영화에 대한 투자나 촬영 및
편집, 홍보 등 구체적인 각 단계들도 모두 적절한 시기에 상영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지므로 예정된 시기에 상영이 금지되는 경우에는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특히 시의성(時宜性)이 있는 작품의 경우에
는 사후적인 구제절차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100 사전억제가 이러한
금전적 경제적 손실은 물론, 영화제작자 등에 대한 표현의 자유에 있어
서의 위축적 효과(chilling effect)를 초래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101
이러한 점에서 다른 언론 수단에 대한 검열과 같이 영화에 대한 사전검
열제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영화는 언론뿐만 아니라
예술창작이고 시민의 문화생활에서 불가결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

99
100
101

임상혁, 영화와 표현의 자유. P.64
Ibid. P. 63
위축적 효과(chilling effect)에 관하여 구체적인 미국연방대법원 해적은

뒤에 ‘미국에 이론 및 실천’부분을 참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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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호는 더 절실해 보인다.
III. 영화심의 및 영화검열
한편, 영화검열제를 폐지한 이후 여러 나라에서 영화등급제를 도입하
였다. 영화에 대한 등급분류는 어느 정도 검열제의 위헌성을 극복하였다
. 하지만 정부주도하의 등급제이건 영화업계의 자율적 등급제(이는 형식
적으로는 강제적 등급분류는 아니지만, 이런 자율적 등급제에 의한 등급
설치 및 특정 등급에 대한 상영장소제한, 광고방영제한 등 특수조치는
일정한 사실상의 강제력을 부여한다)이건 간에 청소년보호 등의 차원에
서 등급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영화내용의 ‘심의’는 불가피하다. 이러
한 점에서 ‘영화검열’과 ‘영화심의’라는 개념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
. 이 논문은 ‘영화심의, 영화검열제 및 영화등급제’의 관계에 대해 아
래의 내용으로 구분한다.
영화심의=영화검열제(영화촬영허가 영화내용검열 영화상영허가)+영
화등급제
즉, 영화심의는 영화검열제와 영화등급제에 대한 총칭이다. 물론 영화
검열제는 위헌적 소질을 가지고 영화등급제는 거의 그렇지 않다.
이러한 구분은 각 제도의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구별하고자 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우선, 해당 조치가 오직 검열의 4가지 요소를 모두 가
지는 경우에만 ‘검열’에 해당될 것이고, 다른 경우 즉, 등급제도의 경
우는‘검열이 아닌 영화심의’에 해당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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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미국의 이론 및 실천
제1절 영화와 미국사회
I.

Hays Code와 그의 승리

20세기 초, 미국영화산업은 ‘건전한’ 영화내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력을 많이 받고 있었다. 미국에서 영화검열의 관한 첫 번째 사건은
Block v. Chicago, 239 III. 251, 87 N.E. 1011(1909)이다. 시 정부 법
령에 의해 권한을 부여 받은 경찰이 영화사가 요청한 ‘ the James
Boys’ 와 ‘Night Riders’의 상영허가를 거절하였다. 법원은 이 법령
의 효력을 인정하였으며 이 두 영화의 상영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102 그
당시 할리우드 는 에덴동산과 같은 또 하나의 죄악의 탄생지 （ the
birthplace of sin）로 보였기 때문이었다. 1911-1922년 사이에 미국의
몇몇 주에서 주 입법으로 영화검열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초기에 이러한
영화검열위원회들의 합헌성이 문제되었는데, 미국연방대법원은 Mutual
Film Corp. v. Industrial Comm'n of Ohio (1915) 사건에서 이 위원회
들의 합헌성을 인정했다. 미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영화는 ‘순수
한 비즈니스 (a business, pure and simple)’라는 이유로 수정헌법 제
1조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 1922년까지 미국에서는 입
법을 통해 더 많은 영화검열위원회가 생겨났다.103 이러한 주 영화검열위
원회 체계하에서는 영화가 방영되기 전에 미리 각 주의 영화검열위원회
에서의 검열을 거쳐야 했다.

102

Roy E. Bates Douglas Ayer, Peter J. Herman, "Self-censorship in the

movie industry: an historical perspctive on law and social change,"
Wisconsin Law Review Vol.1970, no. 791 (1970). P.792
103

Ibid. P.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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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당시에 미국에서 과다하게 설치된 주 영화검열위원회들은
서로 다른 각자만의 영화검열기준을 집행함으로써 영화검열기준의 불일
치를 초래했다. 사실상 영화 제작자는 그의 영화가 각 주의 검열기준에
부합하게 될 것인지를 미리 예측할 수 없었다.104 한편으로는, 주 영화검
열위원회가 영화의 일부분을 수정 또는 삭제하라고 요구한다면, 영화제
작자는 문제가 된 영화장면을 다시 촬영할 시간이 없어 발생하게 될 경
제적 손실을 회복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이는 영화사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끼치지 않을 수 없었다. 105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영화업계는 Will Hays를 회장으로 하는 the Motion Picture
Producers and Distributors of America(MPPDA)106를 신설하였고, 이
러한 MPPDA를 통해 영화업계는 영화 속의 부당한 내용을 사전에 방지
하려는 자기검열(self-censorship)을 시도하였다. 107 1930년에 이르러
서는 the Motion Picture Production Code of 1930 (즉, 소위 Hays
Code)가 실행되기 시작하였다. 108 그리고 미국 영화 제작규범위원회
(The Production Code Administration: PCA)109가 영화내용의 가이드

104

Jane M. Friedman, "The Motion Picture Rating System of 1968," Columbia

Law Review Vol.73, no. No.2 (1973). P.187
105

Ibid.

106

1945년 MPPDA는 MPAA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07

이러한 영화업계의 자기검열은 행정권 주체가 되는 검열이 아니다. 이는 바
로 행정권 또는 주 입법으로 실시된 검열을 피하기 위해 영화업계의 자기검열
이다. 이런 검열의 집행력이 행정권인 주체로 실시된 검열의 집행력보다 약하
지 않는 이유는 뒤에서 분석하게 될 것이다.
108
1927년에서 1930년까지 여러 주가 삭제해야 된 장면들이 열거하게 되었고
‘Don’ts and Be Carefuls’라는 조치를 채택한 적도 있지만 실패했다. 이에
관하여 R. Inglis, Freedom of the movies: a report on self-regulation from
the commission on freedom of the press 114-16(1947)를 참고 바람
109

미국 영화 제작규범위원회(Production Code Administration: PCA)는 미국

영화 제작자 및 배급업자협회에 소속하였고 영화제작규범의 시행 기구로서
1934년에 설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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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을 관리하도록 설치되었다. 이 Code의 용어는 매우 명확해서, 금지
하게 될 주제, 내용, 시각효과 또는 언어사용을 영화프로듀서에게 모두
미리 상세하게 알려주었다. 110

직후 23년 간에 Hays Code의 검열 합

격 없이 미국 극장에서 상영된 영화는 하나도 없었다.111
Hays Code가 당시 성공한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바로 위에서 언급한 경제적 필요성 때문이다. 둘째, 1948년 Paramount
결정 112 이전의 미국영화계는 수직적이고 독점적(vertical integrated
oligopoly)인 구조로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영화사는 영화제작뿐만
아니라 영화배급 및 극장에서의 상영까지 업무를 통제하고 있었으며
MPAA구성원인 5대 영화사 113 는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 중 70%의
first-run극장(즉, 개봉관)을 장악하고 있었다. 114 따라서 영화프로듀서
또는 배급자는 MPAA의 Hays Code에 부합하지 않는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극장을 찾기 힘들었다. 이러한 영화업계의 수직적 독점구조가
Hays Code가 집행되도록 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강제력을 행사한 것이
다. 셋째, 종교적 압력이 영화내용검열을 촉진시켰다. 특히 천주교의 유
력 단체인 the Legion of Decency가 영화제작에서 도덕적 가치를 요구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넷째, 여러 주 또는 시의 영화검열위원회의 존
재 자체는 미국 영화업계의 요주의 대상이었다. 미국의 정치적 경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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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된 내용, 시각효과, 언어를 영화 속에 함유한다면 이 영화는 the Code

Seal of Approval가 받게 될 수 없을 것이었다.
111

1953년 성적행위를 함유하는 영화’the Moon is Blue’, 1956년 약물복용
등 내용이 있는 영화’the Man with the Golden Arm’가 MPPDA의 검열에 합격
하지 않는 체 성공하게 상영되었다.
112

United States v. Paramount Pictures Inc., 334 U.S. 131 (1948)

113

Warner Brothers, RKO, Paramount, Twentieth Century Fox, and M.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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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Randall, "Classification by the Motion Picture Industry," 5
Technical Report of the Commission on Obscenity and Pornography (1970).
P.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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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아래 행정권의 검열은 언제나 미국 영화업계가 피하고자 하는 것이
다. 115 이러한 정부차원의 검열의 위협과 종교적 압력 또는 도덕적 추구
가 미국영화업계의 자기검열을 형성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1968년 MPAA의 영화등급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전까지, 미국에서
는 주와 시의 정부차원의 영화검열제와 MPAA에 의한 영화업계차원의
자기검열이 동시에 존재하였다고 할 수 있다.
II.

영화심의제도변혁의 사회적 요인

1940년대 말부터 텔레비전이 미국 가정에 광범위하게 보급되면서,
이는 미국영화업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116 영화관람자수가 계
속적으로 떨어졌고 영화극장은 불가피하게 문을 닫았다. 이어 영화제작
사업도 물론 같이 타격을 받았다. 각 영화제작사는 재무부담을 축소시키
기 위해, 장기계약을 체결한 영화배우들이나 영화감독들과 부득이하게
계약을 파기하였다. 이는 두 가지 결과를 초래했다. 첫째, MPAA구성원
으로서 메이저 제작사에 소속된 영화프로듀서 외에, 점차 독립영화제작
자 또는 독립영화제작사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둘째, 텔레비전의 탄생하
면서부터 영화는 더 이상 독점적인 대중오락매체가 되지 못했다. 영화는
상품처럼 주요한 목표소비자를 찾아 되어야 한다. 물론 영화의 제작자는
주로 ‘지식층(highbrow)’ 및 젊은이들을 겨냥하였다. 117 따라서 영화
의 주제 및 내용도 당연히 텔레비전에서 방송된 가정 오락 프로그램과
차별화되어야 했다. 그 결과, 마약, 정치, 인종, 특히 성 등 젊은 사람들
이 관심 있을 자극적인 내용을 피할 수 없었다. 이 두 가지 효과는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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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glas Ayer, "Self-censorship in the movie industry: an historical

perspctive on law and social change." P.806
116

한 미국Stanford연구기구의 주사에 따라 1946년에서 1957년까지 텔레비전의
대중화했기로 인해 영화관람자수가 50%로 떨어졌다. Ibid. P.797
117

Ibid. P.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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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제가 붕괴되고 영화등급제를 실시하게 하는 간접적인 요인이 되었다
. 예컨대 이차대전 이전에 제작되어 하워드 휴즈(Howard Hughes)제작
의 <Outlaw>가 1946년 미국 영화 제작규범위원회(Production Code
Administration)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광고와 상영이 시작되었다. 118
관객은 제작규범위원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영화를 보기 위해 몰려들
었고 이후 제작규범위원회의 승인없이 상영되는 영화가 점차 증가하였다
.119
이차대전 이후 외국영화가 미국에 큰 영향을 주었다. 외국 감독들이
제작한 예술영화가 미국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것이다. 이러한 예술
영화는 제작비용은 저렴한 데 비하여 투자수입은 적지 않았기 때문에 불
황의 늪에서 미국 영화투자자들은 예술영화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했다.
예술영화의 특색을 강조하기 위하여 유명 외국영화감독들은 대부분 타락
이나 선정적이고 종교적인 주제, 또는 도발적인 젊은이에 관한 주제를
영화내용으로 채택하였다. 따라서 미국에서 대부분 영화검열에 관한 소
송은 미국 Hollywood의 메이저 영화사가 제작한 작품과 관련되기 보다
는 이러한 외국영화와 관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 중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영화에 처음으로 적용한 ‘The Miracle’사건 120 도
미국영화가 아닌 이탈리아 영화에 관한 사건이었다. ‘The Miracle’판
결 전에 이탈리아 감독 비토리오 데 시카(Vittorio De Sica)가 1948년
제작한 영화 <자전거 도둑(Ladri di biciclette)>이 1950년 미국에 수입
되어 영화 제작규범위원회의 승인없이 개봉되었고, 나아가 이 작품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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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ham Kindem, "The Postwar Motion Picture Industry," in Boom and Bust:
The American Cinema in the 1940s , ed. Thomas Schatz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97). P. 319-320 홍종규, "미국영화산업의 발전과 검열에
대한 대응," 미국사연구 제34집(2011). P. 163 재인용
119
홍종규, "미국영화산업의 발전과 검열에 대한 대응." P.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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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Burstyn, Inc. v. Wilson (1952) 뒤에서 전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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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데미 최우수 외국 영화상을 수상하자 영화제작규범 체제에 균열을 일
으키게 되었다.121 이 것은 그때 당시의 미국영화제작규범 내지 영화검열
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외국 영화
는 미국영화검열제를 폐지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 되었다고 볼 수 있
다.122
1948년에 이르러서 법원은 Paramount결정 123 을 통해서 미국영화업
계의 긴밀한 수직통합(vertical integration)의 구조가 해체시켰다. 즉,
영화의 제작-배급-상영 업무가 한 메이저 영화사로 통합된 수직적 산
업체인을 타파시켰다.124 이 사건의 피고에는 영화의 제작, 배급 및 상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Hollywood의 5대 영화사(5 majors) 즉,
Paramount, Loew’s, RKP, 20th, Warner Bros 및 영화배급업무만 경
영했던 United Artists가 포함되었다. 미 연방대법원에 의해 이 6 회사
가 내린 특별한 조치들, 즉, 가격 결정(price fixing), 불합리적 흥행 기
간 배치(unreasonable clearances and ru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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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링 협정126(pooling

홍종규, "미국영화산업의 발전과 검열에 대한 대응." P.164
Douglas Ayer, "Self-censorship in the movie industry: an historical

perspctive on law and social change." P.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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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ak Y. Orbach, "Antitrust and Pricing in the Motion Picture," Yale

Journal on Regulation Vol.21:317(2004). 344-34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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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논술은 Alexandra Gil, "Breaking the Studios: Antitrust and
the Motion Picture Industry " NYU Journal of Law & Liberty Vol.3 (2008).
에 참고함
125
Clearance: The period of time, usually stipulated in license contracts,
which must elapse between runs of the same picture within a particular
area or in specified theatres.
Runs: The successive exhibitions of a motion picture in a given area,
first-run being the first exhibition in that area, second-run being the
next subsequent, and so on.
126
Pooling Agreement: Whereby normally competitive theatres were operated
as a unit, or managed by a joint committee or by one of the exhib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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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ments), 공동소유(joint ownership), 포뮬라 딜 (formula deals),
마스터 협정127(master agreements), 프랜차이즈128(franchises) 및 블
록 부킹129(block booking) 등을 통해서 영화의 배급과 상영을 통제하는
것은 독점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시 말해, 영화사는
영화상영단계에서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영화상영 업무를 포기 혹
은 양도할 것이 요구받았다. 따라서 Paramount결정 후 미국의 영화상영
관은 영화제작사와 배급사로 분열되었다. 미국 영화산업구조는 영화상영

the profits being shared according to prearranged percentages.
127

Master Agreement: A licensing agreement, also known as a ‘blanket

deal’, covering the exhibition of films in a number of theatres, usually
comprising a circuit.
128

Franchise: A licensing agreement, or series of licensing agreements,

entered into as part of the same transaction, in effect for more than one
motion picture season and covering the exhibition of pictures released by
one distributor during the entire period of the agreement.
129

Block-booking: The practice of licensing, or offering for license, one

feature, or group of features, upon condition that the exhibitor shall
also license another feature or group of features released by the
distributor during a given period. 배급을 위해 여러 개의 영화를 묶어서 일
괄 판매하는 방식. 주로 영화사가 극장 업자에게 특정 기간 동안 제작하는 모
든 영화의 상영권을 일정 금액에 양도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로 흥행성이 높은
영화에 흥행 가능성이 없는 다른 영화까지 끼워 팔 수 있는 독점적 판매가 이
루어진다. 이러한 거래로 발생하는 장점은 제작사 입장에서는 배급사의 극장
라인을 통한 안정적인 상영이 가능하여 배급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배급사 입
장에서는 제작사에 대하여 독점적 우위의 교섭력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점으로는 배급 계획이 미리 짜여져 있어 개별 영화의 상영 기간을 탄력적으
로 정하는 것이 어려워 마케팅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흥행 수익 분배가 일정하
기 때문에 흥행 결과에 따른 이윤의 차등이 크게 발생하지 않아 제작사 측의
이윤 동기가 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반대로 프리 부킹(free booking)은 영
화의 상품성 및 교섭력으로 배급 조건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 시스템
은 극장망 확보와 유리한 수익 분배를 위해 양질의 영화를 만들어야 하는 동기
를 제공한다. 블록 부킹은 1948년 미국 연방 법원에 의해 ‘독점금지법’에 저
촉된다는 판결을 받은 후 전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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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경영회사가 Hollywood의 메이저 영화사가 아닌 다른 독립 영화제작
사 또는 배급사의 영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정된 것이다. 당시 텔레비
전, 외국영화의 성행, 그리고 통화인플레이션

130

등으로 인해 미국

Hollywood의 영화제작편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영화산업구조로부터
독립한 영화상영업자는 Hollywood영화뿐만이 아닌 다른 다양한 독립영
화제작사 또는 배급사가 제공한 영화를 상영하는데 적극적이었다. 따라
서 MPAA의 구성원인 Hollywood 메이저 영화사들이 미국 영화 제작규
범위원회(Production Code Administration)을 통해서 영화내용을 스스
로 통제하는 구조는 흔들리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작규범위
원회의 영향력이 약화되었고 미국영화협회에 속하지 않은 독립제작자들
이 등장하여 활발하게 영화를 제작하기 시작하였다.
정리하자면 이 영화업계에 관한 반독점 평결은 Hays Code의 권위를
약화시키도록 하는 요인 중 하나였으며 그 밖에 텔레비전 및 외국영화와
의 격렬한 경쟁상황도 이와 함께 영화업계의 자기검열을 약화시키도록
만들었다. 131 하지만 Paramount결정의 중요성은 그 결정 자체뿐만 아니
라 판결문을 작성하였던 William Douglas대법관의 영화의 법적 성격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통해서도 드러나게 된다.132 William Douglas대법관
에 의하여, 영화는 신문과 라디오처럼 언론에 속함과 동시에,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범위에도 속한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 133 이
러한 견해는 Mutual Film Corp. 사건의 평결 즉, ‘영화는 언론이 아니
‘라는 것을 뒤집은 것이다. 영화는 언론이라는 이와 같은 헌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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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lywood영화사가 극단적 통화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수입을 축소하였으므로

영화프로듀서 배우 등과 해약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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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Randall, Censorship of the Movies (1968). P.11-12
132

Douglas Ayer, "Self-censorship in the movie industry: an historical

perspctive on law and social change." P.805
133

United States v. Paramount Pictures, 334 U.S. 131, 16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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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는 4년 후 Joseph Burstyn, Inc. v. Wilson (1952) 사건을 통해
본격적으로 인정되게 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미국영화업계의 자기검열은 어느 정도 경제적 요
인으로 인해 탄생하였고 또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약화되었다.134 하지만
미국에서 영화에 대한 주와 시의 정부차원의 검열은 일련의 헌법적 판례
(사법심사)를 통하여 폐지된다. 다시 말해 미국영화에 대한 영화업계의
자기검열과 주와 시의 정부적 검열을 폐지하고 영화업계의 등급제를 도
입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은 바로 법원의 헌법재판(사법심사)이었다. 따라
서 영화검열에 관한 헌법적 판례들을 살펴본다는 필요성이 있다.

제2절 영화 속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미국의 헌법재판
미국 수정헌법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조문은 매우 원칙적이고 간
결하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호는 전적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이 구체적
인 사건에 대한 위헌심사 과정에서 여러 판례들을 통해 규정해 왔다. 135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법원의 수정헌법 제1조의 ‘언론’에 대
한 해석이다. 이와 함께 미 대법원의 영화에 대한 태도는 여러 판례를
거쳐 점차 명확해졌으며 통일되어갔다. 마침내는 영화가 언론 또는 표현
의 일종으로 인정되었다. 이러한 대법원 평결아래 영화에 대한 주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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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dall에 따라 ‘the Code would be defied again and again: foreign
films…would triumph at the box office sans seal, and in the 1960’s, the
majors released films through their subsidiaries that did not possess the
once important seal.’ ‘Profit-motivated producers and exhibitors were
overcoming their hesitations about pictures denied seals.’ ’The seal
has never recovered the prominence it once knew under the old Code’.
Randall, Censorship of the Movies. P.208-210
135
강승식, 미국 헌법학 강의. 제3장 표현의 자유, P.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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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 영검위의 검열 혹은 영화업계의 자기검열에 합헌적인 토대가 함께
사라졌다.
I.

Mutual Film Corp. v. Industrial Comm'n of Ohio, 236 U.S.230

(1915)
영화가 처음부터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한층 높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당시 법원은 뮤추얼사건 136 을 통해 영화가 언론
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1913년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이윤을 목적으로 공개적으로 상영되는
모든 영화를 사전에 검열하는 영화검열위원회의 설립을 포함하는 검열법
이 통과되자, 뮤추얼 영화사(Mutual Film Corporation)가 이러한 주정
부의 검열법을 대상으로 미국연방대법원에서 위헌 소송을 청구하였다.137
디트로이트에 본사가 있었던 뮤추얼 영화사가 영화 필름을 오하이오 주
로 배급할 때, 영화 극장 소유자들은 검열 받지 않은 필름을 대여하려
하지 않았다.138 따라서 뮤추얼 영화사는 오하이오 주의 검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139 따라서 영화 배급업자는 주정부의 검열법의 집행을 금
지하는 방법을 찾고자 했다. 뮤추얼 영화사는 이 주정부 법령이 검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하이오 주 헌법과 수정
헌법 제1조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140 하
지만 미국연방대법원은 ‘ 영화상영은 서커스(Circus)등 다른 구경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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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tual Film Corporation v. Industrial Commission of Ohio, 236 U.S. 230

(1915)
137
138

홍종규, "미국영화산업의 발전과 검열에 대한 대응." P.156
Paramount반독점결정 전에 영화제작 배급 및 상영의 수직적 통제는 이러한

주 검열법의 집행에 강제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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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규, "미국영화산업의 발전과 검열에 대한 대응."
Jowett, 'A Capacity for Evil'; 홍종규, "미국영화산업의 발전과 검열에
대한 대응." P.156 재인용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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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처럼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순수한 사업(a business, pure and
simple)이며…(영화는) 언론이나 여론 기구라 여겨지지 않는다 ’고 판
시하였다. 141 다시 말해 영화가 일찌감치 대중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미국의 경우에도 초창기의 영화는 서커스 등 다른 볼거리들과 더불어 흥
행업자들이 영리를 위해 오락거리로 만든 상업행위의 하나로 취급되었으
며 이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한 보호대상에 제외해야 된다는 것이
었다.142 이 사건의 파급효과는 1950년대 이전까지 미쳐서, 우리는 당시
영화검열위원회가 미국 여러 주 또는 시에 설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143
II.

Joseph Burstyn, Inc. v. Wilson 343 U.S. 495 (1952)
1950년대에 이르러 미국연방대법원은 William Douglas대법관의 ‘
영화는 언론 ’ 이라는 판단을 채택하였고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대상을
확대시켜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영화에도 인정하도록 영화를 언론으로
간주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연방대법원의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대상에
대한 해석의 변화를 가져온, 주와 시의 영화검열 심지어 온 영화산업계
에 영향을 미친, 당시 미국 영화발전의 획기적인 사건은 바로 1952년에
판결된 Joseph Burstyn, Inc. v. Wilson 사건이었다. 이 대법원 판결은,
주나 지방 정부의 검열위원회의 법적 권한에 큰 제한을 가져왔다.
<The Miracle>(이하 ‘기적’이라 한다)이라는 이탈리아 영화는 순
진하고 모자란 시골 여성이 St. Joseph(이하 ‘성 요셉’이라 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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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tual Film corp. v. Industrial Commision of Ohio, 236 U.S. 230,(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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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영화와 표현의 자유. P.26

143

영화검열법을

통과하는

주는

Pa.(1911),

Ohio(1913),

Kansas(1913),

Md.(1916), N.Y.(1921), and Va.(1922). 이 밖에 여러 시에서도 영화검열위원
회를 설치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Randall and I. Carmen, Movies,
Censorship, and the Law(1966)에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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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임신했다는 내용에 관한 영화이었다. 이는 이탈리아감독 Roberto
Rosellini(이하 ‘ 로셀리니 ’ 라 한다)의 작품이었다. 원고 영화배급사
Joseph Burstyn, Inc. (이하 ‘버스틴 배급사’라 한다)는 미국의 유명
한 외국영화배급사인데 이는 <기적>의 미국에서의 배급권을 취득하였고
<기적>를 미국 뉴욕 주에서 상영시키도록 배급하고자 하였다. 1951년
12월 <기적>이 뉴욕 주의 검열에 합격하였으며 버스틴 배급사는 the
New York Board of Regents가 발급한 라이선스를 the Motion Picture
Division of its Education Department(이 부문의 장관은 바로 이 사건
의 피고 Wilson이었다)를 통해 받았다. <기적>은 개봉 후 뉴욕도시예술
극장(New York City art theatre)에서 두 달 동안 상영되었다. 하지만
추기경 Spellman 과 카톨릭교회 의 압력으로 인하여 the New York
Board of Regents는 ‘신성모독(sacrilegious)’이라는 이유로 <기적>
의 상영라이선스를 폐지시켰다. New York Board of Regents의 위원으
로서의 Edward McCaffrey는 이 영화가 ‘위대한 많은 시민들을 불경
하게 모욕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기적>은 뉴욕 시의 극장에서 상영이
중지되었다.144
뉴욕 주 법원은 the New York Board of Regents의 결정을 지지하였
지만 미국연방대법원은 종국적으로 원고 버스틴 배급사를 지지하였다.
연방법원은 영화는 사상전달에 있어 중요한 매체(significant medium
for the communications of ideas)가 된다고 판시하였으며 ‘영화에 의
한 표현은 수정헌법 제1조와 14조에 의해 보장된 언론 및 출판의 자유
에 포함된다 ’ 라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원칙을 제시하였다. 145 톰 클락
(Tom C. Clark) 판사에 의해 작성된 <기적>사건의 판결문에 의하면, ‚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는 모든 영화들이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상영되
144

Joseph Burstyn, Inc. v. Wilson, 343 U.S. 495, 497 (1952)

145

Joseph Burstyn, Inc. v. Wilson, 343 U.S. 501-50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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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지만, ‘신성모독’을 기준으로 영화를 검
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이러한 검열은 한 종교를 선호하면서 다
른 종교를 혐오할 가능성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146 정부는 출판, 언
론, 혹은 영화에서 특정한 종교적 교의를 어떻게 표현하기에 대해 실질
적이거나 잠재적 압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1) 영화는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포
함된다,
2) 라이선스를 가지지 못한 모든 영화의 상영을 금지하게 하는 뉴욕
교육법은 보호된 표현에 대한 사전제한이기 때문에 무효이다,
3) 영화가 신성모독을 근거로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
그 때부터 영화는 대중에게 사상을 전달하는 수단(organs of public
opinion)이 된다는 점을 인정받아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었다. 147 하지만 정부의 검열위원회에 의한 영화에 대한 사전제한
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검열위원회는 영화가 음란성을 가지면
라이선스를 발급하지 않을 사전적 권한이 있었다. 5년후의 Roth v.
United Stated사건 전까지는 음란성(obscenity)의 개념도 명확하지 않
았다. 148 그러므로 정부가 라이선스권（ licensing powers ） 을 남용할
가능성은 매우 높았다.

146

이의 판결문에 따라 ‘set adrift upon a boundless sea amid a myriad of
conflicting currents of religious views, with no charts but those
provided by the most vocal and powerful orthodoxies’라는 상황이 있을 것
이다. Joseph Burstyn, Inc. v. Wilson, 343 U.S.504,505
147

임상혁, 영화와 표현의 자유.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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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h v. United States, 354 U.S. 476 (1957)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이

음란성에 관한 개념을 축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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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 영화업계의 자율적 검열(이는 영화업계가 자기에 가해진
사전제한으로 간주할 수 있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기적>은 뉴
욕 맨해튼의 예술극장 외의 다른 극장에서는 상영하기가 어려웠다.149 물
론 위에서 언급하였듯, 미국 영화업계의 이런 자율적 검열의 영향력이
사회적 경제적 요소 때문에 점차 약화되고 있었다.
이 사건 직후 연방대법원은 Joseph Burstyn, Inc.판결에 의하여

Superior Films v. Department of Education of Ohio에서 검열위원회의
영화에 대한 검열을 위헌으로 인정하였다. 어떠한 사정을 전제로 영화검
열을

합헌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연방대법원은

Kingsley

International Pictures v.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the State of
New York 즉, Lady Chatterly’s Lover사건을 통해 답을 찾으려고 애
썼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한쪽 편의 사상을 지지한 영화의 상영을 배
제시키고 있는 뉴욕주 검열법의 일부분을 위헌으로 판시하였다. 법원은
여기서 ‚수정헌법 제1조가 가장 근본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 바로 사
상에 대한 지지 및 전달‛이라고 강조하였다.
III.

Roth v. United States, 354 U.S. 476 (1957)

1957년에 이르러 영화에 대한 사전제한의 예외로서 ‘ obscenity ’ 의
의미는 연방대법원에 의해 축소되었다. 65세의 로스가 장사를 목적으로
섹스 잡지 및 도서를 우송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에 대해
미국대법원은 로스의 유죄를 판결하면서 음란성의 기준 설정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당시 Brennan대법원 판사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3가지
로 요약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음란기준에 해당되면 수정헌법 제1조
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149

미국 대다수의 예술극장은 뉴욕 맨해튼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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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로 보아 작품이나 자료의 지배적인 주제가 당대 지역사회의
평균적인 보통사람들에게 색욕적인 흥미를 자극할 때 음란으로 판정
한다.
2. 당대 지역사회(contemporary local community)의 기준을 명백
히 침해하는 성적 자극물이어야 한다. 단, 이때 당대 지역사회에 대한
개념규정은 주나 지역으로 분화되어 있지 않고 전국을 하나로 보았다
.
3. 음란물로 판단되는 성적 자극물은 보상할 만한 사회적인 가치가
전혀 없어야 한다.
로스 판결은 음란성 자체를 체계화하기보다는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한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음란성을 판단했다. 하지만 이 판례는 성적
표현물에 대한 ‘당대 지역사회의 판단 기준’에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취약점이 있다는 논란이 있다.150
IV.

Freedman v. Maryland 380 U.S.51 (1965)

Earl Warren대법관 시절, 연방대법원은 기본권의 중요성을 더 강조
하였다. 특히 William Brennan판사에 기원한 실용주의적 입장에 따라
대법원은 주나 지방 행정기구들에 의해 잘못 판단된 검열에 대하여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점차적으로 판사들
은 공공연한 성적주제를 포함하는 도서나 영화의 출판과 상영에 대해 주
경찰력을 사용하는데 대하여 보다 세밀하게 판단하기 시작하였다.151
1965년， 연방대법원은 Freedman v. Maryland, 380 U.S.(1965)를
통해 주 검열위원회와 시정부의 검열위원회의 검열권한을 보다 더 제한
150

이구현, 미국 언론법, 커뮤니케이션 총서 9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1998). P.282-283
151

Jr. Brisbin, Censorship, Rating, and Right.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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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였다. 즉, 연방대법원이 주 또는 시의 검열위원회가 영화의 음란
성에 대한 검열에 있어 절차적 적법성（procedural due process）을 지
켜야 된다고 요구하였다.
연방대법원 William Brennan대법관에 의한 다수의견은 영화업계의
‘위축적 효과’를 제시하였다. 즉, 주 영화검열위원회는 이론적으로，
영화가 음란성을 가진 경우에만 상영라이선스를 발급하기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영화검열위원회는 영화내용의 타당성을 지키
기 위해 영화상영라이선스를 받고자 하는 영화제작자로 하여금 영화내용
을 조정하려는 경우가 많다. 만약에 영화제작자가 법정에서 위원회와 상
영라이선스발급에 관한 분쟁에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영화상영의 지체로
인한 커다란 금전적 손실은 영화제작자에 대해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
다. 이러한 압력 속에서 영화제작자가 원하지 않겠지만 위원회의 요구대
로 영화내용을 조정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영화제작자가 소위 자기검
열(self-censorship) 152 이라는 위축적 효과(chilling effect)에 빠질 것
인데 이들은 자기 영화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사상 혹은 내용을 더 이
상 제대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15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영화검열위원회가 어떤 영화가 외설적이다 라는
이유로 그에 대해 상영라이선스를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 신속하고 대항
적인 사법절차(an expeditious and adversarial judicial proceeding)를
제기함으로써 영화의 음란성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이러한
Freedman원칙은

행정권주체가

신속하고

대항적인

사법절차(an

expeditious and adversarial judicial proceeding)를 제기함으로써 영화

152

여기의 위축적 효과로서의 self-censorship(자기검열)은 미국영화업계의

self-censorship(자율적 영화심의)과 다르다.
153
Robert A. Sedler, "self-censorship and the first amendment," notre dam

e journal of law, ethics & public policy 25(2011). P.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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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음란성을 법정에서 증명하기 위한 영화의 전파에 대한 사전제한 외에
는 별다른 사전제한이 존재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다. 이러한 영화검열위
원회에 대한 법적 제한이 영화제작자의 자기검열의 염려를 불식시킴으로
써 정보와 사상의 전파에 있어 공적 이익을 추진하여 수정헌법 제1조의
가치의 실현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154

영화에 대한 사전제한은 다른 간

행물이나 출판물에 비해 정치성이 다소 약하기 때문에, 이 판결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격렬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영화에 있어서의 표
현의 자유는 극도로 보장되었으며 미국의 자유주의적 정치전통이 옹호되
었다.155
V. Interstate Circuit, Inc. v. City of Dallas, 390 U.S.676 (1968)
피상고인인 Dallas시는 시 정부 법령을 발포함으로써 영화등급위원회
를 설치하였다. 이 위원회는 영화를 ‘ 청소년관람에 적합한 영화 ’ 및
‘청소년관람에 부적합한 영화’로 구분했다.156 영화를 구분하기 위해서
는 위원회 구성원들이 이 정부법령에 규정된 조건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
다. 즉, 1. 청소년들에게 범죄나 비행(depravity)을 선동하거나 조장할
것 같은 방법으로, 잔혹함, 범죄폭력, 혹은 비행을 묘사하는 것, 2. 청소
년들에게 지역사회의 통상적 관행의 한계를 초월해 나체를 표현하거나,
성적 난잡함(sexual promiscuity)이나 혼외정사 혹은 비정상적 성관계
를 표현해, 청소년들의 비행이나 성적 난잡함을 선동 조장하거나, 그들
의 색욕에 대한 흥미에 호소하는 경우(appeal to their prurient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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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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付永春, "电影审查·分级·表达自由--对美国电影制度的一种考察," 上海大学

学报 (2007). P.26
156

청소년은 16세 미만 자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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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위의 기준을 적용할 때, 영화를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영화가 미칠 악영향과 이의 예술성 혹은 젊은이들에 대한 교육가치와 비
교해서 영화의 등급을 결정한다. 157 영화상영업자가 위원회가 분류한 ‘
청소년관람 부적합’판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가 이 영화를
상영금지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법부에 의한 소송절차를 거쳐야 한다
. 동시에 위원회의 구분결정이 재심의（ de novo review）를 거쳐야 된
다고 규정하였다. 이 법령은 경범죄 벌금(misdemeanor penalty), 임시
금지명령(injunction) 및 라이선스 취소(license revocation) 등 수단을
통해 집행한다.
이 법령에 의하여 Interstate Circuit, Inc. v. City of Dallas사건에서
영화’Viva Maria’가 이유 없이 ‘청소년에 부적합’한 유형으로 구분
되어, 이 영화의 방영권자와 배급사(Interstate Circuit, Inc.)가 소를 제
기하였다. 피고(City of Dallas)는 이 영화가 성적난잡함 를 묘사한 내용
을 열거하여 이러한 등급구분은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임시금지명령
(injunction)을 신청하였다. 이에 사실심 재판관(trial judge)이 이 영화
가 청소년에 대한 부적합한 장면을 2-3개 포함한다고 하여 임시금지명
령(injunction)을 발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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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suitable for young persons’ means:
(1) Describing or portraying brutality, criminal violence or depravity
in such a manner as to be, in the judgment of the Board, likely to
incite or encourage crime or delinquency on the part of young
persons; or
(2) Describing or portraying nudity beyond the customary limits of
candor in the community, or sexual promiscuity or extra-marital or
abnormal sexual relations in such a manner as to be, in the
judgment of the Board, likely to incite or encourage delinquency
or sexual promiscuity on the part of young persons. 390 U.S. 676,
681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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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이 시정부령 자체(즉, 영화내용에 대한 사전제
한)보다는 이의 불명확성(vagueness) 158 을 근거로, 해당 조치는 수정헌
법 제1조 및 제14조를 위반한다고 판시하였다. 연방대법원에 따르면,
‚영화는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게 된다. 이는 명확성을 결여한 기
준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159 영화에 대한 재심의(de novo review)라는
제도도 이러한 심의기준의 모호성을 치유할 수 없다. 정부가 이러한 기
준에 대한 축소해석이 이의 모호성을 치유할 수 있겠지만 자의적 행정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60 그런데 ‘ 성적 난잡함(sexual
promiscuity) ’ 등 규제기준과 관련된 용어가 시정부령에서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했으며, 이는 주 법원에서 명확히 해석될 수도 없다. 그 밖
에 ‘profitable, desirable, acceptable, respectable, praiseworthy 또
는 commonly accepted’등의 기준의 범위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러한 영화에 대한 심의는 자의적일 수 밖에 없다.‛ 161 마지막으로 연방
대법원은 ‚이런 등급분류로써 표현에 대한 규제는 직접적인 억압은 아
니지만 또한 이는 청소년보호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위헌적 모
호성을 치유할 수가 없다‛고 강조하였다. 162 이에 주 법원의 판결은 연
방대법원에서 파기되었다.
다시 말해 청소년 대상이나 성인대상이나 관계없이 수용자에게 해로
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표현에 대한 규제는 명확하게 설정
되어야만 한다. 즉, 그 법의 심판대상인 사람들이나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모두가 그 의미와 적용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설정된

158

Interstate Circuit, Inc. v. City of Dallas, 390 U. S. 682-691.

159

Ibid. 390 U. S. 682-683.

160

Ibid. 390 U. S. 685.
Ibid. 390 U. S. 687-688.

161
162

Ibid. 390 U. S. 688-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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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narrowly drawn, reasonable and definite
standards)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163
한편 Interstate Circuit, Inc.판결과 같은 날 Ginsberg v. New
York 164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뉴욕 주의 한 주법을 지지하였다. 이 주
법은 성인에 대해 음란적이지 않지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음란적인 출판
물을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 날의 두 판결을 다시 살펴
보면 연방대법원의 위헌판결은 세밀하고 명확하게 제정된 행정적 등급분
류를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165 따라서 Dallas판결
후 미국의 여러 주들은 영화등급분류에 관한 법안을 제정, 정비하기 시
작한다.166 하지만 이러한 정부적 등급분류는 또 다시 미국인의 자유주의
적 신경을 자극하였다. 정부적 등급분류가 각 주에서 범람할 가능성에
대한 염려 그리고 경제적 고려를 통해, 미국 영화업계는 영화업계 자체
의 등급분류를 시행하기로 하였다.167

163

장호순, "표현의 자유와 '명확성 원칙': 한국 헌법재판소와 미국 연방대법

원의 판례 비교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가을, 통권 55호(2011). P.23
164

Ginsberg

165

Douglas Ayer, "Self-censorship in the movie industry: an historical

v. New York, 390 U.S. 629 (1968)

perspctive on law and social change." P.819-820
166
167

California, New York 및 Dallas주가 포함된다.
미국영화업계에 따라 정부적 등급분류제하 영화산업이 당하게 할 비용은

$300,00/편 정도이다. 이러한 비용은 심의비용, 법률자문비용, 영화내용의 수
정 및 삭제 등으로 포괄된다.Douglas Ayer, "Self-censorship in the movie
industry: an historical perspctive on law and social change." P.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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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등급분류의 등장
I.

자율적 등급제의 도입
1.

자율적 등급제의 도입

1 9 6 8 년 미국영화협회(Motion Picture America Association:
MPAA)가 영화에 대한 정부적 등급분류를 저지하기 위하여 전국영화극
장주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Theatre Owners: NATO) 그리고 미
국

국제영화수입

및

배급사협회(International

Film

Importers &

Distributors of America, Inc.)와 협력하여 영화등급분류제를 도입하였
다.
MPAA회원인 영화제작사들은 그들이 제작한 영화 그리고 미국 국제
영화수입 및 배급사협회의 구성원이 수입한 영화(외국영화포함)를 등급
분류하기 위하여 영화를 제출하는 것에 동의하였는데, 전국영화극장주협
회(NATO)가 영화의 등급에 의하여 영화관람자의 입장을 제한하도록
하여 영화등급에 관한 정보를 극장 외에 공포하도록 함으로써 영화업계
가 자율적으로 영화등급제를 집행하도록 하였다. 168 당해년도 11월 1일
부터 미국에서 상영될 거의 모든 영화가 등급을 부여하게 된다는 것이었
다.169
이러한 자율적 등급제가 처음 미국에서 실시될 당시에 영화등급을
G-M-R-X로 구분하였다. 즉, G(General)등급은 연령에 제한 없이 모
든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로, M(Matured)등급은 성인이 관람하기
바람직하다는 영화로, R(restricted)등급은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관람
168

그 밖에 소매업자, 그리고 비디오 대여점들이 이 제도를 집행하는 것도 동
의하였다. Ibid. P.829
169

뒤에서 등급심의 ‘대상’를 참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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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경우에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한 영화로, X등급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관람 금지하는 영화로 표시했다.170
2.

설치의 목적

미국이 영화에 대한 검열제(정부주도하의 사전검열제와 영화업계의
자율적 검열제를 포함) 혹은 정부주도하의 등급제가 아닌 영화산업계의
자율적 등급제를 채택한 이유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언론에 대한 보호
에서 출발해 국가의 영화산업에 대한 개입을 저지하고자 하는 것이었
다.171
한편 영화등급제를 설치하는 또 다른 초기의 이유는 바로 청소년보호
를 위한다는 것이었다. 영화등급제의 법적 의미는, 어떤 영화의 전체와
관람자연령 간의 적합성을 판단하여 영화를 내용에 따라 구분하되 이에
해당 등급을 부여하게 한다는 것이다. 영화등급제는 영화자체의 품질,
예술성, 혹은 사회가치 등을 평가하지 않는다.172 이는 단지 학부모 또는
모든 잠재적 영화소비자들에게 영화의 관람적합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학부모 또는 모든 잠재적 영화소비자들이 이런 정
보에 의해 자기들이나 그 자녀들이 이 영화를 관람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173

구체적인 등급설치에 관해, 미국영화업계는 처음부터 X등급의 도입함
에 있어 논란이 있었다. 이 등급의 영화는 R등급의 영화와 달리 부모의
170

Douglas Ayer, "Self-censorship in the movie industry: an historical

perspctive on law and social change."
171
강준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MPAA의 영화등급제도에 관한 연구,"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2009).
172

영화의 이러한 측면에 대한 평가는 영화비평가 또는 관람자가 판단하게 할
것이다.
17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MPAA의 영화등급제도에 관한 연구."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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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여부 관계없이 청소년의 입장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
시 말해 X등급이 부모의 자유재량권을 박탈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실제
로는 부모의 자유재량권에만 의하더라도 부모들이 미성년아이에게 선정
적 폭력적인 영화를 관람시키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X등급
의 설치필요성에 대한 이의가 적지 않다.174 그럼에도 불구하고 X등급을
최종적으로

도입한

이유는

첫째,

영화업계,

특히

전국극장주협회

(NATO)가 더 엄격한 정부적 영화등급제의 도입을 막기 위함이었을 것
이다.

둘째, 미국 국제영화수입 및 배급사협회(IFIDA)에 입장에서 X등

급의 도입은 오히려 X등급으로 분류된 영상물에 대해 자극적인 선전효
과를 가져오는 장점도 있었다. 당시 영화수입업자가 수입한 외국영화는
거의 <기적>과 같은 예술영화들이었다. 이런 영화는 애초에 젊은 성인들
을 겨냥한 것이었기에, X등급이라는 레이블은 오히려 그들의 표적시장에
대한 한 선전수단이 되었다.175 이러한 점에서 미국에서 영화계의 자율적
등급분류는 실제로 사회 정치 경제 등 요소를 합친, 각계의 타협적 산물
이었다.
3.

발전

이러한 미국의 등급제도는 크게 3차례의 커다란 변화를 겪었는바, 첫
째, 용어상 ‘M(matured)’ 등급이 ‘R(restricted)’ 등급보다 엄격
한 것으로 인식되어 ‘M’ 등급을 ‘GP’ 등급을 거쳐 현재의 ‘PG’
등급으로 변경하였고, 둘째, 1984년 ‘PG’ 등급으로 개봉되었던 스필
버그의 영화 ‘인디아나 존스- 악마의 사원’에서 산사람의 심장을 꺼
내는 장면이 부모와 비평가들에게 강한 비판을 받자 ‘PG-13’등급을
174

등급설치에 관한 법리적 해석은 본 논문 제7장에 참조바람

175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Douglas Ayer, "Self-censorship in the movie

industry: an historical perspctive on law and social change." P.825-828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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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하였으며, 셋째, 1990년부터 ‘R’등급에 대하여 등급분류의 근거
가 되는 요소들에 대해 부모의 주의와 지도를 필요한 충분한 설명을 첨
부하도록 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가 후에 다른 모든 등급에도 등급의 근
거 이유에 대한 설명을 첨부하도록 확대되었고, ‘X’등급이 포르노그래
피로 받아들여지게 되자 이를 중립적인 용어인 ‘NC-17’로 변경하였
다.176
II. 오늘날의 영화등급제도
1.

주체

미국에서 영화에 대한 등급분류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미국영화협
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MPAA)와 전국극장주협회
(the National Association of Theater Owners: NATO)등 영화업계 자
율적 단체에 의해 설치된 등급관리국(the Classification and Rating
Administration: CARA)이다. CARA에 소속된 영화등급위원회(Film
Rating Board: FRB)는 11명의 풀타임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는 구체적으
로 영화등급분류를 다루고 있는 기관이다. CARA의 정부의장과 FRB위
원들은 함께(총 13명) 특정 영화의 등급을 결정한다. 177 CARA의 등급
결정에 대한 이의는 재심위원회(Rating Appeal Board)에서 다시 심의하
는데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또 다시 불복할 수는 없다.178
등급관리국(CARA)의 의장은 미국영화협회(MPAA)의 회장에 의해

176
177

임상혁, 영화와 표현의 자유. P.230-231 참조
The Classification and Ratings Administration, "The Movie Rating

System--Its

History,

How

It

Works

and

Its

Enduring

Value,"

http://www.filmratings.com/filmRatings_Cara/downloads/pdf/about/cara_abou
t_voluntary_movie_rating.pdf.
178

임상혁, 영화와 표현의 자유. P.287
60

임명된다. 179 등급위원회(FRB)위원의 자격요건은 학력, 연령, 영화와 관
련한 경험 등과 전혀 상관없이 단지 이미 사춘기 아이의 부모가 되었다
는 것만 필요하다.

180

왜냐하면 청소년의 보호는 미국에서 영화등급제가

운영되는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보통의 미국 부
모의 입장에 서서 자녀들을 위해 영화내용을 미리 감상하고 자기자녀에
의 적합여부를 판단하며 적절한 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
요하다는 것이다.
2.

대상

미국의 경우에 모든 영화가 등급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등급심사를 받지 않으면 극장주협회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 85%의 극장
배급망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모든 영화가 위 기구의 등급심사
를 받고 있다.181
3.

운영

영화등급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영화업계 및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
기 위하여 여러 제도를 둔다.
우선, 미국영화협회(MPAA)와 전국극장주협회(NATO)의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정책심의위원회(Policy Review Committee)’를 운영
한다. 이는 전문적으로 영화등급의 설정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는 업무를

179

이찬희, "영화등급분류제도와 표현의 자유-표현의 자유보장을 위한 영화등
급분류제도의 보완을 중심으로-." P.40
180

CARA의 규정에 따라 등급위원회의 위원은 5-17세 아이의 부모만 될 수 있다.

Administration, "The Movie Rating System--Its History, How It Works and
Its Enduring Value".
181

임상혁, 영화와 표현의 자유. P.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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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룬다. 영화등급위원회는 이 지침에 의해 등급을 판정하게 된다. 182 이
를 통해 등급판정에 있어서의 공정성이 담보된다.
둘째, 영화등급위원회의 위원들의 개인정보 등을 외부적으로 공개하
지 않는다. 이는 외부적 압력과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영
화등급위원회의 시니어 위원(senior raters) 183 이 등급판정 절차를 주관
하며, 필요할 때는 직접적으로 영화제작자, 다른 외부적 관계자, 또는 공
중과도 의견을 교환한다. 그러므로 사회자로서의 시니어 위원의 개인정
보는 공중에게 알려질 수 있다. 이를 통해 등급판정절차의 투명성을 확
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184
셋째, 영화업계의 자율적 등급제의 신뢰성 통일성 및 완전성을 확보
시키기 위해 영화제작자가 등급재심위원회에서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하지만 3분의2의 대다수 재심위원회위원들이 영화등급위원
회의 등급분류결정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이의
신청된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 재심위원회는 영화제작사 관리자뿐 아니
라 학부모,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극장주 또는 비디오 소매업자 등을
포함한다.185
4.

기준

구체적 영화등급은 폭력성, 선정성, 약물복용, 저속어 및 주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현재 미국 영화등급제에는 5가지의 등급이 포함되어
182

이찬희, "영화등급분류제도와 표현의 자유-표현의 자유보장을 위한 영화등

급분류제도의 보완을 중심으로-."
183
보통, 시니어 위원의 판단기준은 그의 아이는 다른 위원의 아이보다 연상해
야 한다는 것이다.
184

Administration, "The Movie Rating System--Its History, How It Works
and Its Enduring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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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ilmratings.com/filmRatings_C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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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86

G (General Audiences- all ages admitted)
연령에 제한 없이 모든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이 등급에는 어
린 자녀들이 보거나 듣기에 거슬릴 것이라고 대부분의 부모들이 생각하
는 어떠한 내용(나체, 성행위. 약물 사용 등)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영
화가 해당된다.
PG (Parental Guidance Suggested-some material may not be
suitable for children)
연령제한은 없으나, 특히 10세 미만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지도가 필
요하여 부모가 관람여부를 결정할 것이 요구되는 영화. 이 등급에는 약
간의 나체와 폭력 등 아동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부모의 입장에서 어린 아이에게 보여주기 전에 그 내용에 대해 주의 깊
게 심사할 것이 요구되는 영화가 해당 된다.
PG-13 (Parental Strongly Cautioned – some material may be
inappropriate for children under 13)
13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는 부적절하므로 부모의 강력한 주의가 필요
한 영화. 이 등급에는 약물사용이나 성과 관계된 거친 언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부모가 13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특별한 주
의가 필요한 영화가 해당된다.
R (Restricted – under 17 requires accompanying parent or adult
guardian)

186

www.mpaa.org; 임상혁, 영화와 표현의 자유. P.299-230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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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미만의 경우에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한 영화. 이 등급에는 언어
, 주제, 폭력, 성행위, 마약사용 등 일부 성인물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영
화를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그 영화에 대하여 더 잘
알고 있을 것이 요구되는 영화가 해당된다.
NC-17 (No One 17 and Under Admitted)
17세 미만은 관람이 불가능한 영화. 이 등급의 영화는 노골적인 성행
위장면, 성과 관련된 언어, 과도한 폭력장면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미
국 부모들이 성인물이므로 미성년자에게는 보여주어서는 안될 영화라고
생각할 내용의 영화이다. 그러나 NC-17이라는 표시가 그 영화가 음란
물이거나 포르노그라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III. 제기되는 문제들
MPAA의 영화관람등급제도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으로 인하여,
영화등급결정에서 불공정성의 소지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1.

187

MPAA구성원과 비구성원 간의 차별대우

영화업계의 사적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을 그 존재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MPAA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화등급제가 폭력과
섹스가 과도하게 등장하는 영화들에 관대한 판정을 해 왔다는 비판을 받
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영화감독, 영화제작자, 영화 배급사들 역시
자신들의 연출, 제작 또는 배급하는 영화들이 때때로 불공정하게 적합하
지 않은 MPAA의 상영등급을 받았다고 불평하고 있다.
특히 MPAA의 구성원으로서의 메이저 영화배급사에 소속되지 않은
18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MPAA의 영화등급제도에 관한 연구." P.61-62에 참

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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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배급사에서 배급되는 영화들이나 외국영화들에 대해서 의도적인 차
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스페인 영화 ‘Tie Me Up! Tie Me
Down!’의 감독인 페드로 알모도바로(Pedro Almodovar)와 이 영화를
미국에서 배급했던 독립배급업체였던 미라맥스사는 그 영화에 X 등급을
부여한 MPAA의 결정을 법원에 제소했다. 그들에 따르면 이 영화와 동
일하거나 그 이상의 강도를 지닌 MPAA에 소속된 배급사들에서 배급된
많은 영화들이 X 등급보다 낮은 R등급을 부여 받았으며, ‘Tie Me Up!
Tie Me Down!’에 대한 MPAA의 등급결정은 MPAA의 멤버가 아닌
미라맥스사와 외국영화에 대한 MPAA에 의도적인 차별이라는 것이
다.188
2.

등급관리국(CARA)의 독립성에 관한 논란

다른 한편 형식적으로는 등급관리국(the Classification and Rating
Administration: CARA)이 MPAA로부터 독립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는 제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MPAA가 재정과 인사권에 대한 통제를
통해서 CARA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우선, CARA는 MPAA에 재정적으로 종속되어 있다. CARA의 운영자
금은 사실상 대부분이 MPAA에 의해서 조달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배
급업자들은 등급관리국(CARA)에 영화에 대한 심사를 의뢰할 때 심사의
뢰영화의 제작비의 일정비율을 등급심사비로 CARA에 지급한다. 따라서
제작예산이 큰 영화들의 대부분을 배급하고 있는 메이저 스튜디오라고
불리는 MPAA 소속의 메이저 배급사들이 등급심사위원회의 운영비의
대부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189

188

Ibid. P.62

18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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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MPAA는 등급관리국(CARA)의 의장에 대한 직접적인 선출권
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MPAA는 등급심사위원회의 의장을 통해서
심사위원들의 인사에 대한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CARA의 심사위원장의 성격이 명예직 또는 봉사직이 아닌 일반적인 직
업(full-time job)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급관리국(CARA)의
구성원들은 CARA의 의장과 대등한 관계가 아닌 열등한 피고용인의 지
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MPAA가 영화등급위원회의 심사위원들에 대
해서 CARA의 의장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큰
것이다.190
다시 말하면,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이지 못하고, 독자적인 인사권도 가
지고 있지 않은 등급관리국(CARA)은 구조적으로 MPAA 소속 배급사
들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이러한 비독립성은
바로 MPAA구성원과 비구성원 간의 차별대우를 초래한다. 등급관리국
(CARA)가 MPAA의 회원으로 있는 메이저 스튜디오에 의해 배급되는
영화에 대해서 MPAA에 속해있지 않은 독립배급사들에 의해서 배급되
는 영화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등급을 부여할 개연성이 상당하다
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관대한 관람가능등급을 받은 영화일수록 더욱 더 큰 잠재적 소비시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소속 배급사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서 MPAA가 영화등급제도를 불공정하게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MPAA가 영화관람등급제를 공정하게 유지할 유인도 존재하
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MPAA는 영화산업의 자율적인 영화등
급제도를 통해서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을 차단해왔기 때문이다. 만약
MPAA의 영화등급제도의 공정성이 상당한 정도로 문제가 된다면, 애초

19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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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저지된 정부적 영화등급제도에 대한 상대적 우위가 약화될 가능성
이 있다. 따라서 여타의 나라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부 즉, 행정권에 의
한 영화등급제도로 회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MPAA는 영화관람등급제도를 불공정하게
운영할 유인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을 막기 위해서
영화등급제 운영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유지할 유인도 동시에 가지고 있
다. 따라서 MPAA가 실제로 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할지 또는 불공정하게
운영할지에 대한 여부는 선험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191

191

Ibid.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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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한국영화심의제도
제1절 한국 영화심의제도의 발전 및 관련된 헌재 판결
I. 공보부장관의 사전심의제도
한국의 영화심의제도의 역사는 1962년 영화법의 제정과 함께 시작한
다. 영화법은 1995년 말 영화진흥법이 제정될 때까지 유지되면서 영화
의 기본법 역할을 하게 된다.
최초의 영화심의제도는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전허가제도로 운영하였다. 192 이는 정부에 의하여 사전허
가를 받지 아니하면 영화를 상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1962년
헌법에는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위하여는 영화나 연예에 대한 검열을
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던 때이기도 하다.
1966년에는 사전허가제가 사전검열제로 개정되었으나 그 실질은 사
전허가제와 차이가 없었고, 다만 공보부장관이 검열을 하기 전에 ‘영화
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이다. 아마도 이것이 정부 이외의 기관
에 의한 영화심의의 단초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영화검열의 효력기
간은 3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도 특정이다. 다만 극영화시나리오에 대
하여는 1966.1.27.부터는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가 사전심의를 하
도록 하였는데 이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제도였다.193

192

1962년 영화법 제10조(상영의 허가) 공연자가 영화를 상영(예고편의 상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보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93

황창근, "영화등급분류제도의 개선 방향 -제한상영가 등급을 중심으로-,"

세계헌법연구 제14권, 3호 (2008). P.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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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제도 및 관련된 헌재 판결
1.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제도
1984년12월 영화법 개정으로 종전의 사전허가제도가 사전심의제도
로 변경되었다. 공보부장관인 국가기관이 직접 수행하던 영화심의업무를
민간기관인 공연윤리위원회194가 맡게 되어, 적어도 외형상 그 동안 국가
가 직접 영화에 대한 사전허가 내지 사전검열을 함으로 인해 발생한 위
헌성이 제거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동법에는 여전히 영화심의를 필하
지 아니하면 영화상영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면서(제12조 제2
항), 이를 위반하고 영화를 상영한 경우에는 징역 또는 일정의 벌금에
처하고(제32조 제5호), 법이 정한 심의기준을 위반하는 영화에 대하여
는 영화심의필 결정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 해당부분을 삭제하고 심의필
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영화에 대한 심의제도는 사전허가
내지 사전검열제도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이 제도는 1985년6월 말부터
시행되었다. 195 이후 1995.12.31.자로 영화법이 폐지되고 영화진흥법이
개정되면서도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한 사전심의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었
다. 1996.10.4.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영화법에 대
하여 위헌을 선고하였다.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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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윤리위원회는 1966.4.27.공연법에 의하여 ‘공연지문위원회’로 시작하

여 1975.12.31.공연법개정에서 공연윤리위원회로 개칭하여 일체의 공연에 대한
심의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1984년 영화법개정에서 영화심의기능까지 관장
하게 되어 공연, 영화 등 예술에 관한 종합적인 심의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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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재 1996.10.4. 93헌가13, 91헌바10(병합) 위헌결정
이 결정은 1984년 말 영화법이 개정되어 종전의 공보부장관에 의한
사전허가 내지 사전검열제에서 변경된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한 사전심의
제도의 위헌성을 지적한 사건이다. 이 결정은 영화법이 개정되어 비록
국가기관에서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기구로 심의 기관의 변경이 있었고,
나아가 심의의 형식이 사전허가 내지 사전검열에서 심의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검열의 내용의 판단은 그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즉 헌법상
검열의 의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은 행
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
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
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그러므로 검열은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정의
하였다.197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검열에 해당됨의 근거로, 첫째, 공연윤리위
원회가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율적인 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영화법에서 영
화에 대한 사전허가제도를 채택하고, 공연법에 의하여 공연윤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행정권이 공연윤리위원회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였으므로 공연윤리위원회는 검열기관으로 불 수밖에 없고, 둘
째, 영화법 제12조 제1항, 제2항 및 제1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영
화에 대한 심의제의 내용은 심의기관인 공연윤리위원회가 영화의 상영에
앞서 그 내용을 심사하여 심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영화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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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을 금지할 수 있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영화를 상영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 그 핵심이므로 이는 명백히 헌법 제
21조 제1항이 금지한 사전검열제도를 채택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198
III.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등듭분류제도 및 관련된 헌재 판결

1.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등급분류제도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한 사전심의제도가 위헌이
라는 결정에 따라 1997년10월 사전심의제도를 폐지하고 등급분류제도
를 도입하였다. 한편, 등급분류기관은 공연윤리위원회에서 한국공연예술
진흥협의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영화진흥법과 공연법을 개정하였다. 등급
분류제도는 ‘모든 관람객, 12세, 15세, 18세’의 4개의 등급으로 나누
고, 다만 충분한 내용의 검토가 필요할 때에는 6개월의 등급보류를 할
수 있는 등급분류보류제도도 함께 도입하였다. 이 제도에서 처음으로 도
입한 등급분류제도는 영화 상영으로 인한 실정법위반의 가능성을 사전에
막고, 청소년 등에 대한 상영이 부적절한 경우 이를 유통단계에서 효과
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에 있는 것으로 비록 사전심의에 해당되지만
검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한편 공연윤리위원회와 한국공연예술진흥협
의회의 등급분류기관은 그 구성방식이 장관위촉에서 대통령위촉으로 변
경되는 등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대개는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199
이 제도는 6개월 내의 기간에서 정하는 등급분류보류제도가 횟수의
제한이 없는 등 그 운영방식으로 인하여 사실상 상영을 완전히 거부함으
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후 1999년 영화진흥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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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으로 등급보류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었다.
2. 헌재 2001.8.30. 2000헌가9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2001.8.30 영화진흥법 제21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
는 영화등급보류제도를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선고하
였다. 1996년 판결에서 헌법재판소는 공연윤리위원회의 검열기관성에
대하여 판시한 바 있고, 그를 승계한 영상물등급위원회도 검열기관성을
띠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996년 결정에서 등급분류
제도는 비록 사전심의이지만 영화 상영으로 인한 실정법위반 가능성, 청
소년보호를 위하여 유통단계에서 효과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등급을
분류하는 것은 사전심의가 아니라고 판시한 바가 있어, 이 사건에서는
등급분류보류제도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영화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급보류제도는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상영등급을 부여함에 있어서 ‘1. 헌법의 기본질서에 위배
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을 때, 2. 폭력·음란 등의 과도
한 묘사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3. 국제적 외교관계, 민족의 문화적 주체성 등을 훼손하여 국익을 해
할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등급분류를 보
류할 수 있지만, 등급보류의 횟수 등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기간이 끝난
다음 다시 신청할 경우에 다시 보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사실상
등급분류 거부하는 결과가 되어, 등급보류제도가 허가제로 운영될 위험
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200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점에서 ‘ 등급분류보류제도는, 영상물등급위원
회가 영화의 상영에 앞서 영화를 제출받아 그 심의 및 상영등급분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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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영화는 상영이 금지되고 만약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채 영화를 상영한 경우 과태료, 상영금지명령에 이어 형벌까
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등급분류보류의 횟수제한이 없어 실질적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영화를 통한 의사표현이 무한
정 금지될 수 있으므로 검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이다.201
IV.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제도 및 관련된 헌재 판결
1.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제도
2002년1월 영화진흥법이 개정되어 등급분류보류제도가 폐지되고 연
령등급(전체, 12세, 15세, 18세)이외에 ‘제한상영가등급’이 도입되어
2002년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202 2006년4월 영화진흥법이 폐지되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이라 함)이 제정되
었다. 영비법은 연령과 관련된 4등급 및 ‘제한상영가등급’으로 유지하되
‘18세’는 ‘청소년’으로 표현을 변경하였다. 다만 제한상영가등급에 대하
여는 제한상영관의 부족, 개념의 불명확성, 타 매체로의 제작금지 등의
문제로 인해 도입초기부터 많은 위헌논란이 있었다.203
2. 헌재 2008.7.31 2007헌가4 헌법불합치결정
이 판결은 2002년 영화진흥법 제정시 도입된 제한상영가등급의 위헌
성여부판단과 관련된 사건이다. 이 재판의 대상이 된 영화는 멕시코의
카를로스 레이가다스(Carlos Reygadas) 감독의 ‘천국의 전쟁’(Battl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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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위헌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제한상영가 등급에 대하여 5년간 한시적으
로 시행하고 그 이후 다시 논하기로 하는 타협적인 제도로 도입하였다. ‘영비
법’부칙 제2조 (제한상영가 영화에 관한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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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ven)이고, 해당 결정은 신청인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제한상영가등
급에 관하여 행정법원에 처분취소청구 및 위헌제청신청을 하고 서울행정
법원이 위헌제청한 사건에 대한 결정이다.204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제한상영가등급 자체에 대하여 위헌론을 직접적
으로 제기하지는 않았고, 제한상영가등급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규정하
지 아니하여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하였다. 제한상영가등급 분류의
구체적 기준에 대하여 법률에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채 영상물등급
위원회의 규정으로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을 지
적한다. 다만 영비법의 제한상영가등급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
을 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할 것이므
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언하고 2009년12월31일을
기한으로 새 입법을 마련할 때까지 잠정 적용할 것을 판시하였다.205
헌법재판소는 “영화진흥법 제21조 제3항 제5호는 제한상영가등급의
영화를 ‘상영 및 광고 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를
말해주기보다는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가 사후에 어떠한 법률적
제한을 받는지를 기술하고 있는바, 이것으로는 제한상영가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를 알 수가 없고, 따라서 영진법 제21조 제3항 제5호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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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가등급분류의 기준에 대한 것으로 그 내용이 사회현상에 따라 급변하
는 내용들도 아니고,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기술적인 사항도 아닐 뿐만 아니라, 더욱이 표현의 자유의 제한과 관련
되어 있는 점에서 경미한 사항이라고도 할 수 없는 데도, 이 사건 위임
규정은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에 위임하고 있는바, 이는 그 자체로서 포
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위임규정
은 등급분류의 기준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 없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그
규정으로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것만으로는 무엇이 제한상영가
등급을 정하는 기준인지에 대해 전혀 알 수 없고, 다른 관련규정들을 살
펴보더라도 위임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영진법 제21조 제3항
제5호가 전환된 영비법 제29조 제2항 제5호도 제한상영가등급의 영화
를 종전과 똑 같이 규정하고 있는바, 이 역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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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영화진흥법 및 영비법상 제한상영가등급에
대하여 명확성원칙, 포괄적위임금지원칙 위배를 이유로 위헌성을 선언하
였다. 다만 등급분류 공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지만, 제한상
영가등급 자체에 대한 위헌여부를 논의하지 아니하여 논란을 빚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가 설시한 내용
즉, 명확성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고려한 입법개정만 하면 위헌
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도 있다는 의견부터, 차제에 제한상영가등급을 폐
지해야 한다는 논의에 이르기까지 그 의견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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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근, "영화등급분류제도의 개선 방향 -제한상영가 등급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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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한국 헌법상의 사전제한금지
대한민국 현행 헌법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
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
전제한(prior restraint)이 금지된다고 선언하고 있다.
헌법 제21조 제2항이 언론 출판에 대한 검열금지를 규정한 것은 검
열이 허용될 경우 국민의 전신생활 및 의사형성에 미치는 위험이 클 뿐
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함
으로써 이른바 관제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
를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헌법에서 직접 그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
이다. 따라서 비록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
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론·출판에 대하여는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법률로써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밝
힌 것이다.209
한국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금지되는 검열의 의미에 대하여 ‘검열금지
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의
사표현의 발표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
지하는 것’, 다시 말해,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
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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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6.10.4.93헌가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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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하는, 즉, 허가 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라고 정의하
고,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의 요건을 다음 4가지로 구체화하였다.210
1.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2.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3.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4.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한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중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은 위에
서 본 바와 같이 법률로써도 허용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검
열의 의미는 명확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즉, 헌법 제21조 제
2항이 금지하는 검열은 행정권에 의하여 사전적으로 행해지는 사전검열
만을 의미하므로, 사법절차에 의한 사전금지조치나(예컨대 명예훼손이나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가처분 등), 형벌규정(음란, 명예훼손 등)의 위
반을 이유로 한 압수 등 사후규제는 헌법상의 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반되
지 아니한다.211 이러한 검열의 성격을 띠지 아니한 심사절차의 허용여부
는 표현의 자유와 이와 충돌되는 다른 법익 사이의 조화의 문제이므로
헌법상의 기본권제한의 일반적 원칙인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결
정되어야 한다.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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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영화와 표현의 자유. P.64
대한민국대법원 판결(대법원 1991.2.26.91모1)에 따라 출판내용에 형벌 법

규에 저촉되어 범죄를 구성하는 혐의가 있는 경우 그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
으로서 압수하는 것은 재판절차라는 사법적 규제와 관련된 것이어서 행정적인
규제로서의 사전검열과 같이 볼 수 없다. 다만 출판직전에 그 내용을 문제 삼
아 출판물을 압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출판의 사전 검열과 같은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는 것이므로 범죄혐의와 강제수사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Ibid. P.64-65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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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행 헌법은 검열제를 금지하고 있을 뿐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나 그에 법적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아니하므로 검열의 개념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하고 있다. 213 정치적 격변기를
거친 오늘날 과연 현실적으로 온전한 표현의 자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에 대하여는 우선 어떤 검열개념으로부터 출발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이다.214

제3절 현행 제도
I.

주체
1.

조직 및 구성

한국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기구와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그
중에서 등급분류기구가 위원회 운영, 등급분류기준의 연구, 등급분류 결
정, 의결, 영화사전 검토 등 구체적인 등급분류에 관한 각종 업무를 맡
고 있다. 215 등급분류기구 하에 위원회, 사후관리위원회, 소위원회 및 예
심위원회가 설치된다.
1)

위원회

등급분류위원회는 주로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규정의 제정·개정,
그리고 등급분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시의 재심의 및 의결 등 업무를
수행한다.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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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林昇垠,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검열금지원칙." P.26
Ibid.
http://www.kmr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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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216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217 임기는 3념이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이다. 영상
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영상물/청소년/법률/교육/언론 분야 또
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
령으로 위촉한다.218 그 밖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성과 연령을 균
형 있게(여성 ⅓, 40세이하 ⅓)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의 선임
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19
2)

사후관리위원회

등급분류기구산하의 사후관리위원회는 영상물의 등급분류제도와 등급
분류기준에 대한 연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후관리위원회의 위원
은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해야 하고 임기
는 1년이다.
3)

소위원회

등급분류위원회산하 영화등급분류소위원회, 비디오등급분류소위원회
및 공연추청소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소위원회위원은 총23명이다). 영
화에 관련하여 영화등급분류소위원회는 영화등급분류 결정 및 수입추천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위원선임에 관하여는 등급분류위원회의 동의
를 얻어야 한다. 영화등급분류소위원회 위원은 5~10인 이내로 위원장이
위촉해야 하며 그들의 임기는 1년이다.
216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등 임원은 위원회에서 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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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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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심위원회 5명 (임기1년)

예심위원회는 소위원회에 소속되어 소위원회의 등급분류 결정 전에
영화에 대한 사전 검토를 수행한다. 이는 임기1년의 위원 5명으로 구성
된다.
위와 같이 등급분류위원회 및 영화등급분류소위원회의 위원은 행정기
관에 재직 중인 공무원은 아니지만, 임원 구성절차의 측면에서 보면, 즉,
등급분류위원회의 위원들이 대통령령으로 위촉되는 실정의 측면에서, 한
국의 영화등급분류제도는 영화업계의 자율적 등급제가 아닌 정부주도하
의 등급제로 보아야 한다.
2.

직무 및 권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직무 및 권한은 크게 6가지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220
1) 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및 내용정보,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2) 영상물 등의 제작/유통 또는 시청제공의 실태조사 및 관리에 관
한 사항,
3)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기피신청에 관한 사항,
5) 영상물 등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 연구, 국제협
력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업
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되거나 위탁 받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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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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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대상
오늘날의 한국영상물등급제하에서 영상물이 한국국내의 영화관에서
일반 대중에게 상영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를 받아야 한다. 2008년2월 말 개정된 영비법 제29조 제1항은 등급분
류를 받아야 한다는 영화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상
영 전까지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 영상물등급위원회 ‛ 라 한다)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1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 한하여 상영하는 소형영화·단편영화
2.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3.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으로 상영하는 영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이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영화
동조 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
영등급을 분류 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한국의 현행 영화등급제는 강제력이 있는 등급제이다. 이러한
강제력은 미국의 영화등급제와 달리 영화업계 내부의 강제력이 아니라
법제도하의 국가강제력으로 판단될 수 있다.
III. 운영
1. 등급분류기구는 위원회, 소위원회 개최의 방식으로 등급분류 결정,
기준 연구 등 업무를 수행한다. 그 중에서 영화등급분류를 위해서 소위

221

1
Ibid. 제29조(상영등급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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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는 일반적으로 주4회로 개최할 것이고 필요할 때는 증회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222
2. 그 밖에 영상물에 대한 등급분류의 형평성, 공정성 제고 그리고 등
급분류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수행하고 있다.
첫째, 등급분류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영비법 제82조는 영상물등
급위원회의 독립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영비법 제8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혹은 장기간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거나 신분
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223

둘째, 등급분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의 영상물등급위원
회는 정보서비스를 확대시켰다. 구체적으로는 영상물등급의 접수, 등급
분류, 처리결과 등의 자료를 모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속하게 공개하며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민원행정서비스를 강화한다
는 것이다.
셋째, 등급분류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화에 대한
사후확인 및 사후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업무를 실시한다. 즉, 등급분류
후에 영화의 광고, 선전물 등 청소년유해여부를 확인하여 법률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관계기관에 건의한다. 더불어 등급분류
의 적정성에 대한 모니터링의 결과를 등급분류 업무에 반영한다. 그 밖
에 영상물의 관련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위법사항을 발견할 때는 사후
조치 등을 실시한다.

222

http://www.kmr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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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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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은 영화등급분류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등급분류의 강제성을
강조하였다. 미국과 달리 한국의 등급분류와 그의 집행에 관한 강제력은
법에 의해 명문규정으로 드러난다. 즉, 영비법 제42조 및 제45조는 이
런 강제력을 제공한다.
제42조(영화상영의 제한)‘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 상영을 금지하거나 상영 중인 영화
를 정지시켜야 한다.
1)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지
아니한 영화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영화
3) 분류 받은 상영등급을 변조 또는 위반하여 상영하는 영화
4) 상영등급을 분류받은 영화의 내용을 다르게 하여 상영하는 영화
5)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영화’
제45조(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①시장·군수·구청장
은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즉,
제29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동조 제2호);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 또는 선전물을 게시하거나 제한상영관 밖으로 보
이도록 한 때 (동조 제3호);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의 금지 또
는 정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동조 제6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화상영관
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IV. 기준
2009년5월에 개정된 영비법 제29조 제2항은 영상물의 구체적 등급
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류를 받아야 된 영화의 상영등급은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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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 및 영상 등의 표현 정도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다만, 예고편·광고영화 등 영화 상영 전에 상영되는 영화는 제1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을 수 있다.
1.

전체관람가: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2.

12세 이상 관람가: 12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3.

15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4.

청소년 관람불가: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5.

제한상영가: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
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선전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
화
헌법불합치판결 후 2009년5월에 신설된 영비법 제29조 제7항은 동
조 제2항 각 호의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기준을 설치할 때 고
려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류기준을 설치함에 있어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224
1. 「 대한민국헌법 」 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3.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4. 국가정체성 및 외교관계의 유지에 관한 사항
5. 주제 및 내용의 폭력성·선정성·반사회적 행위 등에 관한 사항
6.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및 국민정서에 관
한 사항
224

Ibid. 제29조(상영등급분류) 제2항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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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문제점
한국영상물등급제에 관한 논의는 거의 제한상영가 등급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1. 한국에서 현행 영화등급분류제는 거의 모든 영화를 5가지의 등급으
로만 분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제한상영가’ 운영이 자의적으로 운영되
고 있어 사실상의 ‘검열제’와 다름없다는 비판이 있다.225
이런 비판은 ‘제한상영관’의 영업관리 그리고 ‘제한상영가’ 등급 영화
의 선전, 상영에 대한 제한 등과 관련된 규제가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이다.226
첫째,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게 되는 영화가 이러한 영화만을 상영할
수 있는 ‘제한상영관’에서 영화를 상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실제로
는 한국에서 영업 중인 ‘제한상영관’은 단 1곳도 없다.227 왜냐하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따르면, 제한상영관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청소년시설로부터 200m이내 지역, 주거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일반영화상영관과 같이 설치할 수 없
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228

225

홍승진, "'악마를 보았다'로 살펴보는 영화등급제," 법으로 읽는 영화, 소

설 (2010). P.141
226
227

Ibid. P.142
2005년에 제한상영가 등급(예전의 ‘등급외 등급’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등급외전용관’)논란이 있을 당시 한 업체에서 제한상영관 영업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몇 개의 상영관을 확보한 다음 카트린 브레야 감독의 ‘로망스’를
상영한 사례가 있었지만, 그리 오래 영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228

홍승진, "'악마를 보았다'로 살펴보는 영화등급제." 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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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 229 는 ‘제한상영
가’ 영화는 광고를 ‘제한상영관 내부에서만’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
어, 사실상 영업과 선전을 거의 하지 말라는 수준으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상영관 영화는 관객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영업환
경에서 살아남아야 할 상황이므로 한국에서는 설 자리가 없는 것이다.230
셋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43조 231 는 제한상영
가 영화의 상영 및 유통 제한을 규정한다. 특히, 제2항에서 제한상영가
영화는 비디오물 등 다른 영상물 형식으로 제작하거나 상영, 판매, 전송,
대여하거나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제한은 제
한상영가 영화에 의한 수입원을 대부분 차단하므로 제한상영가 영화제작
을 위한 자금조달을 곤란하게 만든다. 이러한 제도 아래서라면, 누구도
제한상영가 영화의 ‘공급자’가 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영비법에서 제한상영관설치에 대한 제한, 제한상영가 영
화의 선전에 대한 제한 그리고 제한상영가 영화의 다른 마케팅 수단에
대한 제한 등 규정은 제한상영가 영화가 상영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경

22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
·선전 제한) 제한상영가 영화에 관한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자는 그 광고 또
는 선전물을 제한상영관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게시물이 제한상
영관 밖에서 보이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30
홍승진, "'악마를 보았다'로 살펴보는 영화등급제." P.142
23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 43 조는 제한상영가 영화의 상
영 및 유통 제한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①누구든지 제한상영관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제한상영가 영화를 상영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제한상영가 영화와 동일한 영화를 비디오물 등 다른 영상물로 제작
하거나 그 제작된 영상물을 상영·판매·전송·대여하거나 시청에 제공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③제한상영관에서는 제2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를 상영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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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인 구조를 형성한다. 따라서 제한상영가등급이 상영 금지와 별 차이
가 없다는 비판은 전혀 과장이 아니다.
2. 현재 한국 형법에서 음란물의 제작·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제한상영가등급의 지위가 애매모호하다. 심지어 ‘ 아예 유통이 금
지된 하드코어 음란물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18세 이상의 성인들에게도
일반 영화관에서는 보여주기는 곤란한 영화’라는 평가도 있다. 이런 중
간적인 지위를 가진 영화의 정체가 무엇인지 정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
다.232

232

홍승진, "'악마를 보았다'로 살펴보는 영화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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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중국의 영화심의제도
제1절 현행 영화심의체제 개설
I.

중국영화심의제의 탄생 및 개황
1.

중국영화심의제의 역사

과학기술에 의한 획기적 발명품인 영화가 중국에서 처음 등장한 것은
1896년이었다. 이때부터 영화는 새로운 오락물로서 중국 대중들 사이에
서 상당한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20세기 초에는 북경, 상해 등 대도시
극장을 중심으로 저녁이나 심야 시간대에 영화를 상영하는 비중이 높아
졌다. 그러나 조명이 어둡고 남녀 자리의 구분이 없어 도덕적 관습을 해
할 우려가 있었고, 영화발명 초기의 영화방영설비는 항상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화상영에 대한 행정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국가기관이 이를 감독하기 시작했다. 예컨대 극장좌석은 남녀의 자리가
구분되었으며, 영화관은 자정까지만 영업할 수 있었고, 이를 위반한 자
에 대한 처벌규정이 생겼다. 233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영화자체 또는 영
화 내용에 대한 제한이 아니었고 영화관관리에 대한 규정이었다. 게다가
영화발명 초기의 영화의 내용은 거의 자연풍경이나 지방의 특색과 풍습
을 묘사한 내용이어서, 사실상 영화내용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시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영화시장의 발전에 따라 1920년대부터는 영화의 내용도 점차 다양해
졌다. 이 시기에는 미국에서 수입된 범죄물이나 탐정물이 중국극장에서
많이 상영되었는데, 이들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매우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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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었다. 게다가 수입된 미국영화는 중국인을 모두 못생기고 비열한
이미지로 묘사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영화내용에 대한 검열을 촉진
시켰다.234 1923년, 중국 강수성(江苏省)에서 영화검열의 기준을 만들었
다. 당시의 영화검열기준은 상당히 모호하고 집행하기에 어려워 보이기
는 하지만, 오늘날의 영화검열제보다 진보적인 부분도 있었다. 당시 강
수성 영화검열위원회는 행정기구가 아닌 민간단체였는데 구성원은 대부
분 교육계 인사였다. 이로 인해 영화의 교육성(教育性)이 특히 강조되었
고 검열도 영화 상영 전이 아니라 상영 후에 행하여졌다.235 하지만 이러
한 민간적 검열은 영화업계의 자치가 아닌 교육계에 의한 외부적 감독이
었고 영화분류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았으며, 극장 측에서 등급에 의한
관람제한을 제대로 집행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영화업자들은 이러한 검
열을 당연히 중시하지 않았고 결국 이러한 검열제도는 유명무실해질 수
밖에 없었다.
중앙적 행정권이 참여한 영화검열기구는 1926년 북경에서 탄생되었
다. 이는 강제적인 검열의무를 규정하였고 영화검열의 기준을 구체화하
였다. 이러한 검열기준에는 ‘치안’, ‘음란’, ‘풍속 교화’, 그리고 ‘중국에 대
한 모욕’, ‘외교관계를 훼손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236

그때부터 중

국의 영화검열기준은 일정한 정치적 의미와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당시 진일보한 것은 미성년자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미성
년자의 관람가능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237
이 시기가 지난 직후에 중국은 2차세계대전과 국민당과의 내전을 거
쳐 사회주의 국가를 형성했고, 문화대혁명 시기부터 1988년까지 중국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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毛琳, "中国电影产业化与审查制度" (中国艺术研究院, 2007).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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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장기적으로 정치통제의 도구로서 이데올로기만을 강조하였으므로
영화검열의 합리성, 과학성 또는 민주성은 전혀 고려되지 아니하였다.
1988년에 중국 국가광전총국은 <영화검열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영화검
열의 주체, 기준 등을 규정하였다. 비록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이러한
법규정에 따른 검열도 위헌의 혐의가 있다 하겠지만, 당시 이러한 규정
이 영화검열을 법제화함으로써 영화에 대한 행정관여의 자의성을 어느
정도 약화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1988년의 <영화검열조례>는 처음으로 성적 묘사와 폭력을 독립적인
검열내용으로 규정하였고 ‘상영금지’, ‘청소년관람제한’, 및 ‘청소년관람
가’ 3가지로 영화를 구분하였다.238
상영금지에 해당하는 내용에는, 국가헌법 법률을 위배하는 경우, 국가
주권 민족단결을 침해하는 경우, 사회도덕을 위배하는 경우 등이 포함되
었다. 특히 사회도덕적 측면에서의 상영금지 기준은 더 구체적이었다.
이 기준에는 선정성 음란성의 선양, 은밀한 신체부위를 노출, 줄거리와
부합하지 않고 전개상 필요하지 않은 성행위, 누드, 노골적 음담패설, 공
공질서 또는 사회안정의 파괴, 살인, 잔혹, 피비린내 나는 장면, 학대, 마
약 범죄, 강간, 유괴, 절도 등 범죄 방법 및 수단 등을 상세하게 묘사하
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청소년관람제한에 해당하는 내용에는 강간, 절도, 마약사용, 마약매매,
매춘 그리고 청소년을 자극할 수 있는 폭력, 살인, 싸우는 장면, 성적표
현, 기형적 사회실태를 표현하는 내용 등이 있었다. 동시에 이 <조례>는
청소년관람제한에 해당하는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되기 전에 ‘청소년관람
제한’이라는 표기를 반드시 관람자에게 명시해야 하고 영화주관부문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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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이 <영화검열조례>에 따라 영화행정관리기관은 <영화검열,
상영등급제를 실시함에 관한 통지>를 발부하였고, 영화배급 및 상영업자
로 하여금 청소년에게 영화입장권을 판매금지하게 하였으며, 청소년입장
금지를 요구하였다. 그런데 이런 상영등급제를 실시하기 이전에 ‘청소
년관람제한’이라고 표방하는 영화 <과부마을>(<寡妇村>)이 상영되었는
데, 청소년관람제한으로 선전한 덕분에 이 영화는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
를 일으키었다.239 청소년관람제한적 내용을 포함한다고 선전하였지만 사
실 이 영화에는 이러한 청소년 관람제한적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 이후
많은 영화업자들은 그들이 제작한 영화가‘청소년관람제한’등급이라는
점을 순전히 광고수단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정은 당시 오늘
보다 더 보수적이었던 중국행정기관에게 충격을 주었다. 게다가 이 조례
에는 청소년시기에 대한 구체적 연령 규정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이 상영등급제는 집행하기 어려웠고, 결국 중국의 소위
제1차 영화등급제의 시도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실패는 영화
관리에 대한 개혁을 도모한 소심한 중국행정기관에게 큰 충격에 빠뜨려,
이 사건발생 뒤 10년 간 중국은 영화등급제를 전혀 시도하지 못했다.
1990년대 내내 영화검열제가 엄격하게 집행되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상영된 영화는 거의 일반 대중이 모두 관람할 수 있는 영화였다.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영화업계가 이해하고 있는 영화등급분류제는 단지 성적
표현의 허용과 관련된 것에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수입된 영화에서
잔혹한 전쟁, 피비린내 나는 장면들이 끝없이 노출되면서, 영화등급제의
의미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가 요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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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에 이르러, R급 미국 영화 <라이언일병구하기(Saving Private
Ryan)>가 중국에서 상영되었다. <라이언일병구하기>는 전쟁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는데, 이러한 영화의 폭력과 피비린내
나는 장면이 청소년에게 미칠 충격과 공황상태, 그리고 사회적 파장은
큰 고민거리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중국의 영화등급제 개혁에 관한 사
회적 토론이 다시 시작되었다.
정치협상위원회240위원인 왕싱동(王兴东)은 2001년 중화인민공화국
정치협상회의에서

처음으로

영화등급제에

관한

의안을

제기하였다.

2003년 중국영화집단회사(中國電影集團公司) 241 의 내부회의에서 영화감
독들도 영화등급제를 설치하기 위해 각기 서명하여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영화등급제 도입의 요청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조차, 청소
년관람제한의 전제 하에 상영허가를 받았던 영화<Rice>(<大鸿米店>)가
또다시 ‘간통’, ‘근친상간(近親相姦)’이라는 용어를 광고에 사용하거나,
‘중국의 제1부 등급분류제 영화’ 라는 점을 대중에게 어필하면서, 이는
또다시 영화행정기관이 영화등급제의 개혁을 그만두는 계기가 되었다.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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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위원회(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全国委员会,

The

National Committee of the Chinese People’s Political Consultative
Conference）는 중국공산당과 다른 각 당파, 무당파자, 시민단체, 사회각계
의 애국자로 구성하여 회의를 통해 중국공산당의 주요 정책에 대해 상의하고
의견을 제기함으로써 국가정치활동을 참여하고 소위 사회주의 민주를 구현하
는 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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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등급분류제’는 악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짧은
시간 내에 도입될 수 없다는 것이 영화행정기관의 영화등급제에 대한 태
도였다.243 2007년 초까지 영화등급제의 설치여부는 계속 법학계에서 논
란이 되었다. 북경 변호사협회 미디어 및 뉴스 법률사무전문위원회에 소
속된 변호사 4명은 미성년보호를 위해 영화등급제를 빨리 설치할 필요
성이 있다고 중국 국가광전총국 및 문화부 등 영화관련 행정기관에 제안
하였다. 하지만 당시의 영화관리행정기관인 신문출판총서 244 서장은 ‘등
급제 실시를 통해 영화를 관리한다는 것은 음란성을 가진 내용물을 대량
으로 출판할 수 있다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 고 말하였고, 2009년에
국가광전총국이 발부한 <영화검열기준의 재천명에 관한 통지> (广电总
局关于重申电影审查标准的通知)는 보편적으로 영화등급제를 거부한 것으
로 이해되고 있다.245 2011년 12월 중국 국무원법제판공실 (國務院法制
辦公室, Legislative Affairs Office of the State Council P. R. China)246
의 웹사이트에서 발표된 ‘중화인민공화국 영화산업촉진법(초안)’ 에서도
영화등급제에 관한 내용을 전혀 찾을 수 없다.247

2.

현행 중국영화심의제도의 개황

현행 중국영화심의제도, 이른바 ‘1비2심제(一備二審制)’는 2010년
7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248 ‘一備’는 영화촬영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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张啸涛, "再提中国电影分级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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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후 영화관리에 관한 행정기구는 국가광전총국으로 바뀌었다.
阎云飞, "20年曲折道路再回首 电影分级千呼万唤难出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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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华人民共和国电影产业促进法（征求意见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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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关于电影全面实行‚一备二审制‛的公告 ", http://www.sarft.gov.cn/ar
ticles/2010/05/10/2010051017120265076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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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극본(개요)이 관련된 행정기관에서 비안(備案) 249 되어야 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소위 ‘二審制’는 우선, 완성된 영화가 성급(省級)라디오
영화 및 TV관리행정기관(이하 ‘ 성급광전국(省級廣電局) ’ 이라 한다)
의 초보검열을 거친 후 성급광전국의 초보검열의견을 가지고 국가광전총
국(國家廣電總局)의 최종검열을 거쳐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일부 지
역에서는 완성된 영화가 반드시 국가광전총국에서 최종적 검열을 거칠
필요가 없다. 이런 지역에서는 성급광전국에서의 초보검열은 바로 최종
검열로 간주된다. 이런한 조치를 이른바 속지(屬地)검열이라고 한다. 속
지검열권한을 가진 지역은 吉林, 广东, 浙江, 陕西, 湖北 省 및 北京 市
총 6개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국가광전총국이 전국의 영화극본
(개요)의 비안(備案), 영화의 최종적 검열 등 영화에 대한 행정관리를
담당한다. 즉, 중앙 및 국가기관(군대 포함)에 소속하여서 국가공상행정
기관(國家工商行政機關)에 등록된 영화제작단위(電影製作單位)가 제작한
영화는 성급광전국 아니라 국가광전총국산하의 영화관리국에서 비안 및
검열되어야 한다. 지방에서는 성급광전국이 그들의 행정구역 범위 내의
영화극본(개요)비안(備案)신청, 영화에 대한 초보적 검열을 담당한다.
즉, 일반적으로는 지방공상행정기관 (地方工商行政機關)에 등록된 지방
영화제작단위(각종 영화 등 문화산업회사를 포함함)가 영화를 촬영하고
자 한다면 소속한 성급광전국에서 비안(備案) 및 초보적 검열을 먼저 받
아야 한다. 성급광전국의 초보적 검열이 끝난 후에 제작단위가 성급광전
국의 초보검열의견을 국가광전총국에 보내면 국가광전총국이 최종적으로
검열하게 된다.250

249

‘備案’는 즉시 혹은 향후 심사하기 위하여 관련된 기관에서 문서를 등
록하고 보관한다는 제도이다.
25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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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특수한 소재의 영화 즉, 중대한 혁명 및 중대한 역사를 소재
로 한 영화, 중대한 이론문헌영화 그리고 중외합작영화를 촬영하고자 하
는 경우 성급광전국은 영화극본을 심사한 후, 국가광전총국에서 입안 및
심사되도록 해당 영화프로젝트를 국가광전총국에 보내야 한다. 지방최종
검열권한을 가지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성급광전국은 특수 소재 영화에
대해 초보적 검열만을 실시한다. 쉽게 말해, 이러한 소위 특수 제재영화
는 반드시 국가광전총국의 검열을 거쳐야 된다는 뜻이다. 단, 베이징시
광전총국은 중대한 혁명 및 중대한 역사 제재 영화, 중대한 이론문헌영
화 그리고 중외합작영화외의 디지털영화에 대해 최종적 검열권한이 있다
.

251

제작단위가 최종검열의견(즉, 일반적으로는 국가광전총국 국가검열위
원회에서 취득한 검열의견, 속지검열의 경우는 성급광전국 성급검열위원
회에서 취득한 검열의견을 의미한다)을 취득하여 검열 합격하는 경우,
국가광전총국은 이러한 최종검열의견에 의거하여

<영화공영허가(電影

公映許可證)>을 관련된 제작단위에 발급한다. 252 다시 말해 성급광전국
은 영화에 대한 검열권이 있지만 <영화공영허가(電影公映許可證)>의 발
급권한이 없다. 이러한 제도 설치의 취지는 영화에 대한 행정관리권은
국가가 가져야 한다는 원칙하에 일부의 검열권한은 지방 행정기관에 부
여함으로써 영화검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다. 왜냐하면 중국의
광대한 영토로 인해 모든 영화제작자가 국가광전총국 소재지인 북경에
직접 간다면 비용이 증가될 것이고, 국가광전총국의 업무상 부담도 커질
수 밖에 없다. 그 밖에 중국이 이번에 속지검열제를 도입한 또 다른 이
유는 지방검열위원회의 영화검열기준에 대한 이해 또는 해석의 다양성을
통해 중국영화의 제작에 있어서 유연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251

Ibid.

25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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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I. 중국영화심의제도에 관한 헌법 법률 및 규정
중국영화심의제도의 법적 근거는 주로 중화인민공화국 현행 헌법 즉
1982년 헌법 및 2002년2월1일부터 실시된 <영화관리조례>(電影管理條
例) 253 그리고 '중국국가 라디오 영화 및 TV총국(國家廣播電影電視總
局)' (이하 ‘국가광전총국’이라 한다)의 2006년에 공포된 <영화극본
(개요)입안·영화관리규정>(電影劇本(梗概)立項·電影片管理規定) 254 등
세 가지 법규이다. 255 그 밖에 청소년의 보호하는 측면에서 <미성년자보
호법>, 음란물의 판단 및 음란물에 관한 범죄에 관하여 <형법> 이 두
가지 법률도 같이 적용하고 있다. 헌법은 최상위의 법률이며 <영화관리
조례>는 행정법체계하의 행정규칙이며 <영화극본(개요)입안·영화관리
규정>은 하위행정기관이 제정한 구체적인 부문규칙이다.
1.

관련된 헌법조문

첫째,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있어서 영화검열제도와 관련된 조항은
제35조, 제47조 및 제51조를 들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5조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은 언론

253
254
255

"電影管理條例," (2002).
"電影劇本（梗概）立項、電影片管理規定," (2006).
국가광전총국 및 산하 영화관리국이 발포한 <영화극본(개요)입안•영화관

리규정>의 보충으로서의 "广电总局关于改进和完善电影剧本 （ 梗概 ） 备案、电
影片审查工作的通知,"
http://www.sarft.gov.cn/articles/2010/02/24/20100223090402520616.html.
그리고 "关于电影全面实行 ‚ 一备二审制 ‛ 的公告 ". 등 행정기관내부문건은
영화검열에 관한 내용을 더 구체화하였다. 그러나 법적 성격으로 보자면 이
두 문건은 모두 법률체계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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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집회·결사·유행(遊行)·시위의 자유를 향유한다. 256 동법 제
47조 257 는 중화인민공화국국민은 과학연구·문학예술창작 및 기타 문화
활동에 종사하는 자유를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화는 의사전달의
한 수단으로서 역시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예술창작 수단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이 두 헌법조문은 당연히 영화와 관련된 예술창작에도 적용할
수 있다. 즉, 중화인민공화국국민은 영화창작의 자유 및 영화창작으로써
의사를 표현하는 자유를 향유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권에 대해 아무 제한도 없는 것은 아니다. 중화인
민공화국 헌법 제51조는 기본권에 대한 제한으로서 ‘중화인민공화국국
민이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때 국가·사회·단체의 이익 그리고 다른 국
민의 합법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258
2.

영화관리조례(電影管理條例)

둘째, 구체적으로 보면 중국영화검열제도는 2002년 국무원령 (國務
院令)으로 공포된 <영화관리조례> 259 제24조에서 최초로 확립된다. 이는
256

第三十五条 中华人民共和国公民有言论、出版、集会、结社、游行、示威的

自由。
257
第四十七条 中华人民共和国公民有进行科学研究、文学艺术创作和其他文化
活动的自由。国家对于从事教育、科学、技术、文学、艺术和其他文化事业的公
民的有益于人民的创造性工作，给以鼓励和帮助。
258
第五十一条 中华人民共和国公民在行使自由和权利的时候，不得损害国家的、
社会的、集体的利益和其他公民的合法的自由和权利。
259
2001년 12월 12일 국무원 제50차 상임회의에서는 새로운 <영화관리조례>
가 공포되었다. 1996년 6월 19일에 공포된 <영화관리조례>은 이에 따라 폐지
되었다. 구 <조례>에 비해 2001년에 개정된 조례에 있어서의 두드러진 변화
는 무엇보다 영화시스템 개혁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일부 민영기업들의 독
립적인 영화 제작을 허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민간자본이 영화산업
에 들어 올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로써 민영기업들이 굳이 특정 국
유기업과 합작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으며 독립적인 영화제작과 중국 내의
영화배급에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중국영화시장의 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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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영화검열제를 실시하며 행정부인 국무원에 소속된 국가광전총국
산하 검열기구의 검열을 거치지 않거나 검열에 합격하지 않는 한 영화에
대한 배급·상영·수출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행정권을 대표하는
국무원은 이 조례에 의해 본격적으로 영화에 대한 행정관리를 실시한다.
3.

<시나리오(개요)비안, 영화관리규정>(電影劇本(梗概)備案, 電影

管理規定)
<시나리오(개요)비안·영화관리규정>은 국가광전총국이

구체적으로

<영화관리조례>를 집행하기 위해 ‘국가광전총국령’으로 발포한 행정
규칙이다. 이는 <영화관리조례>를 구체화하였다.
4.

미성년자보호법

영화검열제나 영화등급제 등 영화심의제도의 주요 취지 또는 역할 중
하나는 바로 각 연령층의 청소년이 그들에게 부적합한 선정적 또는 폭력
적 영화에 대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다.
중국 현행 <미성년자보호법> 제24조 25조 그리고 제51조는 이러한 취
지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24조에 따라 국가는 영화 등의 창작자들이 미성년자의 건강 및 발
전에 유익할 작품을 창작하는 것을 격려한다. 미성년자를 전문대상으로
서적, 간행물, 비디오물 등 출판물의 발행에 대하여 국가가 지지한다.
제25조에 따라 어떤 단체와 개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음란, 폭력,

적인 개혁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로써 등기자본이 50만 위안 이상이고
3편 이상의 자국영화 배급경력이 있으면 민영기업들은 전국배급허가증을 신
청할 수 있게 되었는데, 현재까지 주로 北京博納文化交流有限公司，北京新畫
面影業有限公司 ， 上海金棕櫚影視製作公司 등의 업체가 본격적인 배급에 나
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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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공포 등 미성년자에 대해 유해한 서적, 간행물, 비디오물을 판매,
대여 혹은 다른 방법으로 전파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52조에 따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음란성을 가진 서적, 간행물, 비
디오물을 판매, 대여 혹은 다른 방법으로 전파하는 경우 법에 의해 법적
한도 내에서 엄중히 처벌된다.
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의 차원에서 중국은 법을 통해 미성년자를 음
란성 폭력성 등을 가진 영화로부터 차단한다.
5.

형법

<미성년자보호법>은 청소년이 음란성이나 폭력성을 띠는 영화에 접근
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이 법에서 음란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
다. 한편 형법 제367조는 음란물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형법에 따라 음란물은 구체적으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노골적으로
음란을 선양하는 선정적 간행물, 동영상, 비디오물, 테이프, 그림 및 기
타 음란물이다. 인체생리, 의학에 관한 과학작품은 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음란적 내용을 포함하지만 예술가치가 있는 문학 예술 작품도
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형법에서는 음란물의 제작, 판매, 전파, 밀
수 등 행위에 대한 벌칙도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중국에서 음란물 판단은 공안국(地, 市급 公安局)의 음
란물 감정기구가 <국가신문출판서 음란물의 인정에 관한 규정>(国家新
闻出版署关于认定淫秽及色情出版物的规定)에 의거하여 판단한다.260 구체
적으로는 공안국(地，市급 公安局)의 음란물 감정기구에 소속한 기혼 경
찰 두 명이 음란물을 판단한다. <국가신문출판서 음란물의 인정에 관한
260

http://news.xinhuanet.com/legal/2012-05/29/c_12320569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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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음란물의 범위를 형법에 비해 더 구체화하는 것이다.261
사전검열과 달리 형법의 음란물에 대한 판정방식은 사전제한이 아니
라 영상물의 사후유통단계에서 법질서에 위반한 영상물에 대한 사후적
제한이다.

III. 관련된 법규에 대한 검토
우선,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2항에는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서는 이러한 언론 출판 등 기본권에 대한
특별한 ‘제한 금지’조항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중국은 표현의 자
유라는 기본권에 대하여 낮은 수준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중국에서 영화 등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
만 영화 등 의사 표현에 대한 검열제를 여전히 폐지할 수 없다. 이는 표
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를 확립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영화에 대한 검열을 주로 행정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권의 남용은 불가피하며 여러 행정규칙들간의 충돌도 불가피하다.
영화산업의 진흥 등 측면에서 중국은 한국의 ‘영화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보다 체계적인 영화법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261

음란물의 판단기준이

http://www.gapp.gov.cn/cms/html/21/399/200601/447456.html에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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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중국영화심의제의 주체
I. 심의주체
한국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영화뿐만 아니라 영상콘텐츠(비디오), 공연
물, 광고선전물의 등급분류도 같이 맡고 있는 반면 중국에서는 이러한
권한이 한 주체에 속하지 않는다. 2011년부터 국무원산하의 세 개의 독
립적인 부처가 이러한 권한을 각각 분담하고 있다. 국가광전총국은 영화
및 광고선전물에 대한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고, 문화부는 애니메이션 및
온라인게임의 관리를 맡고 있으며, 신문출판총서는 영상컨텐츠(비디오)
에 대한 관리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중국광전총국은 오늘날 중국에서
영화심의를 포함한 영화행정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유일한 정부기구이다.
국가광전총국에서 영화심의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기구는 영화검열위원회
및 영화검열재심위원회이다.
위에서 언급하였듯 ‘ 1비2심제’하의 중국영화검열제의 주체는 크게
중앙 및 지방으로 구분할 수 있다. 吉林, 廣東, 浙江, 陝西, 湖北 省 및
北京 市 등 (즉, 屬地검열 실시한 지역) 여섯 개의 지역에만 지방 영화
검열위원회 및 검열재심위원회를 설치한다. 지방영화검열위원회 및 영화
검열재심위원회의 조직형식과 검열절차는 국가영화검열위원회 및 국가영
화검열재심위원회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일한 차이는 아마
도 국가영화검열위원회와 국가영화검열재심위원회가 초보검열이라는 업
무를 다루지 않는다는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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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중국영화검열기구 체계도
가.

국가광전총국 (國家廣播電影電視總局)

오늘날 중국의 영화검열을 실시하고 있는 검열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광전총국 (中華人民共和國國家廣播電影電視總局) 262 이다. 이는 중국
국가행정권으로서의 중국 중앙정부인 국무원(國務院)에 소속한 18개 직
속기구(直屬機構) 중의 하나이다.
중국국가광전총국은 1949년 6월 처음으로 중공중앙선전부(中共中央
宣傳部)에 소속한 중국방송사업관리처(中國廣播事業管理處)로부터 출범
하였다. 당시에 처장(處長) 및 부처장(副處長)을 각각 1명씩 두었으며
동시에 관리위원 7명을 두었다. 1998년에 이르러서 이는 본격적으로 국

262

"中國國家廣播電影電視總局 （ The State Administration of Radio Film

and Television）網址," http://www.sarft.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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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광전총국(中華人民共和國國家廣播電影電視總局)으로 명칭을 바꿨으며
국무원직속기구(國務院直屬機構)소속이 되었다.263
현재 중국국가광전총국은 국장 1인, 부국장 5인과 16개 부처로 구성
되어 있으며 다른 33개 직속기구와 37개 성급광전국(省級廣電局)이 이
의 휘하에 속하고 있다. 264 현재 중국국가광전총국은 크게 電影管理局，
辦公廳， 法規司， 宣傳管理司， 電視劇管理司， 傳媒機構管理司， 網絡
視聽節目管理司， 科技司， 規劃財務司， 國際合作司 (港澳臺辦公室)，
人事司， 保衛司， 直屬機關黨委， 總局工會離退休干部局， 駐總局紀檢
組，監察局，駐總局審計局 등 16개 내부기구로 구성된다.265
국가광전총국의 기능 및 역할은 아래와 같이 크게 8가지로 나눌 수
있다.

266

즉,

첫째, 전체 방송사업에 대한 파악 및 통제. 방송선전과 영상물 창작의
정책과 방침을 연구 및 설정하며 여론방향을 파악한다. 방송선전과 방송
물의 제작을 지도하고 방송소재의 기획을 조정한다. 또한 방송산업 관리
체제의 개혁을 지도한다.
둘째, 방송과 관련된 행정규칙 및 제도의 제정, 집행 및 감독. 방송사
업과 관련된 법률 및 규칙을 연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며 방송에 관한
행정관리 정관과 사업의 발전계획을 제정한다. 방송 프로그램, 위성 TV
프로그램 수록과 정보망(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중에 송출되는 시청프로
그램을 관리 및 감독하고 방송국의 송출한 방송프로그램의 수입에 대한
관리와 내용심사를 수행한다.
263

오명화, "中國 映畫檢閱制度에 대한 考察" (대전대학교, 2011). P. 41
국장은 1인이고, 부국장은 필요에 따라 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Ibid.
265
http://www.sarft.gov.cn/catalogs/zjjg/index.html 참조
266
오명화, "中國 映畫檢閱制度에 대한 考察." P.41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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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각종 방송관련 인허가업무에 대한 관장. 縣급 이상 방송의 송출
기구와 영상 콘텐츠(영화, 방송프로그램, 드라마 등)제작회사의 설립 및
자격취소를 심사하고 결정한다. 라디오와 TV에서 방송하는 영화와 드라
마, 기타 프로그램의 내용과 품질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며 영화의 제작
및 상영, 드라마의 제작 및 발행에 대한 허가 및 허가취소를 수행한다.
넷째, 방송관련 기술업무에 대한 관장. 방송과 영화기술 업무를 관리
하여 관련기술정책 및 표준을 제정한다. 방송과 영화산업에 관하여 신기
술의 연구개발 및 이용을 관리하여 추진한다. 방송과 영화산업계의 경제
정책을 연구한다.
다섯째, 방송전용망과 주파수 대역 등에 대한 계획 및 관리. 국가통일
계획, 정책, 법률, 규칙에 기초하여 방송전용망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과
관리를 실시한다. 방송전용망의 구체적인 정책, 규칙, 기술표준을 제정하
고 방송프로그램의 안전송출을 보장한다. 정보산업부(信息產業部)의 위
촉을 받아 방송 전용 주파수의 계획을 제정하며, 방송채널의 수출 등 기
술적 수치를 지정하고 배분한다. 국가정보망의 종합적인 계획개정에 참
여한다.
여섯째, 중앙 3대 방송국을 지도하고 통솔하며, 해당 방송국의 주요
프로그램의 전국방송을 조직한다. 중앙인민라디오방송국, 중국국제라디
오방송국 및 CCTV방송국을 지도하며 해당 방송국의 대외선전에 대하여
조절 및 감찰하고 프로그램의 송출을 통일적으로 조직한다.
일곱째, 방송관련 대외교류와 업무에 대한 관리. 대외업무에 관한 규
정을 연구하고 제정한다. 홍콩, 마카오, 타이완을 비롯한 대외적인 방송
교류와 협조를 관리 및 지도한다.
여덟째, 공산당중앙위원회나 국무원이 지시한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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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화관리국 (电影管理局)

영화관리국은 국가광전총국의 산하기구로서 영화에 관한 관리업무를
맡고 있다. 주요 직책은 아래와 같다:
1)

영화사업/산업 발전기획 및 정책을 제정함

2)

영화제작 배급 상영에 대해 지도 및 감독함

3)

영화제작단위와 범구역(泛區域, trans-region) 배급 및 상영 단

위의 설치 및 폐지에 대한 허가
4)

영화 및 영화채널에 방송할 영화상관 프로젝트를 검열하기 위해

조직하고 영화촬영허가 영화상영허가를 발급 및 폐지함
5)

농촌영화상영프로젝트를 지도, 조직 및 실시함

6)

영화기록자료관리 및 기술 연구 발전을 지도함

7)

외국과 합작 영화수출입으로써의 국제합작 및 교류 사항을 주관

8)

영화전문자금의 관리에 대해 지도함

9)

전국적인 중대한 영화활동을 지도, 협조함

함

10)

상급부문에서 처리하도록 맡긴 기타 사항을 완성함

영화관리국은 총 7개 내부부처로 구성되어 있다. 267 즉, 辦公署， 藝
術處， 製片處， 市場管理處， 國際交流處， 規劃統計處， 技術處를 포
함한다. 이는 국장 1명(童剛) 설치하고 부 국장 4명(張紅森 ， 毛羽 ，
喇培康， 谷國慶)을 설치한다. 그 밖에 副巡視員 1명(欒國志)을 두고 있
다.
다.

267

영화검열위원회 (電影審查委員會)

"电影管理局,"

http://www.sarft.gov.cn/articles/2008/08/07/200709090

04206220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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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직접적으로 영화검열을 다루고 있는 기구는 영화검열위원회
(電影審查委員會) 및 영화검열재심위원회(電影複審委員會)이다.
구성:
영화검열위원회의 위원은 총 37명이며 영화산업주관기구 책임자나
외부 전문가, 다른 계약위원 등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화산업관리
기구 책임자와 외부전문가는 상임위원으로 두고 있으며 위원은 특정 주
제의 영화를 검열할 때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심사를 하게 한
다(예를 들어, 경찰에 관한 영화의 경우 경찰로 근무하는 경찰을 特約委
員으로 초청하여 검열에 참여시키고, 소수민족 관련된 영화의 경우 민족
문제에 관한 전문가를 초청하여 영화의 검열을 진행한다).
검열 방법:
영화검열과정 중 위원들이 직접적으로 표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에
대해 수정의견을 제기하고 영화검열의 결과는 수정의견의 다소에 의하여
정한다. 일반적으로는 ‘합격’, ‘검열의견에 따라 수정 후 합격’,
‘수정 후 검열’, ‘불합격’ 등 네 가지 검열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라.

영화검열재심위원회 (電影複審委員會)

국가 및 지방에 두고 있는 영화검열재심위원회는 각각 14인으로 구
성되어 있다. 그 중에 주임 1인과 부주임 2인을 둔다. 위원은 11인으로
구성한다. 영화검열재심위원회는 구제수단으로서 각 영화제작단위가 영
화검열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영화검열재심위원회
에 재심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영화검열재
심위원회는 제작단위가 영화검열위원회의 수정의견에 의해 영화내용 또
는 제목을 수정한 후 수정된 영화에 대하여 재심의하는 역할을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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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II. 심의주체에 대한 검토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관리를 함에 있어 관리주체와 관리기준(영

화검열기준 비디오검열기준)이 동일하지 아니하다.268
2.

영화검열위원회의 구성원 선정절차에 관한 규정이 거의 없다. 즉

, 구성원 선정과정이 투명하지 않다. 영화검열위원회와 영화검열재심위
원회 위원의 선정방법은 초빙제(聘任制)이다. 임용기한은 2년으로 규정
되어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초빙절차와 구성원 명부 등을 거
의 외부적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 지금까지 찾을 수 있는 것은 국가광
전총국이 2006년 5월에 웹사이트에서 내부통지의 형식으로 공개한
2006-2008년도에 새롭게 선정된 검열위원회의 구성원 명부 뿐이다.269
이 행정기관내부문건을 통해 우리는 영화검열위원회의 구성원의 선정
절차를 대략적으로나마 알 수 있다. 이 <통지>에 따르면, 영화검열위원
회 및 영화검열재심위원회의 구성원조정은 국가광전총국의 당조직(党组)
이 토의한 뒤 중공중앙선전부의 동의를 받아 결정된다. 다시 말해 영화
검열위원회 및 영화검열재심위원회의 구성원조정에 관한 최종적 결정권
을 가지고 있는 주체는 국가광전총국에 있는 공산당 당조직이며, 이러한
결정권은 중공중앙선전부의 감독하에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나아가 이 <통지>를 통해 새롭게 조정된 영화검열위 및 재심위

의 구성원들을 살펴보자.

268
269

본 논문 제7장 제1절 ‘중국 독립영화의 형성’에 참조
"广电总局关于调整电影审查委员会、电影复审委员会组成人员的通知,"

p://www.sarft.gov.cn/articles/2007/07/25/2007091416514743038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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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

영화검열위원회 명부(총24명)는 아래와 같다.
주임:
童 刚(국가광전총국 국장)
부주임：
张丕民(국가광전총국 부국장)
张宏森(국가광전총국 영화국 부국장)
위원：
毛 羽(국가광전총국 영화국 시장관리처 처장)
周建东(국가광전총국 영화국 제작기술처 처장)
窦守芳(국가광전총국 영화국 순시원(巡视员))
江 平(국가광전총국 영화국 보조순시원(助理巡视员))
吴 克(국가광전총국 영화극본 기획센터 주임)
苏小卫(국가광전총국 영화극본 기획센터 부주임)
陈景亮(국가광전총국 중국영화예술연구센터 주임)

王 强(중공중앙선전부 문예국 영시처(영화방송처) 처장)

康健民(중국영화가협회 상무부주석, 분당조서기(分党组书记))

周 星(북경사범대 예술 및 미디어 학원 부원장)
周 涌(중국전매대학 영화방송예술학원 부원장)
侯克明(북경영화학원 부원장)
路海波(중앙희극학원 영화방송학과 주임)
贾磊磊(중국예술연구원 원장보좌관, 문화발전전략연구센터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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窦春起(방송 지도)
张建勇(<당대영화> 편집장)
王人殷(편심(편집 계통의 높은 직명))
张思涛(고급 편집)
高尔纯(고급 편집)

郑洞天(북경영화학원 감독학과 교수, 감독)
肖桂云(영화감독)

特约위원：13명
高

飞(중공중앙统战부270 선전오피스 부주임)

徐

鹭(共青团중앙선전부 사상교육처 처장)

李

洋(총전치부(군대소속)선전부 예술국 부사직간사 总政宣传部艺

术局副师职干事)

万丽君(교육부 체위예사(体卫艺司271) 예술처 처장)
孙 洁(공안부 선전국 문화처 처장)
孙跃年(사법부 법제선전사(法制宣传司) 법제간행물 출판문예관리처
처장)
任乌晶(국가민족사무위원회 문화선전사(文化宣传司) 문예처 처장)
肖 虹(국가종교사무국 판공청 종합정보처 처장)

270

The United Front Work Department of CPC Central Committee, 공산당 당
외의 정당, 단체, 국내외 인사들과 연락, 단결하기 위해 설치된 공산당 당내
기구. 구체적인 내용은
http://www.zytzb.cn/publicfiles/business/htmlfiles/tzb2010/zyzz/201012/
690110.html에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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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司)：중앙 행정 기관의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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马恩成(전국총공회 선교부 문체처 처장 全国总工会宣教部文体处处长)
朱小征(전국여성연합회 선전부 문화처 처장)

马丽莉(최고인민검찰원 정치부 선전부 부부장)
牛 克(최고인민법원 뉴스오피스 주임)

穆 聪(북경 제8중학교 교사)

영화검열재심위원회 구성원 명부: 14명
주임:
赵 实(국가광전총국 부국장)
부주임:
杨志今(중공중앙선전부 문예국 국장)
童 刚(국가광전총국 영화국 국장)
위원：
金德龙(국가광전총국 선전관리사 사장)
刘建中(국가광전총국 중대혁명역사제재영시창작영도소조 구성원)
滕进贤(국가광전총국 중대혁명역사제재영시창작영도소조 구성원)

汪守德(총전치부(군대소속) 선전부 예술국 국장）
刘可为(共青团중앙선전부 부장)
谷常生(전국 총공회 선전교육부 부장）
王卫国(전국여성연합회 선전부 부장)
杨贵仁(교육부 체위예교사(体卫艺教司) 사장）
110

于 洋(영화감독)
李前宽(영화감독)
谢铁骊(영화감독)
이 영화검열위원회 및 영화검열재심위원회 명부를 살펴보면 몇 가지
특성이 드러난다.
첫째, 미국의 CARA와 한국의 영화등급심의위원이 구성원의 학부모
신분을 강조하는 것과는 달리 중국 영화검열위원회(재심위원회 포함)는
구성원의 직무와 직위를 더 중시하고 있다. 영검회의 구성원은 예외 없
이 모두 문화예술계에 재직하고 있는 전문가이고 그들 중의 대부분은 각
자의 분야에서의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둘째, 중국 영검회(재심위원회 포함)의 구성원들은 당정기관에 재직
한 공무원이 대부분이다. 특히 영검회 (재심위원회 포함)의 주임과 부주
임은 획일적으로 행정기관인 국가광전총국의 영도자 또는 공산당산하의
중요한 선전기구인 중공중앙 선전부의 간부이다. 영검회의 24명의 일반
위원 중 17명은 공무원이 차지하고 있으며, 13명인 特约위원 중에서 공
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2명으로, 압도적인 수를 차지하고 있
다. 272 영화검열재심위원회의 경우 14명 중 영화감독 3명을 제외하고는
11명이 공무원의 지위에 있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영화검열위원회는 영화관리국의 내부부처가 아
닌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시 말해 영화검열위원회와 영화관리국의 관
계는 하위기구와 상위기구 간의 관계가 아닌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
러한 방식으로 두 기구를 설치한 목적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영화심
272

중국의 공무원법에 따라 공산당 내부기구에서 재직중인 인원은 모두 공무
원 계통에 소속하며 중국 국립대학의 원장들에게도 행정등급을 부여하고 있
고 그 들이 공무원 계통에 소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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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위원회의 독립성을 강조하고자 함이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검회 구성원의 선정방식 영검회의 실제 임원구성 등을 살펴보면
사실상 영검회의 독립적 지위는 유지될 수 없다. 이는 외관상 독립적인
기구이지만, 실제로는 행정권인 영화관리국에 의하여 조직되고 있다. 따
라서 국가광전총국산하의 영화관리국과 영화검열위원회의 관계는 ‘조직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결국 중국의 영화검
열위원회(재심위원회 포함)는 독립성 결여하고 있다고 이해되어야 한다.
이는 여전히 행정기관적인 성질을 강하게 띠고 있다.
4.

중공중앙 선전부의 관여

중공중앙 선전부는 이데올로기에 관한 이론연구, 선전, 사회여론조성
에 관한 인도, 당내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상 및 정치교육,
중앙매체단위에 대한 지도 조화 등 종합적인 기능을 가진 기구이다. 이
러한 측면에서 중공중앙 선전부는 영화와 관련된 각 단위, 사회 각계각
층에 대해 사상 및 여론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른
한편, 중공중앙 선전부가 중공중앙 조직부와 협력하여 국가광전총국 및
지방광전국 등 영화관리행정기관의 장관 및 간부들을 임면 또한 관리함
과 더불어 영화업계에 대한 행정관리 조치 등을 통하여 영화계의 이데올
로기를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273
5.

소결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영화검열의 주체에 있어서 중국영화검열위
원회 (영화검열재심위원회 포함) 구성원의 선정절차, 구체적인 임원 구

273

중공중앙 선전부의 기능은 구체적으로 "中共中央直属机构-中共中央宣传部

的主要职能,"
11/15/content_630715_1.htm.

http://news.xinhuanet.com/ziliao/2002-

또는http://cpc.people.com.cn/GB/64114/75332/5230610.html에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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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그리고 중공중앙선전부의 영화행정기관내 고위급 지도자에 대한 통제
등 측면에서 중국영화에 대한 검열은 오로지 국가권력에 의한 것이며 이
는 국가당권자의 의지를 반영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중국은 이러
한 검열장치를 운영함으로써 영화창작자의 창작 및 의사표현에 대한 사
전적 제한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임의적으로 침해할 가능성을 피할 수 없다.

제3절 중국영화심의제의 대상
I.

대상
1. 영화는 유형에 따라 크게 극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독립영

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중국영화심의제의 심의대상에는 유형을 막론하
고 중국 내에서 제작·상영될 모든 유형의 영화(극영화, 다큐멘터리, 애
니메이션 등 포함)가 해당한다.274 중국독립영화의 경우 중국국내에서 상
영하려면 검열위원회의 검열을 거쳐야 하고 비디오물로 발행하는 경우
영화검열위원회가 아닌 국가신문출판총서(國家新聞出版總署)에서 심의한
다.275
2. 영화는 제작자 소재지에 따라 중국국산영화, 중국 및 외국의 합작
영화, 수입영화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중국영화심의의 대
상을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단지 영화제작지원칙(電影製作地原則)만을 적

274

<電影劇本（梗概）備案、電影片管理規定>총칙

제3조에

따라

본

규정이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 공영할 각종 극영화 다큐멘터리 과학교육영화
애니메이션 전제영화(專題片)(각종 중외합작영화 포함)등 영화극본(개요) 및
영화의 검열, 수입영화의 검열에 작용한다.
275

중국 독립영화와 관련된 내용은 본 논문 제7장에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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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상영지원칙 (電影上映地原則)과 영화제작지원칙
(電影製作地原則)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즉, 영화의 제작사 소재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막론하고 중국 내에서 상영할 모든 영화는 중국영화검
열위원회의 검열을 받아야 하고, 중국에 있는 제작사가 제작한 영화는
설사 중국 내에서 상영하지 않다 할지라도(다시 말해 중국에서 제작한
영화를 국외로 수출 또는 외국영화제에서 상영 등 경우) 중국영화위원회
의 검열을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2006년에 중국에서 제작
한

멜로영화 <頤和園>(Summer Palace) 가 중국영화검열위원회의 검

열을 거치지 않은 채 프랑스 칸(Festival De Cannes)영화제 경쟁부문영
화로 참석하여 이 영화의 감독인 娄烨는 영화촬영금지5년의 행정처벌을
받았다.276 2008년에는 중국영화 <蘋果>（Lost in Beijing）가 중국영화
검열위원회의 검열을 받기는 하였지만, 영화 속의 포르노 내용과 중국내
의 빈부격차 그리고 계급대립을 반영한 내용을 검열위원회의 검열의견에
의해 삭제 혹은 수정하지 않은 채 제57회 베를린국제영화제 (Berlin
International Film Festival)에서 상영하였다. <蘋果>（Lost in Beijing
）의 프로듀서 및 제작사는 수정 후 영화의 영어 또는 독일어 자막이 준
비될 수 없었기에 부득이하게 영화원본프린트를 상영했다는 이유를 중국
국가광전총국에 제출하였지만 이들은 결국 향후 2년 간 중국 본토에서
영화제작이 금지된다는 처벌을 받았다. 277 따라서 중국국내에서 제작 278
하여 국외에서 상영되거나 또는 국외에서 제작하여 중국현지에서 상영될

276
277
278

"中国广电总局责令电影《苹果》制作方两年内禁拍电影". 참조
Ibid.
현재 시행중인 <電影管理條例>제17조에 따르면 국가는 기업 사업단위 및

기타사회단체와 개인이 출연 혹은 투자의 방식으로 영화의 제작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電影管理條例."
http://www.sarft.gov.cn/articles/2007/02/16/200709131444311203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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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수입•수출영화는 영화검열위원회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279
3. <電影管理條例> 제4장 제32조 280 에 따르면 수입할 과학연구 혹은
교육참고용 특정영화의 경우, 수입단위가 국무원산하 관련된 영화행정주
관부처 즉, 국가광전총국의 허가를 받아 세관에 수입절차를 마친 후부터
30일 내에 국가광전총국에서 비안(備案)만 하면 된다. 다만 과학연구
교육의 명의로 극영화를 수입하는 것은 안 된다.
중국영화자료관(中國電影資料館)이 영화를 영화자료로 수입한 경우
직접 세관에서 수입절차를 마치면 된다. 이들은 수입한 영화자료를 4분
기 내에 국가광전총국에 비안(備案)해야 한다.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어떤 기관 단체 혹은 개인은 국가광전
총국의 검열위원회에서의 검열을 통과하지 않는 채로 영화를 수입할 수
없다. 따라서 과학연구 및 교육참고용 영화, 그리고 중국영화자료관의
영화자료로 보관 또는 연구용의 영화만이 중국영화검열위원회의 검열 대
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4. <영화관리조례>에 의하여 영화제작단위는 영화를 촬영하기 전에
영화의 극본을 영화검열기구에 비안(備案)해야 한다. 영화검열기구는 비
안(備案)된 영화극본에 대해 검열을 하며 만약 영화극본이 본 조례 제
25조(검열기준에 관한 조문, 뒤에서 소개함)에 금지된 내용이 포함된다
면, 즉시 영화제작단위에 영화촬영을 금지하도록 통지한다. 이후 영화촬

279

현실에서는 중국의 여러 독립영화제작자가 중국에서 제작한 독립영화를
검열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국외에서 상영한 경우도 많다. 다만 이러한
독립영화제작자들은 대부분 일정기간 중국 내에서 상영가능한 영화를 제작할
수 없다는 처벌을 받는다.
280
"電影管理條例."
http://www.sarft.gov.cn/articles/2007/02/16/20070913144431120333.html
115

영이 완료되면 영화제작단위는 영화검열기구에 검열신청을 해야 한다.
영화수입업자는 영화프린트 임시수입절차를 마친 후 영화검열기구에 검
열신청을 해야 한다. <영화극본（개요）비안 및 영화관리규정>은 영화극
본(개요)에 대한 비안 (備案)절차 그리고 영화에 대한 검열절차를 구체
화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영화심의의 대상은 완성된 영화의 내용뿐만 아니라 영화
극본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소위 영화극본의 비안(備案)절차는 사
실상 영화극본에 대한 검열로 간주할 수 있다.
II. 심의대상에 대한 검토
우선, 중국영화심의제의 심의 대상은 일반적 의미의 검열의 대상과
마찬가지로, 영화 및 영화극본의 내용에 대한 검열이다. 검열 대상의 범
위는 매우 넓게 규정되는 경향이 있다. 그 밖에 관련된 규정에 따라 영
화제작자는 영화극본 및 각 유형 영화의 완성된 프린트를행정기관인 국
가광전총국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둘째, 한국에서는 영화예고편도 마찬가지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한다. 하지만, 중국의 <영화관리조례>등 행정규칙은 영화예고편
의 검열여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
국영화검열위원회가 영화이름까지 관여한 적이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영
화예고편에 대해서도 내용을 제한하리라는 것은 당연하다.

제4절 중국영화심의절차
영화극본의 비안(備案)및 검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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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영화극본（개요）비안 영화관리규정>의 제2
장은 시나리오(개요)비안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I.

시나리오(개요)의 비안(備案)절차
일반적으로 <영화촬영허가증>을 가진 영화제작단위 및 地市급 이상의

공상부문에 등록된 각 영화회사가 영화촬영하기 전에 시나리오(개요)을
국가광전총국 혹은 소속된 屬地검열을 실시한 성급광전부문에 비안(備案
)해야 한다. 공동 촬영할 영화의 경우 합작 자 중의 하나가 비안절차를
미리 취급해야 한다.
1.

시나리오(개요)를 비안하기 위해 제출해야 한 서류:

1) 촬영할 영화의 비안(備案) 보고서
2) 1000자 또는 1000자 이상의 영화내용개요 1부 (영화주인공과
줄거리가 외교 민족 종교 군사 공안 사법 역사와 문화적으로 유
명한 인물 등 내용을 함유하는 경우(이하 특수 소재영화로 한다)
영화문학극본 3부를 제출해야 한다. 동시에 관련된 성급 또는 국
가기관주관부처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3) 시나리오(개요) 저작권 계약서（권력 양도계약서）
4) 영화회사가 <영화촬영허가증(일회용)><拍攝電影許可證 （單片）>
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국가광전총국에 영업 면허증 사본 및 <영
화촬영허가증(일회용)><拍攝電影許可證（單片）>신청서를 제출해
야 된다.
2.

시나리오(개요)비안 절차:

1) 제작단위가 국가광전총국 혹은 屬地검열을 실시한 성급광전부문
에 비안신청을 제기한다.
2) 국가광전총국 혹은 屬地검열을 실시한 성급광전부문은 중국<행
정허가법>에 규정된 기한 내에 <시나리오(개요) 비안 영수증>（
117

電影劇本梗概備案回執單）을 발급한다.281

20일 내에 발급 여부

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제작단위는 비안을 위한 제출된 시나리오
(개요)에 의해 촬영할 수 있다. 만약 그들이 제출된 시나리오(개
요)을 수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거나 혹은 촬영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20일 내에 서면으로 제작단위에 고지해야 한다. 만약
시나리오에 대한 판단이 다른 주관부문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해야 함으로 인해 고지기한을 20일 연장해야 하는 경우 서면으
로 제작단위에 고지해야 한다.
3) 屬地검열을 실시한 성급광전부문은 시나리오(개요)의 비안에 관
한 사정을 국가광전총국에 보고해야 하고 국가광전총국은 영화극
본(개요)비안에 관한 사정을 정기적으로 상관 매체에 공포한다.
4) 특수제재(소재)영화(주요내용 및 주인공은 국가안전 외교 민족
종교 군사 공안 사법 역사 그리고 문화적으로 유명한 인물 민감
한 역사사건 등을 함유한 시나리오)의 시나리오(개요)에 대해 성
급광전총국이 먼저 성급상관주관부처의 의견을 받은 후에 비로소
비안(備案)을 할 수 있다.
5) 중대한 혁명 및 중대한 역사 제재 영화, 중대한 문헌기록영화 그
리고 중외합작영화의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성급광전부문이 이들
을 심사한 후에 국가광전총국의 관리규정에 의하여 국가광전총국
에 입안 심사(立項審批)를 의뢰하여야 한다.
6) 중앙 및 국가기관(군대 포함)에 소속된 영화제작단위가 영화를
촬영할 경우 시나리오(개요)을 직접 국가광전총국에 비안(備案)

281

국가광전총국은 해당 시나리오(개요)이 허용되는 경우 비안(備案)결과를

공포한 뒤 성급광전부문으로 하여금 <영화촬영허가증> （ 拍攝電影許可證 ） 을
가진 영화제작단위에 <시나리오(개요) 비안 영수증> （ 電影劇本梗概備案回
執單 ） 을 발급하고, 기타 영화제작단위에 <영화촬영허가증(일회용)>(拍攝電
影許可證（單片）)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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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입안 심사（立項審批）한다.
7) 각 성급광전부문은 시나리오(개요)비안한 사정을 즉시 국가광전
총국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내용은 영화명칭, 비안단위(연락인
연락처), 극작가(실명), 시나리오요약(300자 정도), 비안의견 등
포함된다.
8) 국가광전총국은 전국의 시나리오(개요)비안정보를 모아서 심사
후 매월 상순과 하순에 두 차례 그 정부사이트에 공포한다.
9) 비안공고하지 못한 시나리오(개요) 혹은 입안허가를 받지 못한
시나리오(개요)은 촬영될 수 없고 이들에 의해 완성된 영화는 검
열절차도 받을 수 없다
II. 영화심의 절차
1. 촬영 완성된 영화 및 관련된 서류의 제출의무282
1)

混錄雙片

① 混錄雙片 283 한 세트(베타테이프로 混錄雙片를 대신한다면 국가
광전총국의 허가를 별도로 필요하게 한다.)
② 국산영화검열신청서 4부
③ 영화 주요 창작자 명부
④ 영화영어명칭보고서(일반적으로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⑤ 원작 개편 의견서
⑥ 공동 촬영 계약서
⑦ 완성된 시나리오 한 세트
⑧ <시나리오(개요)비안 영수증> (電影劇本（梗概）備案回執單)

282
283

"電影劇本（梗概）立項、電影片管理規定." 제17조 참조
영화프린트와 달리 ‘混錄雙片’는 영화검열 후 수정

혹은 삭제가

용이하도록 영화의 이미지와 음성을 분리해서 기록하는 자성매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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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 사본

① 표준 사본 2 벌(국가광전총국 1벌, 중국영화자료관 1벌)
② 1/2비디오테이프 3 벌 (중외합작영화의 경우 4별 필요);
③ BETA비디오 테이프, BETA선전테이프, 사운드 트랙(8 tracks)
최종 혼합된 테이프. 각 1 세트
④ 검열용 표준사본기술간정서(送審標準拷貝技術鑒定書)
⑤ 소수민족언어 영화 번역편의 음악효과 소재
⑥ 완성된 시나리오 3부(소수민족언어 영화 번역판은 4 부 필요)
⑦ 스틸 사진
⑧ 디지털영화의 기술표준 및 제출해야 한 재료는 국가광정총국의

상관된 규정을 참조
2. 일반심의절차284
1)

영화제작단위는 국가광전총국 영화검열위원회에 검열신청을 제

기해야 한다. 영화를 공동 촬영한 경우, 비안절차를 취급한 제작단위가
검열신청을 해당 영화검열위원회에 제기해야 한다.
屬地검열을 실시하고 있는 성급광전부문이 관할하는 영화제작단위는
성급광전부문 영화검열위원회에 검열신청을 제기해야 한다. 특수제재(소
재)영화는 성급 상관 주관부문의 의견을 필요로 한다.
屬地검열을 실시하고 있는 성급광전부문이 검열할 영화가 국가광전총
국 영화검열위원회에서 검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이를 국가광전
총국 영화검열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2)

영화검열위원회(국가광전총국에 소속 또는 성급광전부문에 소

속)가 混錄雙片 및 관련된 재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검열결
정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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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id. 제18조 제21-2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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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광전총국은 검열 합격 결정을 내리는 경우, <영화검열결정서> 및
<영화공영허가증>타이틀을 발급한다. 屬地검열을 실시한 지역에서 성급
광전부문이 검열 합격 결정을 내리는 경우, <영화검열결정서> 및 <검열
용 표준사본기술간정서>(送審標準拷貝技術鑒定書)를 발급한다.
검열 불합격 혹은 수정 결정을 내리는 경우, <영화검열결정서>에 그
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며 이를 제작단위에 고지해야 한다.
3)

영화검열위원회(국가광전총국에 소속 또는 성급광전부문에 소

속)는 표준사본(디지털테이프) 및 관련된 재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열결정을 내려야 한다. 국가광전총국이 검열 합격 결정을 내리
는 경우, <영화공영허가증>이라는 타이틀을 발급한다.
屬地검열을 실시한 지역에서 성급광전부문이 검열 합격 결정을 내리
는 경우, <영화검열결정서>, <검열용 표준사본기술간정서>(送審標準拷貝
技術鑒定書)및 규정된 표준사본과 관련된 재료를 국가광전총국에 접수하
고 국가광전총국으로부터 <영화공영허가증>을 수령할 수 있다.
검열불합격 혹은 수정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해당 제작단위에 고지
해야 한다. 성급광전부문이 검열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혹은 제작단
위가 검열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영화 및 이와 관련
된 서면의견과 이유를 국가광전총국에 넘겨줄 수 있다.
4)

영화검열에 불합격하고 수정 후 다시 검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열기한이 새롭게 부여된다.
3. 재심절차
영화제작단위가 영화검열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영화검열결정서
>을 받는 날로부터 30일 내에 국가광전총국 영화검열재심위원회에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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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영화의 부분내용을 검열위원회의 수정의견에 의
해 수정해야 할 경우 수정한 후에 영화검열재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제
기할 수도 있다.
국가광전총국 영화검열재심위원회는 20일 이내에 재심결정을 내려야
한다. 재심에 합격한 영화에 대해서는 <영화공영허가증>을 발급하며, 재
심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이를 제작단위에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
III. 영화수출입에서의 제한 및 검열
<영화관리조례>제4장에서는 영화의 수출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1. 영화의 수입
1) 영화수입권의 제한
<영화관리조례> 제30조에 따라 영화수입업무를 국무원산하 국가광전
총국이 지정한 영화수입단위만 경영할 수 있으며 지정되지 않은 단위 혹
은 개인은 영화수입업무를 경영할 수 없다.
실제적으로는 지금까지 중국에서 외국영화수입권을 향유하고 있는 영
화수입단위는 하나 밖에 없는데 바로 중국영화집단회사이다. 이는 중국
에서의 영화 수입에 있어서 중국정부의 수권을 받은 유일한 회사이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영화집단회사의 계열 회사인 중영집단수출입지사(中影
集团进出口分公司)가 영화수입업무를 다루고 있다.
2) 수입절차
극장에서 상영할 수입영화의 경우 수입하기 전에 영화검열기구의 검
열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런 영화를 수입할 때 지정된 영화수입경영단위
는 중국광전총국이 발행한 임시수입허가서류를 가지고 세관에서 영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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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수입절차를 거쳐야 한다. 임시 수입된 영화가 영화검열기구의 검열을
거쳐 합격하는 경우 <영화상영허가증> 및 수입허가문건이 발부되며, 이
후 영화수입경영단위는 이 수입허가문건을 가지고 세관에서 수입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국무원광전총국의 검열을 거치지 않는 영화 또는 검열
에 합격하지 않은 영화는 수입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과학연구용
영화나 교육용 전문영화 또는 중국영화자료관이 수입할 자료영화는 검열
기관에서 검열하지 않아 수입절차를 밟고 나서 국가광전총국에서 비안만
필요하다.
영화저작권에 관하여 영화수입경영단위는 영화작품의 저작권자로부터
사용허가를 취득한 후 허가의 범위 내에만 영화작품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영화는 수입될 수 없다.
3) 수입영화 배급권에 대한 제한
오늘날 중국에서 수입영화의 배급권은 중국영화집단회사 및 화시아영
화배급유한책임회사 (华夏电影发行有限责任公司) 두 회사만이 향유하고
있다. 즉, 중국영화집단회사가 외국영화를 수입한 후 중국영화집단회사
및 화시아영화배급유한책임회사가 단독적으로 혹은 연합하여 수입된 영
화를 배급하는 것이다. 이 두 회사는 스크린쿼터(screen quotas)제 아
래서 한정된 수량의 수입영화를 배급하는 데 있어 배급이익을 일반적으
로 5:5의 비례로 나눈다.
4) 소결
정리하자면 중국에서 영화수입 및 배급에 있어서 외국 영화사나 중국
정부가 지정하지 않은 다른 중국영화사는 영화수입업무 또는 수입영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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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급업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하여 미국을 비롯한 나라들
이 중국을 대상으로 WTO에서 소를 제기하였다. 중국은 이러한 제한을
통하여 검열제를 유지하는 근거로 Public Moral조항을 원용하며 반박하
였다.285
2. 영화의 수출
동 조례 제34조에 따라 영화제작단위가 그들이 제작한 영화를 수출
할 경우, <영화상영허가증>을 가지고 세관에서 영화수출절차를 밟아야
한다. 중국 및 외국 합작 영화의 수출에 있어 중국측 합작자는 <영화상
영허가증>을 가지고 세관에서의 수출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국에서 제작
한 영화素材, 즉, 영화 CG, 영상 특수효과, 디지털애니메이션 등을 수출
할 경우, 중국측 합작자는 국가광전총국의 허가문건을 세관에 제출하고
수출절차를 다루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중국측의 협력에 의해 촬영한 영
화 혹은 영화素材의 수출에 관하여, 중국측 협력자는 위의 수출절차를
다루어야 한다.
IV. 영화제에 관하여
중국영화가 중외영화전시회 또는 국제영화제에 참석할 경우 먼저 국
가광전총국의 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즉, 외국에서 개최할 영화전람회
또는 영화제에 참석하는 경우 참석자는 국가광전총국의 허가문건을 가지
고 세관에서 영화임시수출절차를 다루어야 한다.
중국의 영화계관계자가 중국에서 국제영화제를 개최하려고 하는 경우
또는 외국영화가 중국에서 개최할 영화전람회 및 영화제에 참석하고자
하는 경우 주최국의 개최자는 국가광전총국의 허가문건을 가지고 세관에

285

이 사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뒤에서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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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임시수입절차를 다루어야 한다.
V. 집행의 강제성
<영화관리조례>의 집행을 위해 <영화관리조례>에는 벌칙을 두고 있
다. <조례>제56조에 따라 동 조례 제25조에서 규정한 금지내용을 포함
한 영화를 고의(간접고의 포함)로 촬영, 포스트프로덕션, 수입, 배급, 방
영하는 경우 과태료, 위법소득 압수, 영업정지, 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뿐
만 아니라 형벌에까지 처한다.
VI. 영화심의절차에 관한 검토
위에서 살펴본 듯이 중국영화심의절차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볼 수
있다. 우선, 검열을 위한 영화극본 및 영화 등 행정기구에의 제출의무가
있다. 둘째, 관련된 법규는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금지된 내용을 포
함한 영화를 촬영, 포스트프로덕션, 수입, 배급, 상영하는 경우 행정처벌
뿐만 아니라 형벌에까지 처하는 강제수단을 둠으로써 영화심의에 대해
강제력을 부여한다. 셋째, 이러한 제출의무는 영화촬영 전 아니면 상영
전에 이행해야 하는 의무이다. 따라서 중국의 영화심의는 사전적인 제한
이다.
다른 한편 중국의 현행 영화심의제도(더 구체적으로는 영화검열제도)
는 행정법 범위 내의 허가제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완전히 동일한 제
도는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허가는 법규에 의한 일반적인 상대적 금
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
를 할 수 있게 하여 주는 행위를 말한다. 286 이에 따라 허가제의 핵심은
금지의 해제이다. 금지의 해제에는 반드시 금지가 전제되어 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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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행정법 I, 제10판 (박영사, 2004). P.268-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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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검열제하에서는 검열결과가 내려지기 전에는 어떤 영화가 금지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즉, 검열제의 경우 모든 영화의 제작 및 상영이 금
지된다는 전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검열합격 전에 영화의 법적 지
위는 불확정한 상태일 뿐이다.
특히 중국영화검열제의 경우, 검열기준을 엄격하게 집행하지 못할 뿐
만 아니라 영화검열의 과정에서 검열위원회가 가장 빈번하게 내리는 검
열결정은 바로 삭제 혹은 수정 후 합격이다.287 실제로 이러한 결정은 단
순히 허가여부가 아닌 영화검열위원회와 영화제작자 간에 영화내용조정
에 대해 상의할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만약에 영화제작자가 영화검열위
원회의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으면 혹은 영화검열위원회가 다른 사정으
로 인해 영화내용수정에 양보한다면 이 영화는 여전히 상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에 실행하고 있는 영화검열제는 엄격한 허가
제가 아니다. 288 막상 역사상의 엄격한 허가제를 통해 영화제작 또는 상
영을 제한한다면, 표현의 자유이라는 기본권에 대한 제한적 효과는 더
심각할 것이다.

제5절 심의기준
I.

금지의 기준
<영화관리조례>제25조에 따라 영화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금지

287

영화검열기준의 집행에 관한 검토는 제5절의 내용을 참조바람

288

한국 헌법재판소의 금지해야 된 검열에 대한 정의를 다시 살펴보면
검열절차는 사실상 정부의 허가를 포함한다는 점에서도 검열제와 허가제가
다르다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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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289 (<시나리오(개요)비안, 영화관리규정>제13조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290
1. 헌법에 확인된 기본 원칙을 반대하는 것
2. 국가통일이나 주권, 영토 보존을 해치는 것
3. 국가 비밀을 누설하고, 국가안전을 위협하거나 국가의 명예와 이
익을 해치는 것
4. 민족간 원한, 민족차별을 선동하거나 민족단결을 파괴 또는 민족
적 풍속습관을 침해하는 것
5. 사교나 미신을 선양하는 것
6.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안정을 파괴하는 것
7. 선정성 도박 폭력을 선양하거나 범죄를 교사하는 것
8. 타인을 모욕하거나 비방하고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
9. 사회의 공중도덕이나 민족의 우수문화전통을 해치는 것
289

电影片禁止载有下列内容
（一）违反宪法确定的基本原则的
（二）危害国家统一、主权和领土完整的
（三）泄露国家秘密，危害国家安全，损害国家荣誉和利益的
（四）煽动民族仇恨、民族歧视，破坏民族团结，侵害民族风俗、习惯的；
（五）违背国家宗教政策，宣扬邪教、迷信的
（六）扰乱社会秩序，破坏社会稳定的
（七）宣扬淫秽、赌博、暴力、教唆犯罪的
（八）侮辱或者诽谤他人，侵害他人合法权益的
（九）危害社会公德，诋毁民族优秀文化的
（十）有国家法律、法规禁止的其他内容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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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념

말

발표된

‘중화인민공화국

영화산업촉진법(초안)’(즉,

中華人民共和國電影產業促進法（徵求意見稿）)에서 종교광열을 선양하거나
종교화목을 해치거나 종교신도의 감정을 상하거나 종교신도와 종교 신양이
없는

시민

간의

단결을

파괴하는

것;

범죄를

교사하거나

범죄방법을

가르치는 것; 미성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거나 그들의 생리적 및
심리적 건강을 해치는 것 등 3 가지 영화내용의 삭제기준을 보충하였지만
중국 현행 영화검열제도 자체는 사실상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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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률과 행정법규, 국가규정에 따라 금지된 기타 내용이 있는 것
II. 삭제 혹은 수정의 기준
<시나리오(개요)비안, 영화관리규정> 제14조에서는 영화내용에 대해
삭제 혹은 수정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1. 중화문명과 역사에 대한 이해를 왜곡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심각
하게 위배되는 것; 타국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왜곡하거나 타국
의 문명과 풍속습관을 존중하지 않는 것, 혁명지도자, 영웅인물,
중요한 역사인물의 이미지를 파괴하는 것; 중외명저나 명저 중에
있는 중요한 주인공의 이미지를 왜곡하는 것;
2. 악의적으로 인민군대, 무장경찰, 공안 및 사법의 이미지를 파괴
하는 것
3. 선정성 및 저속한 내용이 섞여 있으면서 음란, 강간, 매춘, 성매
매, 성적 행위, 성변태 등의 줄거리나 성기 등 기타 은밀한 부위
가 드러나는 것; 불결하고 저속한 대사, 노래, 배경음악 및 효과
음 등이 섞여 있는 것
4. 살인, 폭력, 공포 내용을 포함하고 진실과 거짓이나 선과 악, 미
와 추의 가치취향이 뒤바뀐 것, 정의와 비정의의 근본적 성질이
뒤섞여있는 것; 의도적으로 위법행위 또는 범죄행위의 들끓는 기
세를 표현하고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나타내며 경찰의 특정 수사
방법이 드러나는 것; 강렬한 자극성이 가진 살인, 잔혹함, 폭력,
마약복용, 도박 등 장면이 있는 것; 포로를 학대하거나 범인 혹
은 범죄용의자를 고문하여 자백을 강요하는 장면이 있는 것; 화
면, 대사, 배경음악 및 효과음이 과도하게 두렵고 공포적인 상황
이 있는 것.
5. 소극적이고 퇴폐적인 인생관, 세계관 및 가치관을 선양하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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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 민족의 우매함이나 낙후성 혹은 사회의 어두운 면을 과장되
게 묘사한다는 것
6. 종교극단주의를 일부러 선양하고, 각 종교나 종파간의 또는 종교
신도와 종교를 믿지 않는 자 간의 모순과 충돌을 일으키고, 시민
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
7. 자연환경 침해, 동물을 학대하고, 국가보호동물을 포살하고 식용
하기를 선양하는 것
8. 과음 흡연 및 기타 악습을 과도하게 표현하는 것
9. 관련된 법률과 규칙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
III. 중국영화심의기준에 대한 검토
중국영화심의제도는 영화내용에 대한 검열이다. 그 기준은 이미 명문
화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의적 결정을
내리기에 용이하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특정 주제의 영화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용적이다. 예를 들어
홍콩 영화감독 모돈불 (牟敦芾, Tun Fei MOU)의 영화 <마루타>(‘흑태
양731’, Men Behind The Sun, The Devil 731, 1988）는 2차 대전에서
일본군731세균부대가 중국 동북에서 실시한 각종 생체 실험을 내용으로
하는 영화이다. 이 영화에서는 생생한 생체해부장면(심장이 고동치는 장
면), 잔혹한 세균 실험, 냉동 실험(심각한 동상을 입은 한 여자의 손을
온수에 담그게 하며 손의 피부과 골격을 분리시키는 장면), 독가스 실험
, 압력 실험(저압실에서 인간의 내장이 나오는 장면) 등이 묘사된다. 이
런 지나치게 공포스럽고 잔인한 장면으로 인해 이 영화가 홍콩에서 상영
되었을 때에는 III급영화 291 , 즉, 18세 미만 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 이
291

I

홍콩 영화등급은 4 가지로 나눈다.
suitable for all 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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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 내용은 중국의 <시나리오(개요)비안, 영화관리규정> 제14조 제4
항에 따르더라도 엄청난 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해야 한 후에야 비로소
극장에서 상영될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중국내륙의 극장
에서 어떤 제한도 없이 순조롭게 상영되었고 18세 미만의 청소년까지
극장에서 자유롭게 이를 관람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중국의 영
화검열기준을 일관적으로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
루타>의 경우는 아마도 일본 군국주의를 비판했으며 중국의 애국주의
정서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영화를 아무 제한 없이 극장에서 상영
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열기준에 대한 이러한 자의적인 집행은
영화검열위원회의 권위 및 신뢰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불가피하게 중국
청소년에 대해 정신적 건강의 저해를 초래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보호
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다.
둘째, 중국영화검열제가 폭력과 성에 대해서는 검열제가 폐지된 국가
보다도 매우 관용적인 반면, 정치적 내용에 대해서는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논란도 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 2008년에는 중국내의 빈부
격차 그리고 계급대립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중국영화 <蘋果>（Lost
in Beijing）가 중국영화검열위원회의 검열을 합격하지 못하고 영화 속
의 문제된 내용이 삭제되지 않은 채 제57회 베를린국제영화제 (Berlin
International Film Festival)에서 상영되었다. <蘋果>（Lost in Beijing
）의 프로듀서 및 제작사는 수정된 영화의 영어 또는 독일어 자막이 준
비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영화원본프린트를 외국 영화제에서 상영했다는
근거를 중국국가광전총국에 제출했지만 이들은 결국 향후 2년 간 중국

IIA
IIB

not suitable for children
not suitable for young person and children

III

persons aged 18 and above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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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에서 영화제작이 금지되는 처벌을 받았다.292
반면에, 검열위원회는 성과 폭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용적이다. 예컨
대 중국감독 장예모(张艺谋)가 제작한 영화 <满城尽带黄金甲>에는 심한
폭력, 선정적인 노출, 비정상적인 성행위 등이 포함되었다. 이 영화는
2006년에 미국에서 상영되었을 때 ‘R’급으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이
영화가 중국에서 상영되었을 때에는 아무 제한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이 영화는 심지어 중국의 극장에서 RMB 3억 원 (4300만 불)의 극장수
입을 얻었다.293 중국은 영화등급제를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기에 관람자
는 입장 전에 이 영화에 관한 청소년 위해수준에 대한 사전적 정보를 가
질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소년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피하기 어렵
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성과 폭력에 대해 정치적 비판 등 내용에 대해서
보다 중국영화검열위원회의 태도가 훨씬 관용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셋째, ‘1비2심제’하에서는 국가차원 및 지방차원에서 집행의 차이
가 있을 것이므로 청소년보호라는 영화심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중국에서 ‘1비2심제’가 도입된 취지는 위에서 언급하였듯 영화검열의
효율성을 강화시키고 영화기준에 대한 이해의 다양성을 조성함으로써 영
화창작의 공간을 창작자에게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검열권
한의 자의적 행사가 너무도 심한 현실에서 이러한 제도의 설치는 자의적
인 검열만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고 청소년보호의 차원이나 혹은 언론에
대한 정부관여를 약화시키는 데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294 결국 영

292

"中国广电总局责令电影《苹果》制作方两年内禁拍电影". 참조

293

또 다른 예로 2003년 상해영화제에서 한국의 18세미만관람불가 등급 영화
<스캔들>이 아무 제한 없이 상영되었다. 谢晓、陈弋弋, "电影分级制调查

‚儿童不宜‛准备好没有," 南方都市报, http://ent.sina.com.cn/m/c/2005-02
-01/1201645698.html.
294
20세기 초 미국은 오히려 각 주의 검열법을 피하기 위해 영화업계의
통일적 검열제를 도입하였다.
131

화업계에 부여하려던 편의가 청소년, 영화제작자, 심지어 영화검열위원
회 자체 등 모두에게 불편만을 끼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6절 소결
세계적으로 보면 영화제작 및 상영에 있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다수 국가는 무엇이 검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요건을 확립하
고 있다. 한국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검열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
의 4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즉,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
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
의 금지, 이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의 4가지 요건이다. 295

위에서

살펴보았듯 중국의 영화심의제도는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영화심의제도는 검열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
다. 하지만 이는 모든 영화 촬영 및 상영을 일단 금지한다는 전제가 없
기 때문에 행정법 차원에서의 허가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296 더불어 중
국의 영화심의제도는 그 현실에 있어서, 애국주의 등 특정 주제영화에
대해서는 관용적이고 성과 폭력 등에 대해서도 관용적이지만 정치적 비
난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영화검열기준에 대한 집행의 자의성이라
는 특성을 강하게 띠고 있다.

295

헌재

2001.8.30.

2000헌가9

결정

외

다수

결정례.

황창근,

"영화등급분류제도의 개선 방향 -제한상영가 등급을 중심으로-."
296
구체적인 분석은 제6장 제4절 ‘바. 영화심의절차에 관한 검토’에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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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중국영화검열제의 개선
제1절 내국민의 구제 및 대응
I. 소비자로서의 구제에 관한 검토
2007년 ‘이안(李安)’감독이 감독한 영화 <색, 계>(Lust, Caution)
가 중국에서 상영되었다. 이 영화는 남녀주인공의 노출 및 성적묘사 등
의 장면이 큰 부분을 차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영 전에 중국영화검열위원
회의 결정에 따라 중국영화검열표준에 의하여 관련내용이 삭제되고 나서
야 비로소 중국의 영화관에서 상영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영화가 상영
되자 중국의 법학박사 동연빈(董彦斌) 297 이 해당내용이 삭제된 영화를
상영한 영화관 및 영화에 대한 행정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중국국가광전
총국을 베이징에 있는 한 초급법원에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의 기소이유
는 사전검열의 위헌성이 아닌 중국<소비자권익보호법>제2장 제10조에
따른 소비자의 공평교역권(公平交易權) 및 알권리(知情權)를 침해한다(
즉, 영화내용에 대한 삭제는 영화내용 또는 구조의 완전성을 해친다)는
것이며 중국국가광전총국이 영화를 검열할 때 사용한 표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였고 영화등급제를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공공이익을 위배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동연빈은 영화관 및 국가광전총국의 공식적인 사
과를 요청하였고 정신적손해배상(대한민국 원화로 십 만원 정도에 해당)
도 함께 청구하였다.

소장에 따라 그의 구체적인 제소 이유는 아래와

같다.
원고는 피고들이 소비자인 원고의 권리를 공동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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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법대학 박사연구생 (中国政法大学博士研究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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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원고가 영화<색, 계>를 관람하기 전에 다른 매체의 보도를 통
해 해당 영화의 일부 내용이 사전에 삭제된다는 실정을 알고 있었다 하
더라도, 이 사실에 근거하여 원고가 그 삭제된 부분을 구분해낼 수 있다
고 추정할 수는 없다. 게다가 원고는 영화 관람의 소비자로서 영화와 관
련된 정보를 조사할 의무가 없다. 반면에, <중국소비자권익보호법>제19
조에 따르면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진실
한 정보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北京華星國際영화관은 원
고가 영화티켓 구매 후부터 영화상영 전 내지 원고가 기소하기 전까지
영화에 관한 중요내용을 삭제한 사정을 원고에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인 北京華星國際영화관에서 관람한 영화<
색, 계>의 중국판에서, 실제로 어느 부분이 삭제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둘째, 영화<색, 계>가 다른 국가 및 지역에서 상영되었을 때는 많은
호평을 받았다. 따라서 중국소비자들 내지는 적어도 중국의 성인소비자
들이 원판영화를 관람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공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영
화의 내용에 대해 판단할 자격은 영화검열기구나 상영자가 아닌, 소비자
내지는 성인소비자에게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피고 北京華星國際
영화관이 일부 내용이 삭제된 영화<색, 계>를 상영한 행위는 사회공공이
익을 위배한다는 것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인 北京華星國際영화관이 원
고의 정신상의 인격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소비자인 중국영화관람자는 다른 나라 혹은 지역에서 삭제하지
않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소비자보다 판단력 및 인지능력이 전혀 낮
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北京華星國際영화관이 수정된(부분내용이
삭제된) 영화<색, 계>를 상영하는 행위는 원고의 소비자로서의 공평교역
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중국소비자권익보호법>이 보장하는 공평교역권
은 개인소비자로서의 개인간의 소비행위에 대한 공평교역권만을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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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니라 국가 및 지역 상호간의 공평교역권을 의미한다. 중국의
소비자에 대한 차별대우에 의해 수십억 전체 중국영화소비자가 원판영화
를 관람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극대한 불공평을 초래하는 것이다.
피고인 국가광전총국은 <영화관리조례>를 명문화하고 그 규정에 의거
하여 영화를 검열한다. 그러나, 오랫동안 피고는 극도로 엄격한 영화검
열기준을 제정하고 실시한 반면, 다른 나라들에서 실시되고 있는 영화등
급제를 도입하지는 않음으로 인하여 중국에서 상영되는 영화들은 검열기
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내용수정, 다소의 내용 삭제를 당한 것은 물론이
고, 심지어 상영불가 판정을 받기도 하였다. 이런 일련의 조치들로 인해,
다른 나라 또는 지역에서 관람할 수 있는 원판영화를, 중국소비자들은
중국에서는 관람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영화<색, 계>의 원판을 관람할 수 없게 된 상황과 피
고의 전술한 행위 간에 인과관계(因果關係)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원고는 국가광전총국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편집된) 영화<색, 계>를
관람했을 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원고
는 아래와 같은 법률 및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298제134조：민사책임을 지는 방법:
……
(6) 수리, 재제작(再制作), 변경
……
(10) 사과
298

중국에서 민법전의 제정은 아직 진행 중이고 <민법통칙>은 기본원칙, 공민

(자연인), 법인, 민사법률행위와 대리, 민사권리, 민사책임, 소송시효 및 섭외
민사관계의 법률적용만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 혼인, 상속, 侵權책
임, 소유권 등 구체적인 내용은 독립된 혼인법 상속법, 侵權책임법, 물권법 등
單行法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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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소비자권익보호법>제10조 ： 소비자는 공평거래권을
향유한다.
동법 제17조：경영자는 소비자에게 그가 제공한 상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소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동법 제19조：경영자는 소비자에게 상품 혹은 서비스에 관한 진실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허가나 선전은 할 수 없
다.
<민사권익침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
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299 제1조：
자연인이 아래에서 열거된 인격권이 불법적인 침해를 당하여 인민법
원에 소를 제기하여 정신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법
에 의해 수리해야 한다:
……
사회공공이익이나 공공도덕을 위배하여 타인의 프라이버시 혹은 인
격이익을 침해하여, 피해자 권익의 침해를 이유로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
하여 정신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법에 의해 수리해
야 한다.
<민사권익침해에 대한 정신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300 제9조：정신적손해배상/위자료(抚慰金)는 아
래와 같은 형식으로 구성함:
299

중국에서 최고인민법원의 법률에 대한 명문적 해석은 법률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 <最高人民法院关于确定民事侵权精神损害赔偿责任若干问题的解
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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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기타 손해경우의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抚慰金)
그러나 해당 초급법원은 동연빈이 <색, 계>의 삭제하지 않은 원본을
증거로 제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안건을 수리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
다. 301 사실 법원의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는 중국학계 및 심지어 동연빈
본인조차도 이미 예상했던 것이었다. 이 사건 이전에도 <영화관리조례>
에 위반하여 영화제 참석한 영화제작자가 행정처벌을 받은 후 법원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사안들을 획
일적으로 수리하지 아니하였다. 아마도 이러한 사건은 궁극적으로 중국
의 언론제도 내지 정치제도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다른 한편, 동연빈은 北京大學 法學院 강사 책소보(翟小波)와 함께
일반시민의 자격으로 중국행정권인 국무원(國務院)에 <시나리오(개요)
비안(備案), 영화관리규정>이 규정된 영화내용검열에 관한 삭제표준의
합법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 즉, 행정부처규칙인 <시나리오(개요)
비안(備案), 영화관리규정>이 규정하고 있는 영화내용에 대한 금지범위
는 행정법령으로서의 <영화관리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금지범위를 임의
로 확대하였으므로 하위법(下位法)의 합법성을 심사해야 한다는 것이었
다.302
<색, 계>사건은 행정소송이 아니라 영화관과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제
기된 민사소송이다. 소비자의 이익과 손해배상의 측면에서 상영관 및 영
화관리행정기관에게 민사 배상을 청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영화검열제에
도전한 것이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주요 증거를 제

300
301
302

<关于确定民事侵权精神损害赔偿责任若干问题的解释>
"争议，关于《色戒》的被删与被诉".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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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적어도 이 사건으로만 보면, 법
원이 수리하지 않은 이유가 본안 판단에서의 합법성 및 합리성과 관계된
것이 아니므로303, 만약 원고가 이 영화의 원본을 제출할 수만 있다면 법
원이 이 사건을 수리(受理)할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
로 앞으로 유사사건이 발생할 때, 구제 가능성이 완전히 부인된 것은 아
니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설사 이러한 청구를 인용한다 하더라도, 법
원은 소비자이익보호를 위하여 원본 관람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
지 영화의 어느 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하였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시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은 중국의 영화검열체
계 내지 언론통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
므로 직접적으로 위헌으로 검열제를 도전하는 게 아니라, 단지 소비자권
익의 관점에서 구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연빈이
직접적으로 위헌여부를 따진 것이 아니라 소비자 권익의 관점에서 접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중국의 독특한 실정 때문이다. 304 이는 입법기
관과 입법심의기관의 동일성이라는 중국의 위헌심사제도 자체의 문제
(즉, 입법심의주체의 입법부로부터의 독립성 결여) 때문에 위헌심의절차
를 통해 영화검열제를 폐지할 수 없다는 현실에 기인한다. 실제로 지금
까지 중국에서 위헌심사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305

303
304

실제로는 사건수리단계는 증거에 대한 판단하는 단계가 아니다.
미국사법심사제도의 확립에는 어느 정도의 우연성 및 미국의 독특성이 있어

common law전통이 없는 나라에서는 실현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路 易
斯·亨金 、阿尔伯特·J·罗森塔尔, 宪政与权利, trans. 郑戈等 (北京三联书店,
1996).
305

중국에서 어떤 법률 혹은 행정규정이 헌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는 헌법재판소가 아닌 입법기구 즉,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
무위원회의 관계기관에 법규의 위헌심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의 약점은 바로 위헌심의주체의 독립성 결여이다. 한국이나 유럽국가들은
위헌심사권이 독립기구로서의 헌법재판소나 사법부에 부여되고 있다. 이들은
헌법 또는 법률의 제정 및 수정기구 아니라 독립된 제3자이다. 하지만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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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영화업자의 대응
1. 영화제작단위의 자기 검열(self-censorship)306
<영화관리조례>에 따르면 각 영화제작단위는 시나리오(개요) 비안(備
案) 또는 완성된 영화검열신청을 제기하기 전에 자기검열을 먼저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자기검열을 해야 할 범위에는 영화의 사상내용 및 기
술품질이 포함된다.307 오늘날의 중국영화계에서 자기검열은 매우 보편화
되어 있다. 예컨대 蒋雯丽감독은, 그의 데뷔 작품인 영화 <초경>(初潮)
을 제작한 이후 영화검열위원회의 검열과정에서 제목으로 인한 불합격의
가능성을 걱정하여, 제목을 <우리 하늘에 만나자>(我們天上見)로 바꿨
다.308 현재의 검열실태를 보면, 이러한 제목이 반드시 영화 전체를 불합
격하도록 만드는 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적 자기검
열은 중국영화제작자에게 안전한 합격가능성 보장을 위해, 예측가능성이
낮은 제3자(영화검열위원회)에 의한 검열에 대비하여, 더 강화된 기준을
미리 적용해 둘 것을 사실상 강요한다. 다른 한편 검열제도의 실행이 직
소위 입법기관으로써의 위헌심사제도는 입법권자와 위헌심사권자가 동일하여
자기심사라는 점에서 애초부터 중립성이 결여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台灣政治
大學法學碩士、北京中國人民大學法學博士
度,"

戴世瑛,

"論中國大陸的違憲審查制

http://www.lawtw.com/article.php?template=article_content&area=&job_id=12
1141&article_category_id=849&article_id=57905. 范进学, "中国违宪审查制度
之建构," 公法评论 第二卷(2010). 또는 李步雲教授, 憲法比較研究 (北京: 法
律出版社, 19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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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국영화업계의 자기 검열(self-censorship)이라는 개념은 20세기
초 미국 영화업계의 자생적 자기 검열제도(industry self-censorship)와 달리
중국정부주도 영화검열제아래에서 발생한 영화업계의 위축적 효과(chilling
effect)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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霍 吉 和

王 馨 妍 ,

" 中 国 电 影 备 案 审 查 权 部 分 下 放 ,"

http://www.legaldaily.com.cn/zmbm/content/201003/04/content_2071782.htm?node=20351.
30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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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으로 초래한 또다른 결과는 바로 중국영화 소재와 장르가 편중이 심
해진다는 점이다. 무협과 멜로 영화가 다른 장르의 영화에 비해 검열에
보다 쉽게 합격할 수 있으므로 오랫동안 이들은 중국의 영화시장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중국 영화산업에서 사회적인 소재,
상업적인 느와르(film noir), 역사, 스릴러, 전기영화 등은 극도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중국 현행 영화검열제도가 초래한 영화
산업의 위축적 효과(chilling effect)는 매우 강력하다고 볼 수 있다.
2. 중국 독립영화의 형성
상영불가 라고 판단된 영화라 할 지라도 DVD 등 영상물의 형식으로
중국국내에서 출판 또는 발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00년 중
국영화감독 강문(姜文)의 영화 <鬼子来了（ Devils on the Doorstep）>
는 영화극본 비안 및 검열 절차에서 국가광전총국 영화검열위원회의 영
화극본에 대한 수정의견309에 의한 수정요구를 무시한 채 영화를 제작한
뒤, 해외 칸 영화제(Cannes Film Festival)에 참석했다. 이 영화는 그
해 제53회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Grand Prix, 2000 상 310 을 받았고,
2002년 일본 ‘매일 영화상 - 최우수 외국영화상‘도 받았다. 하지만
중국현지 극장에서는 영화검열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상영하지 못하였
다. 그러나 2006년에 이 영화의 DVD가 시장에서 발행되었다. 311 비록
이 영화는 검열규정에 의해 영화내용 수정 없이 영화제에 참석하였지만,

309

<鬼子来了（ Devils on the Doorstep）>는 이차대전 시기 한 중국농민과 일

본군전로간의 스토리를 묘사하였다. 영화의 전체적으로는 당시 중국인의 무지
몽매, 연약 등을 표현하였다. 영화검열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불적절
한 취지로 비난하였다.
310

이

영화에

관한

정보는

http://www.festival-

cannes.fr/en/archives/ficheFilm/id/5160.html에 참조 바람
311
杨林, "姜文《鬼子来了》正版DVD悄然上市发行," 新京报, http://www.southc
n.com/ent/yulefirst/20060403002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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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전에 촬영입안허가를 사전에 받았기 때문에 DVD 등 비디오물의
형식으로 발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중국에서 영화상영금지로 인
한 투자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상영 금지된 영화의 대다수가 DVD등
비디오물의 형식으로 발행되었다.
행정규칙에 의해, 영화의 비디오물을 발행함에 있어서는 국가광전총
국 아니라 국가신문출판총서(国家新闻出版总署)에서 비디오물의 발행허
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가신문출판총서의 비디오물의 발행에 대한
허가기준이 영화검열에서의 허가기준에 비해 보다 관용적이므로, 많은
경우 영화검열에서 상영불가로 판단된 영화들이 DVD의 형식으로 중국
국내에서 발행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검열수준의 격차가 소위 중국
독립영화가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물론 출판할 비디오물은
국가신문출판총서의 기준을 지켜야 하지만, 적어도 이러한 격차의 존재
는 적어도 중국독립영화의 발전에 대해 순기능을 하고 있다.
미국의 독립영화 312 와 달리 중국의 독립영화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한 가지는 바로 위에 언급한 듯이 <영화관리조례>를 위반했는데
국외에서 상영했으며 국내에서는 부득이하게 비디오물의 형식으로만 발
행한 영화이다. 다른 것은 영화제작자가 애초부터, 즉, 영화극본의 선택
또는 영화 파이낸싱(financing) 단계에서부터 국내 시장을 배제하고 해
외시장만을 겨냥하는 영화이다. 이러한 영화는 국내상영을 추구하지 않
으므로 중국영화검열위원회의 검열을 거칠 필요가 전혀 없다. 하지만 이
런 영화가 외국영화로서 역으로 중국국내로 수입되어 발행될 가능성도
있다.
그 동안 중국의 독립영화가 발전해 온 경향을 보면, 어떤 정치적 경
향을 명백하게 표출하거나 직접적으로 어떤 국가기관의 권위에 도전하기
312

미국의 독립영화는 Hollywood영화 이외의 영화이라고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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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빈곤(poverty), 오염(pollution), 불평등(injustice), 도시화 등
주로 일반적 사회문제를 그 중점에 두어 왔다.

제2절 국제사회의 대응 및 영향
I. WTO 中-美영화수출입분쟁
China-Audiovisuals(China – Measures Affecting Trading Rights

and Distribution Services for Certain Publications and Audiovisual
Entertainment Products) (시청각자료들에 관한 무역 및 배급 제한 조
치에 있어서 중-미간의 WTO분쟁)
2007년 4월, 미국은 중국의 특정한 ‘문화’ 혹은 ‘콘텐츠(content)’상
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제한조치를 대상으로 WTO분쟁을 제기한다. 먼저,
극장영화(films for theatrical release), 가정오락 시청각자료 등에 있어,
미국은 중국이 특정한 지정 중국기업이나 중국국가가 소유한(국가 전자
소유 또는 부분소유)기업에만 수입권한을 부여하는 조치들을 대상으로
WTO에 교섭을 요구한다. 313 또한, 출판물 및 특정한 가정오락시청각자
료의 배급서비스에 있어 미국은 중국이 외국 서비스 제공업자의 시장접
근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교섭을 요구한다.314
갈등이 되는 주요 중국의 영화수입에 관한 조치는 <영화관리조례>제
30조 및 <영화기업경영자격 진입허가 임시규정>(电影企业经营资格准入

313

세부적으로는

"China

—

Measures

Affecting

Trading

Rights

and

Distribution Services for Certain Publications and Audiovisual
Entertainment Products, DISPUTE SETTLEMENT: DISPUTE DS363," (2010). 참고.
31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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暂行规定)제16조315를 포함한다. 즉, <영화관리조례>제30조에 따르면 중
국영화 수입업경영단위는 국무원이 규정한 행정주관단위가 지정하여야
한다. <영화기업경영자격 진입허가 임시규정>(电影企业经营资格准入暂行
规定)제16조는 영화의 수입경영이 국가광전총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 구체화하였다.
중국이 극장영화의 수입권을 특정 중국국유 기업(Chinese stateowned enterprises)에게만 부여하는 이유는 사실, 검열제를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오늘날까지 중국에서 극장영화의 수입권을 향유
하고 있는 기업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국유 기업인 중국영화집단회사
(CFGC: China Film Group Corporation),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국영
화집단회사에 소속한 중국영화수출입지사뿐이다. 수입영화의 대한 배급
권도 중국영화집단회사와, 또 다른 국가지주회사인 화시아영화배급유한
책임회사(Huaxia Film Distribution co.,Ltd)316 두 국유회사에만 부여한
다.
미국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이러한 제한 조치는 GATT Article
III(National Treatment on Internal Taxation and Regulation) 제4조
를 위반한다.317 동시에 이는 중국의 WTO가입 프로토콜(the Acces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the "WTO") "China's Accession Protocol")에서의 무역권 약정
(trading rights commitments)을 위반한다고 주장하였다.318 구체적으로

315

"电影企业经营资格准入暂行规定," (部委规章 国家广电总局 商务部)

http://www.sarft.gov.cn/articles/2004/11/10/20091203144241960335.html.
316
華夏電影發行有限責任公司 http://www.hxfilm.com/
317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1947)."

http://www.wto.org/english/docs_e/legal_e/gatt47_01_e.htm
318
"China — Measures Affecting Trading Rights and Distribution Services
for Certain Publications and Audiovisual Entertainment Products, DISPUTE
143

는, 미국은 중국의 여러 제한 조치가 WTO에 대한 중국의 가입협정
(China's Accession Protocol)에서의 5.1조 5.2조 및 1.2조와 관련된
China's Accession Working Party Report 조항(제83조 및 제84조)을
위반한다고 주장하였다.319
중국이

WTO

가입당시

그의

가입

협정(China's

Accession

Protocol) 제5조 무역권조항 제1항은 무역권의 획득 및 무역권 범위에
대한 제한을 점차 완화하고, 가입 후 3년 뒤에는 중국에 있는 기업이 모
두 중국의 관세 영역 내에 있는 화물의 수출입 무역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중국국내에서의 판매, 판매 제안(offer for sale), 구입, 운송,
소매 또는 사용 등 권한에 내국민대우(國民待遇)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다. 동조 제2항은 본 프로토콜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외
국인 및 외국기업(중국에 투자 또는 등록하지 않는 외국 개인 및 기업
포함)에 부여할 무역권이 중국기업들에게 부여할 무역권대우보다 낮아서
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320
그

밖에

China's

Accession

Protocol

제1조에

따라

China's

Accession Working Party Report 제342조에 약정된 내용은 본 프로토
콜의 일부분이므로 China's Accession Working Party Report 제83조
및 제84조도 중국이 WTO가입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321 즉, 중
국은 WTO가입이후 3년의 과도적 단계(過渡階段)를 거친 뒤에는 화물

SETTLEMENT: DISPUTE DS363."
31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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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COL ON THE ACCES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08).
http://ielaw.uibe.edu.cn/html/guojijingjifalvfagui/zhongguofalv/falv/2008
0513/9275_11.html
321

"REPORT OF THE WORKING PARTY ON THE ACCESSION OF CHINA,"
(2001).
http://policy.mofcom.gov.cn/english/wto!fetch.action?lanmu=wj&id=WTOE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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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무역에 있어 특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외국투자자 및 외국기업들
에게 더 이상 차별대우(差別待遇)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322

322

Ibid.
83. The representative of China confirmed that during the three years of
transition,

China

would

progressively

liberalize

the

scope

and

availability of trading rights.
(a) The representative of China confirmed that, upon accession, China
would eliminate for both Chinese and foreign-invested enterprises any
export performance, trade balancing, foreign exchange balancing and prior
experience requirements, such as in importing and exporting, as criteria
for obtaining or maintaining the right to import and export.
(b) With respect to wholly Chinese-invested enterprises, the
representative of China stated that although foreign-invested enterprises
obtained limited trading rights based on their approved scope of business,
wholly Chinese-invested enterprises were now required to apply for such
rights and the relevant authorities applied a threshold in approving such
applications. In order to accelerate this approval process and increase
the availability of trading rights, the representative of China confirmed
that China would reduce the minimum registered capital requirement (which
applied only to wholly Chinese-invested enterprises) to obtain trading
rights to RMB 5,000,000 for year one, RMB 3,000,000 for year two, RMB
1,000,000 for year three and would eliminate the examination and approval
system at the end of the phase-in period for trading rights.
(c) The representative of China also confirmed that during the phase-in
period, China would progressively liberalize the scope and availability
of trading rights for foreign-invested enterprises. Such enterprises
would be granted new or additional trading rights based on the following
schedule. Beginning one year after accession, joint-venture enterprises
with minority share foreign-investment would be granted full rights to
trade and beginning two years after accession majority share foreigninvested joint-ventures would be granted full rights to trade.
(d) The representative of China also confirmed that within three years
after accession, all enterprises in China would be granted the right to
trade. Foreign-invested enterprises would not be required to establish in
145

유의해야 하는 것은 위의 내용이(GATT 및 China's Accession
Protocol 등 포함) 중국과 관련된 화물 무역에만 적용될 수 있으며 서
비스 제공 무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사건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바는, 중국이 WTO에 가입한 지 3년이
초과되었는데 영화는 화물이기 때문에 중국의 영화에 대한 이러한 제한
이 China's Accession Working Party Report 제83조 및 제84조에 위
배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영화가 화물이 아니라 서비스에 해당된
a particular form or as a separate entity to engage in importing and
exporting nor would new business license encompassing distribution be
required to engage in importing and exporting.
The Working Party took note of these commitments.
84.(a) The representative of China reconfirmed that China would eliminate
its system of examination and approval of trading rights within three
years after accession. At that time, China would permit all enterprises
in China and foreign enterprises and individuals, including sole
proprietorships of other WTO Members, to export and import all goods
(except for the share of products listed in Annex 2A to the Protocol
reserved for importation and exportation by state trading enterprises)
throughout the customs territory of China. Such right, however, did not
permit importers to distribute goods within China. Providing distribution
services would be done in accordance with China's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under the GATS.
(b) With respect to the grant of trading rights to foreign enterprises
and individuals, including sole proprietorships of other WTO members, the
representative of China confirmed that such rights would be granted in a
non-discriminatory and non-discretionary way. He further confirmed that
any requirements for obtaining trading rights would be for customs and
fiscal purposes only and would not constitute a barrier to trade. The
representative of China emphasized that foreign enterprises and
individuals with trading rights had to comply with all WTO-consistent
requirements related to importing and exporting, such as those concerning
import licensing, TBT and SPS, but confirmed that requirements relating
to minimum capital and prior experience would not apply.
The Working Party took note of these commi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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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주장하였다.
WTO체계아래에서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정도(GATS로 규제된다)를
화물무역(GATT로 규제된다)만큼의 자유화 정도로 접근할 수 없는 것
은 분명하다. GATT가 제정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60년이 지났는데 이
는 모두 수량적인 제한 및 차별적 규칙이 금지되는 것이었다(예외적인
것은 특히 GATT art XX를 인용하여 특수한 제한 또는 금지를 허용할
수 있다). 반면에, GATS는 제정된 지가 15년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각
국의 구체적 승낙(country-specific commitments)이 첨부되어 있으므
로(무역 영역에 따라 이러한 국가별 구체적 승낙이 없는 경우도 있다)
국민대우，시장접근의무 (market access obligation)는 단지 해당 성원
국이 해당 무역영역에서 특정한 승낙을 하는 경우에만 존재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는 GATS art XIV(이의 내용은 GATT art XX와 비슷하다)에
해당하면, 이러한 의무를 배제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서비스 제공 무역에 있어 중국이 GATS부록에서
구체적으로 약정한 바에 따라 중국은 영화관리법규에 위배하지 않는 전
제하에 WTO에 가입할 때부터 分賬（수입을 나누게 한다）이라는 형식
으로 영화를 국내극장에서 상영하게 외국에서 수입하기를 허가시킬 것이
며 미국으로부터 해마다 20편의 영화를 수입할 것을 보장하겠다고 하였
다. 323 이러한 내용이 규정된 GATS부록은 GATS제20조에 따라 GATS
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GATS와의 같은 법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WTO中美영화수출입분쟁 China-Audiovisuals 사건에서
영화의 성격에 대한 중미간의 논쟁은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323

中國政法大學國際法學院 譚勇超, "論‘服務與貨物之爭’--對‘中美影響某些
出版物和視聽娛樂產品的貿易權和分銷服務的措施案 ’ 部分法律問題分析," 現代商

貿工業（Modern Business Trade Industry） No.19(2010).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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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즉, ‘영화는 WTO체계하에서 GATT의 규제 대상인 화물인가
아니면 GATS의 규제대상인 서비스인가?’라는 문제였다. 중국은 영화
는 서비스(service)라고 주장하였고 따라서 중국의 영화수입에 대한 제
한과 관련된 규정이 GATS에 전혀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미국은 영화는 화물(goods)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국의 영화
수입과 관련된 제한이 GATT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우선, GATS는 ‘service’의 법적 의미와 명확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중국의 입장에 따르면 극장에서 상영될 영화가 일련의 서비
스를 통해야만 이용될 수 있으며 극장영화의 상업가치(commercial
value of films for theatrical release)는 이러한 서비스에 의해 획득하
는 수입으로 구현될 수 있는데 영화내용을 담고 있는 이러한 전파 매개
물(delivery materials)은 일련의 서비스의 부속물(accessories)일 뿐
이고 그 자체는 상업가치가 거의 없는 것이므로 극장영화는 화물이 아닌
서비스라고 밝혔다. 324 이에 대해 미국은 대다수 화물은 일련의 관련된
서비스를 통해야만 상업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이상 중국의 주장에 의하
면 거의 모든 화물이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반박하였다.325
더불어 미국은 GATT 1994 제3조 내국민대우 제10항 326 및 제4조
영화필름에 관한 특별 규정327을 제기하여 GATT가‘극장영화는 화물이
324

"Appellate Body Report, China-Audiovisuals, WTO Doc WT/DS363/AB/R,"

(2010). P.169
325
Ibid. p.173
326

GATT1947 제3조 내국 과세 및 규정에 관한 내국민대우 (Article III

National Treatment on Internal Taxation and Regulation) 제10항 이 조의
규정은 체약 당사자가 영화필름에 관한 것으로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내국의 수량적 규정을 설정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박덕영
이재형, 국제경제법 기본조약집 (박영사, 2010).
327
GATT1994 제4조는 GATT 1947 제4조를 계승하였다.
름에

관한

특별

규정

(Article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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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GATT 1947 제4조 영화필

Provisions

relating

to

다 ’ 라고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 밖에 미국은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of the World Customs
Organization과 China’s WTO Schedule of Concession for goods도
같이 제기했는데 그들 모두 내용물을 포함한’cinematographic film’에
관한 부분을 찾을 수 있으므로 극장영화를 화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WTO상소기구 WTO Appellate Body는 이 사건에서 영화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제공하지 않았다. 다만, WTO체계하에서 중국의 극
장영화 수입권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GATT
및 GATS 이 두 가지 WTO규칙이 함께 원용해야 된다고 판시하였다.
WTO상소기구 WTO Appellate Body에 따르면, 오늘날 극장영화의
내용은

물리적

전파

매개체에

의하여

존재한다.

이것은

불가피

(inevitable)한 것이며 우연적이(incidental)지 않다. 중국의 영화수입에
대한 제한은 영화내용이 물리적 화물에 기록 및 표현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화물을 수입한 사람을 규제하게 된다.328
극장영화의 물리적 저장매체(hard copy)에 관한 수입거래는 관련 영
화 콘텐츠를 이용함에 있어 ‘중요한 특성’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
러나 이러한 사실이 중국의 무역권 약정(commitment)이 이의 영화관리
규정에 대해 적용되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329

Cinematograph Films). Ibid.
328

The Appellate Body concluded that ‘where the content of a film is
carried by physical delivery materials, [the Chinese restriction] will
inevitably regulate who may import goods for the plain reason that the
content of a film is expressed through, and embedded in, a physical good.
"Appellate Body Report, China-Audiovisuals, WTO Doc WT/DS363/AB/R." P.188
329

The

mere

fact

that

the

im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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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action

involving

hard-copy

특정한 상품이 한꺼번에 화물의 속성과 서비스의 속성 두 가지 요소
(component)를 가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WTO체계하
에 이런 특정한 상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치는 GATT 및 GATS의 이
중적 규제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330
이 사건에서 WTO 상소기구WTO Appellate Body는 나아가 중국의
극장영화 수입권제한근거를 인정하지 않게 된다. 331 즉,‘극장영화의 수
입권을 특정 중국국유 기업(Chinese state-owned enterprises)에만
부여하는 이유는 중국에서 검열제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제한이 필요하다 ’ 는 주장이

332

기각되었다. WTO 상소기구WTO

Appellate Body는 중국이 검열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혹은 ‘공중도덕
(public moral)’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무역제한만이 아닌 다른 방법이
존재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들은 동시에 가능한 대체방법도 제공하였다.
즉, 중국정부 자체가 검열을 실시한 다음에 화물(goods)로서의 영화의
수입권을

다른

중국기업

또는

외국기업들에게

차별

없이

(non-

discriminatory) 부여하는 방법이다.333
II. WTO무역분쟁이 중국영화검열제에 미치는 영향
우리가 중국의 언론자유의 촉진하거나 더 개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cinematographic films may not be the

‘essential feature’

of the

exploitation of the relevant film does not preclude the application of
China’s trading rights commitments to the Film Regulation. Ibid. p.196
330

"Case Note, Squaring Free Trade in Culture With Chinese Censorship:

The WTO Appellate Body Report on China--Audiovisuals," Melbourn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1(2009). P.126-127
331

WTO Panel도 이러한 이유를 인정하지 아니었다.

332

"Case Note, Squaring Free Trade in Culture With Chinese Censorship:
The WTO Appellate Body Report on China--Audiovisuals." P.121
33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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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중국의 일반 화물상품과 관련된 WTO체제상의 의무(China ’ s
WTO obligations)는 이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그러나 이번 WTO분쟁을 통해 이러한 국제법적 의무가 중국의 검열
체계에 적어도 간접적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자유무역원칙이라는 간접적 수단을 통해, 중국의 언론
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검열제도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기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언론자유에 대한 제한을 자
유무역에 대한 제한(화물 또는 서비스의 자유유통에 대한 제한)으로 전
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어야 한다. WTO는 단지 하나의 자유무역기
구에 불과할 뿐, 개별 국가의 사상의 자유와 그 유통에는 큰 관심을 두
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 체제는 사상의 자유 확대의 도화선
이 될 사상전파의 매체(a medium to propagate ideas)가 될 수 있는 화
물 또는 서비스의 자유유통에는 엄청난 관심을 둔다. 만약 ‘(매체)시장
이 비집어 열리게 됨’으로써‘사람의 머리(매체의 내용)도 비집어 열릴
’수 있다면, WTO무역의무는 결국 언론과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검
열제도에 대한 무력화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

334

물론 WTO성원국이 직접적으로 중국의 검열제도가 인권을 침해한다
고 원망을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중국의 검열제도가 자유무역에 대한
제한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검열제도는 ‘문화적(cultural)
’ 화물무역 또는 서비스무역을 제한하였다는 점에서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당사국이 GATT 혹은 GATS 체계하의 시장접근(market
334

‘If prying open markets is a way to pry open minds, WTO trade
obligations can be used to limit censorship.’ Tomer Broude and Holger
Hestermeyer,

"The

First

Condition

of

Progress?

--

the

Limits

of

International Trade Law as a Promoter of Freedom of Speech" (paper
presented at the 103rd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March 2009). P.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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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또는 무역권을 원용(invoke)하거나, 중국검열체계의 불투명성
을 지적하거나, 중국국내의 화물 또는 서비스 제공업자와 달리 취급하는
차별대우를 실시함으로 인해 중국검열제도는 GATT 및 GATS의 초석
(cornerstone)인 내국민대우원칙(national treatment)을 위반한다고 주
장함으로써 이러한 검열제도에 대한 비난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335
2차 대전 후의 자유민주주의를 상징하고 있는 미국헌법이 아시아국가
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게 감지되고 있다. 336 예를 들어, 중국은 1978
년 헌법부터 명시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명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국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보호에 있어서, 특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월적
지위부여 등 이론 및 사상은 중국에 이식(transplantation)되지 못했다.
국제화(globalization) 정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오늘날, 수출상품으로서
의 미국헌법사상은 WTO라는 새로운 포럼을 통해 수입국가들의 강력한
구매욕구를 자극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사상을 중국이 수입할 만한 것
인가 하는 문제는, 수입법학 방법론 337 의 관점에서 우리가 토론해 볼 만
한 문제가 된다.

제3절 개선 대안에 관한 검토
I.

영화등급제를 설치한 목적
1.

335
336

영화에 대한 사전정보 제공기능 및 청소년보호

Ibid. P. 25-28
안경환,

"수출상품으로서의

미국헌법

–미국헌법의

(American Constitutionalism As An Export Item) ". P.2
337

Ibid.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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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성과

특수성-

청소년에 대한 보호는 영화등급제도를 제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
적이다. 영화내용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하여 일정한 등급을 부여함으로
써 영화 속에서 연령대별청소년에게 부적합한 내용을 포함하였는지 여부
에 관한 정보를 학부모에게 제공한다. 학부모들은 이런 정보를 통하여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적합한 영화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영화등급제
의 정당성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인정을 받
고 있다. 중국은 2002년부터 실행된 <영화관리조례>에서 청소년보호의
취지를 명시적으로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2006년 공포된 <시나리오(개
요)비안, 영화관리규정> 제12조에서 국가가 미성년자의 건강과 성장을
위한 우수한 영화를 창작하는 것을 지원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물론
중국영화검열체계하에서 청소년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는 기본적 방식은
영화등급제하의 사전정보 제공이 아니라 청소년들에 대해 유해한 내용을
검열기관이 직접 삭제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하였듯, 이러한 방식에
있어 비록 집행의 자의성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중국이 청소년 보호
라는 입법목적을 이미 확립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기타 법익 침해 예방을 통한 유통단계의 적법성 보장

오늘날 표현의 자유는 한층 높은 보호를 향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지만, 이것이 절대적 권리는 아니라는 관점이 동시에 인정되고 있다. 표
현 수단으로서의 영화를 통해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음란적 표현 등으
로 다른 법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영화등급제는
등급을 분류하기 위하여 영화를 심의할 때 이러한 권익 침해의 가능성을
예방함으로써, 다른 법익을 보호하고 영화 유통단계에서의 적법성을 보
장할 수 있는 것이다.
3.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장

영화심의제도의 일종으로서 영화등급제는 영화검열제의 위헌성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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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할 수 있다. 통설 및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어떤 조치가
검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즉, 허가를 받
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이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다. 이러
한 의미에서 위헌성이 없는 전형적인 영화등급제는 미국CARA의 영화등
급제이다. 즉, 이들은 영화계자치단체가 등급분류주체가 된 자율적인 등
급분류절차 및 강제력이 없는 등급분류 등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물론 미
국에서 이러한 이상적인 영화등급제를 구축할 수 있었던 전제는 영화가
표현의 수단으로 인정되었고 우월적 지위를 가진 표현의 자유이라는 기
본권이 헌법에서 인정하여야 되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식 등
급제는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수용되기 어렵다. 한국의 경우는 헌법재판
소가 영화를 의사표현의 수단으로 인정하면서338 우월적 지위를 가진 표
현의 자유가 영화의 제작 및 상영에 적용되었다. 다만 한국의 영화등급
제도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 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지
적도 있다. 그 중에서 주요한 논쟁은 제한상영가 등급 영화에 대한 일련
의 제한 조치가 위헌적인지 여부이다.339 한국 헌법재판소는 이는 직접적
으로 위헌이라고 판시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명확성원칙 및 포괄위임금
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였다. 물론 그간 한국영화등급제는 이 밖에
도 두 번의 헌재 판결을 거쳐 행정기관이 심의주체가 되는 것의 위헌성,
영화등급분류보류제의 위헌성이 인정되어 발전되어왔다. 바록 오늘날까
지 제한상영가 등급에 대한 위헌성 논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한
국의 영화등급제는 영화제작의 자유 및 영화상영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
를 보장함에 있어서 다른 국가들의 영화심의제도보다 훨씬 우월한 편이
라고 판단할 수 있다. 게다가 만약 제한상영가 등급의 대안을 찾을 수
338

황창근, "영화등급분류제도의 개선 방향 -제한상영가 등급을 중심으로-." P.

507
339

Ibid. P.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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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면 이는 사실상 효과에 있어서의 위헌성 340 까지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4.

영화산업의 진흥

영화등급제는 영화창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영화창작자
의 창작자유를 극대화할 것이고 영화작품의 다양성을 촉진할 수 있는 것
이므로 영화산업의 진흥에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Hollywood영화의 영
향력이 바로 미국 독특한 영화등급제도의 산물이다. 반면에 영화검열제
의 경우는 영화창작자의 의사표현 및 창작을 억압하고 영화업계의 자기
검열 또는 위축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영화산업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기보다는 부정적 영향을 더 많이 준다.
II. 검열후의 등급제는 중국식 산물일 것인가?
중국에서 영화등급제의 도입에 관한 논의는 오래 전부터 이미 시작하
였다. 2001년 2003년에 정치협상회의 위원인 왕싱동(王兴东)은 미성년
범인 중 62%가 폭력적 선정적 영화이나 비디오를 관람한 경험이 있다
는 조사결과가 나온 이후, 영화등급제의 도입에 관한 구체적 제안을 제
출하기도 하였다. 그는 중국영화등급제가 일반영화, 즉 각 연령층의 청
소년이 모두 관람할 수 있는 영화, 15세 미만 관람제한 등급, 18세 미만
관람불가 등급 세 가지로 분류한다고 제안하였다.

341

이에 당시 국가광

전총국산하 영화국은 중국실정에 부합하는 <영화촉진법>을 제정하겠다

340

제한상영가 등급은 법리적으로는 검열에 해당되지 않지만 사실상의 효과는

검열이라는 주장이 있다. 조광희, "제한상영가 제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과
등급분류제도의 정비," 미디어융합시대 문화콘텐츠 진흥 정책의 새로운 방향
자료집 (2008). P.36
341

谢晓、陈弋弋, "电影分级制调查 ‚儿童不宜‛准备好没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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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답변했지만 아직까지도 이 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342 중국학계 및 영
화업계는 대부분 왕싱동 정협위원이 제안한 영화등급분류제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광전총국의 담당자는 중국에서 영화등급제를 제정한다
면 일반적 영화등급분류제가 아닌 검열 후의 등급분류제만 도입할 것이
라고 밝혔다.

343

그에 따라 성인영화와 같은 영화의 중국극장에서의 상

영은 절대 허용될 수 없고, 중국에서 실행할 수 있는 영화등급제는 검열
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검열제를 더 구체화하는 것이다. 즉,
영화가 영화검열위원회의 검열을 거쳐 과도하게 선정적인 내용 또는 과
도하게 폭력적인 내용을 삭제한 다음에 영화내용의 선정성 폭력 등 다른
분류기준에 따라 영화에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다.344
중국영화업계 혹은 학계에서는 이러한 괴물 같은 등급제에 대해 많은
비난을 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에서 영화등급제가 오늘날까지 확립
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실무자와 일부 학계 간의 이런 기본적인 의견의
불일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현재의 순수검열제보다는 검열후의
등급분류제가 훨씬 낫다는 입장도 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현재 실행
중인 검열제하에 검열 기준의 집행의 자의성 등으로 인해 검열 합격된
영화도 사실상 어느 정도의 선정성 또는 폭력성 등이 영화내용에서 포함
될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영화가 모든 연령층의 청소년관람자들에게 완
전히 적합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342

2009년 관련된 보도에 따라 이 <영화촉진법>이 영화관리 제작 배급제등 여

러 측면으로 구체적 규정이 두게 될 것인데 다만 영화등급제과 영화검열제 등
민감한 문제를 법률조문으로 규정할 것인가는 확신할 수 없다. 孙磊, "中国电
影分级20年马拉松 审查制度成为众矢之的,"

http://www.longhoo.net/gb/longho

o/news/ent/userobject1ai936325.html.
343
谢晓、陈弋弋, "电影分级制调查 ‚儿童不宜‛准备好没有".
34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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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위에서 언급하였듯 영화등급제의 가장 중요한 취지 중 하나는
청소년 보호뿐만 아니라 표현에 대한 사전제한을 불식시키고 표현의 자
유를 보장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검열 후의 등급제는 청소년보호를 강화
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영화에 대한 사전제한을 유지할 것이며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또 다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가 없을 것이다. 만
약에 등급분류제를 설치하기 위한 기본취지인 표현의 자유라는 목적이
완전히 몰각된다면 영화등급분류제는 실제로 더 이상 등급제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소위 검열 후의 등급제는 영화제작자의 영화창작에 대한 제
한이 더 심화시킬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은 중국영화계나 중국사회
그 누구에게도 좋은 일이 아닐 것이다.
미국 또는 한국의 영화등급제의 탄생과 발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모
두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대한 한층 높은 수준의 보장을 인정하기
후에 영화등급제를 도입하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미국은 연방대법원의
일련의 판결을 통해 영화검열제를 위헌으로 인정하고 폐지하였고 영화계
자체의 등급심의를 거치고 있으며, 한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통
해 검열제가 폐지되었다가 영비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주도로 영화등급
제를 확립시켰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영화검열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
라에서 일반적 의미에서의 영화등급제를 도입하려면 아래와 같은 단계를
점차적으로 거쳐야 할 것이다.
1. 우선 국내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호를 인정한다.
2. 표현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보다 우월적 지위를 가져야 된다고 인
정한다.345

345

구체적 내용은 이우영, "미국 위헌법률심사기준의 정립 과정에서 우월적 지
위 이론(Preferred Position Doctrine)의 의의 -표현의 자유 법리를 중심으로," 公法學研究 第12卷, 第4號.에 참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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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화가 의사표현의 수단으로 인정하고 검열제를 위헌으로 인정하
고 폐지시킨다.
4. 새로운 영화등급제를 확립한다.
중국헌법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규정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이
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 현행 한국헌법에서는 검열 및
사전제한금지이라는 조문을 두고 있지만, 중국헌법에서는 검열금지 혹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제한금지 규정은 없다. 따라서 현재 중국은 위
의 제1단계에 서있는 것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현 단계에서 미국식의 민
간자율적 영화등급제가 중국에 도입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차라리 ‘검
열후의 등급제’를 피하기 위해서라면, 한국과 같이 정부주도하의 강제
적 영화등급제의 채택을 고려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III. 제도의 재구축(再構築)
1.

제도에 관한 유형별 검토

영화심의제도를 선택하기 전에 일단 오늘날까지 고유한 영화심의제도
를 체계적으로 고찰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영화의 헌법적 지위의
변천 및 경제발전 등 요인에 의하여 각국의 영화제도도 계속적으로 조정
되어 왔다. 하지만 현실 중에서 실행하고 있는 혹은 예전에 실행했던 영
화제도는 심의주체 및 관리방법에 따라 크게 4가지로 수렴된다.346
Mechanism
Subject
Government
정부

346

Censorship

Classification

검열

등급분류

Governmental Censorship

Governmental Classification

정부에 의한 검열

정부에 의한 등급분류

물론 이 4가지 유형 외에 유형이 모호한 하위분류(Sub Category)도 존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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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ie Industry

Self-Censorship

Self-Classification

자율적 검열

자율적 등급분류

영화계

표 1. 영화심의제도의 유형
법률(여기서는 경제적 수단이나 차별대우적 수단으로써 일정한 강제
력을 가진 산업계 자치단체의 규정을 포함한다)은 인간의 사회적 활동을
지배 혹은 조정하기 위하여 두 가지 방법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나는 금
지적 지배(Proscribe Approach)이다.347 즉, 인간의 어떤 사회적 행위에
대해 법으로 금지하는 지배이다. 이러한 지배방법 중 전형적인 예는 바
로 형법이다(‘금지적 규범’이라 한다). 법이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지배
하기 위해 다른 하나의 방법은 수권적 지배(Facilitate Approach)이다.
즉, 법은 행위자에게 사전에 설정된 행위모델(행동 및 그의 결과, 그리
고 행동과 결과 간의 인과관계(因果關係)를 미리 규정한다)을 제공하여
행위자의 어떤 행위가 초래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배방법이
다.

계약법이 바로 이러한 규제방식으로 우리 사회에 적용하고 있다.

이런

수권적

지배의

또

다른

예는

국가가

농산품(Agricultural

Produce)의 품질에 따라 이를 분류하여 해당 등급을 부여하는 등급분류
제이다. 348 소비자가 이러한 등급에 의하여 농산품을 선택할 때 더 쉽게
혹은 더 적합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영화심의제도로
(Governmental

돌아와

보면,

Censorship)뿐만

정부주도하의

아니라

영화업계의

영화검열제
자율적

검열

(Self-Censorship)은 다 강제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금지적 지배에
속한다는 것에는 의문이 없다. 물론, 정부주도하의 영화검열제의 강제력
은 정부의 강제조치나 법령을 통해 영화제작자 배급사 수입업자 등 영화
347
348

명령적 지배가 포함된다.
Douglas Ayer, "Self-censorship in the movie industry: an historical

perspctive on law and social change." P.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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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관련자에게 가해지고, 영화산업계의 자율적 검열은 영화산업계의 합
의를 통해 공동적 행동(특수 등급 영화의 상영장소, 시간, 선전수단 등
에 대한 영화업계의 연합적 제한 행동)을 통해 검열제의 집행을 보장한
다. 따라서 검열제의 경우 제도의 실시주체가 누구냐와 상관없이 모두
금지적 지배(Proscribe Approach)로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미국의 Hays Code하의 검열제와 같은 과거 영화업계가
자율적 검열은 당시 도입 이유가 정부적 검열을 피하기 위하는 것이었는
데, 이러한 정부적 검열의 대체방안으로서의 자율적 검열은 강제력이 없
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 정부적 등급제(Governmental Classification)과 영화업계의
자율적 등급제(Self-Classification)의 성격에 대해 한 번 분석해 보자.
우선 정부주도하의 등급제(전형적인 예는 한국의 영상물등급제이다)는
법으로 등급제를 확립하여 등급분류위원회위원이 정부의 재직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회단체 등으로 선출되지만 그들의 임명은 대통령이 하며, 등
급분류제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 및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
부주도하의 등급제는 강제력 있는 금지적 지배(Proscribe Approach)로
보아야 한다.
다른 한편, 영화업계의 자율적 등급제(Self-Classification)에 대하여
는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강제력이 없는
영화업계자율적 등급제는 금지적 지배가 아니라 수권적 지배(Facilitate
Approach)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자율적 등급제의 실제적 성격을 판
단하면서 구체적인 등급분류를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미국의 PG PG-13 R 등급 영화를 상영할 때 해당연령의 청
소년의 입장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동반하는 경우 입
장할 수 있다. NC-17 등급 영화의 경우에만 연령이 해당되지 않는 청
160

소년은 절대적으로 입장할 수 없다. 한국의 경우는 모든 등급이 부모의
동반 여부와 상관없이 연령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입장할 수 없다고 해
석된다. 이런 등급설치에 관한 작은 차이는 매우 작은 것으로 보이지만,
입법의 차원에서 보면 그들의 취지는 전혀 다르다. 349 이런 차이를 간단
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우선 우리는 청소년 입장금지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타입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A등급: 연령이 해당되지 않는 청소년은 부모의 동반여부 관계없이 절
대 입장금지
B등급: 연령이 해당되지 않는 청소년은 절대적으로 입장금지되는 것
이 아니라 부모의 동반 하에서는 관람할 수 있다. (부모의 ‘동의’는
‘동반’이라는 행위를 통해야만 인정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부모가 동
의하지만 동반이라는 동의의 의사표출행위가 없는 경우 청소년의 입장을
여전히 금지할 것이다)
A등급과 B등급은 모두 검열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청소년
이 그들이 관람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영화(다시 말해 ‘성인’영화)를
관람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A등급의 성격은 금지적 지
배(Proscribe Approach)에 속하고 B등급의 성격은 실제로 부모의 자유
재량권에 의하기 때문에 수권적 지배(Facilitate Approach)로 보아야 한
다. 따라서 어떤 자율적 등급제가 A유형의 등급을 포함하면 금지적 성
격(Proscribe)을 지닌다고 판단할 수 있다. 반면에 어떤 자율적 등급제
가 B유형의 등급을 포함하는 경우, 그 등급제는 수권적 성격(Facilitate)
을 가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각 영화심의제도의 법적 성질은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349

Ibid.P.830-8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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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Mechanism

Censorship

Classification

검열

등급분류

Proscribe

Proscribe

금지적 지배

금지적 지배

Proscribe

Proscribe or Facilitate

금지적 지배

금지적 지배 또는 수권적 지배

Subject
Government
정부
Movie Industry
영화계

표 2. 영화심의제도의 유형별 법적 성격
이러한 유형에 대한 구별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우리사회에 영화심의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맞게 정확히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
한 구체적인 취지는 그 사회의 경제발전의 정도 및 법률문화 등의 차이
에 따라 다르다 할 것이다.
2.

중국을 위한 선택

중국이

영화등급분류제를

선택한다면

아마도

Governmental

Classification를 먼저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1)

Classification, no censorship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한층 높은 우월적 지위를 헌법에서 확립하기 전
에 실질적인 검열제가 폐지되기는 어렵다. 다만, 오늘날 중국에서 영화
검열제에 대한 논란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중국에서
검열제의 기능은 이미 약화되었다. 우선, 위에서 언급한 듯이 영화의 상
업적 특수성 즉, 영화는 상업적 존재이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의 부담을
갖고 있고 따라서 검열제 하에서 중국의 영화들이 그 주제 및 내용에 있
어서 알아서 민감한 정치적 표현을 피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위축
적 효과는 고착화되어 중국인들은 검열 이전에 이미 기준을 위반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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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만들지 않게 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검열제도의 한 가지 기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끔 되었다. 둘째, 오늘날의 중국영화검열제도를 집
행할 때의 자의성 때문에 그 청소년보호 등의 역할이 실제로 제대로 수
행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검열제도는 중국의 영화극장 내에 청소년
보호를 함에 있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에서
영화검열제의 존재의미는 점차 상실되고 있다. 나아가 청소년보호의 측
면에서는 등급제가 더 우월한 기능을 한다.
등급제는 표현의 자유를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고 있는 나라에만 적용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은 의사표현에 대한 검열 및 사전제한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에 반하여 영화등급제도는 여전히 위헌성 논란을 벗
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중국이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를 강조하기 전에 청소년보호, 학부모에게의 영화정보 제공, 영화산업진
흥, 다른 법질서와의 조화 등의 역할부터 제대로 수행하고자 하는 취지
로 등급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만은 아니다. 미국과 같
은 순수한 민간자율적인 등급제는 도입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금지적
성격을 가진 등급분류제도를 건축할 수는 있는 것이다.
2)

Government, not industry

한편 내외적인 정치적 압력이 없애기 전에 중국이 영화 등 대중매체
에 대한 금지적 지배(Proscribe Approach)를 불식시킬 수는 없을 것이
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이 만약 등급제를 채택한다면 금지적 성격을 가
진 등급제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중국이 채택할 등급제
의 주체는 정부일 가능성이 높다. 영화업계의 자율적 등급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오늘날의 중국에서 도입하기 어렵다.
첫째, 중국의 실정을 고려한다면 완전히 미국과 같은 영화업계의 자
치를 달성할 수 없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주요한 영화사는 거의 국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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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거나 혹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따라서 중국영화업계가 등
급분류의 주체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 이러한 영화업계의 자치는 여전히
국가의 행정권을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
에서는 현재 정부주도하의 등급제만을 실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위에서

언급하였듯

미국의

영화심의제도는

처음부터

Governmental Censorship를 막기 위해 Industrial Self-Censorship를
도입하였으며 그 후에는 Governmental Classification을 저지하기 위하
여 Industrial Self-Classification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발전
모델은 중국이 복제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영화업계가 성공적
으로 정부의 검열 및 등급제를 피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미국영화산
업의 번영 및 발달이다. 하지만 오늘날 중국영화산업의 발전은 아직 정
부의 지지 및 지원을 필요로 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영화산업이 정부의
관제에 쉽게 벗어날 수가 없다.
셋째, 미국 방식의 영화업계의 자율적 등급제도 지금까지 완벽하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영화업계의 자치단체MPAA는 영화업계의
모든 구성원이 아닌 Hollywood의 6개 메이저 영화사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자치의 한계와 불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350 만약
에 중국의 영화업계가 자율적 등급제를 도입하려면 자치단체의 공정성에
대한 보장방법 등 문제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3)

350

강제적 등급분류와 비강제적 등급분류

미국MPAA는 Walt Disney Motion Pictures Group (The Walt Disney Company),

Sony Pictures Entertainment (Sony), Paramount Pictures (Viacom), 20th
Century Fox (News Corporation), Universal Studios (Comcast), Warner Bros.
(Time Warner) 6개 큰 영화사만 구성한다. 그러므로 MPAA의 영화등급제는 그들
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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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MPAA하에 영화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영화는 등급외영화 즉,
NR(NO RATED)영화로 간주된다. 이러한 무등급영화는 특정한 독립영
화관에서만 상영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업적 제한의 측면에서 미
국 영화업계의 자율적 등급제는 정부 혹은 법에서 받은 강제력이 없지만
영화업계가 가하는 압력이 존재한다. 따라서 미국 영화업계의 자율적 등
급제는 강제력이 없는 등급제라는 말이 완전히 옳은 것도 아니다.
한편, 제5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비법 제29조 제3조 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
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국 현행 영상물등급제는
정부 및 법률적 강제력을 지닌 등급제이다.351
몰론 이러한 강제적 등급제는 제한상영가등급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
전히 위헌의 성격을 가질 염려가 없을 수 없겠지만 이는 비강제적 등급
분류제에 비해 중국에서 도입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미국식 비강제적(법적으로만 본다) 등급분류제가 실시된다면, 이는 포르
노영화를 그대로 상영 가능케 하는 것 혹은 포르노영화상영을 인정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영화산업개혁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중국
이 이러한 급진적인 자유주의적 영화심의제도를 채택할 수 없기 때문이
다. 따라서 오늘날 중국에 강제적 영화등급제가 더 적합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주도의 강제적 영화등급제의 채택은 청소년보호 창작자의
창작자유에 대한 보장 등 사회 공공이익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적어도 검
열제에 비해서는 진일보하는 것이다.
4)

금지적 등급 및 수권적 등급

금지적 등급은 위에서 언급된 A등급(즉, 상영당시 연령이 해당되지
351

제5장 제2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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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청소년은 부모의 동반여부 관계없이 절대 입장금지되는 등급)을 의
미한다. 쉽게 말해 금지적 등급은 ‘청소년입장의 절대적 금지’에 해당
하는 등급이다. 반면에 수권적 등급은 위에서 언급된 B등급(즉, 상영당
시 연령이 해당되지 않는 청소년은 절대적으로 입장금지되는 것이 아니
라 부모의 동반 하에 관람할 수 있는 등급)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수권
적 등급은 ‘부모에게 청소년입장여부의 자유재량권을 부여’하는 등급
이다. 오늘날 한국은 금지적 등급만 채택하며, 미국은 금지적 등급(NC17) 및 수권적 등급(PG, PG-13, R)을 같이 채택하고 있다.
학부모가 일일이 시간을 들여 직접 어떤 영화를 관람하거나 영화홍보
물, 평론, 심지어 관람자의 소감 등의 정보를 통해 해당 영화가 그의 아
이에게 적합한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면, 굳이 영화등급제가 존재할
필요성이 여전히 있을까? 이 문제의 답은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세상에서 약물 복용, 청소년 낙태, 학교 폭력, 자살 등 각종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데 아이의 교육을 위해 개별적으로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
된 수많은 정보 중에 유용한 정보만을 취하는 일은 부모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수권적 등급과 금지적 등급의 구별필
요성이 드러난다. 또한 수권적 등급제도의 설치에는 부모가 이해하기 어
렵지 않고 전달하기 쉬운 자녀에 대한 표준적 교육지침이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금지적 등급이 설치된 취지는 수권적 등급의 설치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청소년이 미처 그 부모가 선별해 내지 못한 부적절한 성인
영화를 관람할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두 등급의 차이 및 공통점을 다시 살펴보자면, 청소년의 부모
는 자기 아이가 성인영화를 관람하기를 동의하지 않는 경우(부모의 동반
없음), 금지적 등급이나 수권적 등급이나 청소년의 입장을 다 금지할 것
이다. 이 때에는 두 등급의 차이가 거의 없다. 다른 한편 청소년의 부모
는 자기 아이가 성인영화를 관람하기를 동의하는 경우(부모의 동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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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금지적 등급과 수권적 등급의 차이가 드러날 것이다. 실제로는 이
런 상황에서 성인영화의 관람을 동의할 학부모가 그렇게 많지 않다. 따
라서 우리 사회에 대해 수권적 등급의 존재 의미가 그렇게 많지 않다.
미국에서는 등급제 도입 초기에도 수권적 등급(R 등급) 및 금지적 등
급(X 등급)이 같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당시 미국 사회는 청소년관람불
가 영화에 대해 현재보다 더 심한 금지적 효과를 추구하였다. 예컨대 성
인영화입장권에 대한 과세, 대중매체를 통한 금지적 등급의 영화홍보금
지, 극장주에 의한 금지적 등급영화의 상영거부 등이 잦았다. 즉 금지적
효과의 범위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다. 수권적 등급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도 사회발전에 의거해서 결정해야 한다. 영화등급제
는 최종적으로 과도한 금지적 효과를 피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오늘날의 미국에서 청소년보호이라는 목적은 영화에 대한 등급분류를 설
치하고 있는 유일한 이유이다. 하지만 여전히 검열제를 실시 중인 중국
에서 검열위원회가 장기간 학부모를 대신하여 영화내용을 선별하는 후견
적 주의의무를 수행해 왔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중국의
학부모에게는 아직 익숙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등급제 설립 초기에는
한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금지적 등급만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연령외등급에 관한 검토

연령외등급의 설치여부라는 문제는 한국학자들 중에 논의가 가장 많
은 부분이다. 제한상영가 등급은 연령 등급 외에 설치된 등급이다. 이에
대한 폐지론은 주로 포르노 영화 등이 범람하여 저질문화가 양산된다는
점 352 , 제한상영가 등급이 성인에 대한 제한의 의미를 포함하는 한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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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중, "영상물등급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서강법학연구 제6권(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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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353 , 제한상영가 등급이 청소년관람불가 등
급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 제한상영관이 하나도 없는 현실에서 영화제
작자 입장에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지 않기 위하여 부득이 영화의 일부
를 가위질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점354이 포
함된다. 그러나 이 등급에 대해 한국헌법재판소는 직접적으로 위헌판결
을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러한 제도가
중국의 검열제개혁에 있어서는 좋은 대안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한
국의 제한상영가 등급제도는 종전의 등급분류보류제도가 위헌결정을 받
은 이래 모든 영화에 등급분류를 하되 선정성이나 폭력성이 심한 경우에
는 연령 등급 이외에 제한상영가 등급을 부여하자는 것으로 입법목적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355 이의 사실상 효과는 검열이라는 주장이 있다
하더라도 법리적으로는 검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적어도 광범위한 자기검열을 통해 영화산업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위축시
키는 현재의 중국영화검열제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다. 또한 검열제 포기
에 대한 저항감을 갖고 있는 중국정부와 사회적 현실에 있어 이는 검열
제와 등급제 간의 절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중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완전히 실현되기 전까지 검열제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이
는 한국에서 시행 이후 5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제한상영관을 통해 포
르노영화가 범람할 것이라는 염려도 불식시키고 있다. 356 이러한 실정도
중국당권자의 동일한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
편 한국에서의 제한상영가 등급은 제한상영관의 설치제한, 비디오물 등
타매체 제작의 금지, 광고 선전의 제한 등으로 인해 사실상 제한상영가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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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 시장형성 자체가 봉쇄되어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중국의 시장은 한국보다 훨씬 크다는 점에서 이러한 제한적 제도
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도 충분히 나름의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연령등급의 구체적 구분에 있어서는 청소년의 생리 및 심리
적 발달 속도, 문화적 유사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중국인과 한국인은 모두 아시아 몽골계통의 인종이고 불교, 유
교 등 유사한 종교와 철학을 공유해 왔기 때문에 청소년 단계의 생리적
심리적 발전 속도가 유사한 편이다. 이러한 문화, 인종적 유사성으로 인
해 연령등급을 설정할 때 미국보다는 한국의 경험을 참고하는 것이 청소
년들의 현실에 더 적합하다는 점도 중국이 한국식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 중 하나이다.

169

맺음말
오늘날의 중국사회와 영화계는 여전히 영화검열제로 인한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우월적 지위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실행중인 영화심의제도는 본
문에서 살펴보았듯 허가제는 아니지만 심의주체의 행정권적 속성, 사전
제출의무, 집행의 강제수단설치 등의 점에서 의사표현에 대한 사전제한
인 검열에 해당한다.
한편,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 및 한국과 같이 영화산업의 발전 정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에서는 모두 표현의 자유를 다른 기본권이나 국가권력
에 비해 한층 높게 보장한다. 따라서 해당 국가들은 각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제한으로서의 영화검열제도를 금지하고 영화등급제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영화업계의 자율적 등급제를 도입하였고 한국은
정부주도하의 등급제를 도입하였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등급제를 선
택하느냐는 각 나라의 경제발전수준, 정치적 배경 및 역사 등에 좌우되
는 것이다.
하지만 영화등급제는 반드시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국가에서만 허용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 이외
에도 청소년보호, 저작권침해방지나 명예훼손방지 등 타법질서유지, 영
화산업진흥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중국에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중국의 영화검열제는 집행의 자의성 등으로 인
해 중국영화검열제 자체의 목적실현으로서의 그 기능이 이미 약화되었다
. 게다가 중국의 영화검열제는 국내외의 현실적 압력에서 벗어날 수 없
는 실정이다. 예컨대 영화<색, 계>에 관한 소비자보호법 소송, 중국과
미국 간의 WTO영화수출입분쟁 등은 모두 일정 수준 중국의 검열제에
도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그들의 실정에 적합한 영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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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제를 찾을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의 마지막 부분은 법리적 측면에서 정
부주도하의 검열제, 정부주도하의 등급제 및 영화업계의 자율적 검열제,
영화업계의 자율적 등급제의 4가지 영화심의제도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그들의 법적 성격을 추적함으로써 중국의 실정에 적합한 제도를 구축하
였다. 더불어 금지적 등급, 수권적 등급 그리고 연령외등급의 허용여부
등 등급설치의 구체적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중국의 사회적 정치적 실정, 제도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면 영화업계의 자율적 등급제보다는 한국과 같은 정부주도하의 강제적
등급분류제도가 중국의 현실에 더 적합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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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eedom of Expression in Motion
Pictures
A Comparative Legal Study of
Content Review Mechanisms in
the Motion Picture Industry
-Focus on the legal aspect of Chinese motion
picture censorship system-

Zhenwei Weng
Department of Law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both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motion pictures are
protected by constitutional laws as a fundamental human right
today, namely, the freedom of expression. A preferred position is
granted to it when protected in comparison with other fundamental
183

rights in their constitutional theories. However, neither the
Supreme Court of United States nor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emed motion pictures as an approach of expression from
the beginning, due to its complex features.
Since the middle of 20th century, the justice of U.S. Supreme
Court began to emphasize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ultimately recognized motion pictures as a way to
express ideas in Joseph Burstyn, Inc. v. Wilson (1952). Thus,
motion pictures gained protection by the First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and governmental censoring of the
content of motion pictures were subsequently abolished for being a
kind of prior restraint to the expression which infringed such
fundamental human right. As a result, the necessity of the
industry’s self-censorship mechanism purposed to prevent the
state governmental censorship from spreading more widely in the
United States, no longer exits thereafter.
However, with the economic and social influence of the
Paramount

antitrust

decision

to

the

movie

industry,

the

popularization of television and the import of foreign films that
always included abnormal contents, the motion picture industry
needed a brand new mechanism to protect adolescent from
pornography or adults contents in movies, which, at the same time,
would not infringe the constitutional right. The U.S. Supreme Court
actually

has

classification

provided
system

an
of

answer
motion

to

this-a

pictures.

To

sophisticated
forestall

a

governmental classification system, of which the criteria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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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ed to be more restrictive, the U.S. motion picture industry
established 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Although the specific
criteria has been changed and revised for several times, such an
industry’s self-classification mechanism is still in effect.
In the late 20th centuries,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bolished a prior content review institution on movies which,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Court of Korea, was a kind of
censorship that substantially infringed the freedom of expression.
Then, a classification system of movies was established in South
Korea. But the Korean movie classification system is hardly the
same with the MPAA’s self-classification system in the United
States,

from

the

perspectives

of

subjects,

the

power

of

enforcement, legal character, etc. Neither of them is perfect. In
some

degree,

the

industry’s

self-classification

in

the

U.S.

represents the Hollywood majors’ interests only, hence was
presumably injustice to other small movie industry players. And the
Korean classification system is still under the suspicion of
unconstitutionality due to the existence of a class which might limit
the right of adults to watch movies. Because movies classified into
this class can only be screened in special movie theaters, and the
construction of these movie theaters, as well as the advertisement
of those movies are all restricted by the Korean Movie Law
(Promotion of the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In
reality, none of such theater can be found in Korea currently,
therefore the movies in this class are actually forbidden. This is
believed to have infringed movie producers’ fundamental right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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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scholars in South Korea.
Classification is an effective mechanism to prevent defamation of
character and copyright infringement, or to protect adolescent, etc.,
albeit imperfect. From this point of view, a movie classification
system should also be established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movie

censorship

system

that

is

still

under

implementation in China are bringing chilling effect in the Chinese
movie

industry,

hindering

its

development,

and

endangering

adolescent’s mental health, etc. The movie censorship system has
not been eliminated in China because the preferred position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to other fundamental rights has not been
established in China yet, notwithstanding the fact that Chinese
Constitution does contain an article about freedom of expression.
By and large, the Chinese movie censorship system includes a
scenario reviewing procedure, a movie reviewing procedure, and a
rehearing procedure, etc. The right to import and distribute foreign
movies in China is possessed by one or two state-owned movie
companies which was asserted to facilitate the censorship of those
movies by Chinese government in the WTO China-Audiovisuals
Case (China – Measures Affecting Trading Rights and Distribution

Services for Certain Publications and Audiovisual Entertainment
Products)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in 2010. Besides,
the power of censorship belongs to the State Movie Censorship
Committee in the dimension of country, and to the Provincial Movie
Censorship Committee in the local dimension. More specifically,
there are one State Movie Censorship Committee located in Bei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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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ix Provincial Movie Censorship Committees in total located in
Beijing and other five Chinese provinces respectively. Each of them
has the power to censoring movie content in its own jurisdiction.
Such a separation of power in the movie censorship system is
believed by the Chinese government that could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censorship system considering the vast territory of
China and to diversify the understanding of censorship criteria so as
to prosper the movie industry.
However, the arbitrariness in the enforcement of the censorship
criteria has unavoidably weakened the role of movie censorship in
China. In this background, A Chinese lawyer Dong Yanbing sued
both the related Chinese ministry and the movie theater for failure
to provide movie consumers with an integrated movie in the case of
<Lust, Caution>. When the movie was screened in the mainland
China, a large portion of the content was deleted for the reason that
it might not be suitable for the adolescent. Though invoked
provisions in the Law of the PRC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onsumers, Dong Yanbing did not resort to the
fundamental right in this case. However, the social call for
reformation of the censorship system is growing, and pressure from
outside PRC also exists as demonstrated by the audiovisual trade
dispute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actually more
countries participated in this case as third parties accused PRC of
its trade barrier imposed on movie importation) on the platform of
WTO.
In conclusion, establishing a movie classification system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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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necessary and urgent. Considering the political and movie
industry’s reality, the Korean type governmental classification
system is more suitable for the China. Regarding the concrete
classification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 which might include the
preference of prescribe character or facilitate character of a
specific class, solutions and reasoning process of those questions
would be provided in the final part of this 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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