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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전통적인 매체를 중심으로 매체별 언론의 내적 자유 보호

에 관한 논의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한국언론2000년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자유를 저해

하는 요인은 (1) 언론사 사주 또는 경영인, (2) 언론사 간부, (3) 매체간

경쟁, (4) 대광고주, (5) 정부 순으로 나타났다. 同 조사에서 알 수 있듯

이, 전통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위협·침해하는 존재로 문제되던 국가권력

대신 오늘날에는 기업화된 언론매체의 내부에서 언론기업의 경영인으로

부터 언론기업 종사자들의 양심과 신념, 자율성 등이 크게 위협받는 상

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종래 ‘편집권 독립’으로도 논의되어 왔던 ‘언론의

내적 자유’ 논의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언론종사자(편집인)가 언론경영

인(발행인)을 상대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나 통상 언론종사자의 언론의 내적 자유가 커질수록 언론기업 경

영인의 언론의 자유 및 경영의 자유 등은 위축되는 상충의 관계에 있으므

로, 언론기업의 경영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을 일방적으로 희생시켜서는

안 되고, 양자의 기본권을 조화롭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독일과 오

스트리아에서는 이와 같은 기본권 충돌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방안으로

편집(편성)규약 및 편집(편성)위원회 제도를 활용하였다.

언론종사자와 언론경영인 간의 기본권 충돌에 있어서 두 당사자가 자

유롭게 체결한 편집규약 및 편집위원회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함은 물론

일 것이나, 그것이 언론기업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되지 않을 때 국

가권력이 어느 정도로 개입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바, 적극적인 개입은

언론의 자유 침해라는 중대한 위헌 문제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고, 필요최소한 한도 내에서 합헌적인 입법을 통한 개입이 허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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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본다.

기본권 충돌의 해결책으로서 편집규약 및 편집위원회 제도를 입법적

으로 강제하는 것이 합헌적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는, 헌법재판소가 ‘반론

보도청구권과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사건’(헌법재판소 1991. 9. 16. 89

헌마165 결정) 등에서 제시한 기준(실제적 조화의 원칙에 입각하여 ‘과잉

금지’의 방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이 때, 모든 매체가 똑같은 것이 아니라 각 매체별로 특성이 있고 언

론시장구조가 각기 다른 만큼,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신문의 경우, 기본적으로 경향기업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하여야 하며, 또

한 사주의 경향을 보장하여도 언론의 자유가 추구하는 민주적 원리인 다

원적 의사형성(외적 다양성)이 유지되는데 문제가 없는 상황인지 따져보

아야 한다. 한편, 방송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파의 희소성과 방송의

공적 책임과의 관계가 문제되며, 그 중에서 공영방송은 언론의 공적 책

임을 보다 충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는 공영방송의 특수성이, 민영방송은

공영방송과의 차이점·신문과의 異同 및 신방겸영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야 한다.

이처럼 본 논문에서는 언론의 내적 자유 보호 범위와 그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각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편집규약과 편집위원

회 제도를 입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위헌적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였고

(이는 동시에 현행 법제도에 대한 위헌성 판단이기도 하다), 궁극적으로

는 이를 바탕으로 각 매체별로 바람직한 입법모델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

다.

주요어 : 언론의 내적 자유, 편집권, 기본권 충돌, 편집(편성)규약,

편집(편성)위원회, 경향기업, 외적 다양성, 전파의 희소성,

언론의 공적 책임

학 번 : 2003-2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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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이 논문은 전통적 매체를 중심으로 매체별 언론의 내적 자유 보호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고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때 공정하고 진실한

보도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건전한 여론형성을 통해 민주주

의에 기여한다는 언론의 공적 책임 달성은 요원하게 될 것이다.

전통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위협·침해하는 존재로 국가권력이 문제되

었으나, 현대에 이르러 국가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위협·침해가 그에 못

지않게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특히 언론기업의 내부에서 나타나는

언론기업 경영인의 언론종사자에 대한 업무지시와 통제에 직면하여 언론

종사자가 언론경영인을 상대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되

었다.

그러나 통상 언론종사자의 언론의 내적 자유가 커질수록 언론기업 경

영인의 언론의 자유 및 경영의 자유 등은 위축되는 상충의 관계에 있으므

로, 양자 간의 관계를 조화롭게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그 기본권 상충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자율적으로 또는 법률에 의해 편집(편성)규약, 편집(편

성)위원회 등이 활용되고 있는바, 그 타당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다만, 신문과 방송(공영방송, 민영방송) 등 각 언론매체는 매체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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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언론의 내적 자유에 대해 동일한 기

준이나 원칙이 적용되기는 어려우며 각 매체의 특성에 맞게 검토되고 논

의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언론의 내적 자유 보호 범위와 그 실현

을 위한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각 매체별로 현행 법제도를 살펴본 뒤,

편집규약과 편집위원회 제도를 입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위헌적인지 여

부에 대한 검토를 거쳐(이는 동시에 현행 법제도에 대한 위헌성 판단이

기도 하다), 바람직한 모델을 도출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및 한계

이를 위해, 우선 언론의 자유에 관한 일반론으로서, 언론의 자유의 의

의, 기능, 법적 성격에 대해 살펴본다. 이는 본격적인 논의의 기초 내지

전제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필요하기도 하거니와, 언론의 내적 자유를 보

장하는 궁극적인 이유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논

의이다. 이어서 언론의 자유 중 하나로서 오늘날 그 중요성과 비중이 매

우 높은 ‘보도의 자유’와 관련하여 그 의의와 기능, 내용(언론기관의 자

유), 환경변화와 영향력 강화 및 대기업화, 그리고 언론기업의 문제점 등

에 대해 살펴본다.

다음으로, 언론의 내적 자유에 관한 논의로서, 의의, 편집권과의 관계,

내용, 비교법적 고찰, 주체(편집권 귀속 논의), 충돌과 해결 방안 등을 살

펴본다.

끝으로, 이 논문의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전통적 매체를 중심으로 매

체별 언론의 내적 자유 보호 범위 및 그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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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있어서는 우선 현행 법제도 및 현황을 살펴보고, 신문·공영방

송·민영방송 등 각 매체별 특성 및 언론시장구조에 따라 편집규약과 편

집위원회 제도를 입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또는 현행 법제도가) 위헌적

인지 여부를 검토한 뒤 바람직한 언론의 내적 자유 보호 범위 및 그 실

현 방안을 도출해 본다.

본 논문에서는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기존에 연구된

문헌을 참조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 비교 분석 및 연구를 통해 합리

적인 결론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한계는, 신문·방송(방송은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으로 구분하

여 논한다)과 같이 전통적인 매체에 국한하여 매체별 언론의 내적 자유

보호 범위와 그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본 데 있다. 오늘날 정보통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인터넷 신문, 1인(또는 소수)이 제작·송출

하는 방송, 소수를 겨냥한 방송(narrowcasting, pointcasting) 등 다양한

매체가 출현하였으나 여기에서는 논하지 않고, 추후 이를 포함한 보다

세분화되고 상세한 검토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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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언론의 자유와 보도의 자유

제1절 언론의 자유의 의의

고전적 의미에서의 언론의 자유란 사상 또는 의견을 언어·문자 등으

로 불특정다수인에게 표명하거나 전달하는 자유를 의미했다.1)

하지만 오늘날에는 언론의 자유가 사상 또는 의견을 표명하고 전달하

는 자유뿐만 아니라 보도의 자유, 정보의 자유(알권리) 등까지 포괄하는

전체적 의사소통과정의 보호로 확장되었으며, 그에 따라 언론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영역은 종래보다 훨씬 넓게 인정되고 있다. 즉 언론의 자

유의 내용으로는 ① 의사표현의 자유, ② 정보의 자유(알권리), ③ 보도

의 자유(신문의 자유·방송의 자유 등 언론기관의 자유), ④ 액세스권 등

으로 확장되었다.2)

1) 권영성, 「헌법학 원론」, 법문사, 2010, 495면.

2) 노예원, “공영방송의 편집권 독립에 대한 헌법적 고찰”,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28면; 박홍원, “편집권 독립과 언론의 자유”, 「언론과학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지역언론학회, 2011, 138면. 독일 기본법(Grundgesetz) 제5조 제1항은 “Jeder hat

das Recht, seine Meinung in Wort, Schrift und Bild frei zu äußern und zu

verbreiten und sich aus allgemein zugänglichen Quellen ungehindert zu

unterrichten. Die Pressefreiheit und die Freiheit der Berichterstattung durch

Rundfunk und Film werden gewährleistet. Eine Zensur findet nicht statt.” (“누구든

지 자신의 견해를 말, 글 또는 그림으로 표현⋅전달하고,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정보를 접할 권리가 있다. 신문의 자유와 방송⋅영화

를 통한 보도의 자유는 보장된다. 검열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확장된 언

론의 자유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택순, “방송의 내적 자유에 관한 탐구_2008년 이후

공영방송 KBS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5, 24면 및 이

춘구, “방송편성의 자유와 규제논쟁 고찰”, 「법학연구」 통권 제41집, 전북대학교 법

학연구소, 2014, 42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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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언론의 자유의 기능

언론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의 중핵이다. 언론의 자

유는 사회생활의 방법적 기초를 뜻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

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고, 또한 현대 민주국가에서 건전한 여론

형성을 통해 정치적 의사결정을 가능토록 해주는 민주주의 헌법질서의

초석이자 기둥에 해당한다.3)

Ⅰ. 인간의 존엄성 유지 및 자유로운 인격발현

언론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전제로 하고 있는 자주적 인간의 정치적·

사회적·문화적·지적인 개성신장의 수단으로 기능한다.4) 헌법재판소도

“언론의 자유는 개인이 언론 활동을 통하여 자기의 인격을 형성하는 개

인적 가치인 자기실현의 수단임과 동시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평등한 배

려와 존중을 기본원리로 공생ㆍ공존관계를 유지하고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회적 가치인 자기통치를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본다.5) 이처

럼 개개인은 사상 또는 의견을 자유로이 표명할 수 있을 때 인간으로서

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이룩할 수 있다.6)

Ⅱ. 민주주의 통치질서의 필수적 전제조건

건전한 여론형성을 통해 정치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언론은 현

대 민주주의 체제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즉, 국가권력의 창설과 국

3)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5, 577면.

4) 허영, 전게서, 577면.

5) 헌법재판소 1999. 6. 24. 97헌마265 결정

6) 김승대, 「헌법학강론」, 법문사, 2010, 215면; 권영성, 전게서, 4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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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에서 행사되는 모든 권력의 최후적 정당성이 국민의 가치적인 공감

대에 귀착될 수 있게 하는 통치형태가 바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여론에 의한 의견수렴의 통로를 열어놓고, 국가권

력에 대한 계속적인 통제와 감시를 하고, 의사표현과 정보의 전파를 통

한 정치적 합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

해서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 아닐 수 없다.7)

이처럼 공정하고 진실한 보도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건전

한 여론형성을 통해 민주주의에 기여하게 되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헌법질서의 중핵으로서, 한 나라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성숙했는가를 판

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척도로도 인식되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언론ㆍ출판의 자유는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존립

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며 이를 최대한도로 보장하는 것은 자

유민주주의 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이다.”8)라고 하여 같은 입장이다.

제3절 언론의 자유의 법적 성격

기본권은 기본적으로 자연권으로서, 국가에 대한 방어권인 주관적 공

권이다.

다만 오늘날 기본권의 객관적 규범질서로서의 성격도 인정하여 ‘기본

권의 양면성’을 긍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바, 언론의 자유도 그러한

지, 언론의 자유에만 고유한 특수성은 없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7) 허영, 전게서, 578면.

8) 헌법재판소 1992. 6. 26. 90헌가2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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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관적 공권성

언론의 자유가 국가권력에 대한 방어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

은 명백하다. 즉, 언론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방해없

이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의사표현을 통해서 여론형성에 참여

토록 하는 등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자유권이다.9)

Ⅱ. 객관적 가치질서성

언론의 자유는 의사형성 내지 의사표현에 대한 국가권력의 영향을 배

제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일 뿐만 아니라, 민주적·법치국가적 가치질서

의 구성요소이다. 모든 국민이 말하고 듣고,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전파하는 자유를 가지는 것은 단순한 방어적인 의미에서의 주관적 공권

으로서의 성격을 떠나서, 민의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사회공

동체의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권력과 모든 사회구성원이 반드시

존중하고 실천해야 되는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10)

이처럼 언론의 자유 또한 기본권의 양면성이 인정된다.

언론의 자유의 내용으로 간주되는 자유언론제도의 보장은 언론의 자

유에 내포된 이같은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에서 나오는 당연한 결

과이다.11)12)

9) 허영, 전게서, 578면; 이택순, 전게 논문 29면.

10) 허영, 전게서, 578-579면.

11) 허영 교수는 C. Schmitt가 제도적 보장이론을 통해서 객관적 질서로서의 기본권에

주의를 환기시킨 것은 그의 큰 공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가 자유권과 제도적 보

장을 엄격히 구별해서 전자에게는 주관적 권리만을 인정하고 후자는 객관적 질서의

성격만을 갖는다고 주장한 것은 그의 이론적인 약점이라고 주장하면서, 제도보장의

유형에 따라 주관적 권리와 객관적 질서로서의 내용에 강약의 차이가 있을 따름이

라고 본다. 허영, 전게서, 242면 참조. 그에 따라 언론의 자유에서도 의사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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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여론형성이 인위적으로 조작될 위험성이 따르는 언론기관의

독과점현상은 자유언론제도와 조화될 수 없고, 그것은 객관적 가치질서

로서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뜻하게 된다. 매스미디어의

다원적 구조와 언론기관 내부조직의 민주화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될 수 있는 의사표현의 통로를 열어 놓고, 여론형성의 과정을 보호

해야 할 필요성이 바로 그 때문에 생긴다.13)

이러한 객관적 가치 규범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라기보다는 공적 의견

형성이라는 언론의 기능적인 측면이 강조된 성격으로, 입법자의 법제도

형성을 필수 전제로 하게 된다.14)

언론의 자유에 대한 객관적 가치질서의 유지는 언론의 자유의 주체로

하여금 공적 기능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와 알권리에서는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이 보다 강하게 나타나지만, 보도의 자유

에서는 오히려 그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이 보다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고 본

다. 허영, 전게서, 579면; 박경철, “신문사내의 편집권 독립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9, 11면 참조. 조소영 교수는 그 이유로서, 보도의 자유는 또 다른

자유권들, 특히 국민의 알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제적 기본권으로서 그리고 보완적 기본권으로서의 의미가 더 강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소영, “신문법상 편집권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헌법적 평가”, 「법과 사회」

제30권, 법과사회이론학회, 2006, 178-179면 및 조소영, “신문의 자유의 헌법적 의미

에 관한 소고_2006. 6. 29. 2005헌마165·314·555·807, 2006헌가3(병합) 결정을 중심으

로”, 「언론과 법」 제5권 제2호, 2006, 104-105면 참조. 한편 성낙인 교수는 제도보

장이 기본권과 결부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독립적인 제도로서 나타나기도 한다고 본

다.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6, 919면 참조.

12) 헌법재판소는 구별론에 입각하여 기본권보장에는 최대보장의 원칙이, 제도보장에는

최소보장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면서도(헌법재판소 1997. 4. 24. 95헌바48 결정),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인 자유권으로서의 특성을 가질 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와 견

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 존립·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는 언론의 자

유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함께 신문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의견형성이나 여론형

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행하는 객관적 규범질서로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함

께 지닌다.”(헌법재판소 2001. 5. 31. 2000헌바43 결정 등)라고 하여 기본권보장과 제

도적 보장의 상호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다.

13) 허영, 전게서, 579면.

14) 이택순, 전게 논문,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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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주주의 원리와 같은 일정한 헌법적 가치에 봉사

하며, 다른 국민의 기본권과의 관계에서도 규범조화를 이루어 전체적으

로 일정한 헌법적 질서를 형성하게 된다.15)

뒤에서 살펴보듯이 언론의 내적 자유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고 그 해

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커다한 이론적 뒷받침이 된 것은 기본권의 객

관적 가치질서성을 인정한 데서 비롯된다. 즉 언론의 자유는 일차적으로

국가에 대한 주관적 공권임은 물론이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 또한 인정함으로써 언론의 내적 자유에 대한 논의

를 잘 이끌어가고 해결책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제4절 보도의 자유의 의의와 기능

보도의 자유라 함은 출판물 또는 전파매체에 의해 사실을 전달하고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여론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로서, 매스컴(mass

communication)의 자유가 바로 그것이다.16)

언론매체(언론기관, 언론사)는 의사의 표현과 수령을 상호 매개하고,

또 스스로 독자적인 의사표현의 주체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의사표현자와 의사수령자를 상호 연결시키는 기능은 언론매체가 가진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역할이다. 이때 단순히 정보를 수동적으로 전

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재를 통해 선별하고, 편집(편성)을 통해

종합·정리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15) 이택순, 전게 논문, 34면.

16) 허영, 전게서, 5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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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언론매체는 그 스스로가 갖는 고유한 주장 또는 의견을 적극적

으로 표명하여 의사주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예컨대 신문의 ‘사설’

또는 ‘시론’이나 뉴스의 ‘논평’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17)

보도의 자유는 의사표현의 자유의 특수형태로서 출판물 또는 전파매

체를 매개로 하여 정보효과가 크고, 여론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보도의 자유의 기능은, 공정하고 진실한 정보 제공, 알권리 보

장, 의견의 다양성·균형성 보장, 사회교육 기능, 소수자 권리 보호, 민주

적 여론 형성, 국가권력의 감시·통제라는 언론의 공적 책임과 관련이 크

다. 보도의 공정성, 보도기관의 자주성, 독립성과 다원성 등 자유언론제

도가 강조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18)

제5절 보도의 자유의 내용 : 언론기관의 자유

Ⅰ. 설립의 자유

1. 의의

미디어의 설립은 그 출발점에 있어서는 자본을 투자하는 자의 사상이

나 세계관을 전파하기 위한 행위에 다름 아니므로19) 보도의 자유는 언

론기관을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는 언론기관설립의 자유를 포함한다. 따

라서 법률 등에 의해 신문, 방송 등의 시설기준을 지나칠 정도로 과중하

17) 김정현, “언론기업의 내부적 자유”,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18-19면.

18) 허영, 전게서, 584면.

19) 박용상, 「표현의 자유」, 현암사, 2003, 7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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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규제할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20)

언론기관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언론기업의 독과점(카르텔

등의 형태)규제문제가 있다. 자본주의국가에서는 정보가 상품화되고, 매

스미디어의 시설이 재벌기업에 의하여 독점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새로운 위협을 받게 되고, 국민의 의사가 매스컴

운영자들에 의하여 왜곡되거나 정형화(定型化)될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언론기업의 독과점도 규제할 필요

가 있고,21) 그러할 경우 언론기관설립의 자유는 제한된다.

2. 통신·방송시설기준 법정주의와 신문기능 법정주의

헌법 제21조 제3항은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

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통신·방송시설기

준 법정주의와 신문기능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통신과 방송에 대한 시설기준 법정주의는, 이들 매체가 전파를 이용

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관리를 위해 통신사나 방송국의 개설을 위한 설치

기준을 법률로써 정함으로써 언론기관의 남설의 폐해를 방지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바, 전파(주파수)의 희소성·유한성, 방송·통신의 강력한 영

향력·침투력 등을 논거로 하여 정부의 개입을 전제로 한 규제입법이 적

용되었다.22)

20) 이러한 취지에서 헌법재판소 1992. 6. 26. 90헌가23 결정도 “시설기준을 자기 소유로

해석하는 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비례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21) 권영성, 전게서, 505면.

22) 허영, 전게서, 588-5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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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워야 하지만,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통

하여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

는 점에서 자유에 상응하는 공적 기능을 아울러 수행하게 된다. 이러

한 신문의 공적 기능에 대한 헌법적 요청은 특히 헌법 제21조 제3항

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헌법 제21조 제3항은 “통신ㆍ방송의 시설

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서 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 법정주

의와 나란히 신문기능 법정주의를 정한 것은 우리 헌법이 방송뿐만

아니라 신문에 대하여도 그 공적 기능의 보장을 위한 입법형성, 즉 입

법적 규율의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신문의 기

능”이란 주로 민주적 의사형성에 있고, 그것은 다원주의를 본질로 하

그러나 신문기능 법정주의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언론기관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보장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인쇄매체는 기본적으로 ‘사상의 자유로운 시장 이론’을 근간으로 자유주

의 법이론이 적용되었다. 즉 신문끼리 자유롭게 경쟁하는 가운데 여론이

형성되도록 한 것이다.23) 그런데 언론기관이 대기업화·독점화하면서 표

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왜곡되는 ‘시장실패’가 나타났다. 이러한 사상시장

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는 언론시장의 진입관문을 낮추는 등 신문

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국가의 개입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문의 공적 기능과 책임은 주로 민주적 의사

형성에 있는데, 그것은 언론의 다양성 보장을 불가결한 전제로 하고, 이

에 따라 신문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적절한 규율은 신문의

경향보호와 모순된다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이라고 보았다.

<헌법재판소 2006. 6. 29. 2005헌마165 결정>

23) 허영, 전게서, 5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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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민주주의사회에서 언론의 다양성 보장을 불가결의 전제로 하는 것

이므로,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란 결국 ‘신문의 다양성을 유

지하기 위하여’란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 제21조 제

3항은 언론ㆍ출판으로 인한 타인의 명예나 권리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4항과 함께 다원화된 현대정보산업사회에서 언론

ㆍ출판이 가지는 사회적 의무와 책임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

로 신문의 자유가 헌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가 있는 기

본권이라 하더라도 신문의 공적 기능과 책임을 위하여 필요한 입법적

규율은 허용된다.

청구인들은 방송과 달리 신문의 경우에 다양성 보장은 국가의 간섭으

로부터 자유로운 다수의 신문들이 그 논조와 경향으로써 자유로이 경

쟁하는 가운데 저절로 보장되는 것이므로, 신문의 다양성 보장을 명분

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문기

업의 경향보호라는 것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이해한다 하더

라도, 신문의 독과점 또는 집중화현상과 경향보호가 결합할 경우 정치

적 의견의 다양성을 전제로 하는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체제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개별 신문기업이 각자의 경향보호를 주장하

기 위해서는 신문의 다양성 확보가 필수적인 전제가 된다고 할 것이

다. 신문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적절한 규율은 경향보호와

모순된다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신문의

공적 기능과 책임, 신문의 다양성 보장에 관련된 입법규율들이 그 자

체로 경향보호에 위배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Ⅱ. 경영의 자유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 속에서 자유경쟁하는 언론사들은 치열하게 경

쟁하는 가운데 존립기반을 확보해야 하고 이윤을 추구해야 한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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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동시에 언론의 공적기능도 구현해야 할 책임을 진다.

미국과 같이 자유주의적인 경제헌법관을 가진 나라에서는 기업으로서

의 언론기관의 경영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표방하고 있는 헌법을 가진 국가에서는 언론기업의 공적 책임이 강조되

는 경향이 있다.

자본주의 경제질서 하에서 사기업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언론기관은

기본적으로 그 경영인이 인사권, 경리권, 운영권, 언론상품(신문, 방송

등)을 제작·발행·보급할 권리 등 경영(영업)의 자유를 향유한다.24) 이는

사경제 구조 하에서 기업의 경제적 위험을 언론경영인이 전적으로 부담

한다는 측면에서 합리화된다.

Ⅲ. 취재 및 편집·보도의 자유

언론기관은 취재의 자유와 편집·보도의 자유를 향유한다. 취재의 자유

는 언론기관이 보도내용을 스스로 결정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서 정보수

집활동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취재의 자유는 언론기관

이 국민의 알 권리에 봉사하고, 민주정치를 위한 여론형성기관으로서의 기

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 상

태에서 보도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허울에 불과하다.25) 편

집·보도의 자유는 언론기관이 자신이 취재한 내용을 자유롭게 편집하고

그것을 언제, 어떻게 불특정다수에게 전달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이는 발행(전파)·배포·보급의 자유를 포함하는 광

의의 개념이다.26)

24) 박선영, “언론기관의 자유”, 「헌법학연구」 제7권 제3호, 한국헌법학회, 2001, 42면.

25) 이광진, “헌법상 언론의 내부적 자유에 관한 연구_독일의 이론을 중심으로”, 한양대

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7, 52-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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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보도의 자유와 제도적 보장

앞서 ‘언론의 자유의 법적 성격’ 중 ‘객관적 가치질서성’ 부분에서 살

펴보았듯이, 매스미디어에 의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실현과 관련

되는 강한 공적인 기능 때문에 그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이 특히

강하게 나타난다. 보도의 자유를 제도적 보장의 측면에서 이해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사회의 여러 다양한 의견이 매스미디어를

통해 표출되고 전파될 수 있는 자유언론제도의 보장이야말로 보도의 자

유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인 것이다. 따라서 언론기업의 독과점 현상은

다양한 의견의 표출을 보장하려는 보도의 자유의 제도적 보장에 반한다.

또 보도의 자유에 내포된 제도적 보장의 성격 때문에 국가기관은 언론기

업의 독과점을 금지해야 할 입법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보도 내용이 다

양화될 수 있도록 언론기관의 내부조직의 민주화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

것을 추진해야 할 의무를 진다.27)

다만, 자유언론제도의 보장은 보도의 자유에 내포된 민주주의 실현기

능과 그 객관적 가치질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결코 보도의

자유의 근본적 기저에 깔려 있는 주관적 공권성을 부인하기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유언론제도의 보장이 결코 언론에 대한 간섭 내지 규

제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역기능해서는 아니 되고, 보도의 자유를 제도

적 보장만으로 축소시켜 이해해서도 안 된다.28)

26) 박선영, 전게 논문, 47-51면.

27) 허영, 전게서, 589-590면; 조소영, 전게 논문(“신문법상 편집권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헌법적 평가”), 181-182면.

28) 허영, 전게서, 590면; 조소영, 전게 논문(“신문법상 편집권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헌

법적 평가”), 1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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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환경변화와 언론매체의 영향력 강화 및 대기업화

사회가 복잡해지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 그리고 정보통신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사회 내에서 생산되는 정보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언론매체의 수도 빠르게 증가하였고, 그 종

류 역시 다양해졌다. 이를 통해 언론매체의 영향력은 더욱 강화되었고

언론의 자유에서 언론매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즉

현재 언론의 자유는 언론매체를 중심으로 실현되고 있으며, 따라서 국민

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건전한 여론형성을 통해 민주주의에 기여한다는

언론의 공적 책임은 그만큼 언론매체에 좌우될 가능성이 커졌다. 게다가

언론매체가 정보를 악의적으로 누락 또는 왜곡할 경우 그 수용자의 의사

형성과정에 왜곡이 발생하고 건전한 여론 형성이 방해받게 될 터인데,

이 때 언론매체의 광범위하고 강력한 영향력으로 인해 걷잡을 수 없이

확대재생산된 정보왜곡과 의사형성과정의 왜곡이 발생하게 되어 결과적

으로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원하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29)

오늘날 정보는 주로 언론매체에 의하여 수집되고 전달되고 있으며, 이

러한 언론매체는 개인으로서보다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또는 일정 수

준 이상의 조직의 형태로써 존재하고 활동한다. 사회가 복잡 다양해지고

그에 따라 사회에서 생산되는 정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그

정보를 ‘수집’, ‘가공’(편집)하여 수용자에게 ‘제공’하는 언론매체는 많은

인원과 비용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극대화하기 위

해 자본주의 시장원리에 따라 조직화, 기업화, 대형화했기 때문이다.30)

29) 김정현, 전게 논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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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볼 때 처음에는 편집과 발행, 배포, 유통 등이 하나로 이

루어져 있었다. 그러나 언론기관이 대기업화하면서 기업활동의 요소와

언론활동의 요소가 상호 모순, 충돌하는 상황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즉,

언론을 통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주의 이익과 언론의 본질적인 권리를

추구하는 언론노동자 사이에 서로 다른 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31)

제7절 언론기업의 문제점과 언론의 내적 자유 논의

전통적으로 언론의 자유는 국가에 대한 자유로서 대국가적 방어권의

성격을 띠는 대외적 자유였으나, 언론의 자유가 언론기업 자체로부터도

위협받게 되자 언론의 내적 자유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즉, 언론기업 내

부에서 기업활동의 요소와 언론활동의 요소가 상호 모순, 충돌하는 상황

이 발생하고, 언론기업의 종사자들의 양심과 신념, 자율성 등이 언론기업

의 경영인(발행인)으로부터 위협받는 상황에서32) 언론의 내적 자유 보호

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33)

30) 한편, 현행 우리법은 法人이 아니면 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방송사업, 전송망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기도 하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3조 제3항

(“법인이 아닌 자는 일간신문이나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할 수 없다.”) 및 「방송법」

제13조 제1항(“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방송사업 또는 전송망사업

을 할 수 없다.”) 참조.

31) 한지혜, “언론사 내부에 있어서의 언론의 자유 침해와 정치파업의 문제”, 「서강법률

논총」 제3권 제1호, 2014, 92면.

32) 한국언론2000년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자유를 저해하는 요인은 ①

언론사 사주 또는 경영인, ② 언론사 간부, ③ 매체간 경쟁, ④ 대광고주, ⑤ 정부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언론2000년위원회 보고서, “한국언론의 좌표”, 관훈클럽, 2000,

83면 참조.

33) 김정현, 전게 논문, 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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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보가 하나의 상품으로서 다루어짐에 따라 시장의 법칙을 따

르게 되어 언론기업이 자본에 좌우되고, 자본의 우월적 지위를 통해 결

국 정보가 왜곡되고 독과점화 될 위험성이 상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언론의 자유(보도의 자유)가 추구하는 가치(다양한 정보에 대한 알권리

충족 및 다원적 의사형성을 통해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는 치명적으로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정보의 왜곡/독과점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 중 하나로 언론의 내적 자유 확보에 관한 논의가 이어진다.34)

즉, 상호경쟁하는 언론기업이 다수 존재하여 외적으로 보장되던 정보 및

의견의 다양성이 시장지배적 언론기업의 등장으로 위협받게 되면, 그 독

점화된 언론기업 자체 내부에서 언론종사들에게 일정한 자율권을 보장함

으로써 언론의 공적 임무에 대한 위협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것

이다.

34) 김정현, 전게 논문, 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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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언론의 내적 자유

제1절 언론의 내적 자유의 의의

언론의 내적 자유는 기자, PD 등 언론의 내용 형성에 종사하는 언론

기업 종사자들의 양심과 신념, 자율성 등이 언론기업의 경영인(발행인)으

로부터 위협받는 상황에서 언론기업 종사자들이 경영인을 상대로 영향력

배제를 주장하는, 언론기업 종사자들의 표현의 자유이다. 전통적으로 언

론의 자유는 국가에 대한 자유로서 대국가적 방어권의 성격을 띠는 대외

적 자유였으나, 국가 이외의 제3자, 특히 언론기업 자체에 의한 언론자유

의 침해가 중대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그에 대한 새로운 대책으로서

제기된 것이다.

제2절 언론의 내적 자유와 편집권

‘편집’이라 함은 정보수집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를 원재료로 해서 그

것을 분류·선택·종합·정리하여 또다른 저작물의 형태를 제작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와 같은 편집행위는 단순한 공산품 생산과는 전혀 다른 정신

적 활동이며, 그 과정에 참여하는 언론종사자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인

격권의 발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35)

한편 ‘편집권’이란 언론기관 내외에서 언론에 가해지는 간섭·규제·통

35) 박선영, 전게 논문, 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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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 진실하고 공정한 보도와 논평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에 충실하고, 올바른 여론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도내

용의 제작과정에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36)

언론학계의 다수설은 이와 같이 ‘편집권’을, 매체의 내용을 형성하는

일체의 작업을 보호하기 위한 자유로 보면서, 언론의 내적 자유와 사실

상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한다.37)

그런데 ‘편집권’이라는 용어는 세계 각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 아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는 일본에서 창안된 특유의 개념으로,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만 특별히 사용되는 특이한 개념이다.38)

1948. 3. 16. 일본신문협회는 “편집권이란 신문의 편집방침을 결정하고

보도의 진실, 평론의 공정 및 공표방법의 적정을 유지하는 등 신문편집에

필요한 일체의 관리를 행사하는 권리”라고 규정하면서 이 권리의 행사자

는 신문의 경영관리자 및 그로부터 위탁을 받은 편집관리자이므로 “신문

의 경영관리자 및 편집관리자는 신문사 내부로부터는 물론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간섭이나 압력도 배제하면서 편집권을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39)

그러나 ‘편집권’이라는 용어는 그 개념의 유래에서 알 수 있듯이 언론

기업주 측에 의하여 주장될 수도 있는 것이며, 최근 논의의 중심이 단순

히 편집권한이 누구에게 귀속하는가의 문제를 넘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충돌에 관한 합리적 해결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

36) 한국언론2000년위원회, 전게 보고서, 89면. 박선영, 전게 논문, 53면에서 재인용.

37) 김정현, 전게 논문, 44면.

38) 이승선, “편집권에 대한 법적 논의의 특성 및 한계”, 「사회과학연구」, 제20권 제1

호,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9, 150면.

39) 노예원, 전게 논문,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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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옮겨지면서 단순한 편집권한의 분배 차원에서 벗어나 헌법이 보호할

수 있는 기본권 질서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도록 ‘언론의 내적 자유’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

다.40)

다만, 다수의 논문 등 아직도 많은 논의가 편집권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도 문맥에 따라 적절히 섞어서 쓰기로 한다.

한편, 방송의 경우 활자 매체의 편집권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편성권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어떤 내용을 언제 어떤 형식으로 방송하는가

를 결정하는 편집행위를 편성이라고 하는바, 편성권은 편집권에 다름 아

니기에 편집권 논의를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41)

제3절 언론의 내적 자유의 내용

Ⅰ. 편집활동의 자유와 편집방침결정의 자유

취재된 여러 정보들은 편집의 과정을 거쳐서 재구성되어 전달된다.

따라서 편집활동은 정보의 수령자가 어떠한 의사를 형성할 것인지에 대

해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편집활동은 외부의 영향없이 자유

롭게 이루어져야 한다.42)

한편, 편집활동은 이미 일정한 방침을 기준삼아 진행되는 경우가 많

40) 김정현, 전게 논문, 45-46면; 이승선, 전게 논문, 156면.

41) 박선영, 전게 논문, 53면 각주 100도 같은 의견이다.

42) 김정현, 전게 논문, 92-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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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언론경영인은 개개의 편집활동에 일일이 간섭하기보다 편집방침결정

에 관여함으로써 편집활동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

로 편집방침결정의 자유도 언론의 내적 자유의 하나로서 보장될 필요가

있다.43)

Ⅱ. 경영참여권(인사참여권)의 인정 여부

언론종사자가 언론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언론의 내적 자유의

하나로서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고, 특히 인사권에 대한 참여가 문

제된다.

인사권 참여에 대하여, 편집권 독립은 공정한 인사의 보장없이는 불

가능하므로 편집인의 인사권에의 참여는 자유언론제도의 보장을 받는다

고 보거나, 언론기업 경영인과 언론종사자들의 합동행위를 통해 언론매

체에서의 중요한 직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언론종사자들이 인사권 행사

에 참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언론기업의 내적 자유의 핵심적 내용인 편

집권이 보장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견해가 존재하지만44), 인사권은 경

영권의 핵심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제적 위험

을 부담하는 사용주의 입장에 있는 언론기업 경영인이 전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즉, 언론종사자들이 인사권 행사에 참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언론기업의 내적 자유의 핵심적 내용인 편집권이 보장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의견은 지지할 수 없고, 양자 사이에 직접적인 상

관관계는 없다고 본다. 언론종사자들이 인사권 행사에 참여한다고 해서

언론종사자들의 편집권이 반드시 잘 보장된다는 보장도 없고, 언론종사

43) 김정현, 전게 논문, 92-93면.

44) 박경철, 전게 논문, 52-53면; 김정현, 전게 논문, 94-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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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인사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언론종사자들의

편집권이 잘 보장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누가 어느 자리에서 어느 업무

를 맡고 있느냐 하는 것은 언론종사자들의 편집권 보장과 직접적인 연관

이 없다. 언론의 내적 자유가 잘 보장되기만 한다면 어느 누가 어떤 자

리에서 어떤 업무를 맡고 있건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또한, 인사권 참여는 노동조합 중심의 사회민주주의 국가인 독일에서

의 특수한 법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민주주의 국가인 독일은 법으로 노동자들의 경영참여를 통한 공

동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는데45), 다만 경영조직법 제118조와 공동참여법

제1조 제4항에서 정치·종교·사회복지·교육·예술분야와 의견의 다양성 보

호를 담당하는 미디어에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경향

성 보호’(Tendenzschutz)라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이렇게 법제화된 언론사주의 경향성 보호에 의해 언론사주의 경영권

과 사유재산권, 경향성은 보호되었지만, 동시에 이러한 규정이 언론사주

의 절대권력으로 작용할 수 없도록 규제할 필요성 또한 부각되었고46),

이 때 편집규약을 통해 언론사의 내적 자율권을 확보하고 이 문제를 조

화롭게 해결하려 하였다.

그런데 그 편집규약의 내용 중 하나로서 인사권 참여를 규정하였고,

이를 통해 경향성 보호라는 예외조항을 통해 배제되었던 노동자들의 경

영참여를 통한 공동결정권 중 일부를 회복시킨 것이다.

이처럼, 인사권 참여는 우리보다 훨씬 사회민주주의 국가적 성격이

45) 이처럼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통한 공동결정권을 인정하고 법률을 통해 명문화하고

있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독일과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뿐이다. 심영섭, “방송

편성규약과 경향성 보호 : 독일의 방송편성규약을 중심으로”, 「언론과 법」 제8권

제1호, 한국언론법학회, 2009, 210면 참조.

46) 심영섭, 전게 논문(“방송 편성규약과 경향성 보호 : 독일의 방송편성규약을 중심으

로”), 21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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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유형 내용 사례

임명동의제

인사권자가 국장 후보자를 선임

하면 실무자들이 투표를 통해

확정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임면동의제

인사권자가 국장 후보자에 대해

실무자들이 투표를 통해 확정하

고 확정된 국장에 대해서는 면

직 시에도 실무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함.

연합뉴스

추천투표제

실무자 투표를 통해 2인을 선출

해 임명권자에게 통보하면 사장

이 1인을 최종 결정

CBS

경영진 지명제 사장이 지명

KBS, MBC, SBS,

YTN, 조선, 중앙,

국민, 세계, 문화, 내일

강한47) 독일의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서48) 우리가 굳이 이를

따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참고로, 우리나라 주요 언론사의 편집·보도국장 선임방식은 다음과 같

다.

[표1] <우리나라 주요 언론사의 편집·보도국장 선임방식>49)

47) 권영성, 전게서, 157-158면에 따르면 현행 헌법이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기본

질서는 민주적 기본질서인데, 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사회민주적

기본질서를 포괄하는 상위개념이기는 하나, 우리 헌법이 보다 역점을 두고 있는 쪽

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한다.

48) 인사권에의 참여 문제는 전후 독일의 노사협약과정에서 발행인과 기자 사이에 가장

첨예하게 이해가 대립되어 온 분야이다. 박용상, 전게서(「표현의 자유」), 798면 참

조.

49) [기사] 김창남, “되풀이되는 편집·보도권 침해...견제 장치 절실”, 기자협회보, 2014.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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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언론의 내적 자유와 근로관계·쟁의권과의 관계

언론종사자는 언론의 자유를 실현하는 언론인인 동시에 언론사와 근

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지니고

있다. 물론 언론종사자의 법적 지위를 고용관계 내의 근로자로만 파악하

면서, 근로관계에서 근로자에 대해 내려진 업무상 지시에 대해 근로자는

언론의 내적 자유를 내세워 거부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50), 언론사

는 일반기업과 달리 고용계약과 노동법을 근거로 고용주가 지나치게 간

섭하거나 지시하면 업무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심각한 문제를 초래

하게 된다. 왜냐하면 언론종사자의 편집·보도 등의 행위는 전문적·창조적

정신활동으로서, 언론종사자에게는 양심과 신념에 기반한 인격권의 발현

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언론경영인과 언론종사자와의 상호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상의

근로계약에 의해 규율되지만, 그 사법상의 계약에 의해서 언론의 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의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 때문

에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51) 민주주의 기본질서의 유지와 발전이라는 헌

법적 목적의 실현이 언론의 과업임을 인정한다면 언론종사자에게 언론의

자유를 실현하는 주축 중의 하나로서의 지위를 부정할 이유가 없다. 언

론종사자의 양심과 신념, 자율성과 전문성에 바탕을 둔 언론의 내적 자

50) 박용상, “방송의 자유와 방송편성에 관한 법적 규율, 「언론과 법」 제9권 제2호, 한

국언론법학회, 2010, 11면. 대법원 1980. 9. 9. 선고 77다2030 판결도 “신문기사의 편

집행위가 사시(社是)에 반하는지의 여부나 어떤 사태가 언론의 자유와 근로자의 신

분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신문기자 각자의 주관이나

정치적,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결론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의도하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고용계약이나 근무규정 등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

는 것이므로 고용계약상의 노무제공을 거부하며 근무규정상의 의무에 반하여 기업체

내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동은 신문사내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동은 고용계약

위반행위이다.”라고 보았다.

51) 허영, 전게서, 586면; 조소영, 전게 논문(“신문법상 편집권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헌

법적 평가”), 1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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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방송의 의무는 방송법 등 관계법규에 의하여 피고의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의무임과 동시에 근로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는 원칙이라 할

것이어서,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그

준수 또한 교섭 여부가 근로관계의 자율성에 맡겨진 사항이 아니라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30조에 따라 단체교섭의 의무를 지는 사항(이

른바 의무적 교섭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유의 인정은 언론의 과업 달성과 직결된다. 언론종사자의 내적 자유는

결국 모든 국민의 언론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과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

여 요청되는 요소인 것이다.52) 따라서 언론종사자는 제도적 규범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목적에 따라 언론의 자유의 주체로서 국가

에게 자신의 권리를 확인해 주고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53)

한편, 발행인(언론경영인)에 의해 언론의 내적 자유가 침해될 경우 통

상 언론종사자들은 언론의 내적 자유 법리 보다는 쟁의권으로 내적 자유

를 실현하고자 하였는바,54) 언론종사자가 언론의 내적 자유와 관련하여

쟁의권에 의한 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012년 MBC 파업과 관련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법원은 아래에서

와 같이 공정방송을 근로조건의 하나로 보아 공정방송을 위한 파업의 정

당성을 인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2가합16200 판결>

52) 김현귀, “헌법상 방송의 자유의 비판적 재해석”,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152면.

53) 이택순, 전게 논문, 45-48면.

54) 이택순, 전게 논문, 1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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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방송의 공정성은 일체의 가치 판단을 배제한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주관적 가치판단에 따른 임의적 편성을

배제하고 다양한 가치를 수렴하여 사실에 기초한 객관적이고 가치 중

립적인 방송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가치는 그 자체

로 주관적인 것이어서 어떠한 내용의 방송이 공정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관점에 따라 필연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고, 결국 방송의 공

정성은 방송의 결과가 아니라 그 방송의 제작과 편성 과정에서 구성

원의 자유로운 의견제시와 참여 하에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

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존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방송의 위와 같은 절차적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

들을 두고 있는 경우, 사용자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인사권이나

경영권을 남용하여 방송의 제작, 편집 및 송출 과정을 통제하려 한다

면, 이는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저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방송법 등 관련 제규정에서 정한 공정방송의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

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처럼 기존에 합의된 단체협약을 사용자가 지키지 않는 경우

그 준수를 요구하기 위한 행위는, 단순히 기존의 단체협약의 해석, 적용

에 관한 사항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을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어디까지나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법원의 이러한 입장은 항소심 판결에서도 그대로 인정되었으며,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문제된 업무방해죄의 성부와 관련한 판결의 1심

과 항소심에서도 공정방송을 목적으로 한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같은 논지를 유지하고 있다.

생각건대, 발행인에 의해 언론의 내적 자유가 위협받거나 침해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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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노동조합의 관여 없이 편성(편집)규약에 따라 편성(편집)위원회를 통

해55) 1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

겠지만, 노동조합과 달리 편성위원회는 오직 제작자의 편성에 대한 자율

권을 보호하여 방송(보도)의 공익성을 지키는 역할과 다양한 의견이 형

성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론의 공적 책임과 관련하여 언론의 내적 자유가 갖는 중요

성을 고려할 때, 편성규약·편성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언론기관의 경우

나 또는 존재하더라도 언론의 내적 자유가 심각하게 넓은 범위에 걸쳐

위협받거나 침해된 경우라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공정보도(방송)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판례의 입장에 따르는 것을 전제로, 쟁의권을 통

해 내적 자유를 도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언론의 내적 자유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어서 허용된다고 본다.

제4절 비교법적 고찰

Ⅰ. 미국56)

수정헌법 제1조57)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공동체 최고의 가치로 여기

55) 편성위원회를 통한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고, 조정위원회

의 결정에 대하여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원 또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해결토록

하는 체제가 갖추어진 경우라면 그러한 일련의 절차에 따르면 된다.

56) 이 부분은 주로 박용상, 전게서(「표현의 자유」), 730-731면을 참고·정리하였다.

57)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 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미합중국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종교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의회는 언론·출판의 자유 또는

국민들이 평화적으로 집회할 수 있는 권리와 고충 처리를 위해 정부에 청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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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국에서는 강력한 개인주의 및 자유주의적 법전통을 바탕으로 ‘편집

권⋅편성권’ 등 이른바 언론의 내적 자유라는 개념은 생소한 것으로 그

에 대한 법적 논의는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다.

미국에서 애당초 신문은 사주 개인의 정치철학이나 파당적 이해관계

를 표현하기 위해 이념지 내지 정론지로 발간되는 것이 보통이었고, 그

경우 발행인이 편집인을 겸하게 되고 편집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당연하

였다.

그러나 거대한 조직과 인원을 구비하여 기업화하고 많은 발행부수를

가진 거대 신문사는 이미 일정한 경향을 확립하여 그 전통에 따라 편집

을 할 뿐이고, 사주의 개입은 사실상 자제되고 있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언론기업 내부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발행인과 언론종사자 사이의

상호신뢰가 두터웠으며, 기사의 보도여부 또는 보도의 형식 여하에 대하

여 결정하는 권한은 편집국, 즉 언론종사자인 국장단에 일임되는 것이

관례였다. 다만, 사설만은 철저히 사주의 결정에 따르며 특정 정치인을

지지·반대하기도 한다.

이처럼 미국에서 ‘편집권⋅편성권’은 법적 개념이 아니라 발행인의 자

제에 의해 언론계의 관행이나 해당 언론사의 전통으로 이루어진 사실적

차원의 개념으로서 이를 따로 편집권이라고 부를 수는 없고, 언론의 내

적 자유나 기자들의 편집권이라는 관념은 법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

다.58)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58) 이춘구, 전게 논문, 437-4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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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본59)

일본에서는 ‘편집권’이라는 용어와 함께 그 주체에 관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

일본에서 편집권 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종료 직후 미군정하에서 야

기된 신문 쟁의 속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신문사의 노조는 사내민주주의

의 기치 하에 편집, 인사 기타 경영 전반에 대하여 강력한 참여주장을

하였고, 언론경영인들이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주창한 개념이 편집권이

었다.

미점령군은 일본의 군국주의적, 국가주의적 잔재를 청산하고 자유화,

민주화를 추구하는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냉전체제가 들어서고 노동운동

이 급진화하여 신문지면에도 좌경화의 움직임이 나타나자 신문제작에 있

어서 노조를 배제하고 경영인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

진하게 되었다. 미점령군의 지도를 받은 일본신문협회는 1948. 3. 16. ‘편

집권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있었

다.

59) 이 부분은 주로 박용상, 전게서(「표현의 자유」), 733-736면을 참고·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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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성명에 붙어 있는 ‘해설’에는 “편집권은 소유권·경영권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즉, 신문은 특정의 언론을 행할 것을 목적으로 소유·경

영되는 것이므로 그 소유자, 경영자에게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편집권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되

었다.

당시 신문협회의 편집권 성명은 미군정 당국에 의한 신문강령(Press

Code)에 근거한 것이었고, 편집권이라 함은 경영자의 재산권으로부터 유

래하고, 노동자의 표현의 자유는 물론 노동기본권보다 우월한 권리라고

정의되었다는 점에 특징이 있었다. 또한 편집권에는 인사권까지 포함되

었다.

일본신문협회의 성명에 대해, 1948. 5. 6. 전국적인 산업별 단일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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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던 일본신문통신방송노동조합은 반대성명을 발표하였다. 반대성명에

서 “편집권이란 경영자가 편집방침을 지면제작과정에서 구체화하는 업무

상의 권한으로서 경영권의 일부”임을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편집권은

노동자가 가지는 모든 법적 권리를 제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자본

가 측이 말하는 편집권을 그대로 용인하면 이것은 사실 신문 노동자의

생활권 옹호의 전면적인 포기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희구하는 엄

정·공평한 민주적 언론보도의 자유는 소실되며, 문화산업인 신문의 생산

부흥도 저해된다. 이것은 우리 민족문화의 반동화의 길을 여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언론노동계의 비판적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냉전체

계가 들어서고 노동운동이 좌경화됨으로 인해 미군정이 주도한 일본의

언론정책은 경영인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을 고수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일본에서 편집권 개념의 이해는 이러한 틀에서 크게 벗어

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60)

Ⅲ. 오스트리아61)

언론의 내적 자유에 관하여 이를 ‘입법적으로’ 최초로 성취한 나라는

오스트리아였다.

오스트리아에서 언론의 내적 자유가 최초로 법적 승인을 얻은 것은

1920년 기자법(Journalistengesetz)에서였다. 동법은 신문의 기업주가 지

60) 박흥수, “편집권 논의의 배경과 전망”, 「신문과 방송」, 1988년 9월호, 1988, 8면. 김

정현, 전게 논문, 57면에서 재인용.

61) 이 부분은 주로 박용상, 전게서(「표현의 자유」), 763-766면, 847-853면 및 박용상,

「방송법제론」, 교보문고, 1988, 110-120면, 543-593면을 참고·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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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오던 신문의 정치적 방향을 변경할 경우 또는 신문기업이 양도된 경

우, 신문기자의 신조보호(Gesinnungsschutz)를 위하여 기자는 기업주와

의 고용계약을 해지하고 특별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였

다.

오스트리아에서 언론의 내적 자유를 보장할 필요성은 원래 매스미디

어의 상업화, 기업주의 과도한 이윤추구성향 및 광고주의 압력이 편집활

동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가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자유주

의적이고 보수적인 입장에서 주장되었으나, 1960년대 사회주의적 경향을

띤 근로자의 공동결정권(Mitbestimmungsrecht)이론이 등장하여 내적 민

주화를 실체화하려는 움직임은 언론의 내적 자유에 대해서도 다른 측면

에서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더구나 신문기업의 점증하는 독점화 경향

은 신문의 내적 자유를 주장하는 중요한 논거를 제공하였다. 즉, 상호경

쟁하는 신문기업이 다수 존재하여 외적으로 보장되던 정보 및 의견의 다

양성이 시장지배적 신문기업의 등장으로 위협받게 되면, 그 독점화된 언

론기업 자체 내부에서 기자들에게 일정한 편집상의 자율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다양성은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이 그 주된 논거였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이러한 요청에 따라 1970년대 들어서 대부분의 큰

신문사에서 편집규약이 체결되었다. 편집규약의 내용은 보통 신문기업

내부에서 발행인과 기자간의 권한획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즉, 발행인

의 권한은 출판물의 경향적 방향(Tendenzrichtung) 및 테두리설정권한

(Rahmenweisungskompetenz)에 국한되고, 구체적인 지면형성은 기자들

에게 위임되었다. 또 대부분의 편집규약에서는 발행인이 편집국장을 선

임하거나 일반기자를 채용 또는 해고하는 경우 기자그룹에게 일정한 관

여권(Mitwirkungsrecht)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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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신문, 방송, 뉴미디어의 규제와 진흥을 위해 새로 제정된 오스

트리아의 「신문 기타 언론 매체에 관한 연방법」62)은 언론인의 자율적

인 언론활동의 자유와 편집규약을 통한 언론의 내적 자유를 보호하는 조

항을 두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편집규약의 제정을 권고하는 규정은 언

론인들의 오랜 요구를 받아들인 획기적인 조항이었다. 동법 제5조에 의

하면 “언론기업과 통신업에서는 저널리즘 사항에 있어서 협력을 규율하

는 편집규약이 체결될 수 있”는데, 편집규약은 언론기업주(발행인)와 편

집총회에서 비례대표의 원칙에 따라 선출하는 편집대표 간에 협정되었

고, 상근의 언론종사원 모두가 구성원이 되는 편집총회에서 3분의 2 이

상이 찬성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했다.

2000년을 기준으로 오스트리아에서 발행되는 17종의 신문 가운데 편

집규약이 체결되어 있는 신문사는 9개이다. 오스트리아에서의 편집규약

제정운동은 독일보다 더디게 진행되었지만, 현재는 매체법에 명문화되어

있으며 일간지의 과반수가 편집규약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에서 이러한 기자의 내적 자유는 기실 방송 분야에

서 먼저 실현되었는바, 오스트리아방송공사(ORF, Österreichischer

Rundfunk)는 1973. 6. 1.부터 편성규약을 갖고 있었다. 이것은 방송 분야

에서 세계 최초로 체결된 편성규약이기도 했다.

1974년 오스트리아의 방송법63)은 독점적 방송업무를 행하는 ORF가

방송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프로그램 형성 직원의 그 소관임무수행에

관한 독립성 및 자기 책임성과 기자직 직원의 저널리즘 업무수행의 자유

를 존중하여야 하며, 기자직 직원은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 특히 저널리

즘 업무수행의 자유에 배치되는 바를 쓰거나 책임지도록 강요될 수 없

고,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이를 거부한 자에게는 하등의 불이익을 가할

62) 법률의 상세한 내용은 박용상, 전게서(「방송법제론」), 543-560면 참고.

63) 법률의 상세한 내용은 박용상, 전게서(「방송법제론」), 561-574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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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고 규정하여 방송의 내적 자유의 기본사항을 선언하였다(제17

조). 나아가 제18조 이하에서는 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ORF의 경영

인 측과 기자들의 대표 사이에 편성규약의 체결을 강제하고, 그 편성규

약의 체결절차와 편성규약으로 협정할 내용, 기자그룹의 조직 및 대표선

출방법, 분쟁조정기구의 설치를 규정하였다. 편성규약64)에 규정할 사항

은 ⅰ) 모든 기자직 직원의 소관임무수행에 있어서 저널리즘 업무수행의

자기책임성 및 자유의 보장, ⅱ) 기자직 직원의 권리침해에 대한 보호,

ⅲ) 기자직 직원에 관련되는 인사적, 업무적 결정에 대한 관여, ⅳ) 편성

규약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기구의 설치 등이다(제18조 제3항).

이와 같이 오스트리아에서 내적 자유로서 편집(편성)규약 제도가 일

찍 전반적으로 도입된 이유는 방송이 공영 독점 체제를 취하고 있고65),

신문의 경우에도 ‘Mediaprint’라는 하나의 미디어 그룹이 전체 발행 부수

의 60%를 넘는 심각한 과점 상태였기 때문이었다.66)

Ⅳ. 독일

독일에서는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이 인정되기 시작하면서 언론의 내

적 자유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이러한 이론적 전개와 더불어 연방

법 차원에서 내적 자유를 입법화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러나 신문의 경우, 언론기업의 경향기업으로서의 특성을 강조하는

64) 1974년 오스트리아 방송법 제정 이후의 첫 번째 ORF 편성규약의 상세한 내용은 박

용상, 전게서(「방송법제론」), 588-593면 참고.

65) ORF가 유일한 전국 방송을 송출하고 있으며, 민간 방송 사업자에게는 지방 방송만

허용되고 있다. 심영섭, “오스트리아의 언론 법규와 신문 지원 정책”, 「세계언론법

제동향」, 2001년 상권, 2001, 77면 참조.

66) 심영섭, 전게 논문(“오스트리아의 언론 법규와 신문 지원 정책”), 77-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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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경영인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이러한 시도들은 좌절되었다. 독일

의 연방헌법재판소 역시 언론의 내적 자유를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후 오늘날까지 독일에서 언론기업의 내적 자유를 실

현하자는 움직임은 정체상태에 있다고 한다.67)

그러나 방송의 경우에는 공·민영 이원체제에서 공영방송의 역할과 기

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1980년대 중반 이후 오히려 언

론의 내적 자유를 강화하여 주로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제도적으로 의무

화했다.

니더작센주를 비롯한 일부 주에서 시작된 방송의 내적 자유 강화를

위한 입법은 독일의 전체 공영방송의 편성규약과 편성자율권 보장으로

확대되었다. 1980년대 말 이후 제정된 북부독일공영방송법(NDR법)과 서

부독일공영방송법(WDR법)에서 방송의 내적 자유 보호를 위해 편성규약

제정과 편성위원회 설치가 명문화되었으며, 이어 자알란트공영방송법(SR

법)과 공영라디오브레멘법(RB법), 공영동부독일브란덴부르크방송법(ORB

법)에 언론의 내적 자유 보호규정이 명문화되었다.68)

독일의 경우 신문은 19세기 초부터 많은 신문사를 통해 다수성과 다

원성이 보장되어 다양한 경쟁을 통해 언론의 외적 자유가 이루어졌지만,

방송은 전파의 희소성 등을 이유로 공영방송이 독점하여 이루어졌기 때

문에 외적 경쟁을 통한 다원성이 이루어지지 못해 방송 내적 자유를 인

정하여 공영방송 내적으로 규제·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

다.69) 그러나 이러한 의무적인 편성규약 제정조항은 공영방송에만 해당

했다. 공영방송은 내적 다원주의를 통해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기본

67) 김정현, 전게 논문, 55-56면.

68) 심영섭, 전게 논문(“방송 편성규약과 경향성 보호 : 독일의 방송편성규약을 중심으

로”), 211-212면.

69) 노예원, 전게 논문, 64면; 심영섭, 전게 논문(“방송 편성규약과 경향성 보호 : 독일의

방송편성규약을 중심으로”), 2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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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을 이행해야할 의무가 있으나, 상업방송(민영방송)은 시장지배력에

따라 과점을 하게 될 경우에는 시청점유율을 낮추기 위한 제재를 받게끔

하거나 기업매각을 하게 함으로써 여론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근본적으

로 규제하는 외적 다원주의 원칙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편성규약은, 공

영방송의 경우 공공성을 담보하는 규율로써 기능한 반면, 민영방송에서

는 방송면허 및 재면허 교부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불과했

다.70) 민영방송 중 주방송법에 따라서 편성규약이 체결된 곳으로 파악된

곳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NRW주) 뿐이다.71)

언론의 내적 자유는 1924년 독일의 기자법 초안에 등장한 이래 독일

에서 발전되어 온 개념이고72), 우리나라는 방송의 공·민영 이원체계 등

독일의 규범과 제도를 따라서 유사성이 큰 만큼 독일에서의 편집규약(언

론의 내적 자유)의 역사와 제도적 특징, 현황 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

기로 한다.73)

1. 편집규약운동

독일의 대다수의 신문사는 원래 독일 경영조직법 제118조를 근거로

70) 심영섭, “방송법 제4조 제4항의 편성규약 제정의무의 실효성 연구 : 독일과 오스트리

아, 한국의 방송편성규약 비교”, 「미디어 경제와 문화」 제8권 제3호, SBS문화재단,

2010, 212-213면.

71) 심영섭, 전게 논문(“방송 편성규약과 경향성 보호 : 독일의 방송편성규약을 중심으

로”), 212면. 한편, 전국적으로 송출되는 민영방송 가운데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

채널에도 일부 편성규약에 준하는 규정이 있지만, 정확한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

다고 한다. 심영섭, 전게 논문(“방송 편성규약과 경향성 보호 : 독일의 방송편성규약

을 중심으로”), 222면 참조.

72) 박용상, 전게서(「표현의 자유」), 768면.

73) 이하 독일의 논의는 주로 심영섭, 전게 논문(“방송 편성규약과 경향성 보호 : 독일의

방송편성규약을 중심으로”), 213-229면 및 나낙균, “언론의 내적 자유와 편성규약 :

독일방송사의 편성규약을 중심으로”, 「인제논총」 제19권 제1호, 2004, 267-292면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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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기자들의 경영참여(인사참여)나 자율적인 편집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1960년대말 독일에서 권위주의에 대항한 민주화 운동이 사회 전

반에 걸쳐 확산되면서 소수 자본에 의한 시장집중74)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던 언론분야에서도 언론인들의 편집자율권 확보를 위한 운동, 즉

‘편집규약운동(Redaktionsstatutenbewegugn)’으로 불리는 언론민주화 운

동이 전개되었다.75)

그러나 편집규약운동은 언론사 경영진의 강한 저항에 부딪혔고, 연방

정부도 기본법 제5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편집규약의 입법화까지는 대

체로 반대하였다. 특히 1979. 11. 6. 연방헌법재판소가 국가는 언론의 내

적 자유를 보장한다는 이유로 신문사 발행인의 편집방침에 간섭할 수 없

다고 판결함으로써(BVerGE 52, 283) 언론사의 경향성보호 조항은 더욱

힘을 얻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현재 연방 16주의 신문법 가운데 1993.

5. 13. 제정된 브란덴부르크주 신문법 제4조76)만 언론노동자의 편집권을

언론의 내적 자유 보호 규정으로 성문화하고 있을 뿐, 위헌 소지가 있는

내적 자유 보호규정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77)

74) 당시의 시장집중은, 편집기자들로 하여금, 근무하는 신문이 매각되거나 합병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새로운 사주의 입에서 나오는 지시를 옮겨 적을 것인지, 독점적

지위의 신문은 여론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일부 언론사주들이 통제불가

능한 여론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인지 등의 우려를 낳게 하였다. 나낙균, 전게 논문,

275면 참조.

75) 심영섭, 전게 논문(“방송 편성규약과 경향성 보호 : 독일의 방송편성규약을 중심으

로”), 216면.

76) 브란덴부르크주 신문법 제4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발행인 내지 간행인과 기자의 협력은 노동계약상 권리 의무의 토대 위에서 신문

의 공적 과업에 의해 정해진다. 발행인 내지 간행인에 의해 서면으로 확정된 언

론적인 원칙은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 정규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신문의 경영

과 편집의 임무 및 책임의 구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행인과 기자대표 또는 기

자들간의 협정에 의해 확정할 수 있다.

② 기자는 자기가 갖지 않는 의견을 자신의 것으로 공표하도록 강제당할 수 없다.

그 거절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다. 그의 보도에 관한 주의의무(제

6조)는 이로써 영향받지 않는다. 작성자의 이름으로 공표되는 기사는 그 작성자

의 의사에 반하여 중요한 내용이 변경될 수 없다.

박용상, 전게서(「표현의 자유」), 766면 및 나낙균, 전게 논문, 28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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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성문의 입법 없이 자율적인 편집규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있었

고78), 이를 통해 언론의 내적 자유 보호를 위한 노력은 조금이나마 성과

를 거둘 수 있었다.79)

2. 방송에 있어서의 언론의 내적 자유와 편성규약

1960년대 사회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된 방송제작자들의 자율권

확보운동은 방송 편성권 독립과 경영참여 확보를 위해 노력했고, 1971년

바이에른공영방송(BR)에서 근무지침(Dienstanweisung)의 형태로 편성규

약이 체결된 이후 대부분의 공영방송에서 편성규약이 체결되었다.80)

공영방송은 신문기업과는 달리 경영조직법 제118조의 경향성보호 조

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영방송은 사주의 경향이 보호되는 매체가 아닌,

공익적 매체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공영방송의 보도편성제작실무

자들이 다양한 여론을 반영하고,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공정

한 보도를 실천하기 위해 경영진과 맺는 특수한 형태의 노동특약으로서

편성규약체결은 신문과 달리 활발했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공영방송사에

서는 프로그램제작자들을 위한 정보열람 및 공동결정권, 편성위원회 구

77) 나낙균, 전게 논문, 274-275면; 심영섭, 전게 논문(“방송 편성규약과 경향성 보호 :

독일의 방송편성규약을 중심으로”), 216-217면.

78) 독일 최초의 편집규약은 1965년 Stern지의 편집규약이다. 박선영, 전게 논문, 56면

참조.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유효하게 적용되는 편집관련 협약이 있는 언론

사는 14개이다(8개는 신문, 6개는 잡지). 또한 언론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은행업)에

있는 한 기업(Deutsche Bank)에서 1996년 사보편집부와 편집규약을 체결하고 있다.

나낙균, 전게 논문, 276면 참조.

79) 심영섭, 전게 논문(“방송 편성규약과 경향성 보호 : 독일의 방송편성규약을 중심으

로”), 216-217면.

80) 심영섭, 전게 논문(“방송 편성규약과 경향성 보호 : 독일의 방송편성규약을 중심으

로”), 218-2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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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합의한 규정을 갖게 되었다.81)

다만 1970년대 체결된 방송편성규약 가운데 절반 이상이 편성규약이

라는 명칭보다는 정확한 의미파악이 어려운 근무지침이나 근무계약

(Dienstvereinbarung) 등의 명칭으로 체결되었다. 실제로 1970년대에 체

결된 방송편성규약 가운데 북부독일공영방송(NDR)82), 서부독일공영방송

(WDR), 자알란트공영방송(SR)은 ‘편성규약’으로, 헤센방송(HR), 공영라

디오브레멘방송(RB), 자유베를린방송(SFB), 제2공영방송(ZDF) 등은 ‘근

무계약’으로, 바이에른공영방송(BR)은 ‘근무지침’의 명칭이 쓰였다. 아직

까지도 주방송법에 의해 편성규약 체결이 의무화된 북부독일공영방송

(NDR), 서부독일공영방송(WDR), 자알란트공영방송(SR) 등을 제외한 대

부분의 방송사들은 근무계약, 근무지침 또는 단체협약을 통해 체결되는

임금협정의 한 부분형태 등으로 체결되고 있다.83)

3. 편성규약의 입법화84)

1984년 공·민영 이원방송체제가 출범한 뒤 공영방송의 편성규약은 입

법화 차원으로 강화되었다.

1985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가 서부독일공영방송법(WDR법)을

개정하면서 처음으로 주방송법에서 편성제작자들의 직능대표들에게 참여

81) 심영섭, 전게 논문(“방송 편성규약과 경향성 보호 : 독일의 방송편성규약을 중심으

로”), 219-220면.

82) NDR에서 1973년 최초로 ‘편성규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심영섭, 전게 논문(“방

송 편성규약과 경향성 보호 : 독일의 방송편성규약을 중심으로”), 219면 참조.

83) 심영섭, 전게 논문(“방송 편성규약과 경향성 보호 : 독일의 방송편성규약을 중심으

로”), 220-222면.

84) 이 부분은 주로 심영섭, 전게 논문(“방송 편성규약과 경향성 보호 : 독일의 방송편성

규약을 중심으로”), 222-224면을 참고·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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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인정했다. WDR법 제30조는 상근직 프로그램제작자 전원이 속해

있는 총회를 통해 이들의 대의기구인 편성위원회 구성을 명시하고 있다.

제작자대표의 주된 임무는 프로그램 편성에서 제작실무자들과 간부진 사

이에 의견대립이 발생하면 합의를 만들어내려 노력하는 것이라고 법은

규정하고 있다. WDR법 제31조는 편성규약 제정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WDR의 사장과 편성위원장이 서로 합의를 통해 편성규약을 만들고, 방

송평의회가 최종적으로 동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의견 대립이 발생한 경우에도 일치를 보지 못하면 사장에게 권고서를 작

성하는 중재위원회가 소집된다. 중재위원회의 구성도 정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할 수 있는 초당파적인 인물로 구성하도록 했다. WDR법 제30조 제

3항은 중재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의 절

반은 방송사 사장이 임명하고, 나머지 절반은 편성위원회에서 선임하도

록 했다.

이러한 개정 방송법에 따라 WDR은 프로그램제작자들의 직접투표와

방송평의회의 동의를 얻어 1987년 7월에 WDR 편성규약을 채택하였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 외에 추가로 WDR 편성규약은 제작에 참

여하는 언론인들의 개인적인 신념을 보호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으며, 조

직 및 구조조정의 경우 제작실무자에게 간부들의 전략회의에 참여할 권

리를 주고 있다. 또한 WDR의 홍보실을 통해 제작자 대표들의 결의사항

과 입장표명을 발표하도록 보장하고 있다.85)

WDR법에 이어 1987년 자알란트주 방송법에 자알란트공영방송(SR)

의 편성규약 제정을 명시하였고(제19조), 1989년 근무계약을 통해 SR 편

성규약이 채택되었다.

85) 나낙균, 전게 논문, 2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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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말 북부독일공영방송(NDR) 국가조약 제40조 또한 프로그램

사안에서 제작실무자들의 참여권을 조절하는 편성규약을 제정하라고 명

시하였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구성된 새로운 NDR 편성규약은 1995. 1.

1.에 효력을 발생하였다.

이처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를 필두로 다른 연방주들도 새로운

공영방송사법에 편성규약 제정의무를 명시하였다.

4. 민영방송의 편성규약86)

공영방송과 달리 사기업인 민영방송은 경영조직법 제118조의 경향성

보호 규정의 보호를 받는다.

민영방송은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신문기업과 달리 공익적인

성격의 보편적 방송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국민

에게 기초적인 정보제공과 다양한 의견을 전달해야 하는 공영방송사의

임무에까지 이르지는 않는다.

그러나 언론자본집중이 심화되고 신문자본과 방송자본의 경계가 매체

의 교차소유와 복수경영 등을 통해 불분명해지면서, 경향성보호조항에

대한 재조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공공재로서 방송의 공익성 실천은

편성제작실무자들의 자율적인 제작권 보호 없이는 지켜질 수 없고, 경향

성 보호규정이 자칫 경영주의 절대권력보호 규정처럼 남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방송국가협약은 민영방송이 공익성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방송자본의 시청자

점유율 제한 규정, 프로그램자문회의 구성 규정 등을 두고 있다. 그러나

86) 이 부분은 주로 심영섭, 전게 논문(“방송 편성규약과 경향성 보호 : 독일의 방송편성

규약을 중심으로”), 224-229면을 참고·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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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규정들은 대부분 외적인 다양성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에 불과하

기 때문에 각 방송채널의 공익성 보호를 위해서는 편성규약 제정이 필요

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그중에서도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것은 함부르크와 노르트라인-베스

트팔렌이었다. 1985년 12월 개정된 함부르크미디어법 제18조 제5항은 전

국 또는 함부르크에 송출되는 종합편성채널을 운영하는 방송사업 신청자

가운데 방송국에서 내적 언론자유의 일환으로 프로그램제작과 프로그램

책임에 대한 자율권을 제작실무자들에게 부여하여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

는 실무자들이 적절히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경우에 우선권을 주도록

했다. 이어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1987년에 개정된 주방송법 제7

조 제2항에서 방송사업 신청자가 방송의 내적 자유의 범위에서 제작실무

자들에게 프로그램제작과 프로그램책임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부여하는

지를 방송사업자 선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수정당들은 제한적인 방송사업권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

이 예상되므로 제작실무자가 프로그램제작에 참여하는 것이 허가의 법적

기준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강제성을 담고 있어서 방송자유가 위협받는다

고 보아 서부독일공영방송법(WDR법)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NRW

주) 방송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연방헌법재판소는 주정

부가 제한된 방송자원의 입찰과정에서 제작실무자들의 참여권을 보장하

는 사업희망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즉, 연방헌

법재판소는 1991. 2. 5. 일명 NRW판결로 불리는 제6차 방송판결

(BVerGE 83, 238ff)87)에서 WDR법과 NRW주 방송법은 합헌이라고 결

정하고, 제작실무자들이 프로그램제작과 프로그램책임에 참여토록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여론의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보는

87) 자세한 내용은 전정환·변무웅, 「독일방송헌법판례」, 한울, 2002, 292-39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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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옳다고 밝혔다.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은 “제작실무자들에게 결정권

이 부여되는 것은 그들의 직업을 통한 자아실현이라든지 혹은 그들의 주

관적인 견해를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여론 전달 기능을

충족하기 위해서이다. 편성 참여는 다양성 규정 준수의 의무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연방헌법재판소가 방송의 내적 자유의 주관

적 요소(언론종사자의 개별적 이익을 위한 권리성)를 없애고, 이를 오히

려 방송사의 전체책임(공적 책임)으로 귀속시켜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도

록 한 것이며, 제작실무자의 참여권 보장이 민주적인 여론 형성에 기여

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후 방송자본의 집중화와 다양성

보장의 가능성 확보에 대한 논의에서 방송의 내적 자유가 여론의 다양성

을 보장하는 기준으로 부각되었다.88)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방송에서 내적 자유 보호에 대

한 연방차원의 입법화는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오히려 방송경영인과 언

론종사자들 간의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편성규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학계에서도 언론의 내적 자유 보호를 성문화시키자는 쪽과

자율적인 조항으로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특히 경

향기업인 민영방송의 경영권에 대하여 지나치게 국가가 간섭하거나 규제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현실적으로 공·민영 이원

방송체제에서 민영방송은 공영방송과의 경쟁과정에서 외적인 다양성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는 입장이 다수이다.

지금까지 방송사업자 선정 우선권을 부여받는 조건으로 편성규약 또

는 언론의 내적 자유 보호를 성문화시킨 주방송법은 니더작센, 노르트라

인-베스트팔렌, 슐레스비히-홀슈타인, 헤센, 자알란트, 브란덴부르크, 라

88) 나낙균, 전게 논문, 279-2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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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란트-팔츠, 브레멘 등 8개 주이다.

그러나 방송법의 성문화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송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사전에 암묵적 합의를 통해 편성규약 체결이나 방송의

내적 자유 보호를 하지 않음으로써, 법규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

실이다. 실제로 독일 16개 주 가운데 민영방송사에 방송편성규약이 체결

되어 운영되는 지역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NRW주)의 37개 지역

민영 라디오 방송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Ⅴ. 유럽연합에서의 논의89)

독일 기타 서구에서 전개된 언론의 내적 자유라는 개념은 국제기자연

맹(IFJ)의 강력한 압력에 의해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그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유럽의회(Europäische Parlament)는 언론의 내적 자유에 대하여

언론의 독점 상황을 치유하고 다원주의를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의미를

부여하는 데 반하여, 유럽평의회(Europarat)는 이를 더욱 원칙적으로 개

념하여 유럽인권협약 제10조에 의해서도 보장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1994. 7. 1. 유럽평의회는 기자들의 윤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

하였다.

89) 이 부분은 주로 박용상, 전게서(「표현의 자유」), 766-768면을 참고·정리하였다. 보

다 상세한 유럽연합의 논의에 관하여는 변무웅, “신문의 편집권 독립에 관한 헌법적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7, 218-23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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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는 유럽연합의 헌법에 해당하는 유럽인권협약에 비추어

다음의 관점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첫째, 유럽인권협약에 의하면 표현

의 자유(미디어의 자유)는 자유권으로서 보장될 뿐임에도 불구하고 이

결의안은 미디어의 자유를 제도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태

도는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와도 어긋난다. 둘째, 발행인은 그 언론활동

에 대하여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지만 기자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러

한 언론의 내적 자유 보장에 의해 발행인이 기자들에 비해 차별받으므로

평등조항에 배치된다. 셋째, 기자들에게만 특별한 공동결정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기업의 재산권 보장에 위반된다.

유럽평의회의 1994. 7. 1.자 위 결의는 법정책적 제안으로서 단순한

권고에 불과하고, 이를 위한 실정화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90)

90) 박용상, 전게서(「표현의 자유」), 768면은 그 이유에 대해 이해당사자 사이의 이해

조정이 쉽지 않았고, 체제상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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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우리나라 편집권 논의의 전개와 쟁점

한국에서 편집권 개념은 1960년대 중반 이후 학술적 논의의 대상이

되면서 개념적 발전을 해왔다.

초기 편집권의 문제는 권위주의 정치권력의 압력에 언론경영인 측과

언론종사자 측이 공동 대응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외적 언론자유의 형태

를 취했다.

1980년대 이후 언론이 기업화하면서 영리 추구 관련 요인들 또한 편

집의 자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이러한 점은 1987년 민주항

쟁 이후 활발해진 편집권 독립 운동에서 논의되고 상당부분 반영되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무한 경쟁에 돌입하고 이윤 극대화라는 경영논

리가 강화되면서 사주와 경영진의 권한이 강화되고 언론종사자들의 권한

과 독립성은 점점 약화되었으며 자본의 통제는 점점 강화되었다.91) 한국

언론2000년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말을 기준으로 한

국의 언론자유를 저해하는 요인은 ① 언론사 사주 또는 경영인, ② 언론

사 간부, ③ 매체간 경쟁, ④ 대광고주, ⑤ 정부의 순서로 조사됐다.92)

편집권 논의의 전개를 살펴보면 편집권의 문제가 대외적 편집권의 문

제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대내적 편집권의 문제로까지 확장되었다. 대외적

편집권은 기본권의 전형적인 대국가적 효력이 미치는 부분으로 언론의

자유의 보장을 위해 편집권의 독립을 국가가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

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내적 편집권의 경우 언론경영인과 언론종사자 간

91) 박선영, 전게 논문, 57-58면; 박홍원, 전게 논문, 131-132면; 노예원, 전게 논문,

23-24면; 이광진, 전게 논문, 155-164면.

92) 한국언론2000년위원회, 전게 보고서, 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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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편집권의 주체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의

문제로 보아야 하는지, 국가가 개입한다면 어느 정도로 개입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낳게 된다.93)

제6절 언론의 내적 자유의 주체 : 편집권 귀속 논의

Ⅰ. 언론종사자(편집인)와 발행인(언론경영인)의 범위

기사작성과 편집, 보도업무 등 언론이 기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신

적인 노작에 종사하는 자들은 언론종사자(편집인)에 해당한다. 직급이나

소속부서에 관계없이 언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모두 언론종사자이

다. 따라서 일선에서 취재와 기사작성을 담당하는 평기자(평PD)는 물론

전문기자와 대기자도 모두 언론종사자에 해당한다. 이들에 대해 직무와

관련된 지시를 전달하고 편집(편성)업무를 총괄하는 상급자(예컨대, 실국

장급 간부) 역시 언론종사자이다.94) 일회적 또는 일시적으로 언론업무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한,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고용형태는 불문한다.95)

한편, 발행인(언론경영인)이라 함은 기업형태의 사업체를 소유 또는

경영하는 자이다. 기업의 형태는 불문하며 공법인이든 사법인이든 역시

무관하다. 소유형태 및 소유지분의 비율 또한 상관없다.96)

93) 노예원, 전게 논문, 24면.

94) 다만, 그 상급자(예컨대, 실국장급 간부)가 언론경영인(발행인)의 위임을 받아 그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언론종사자와 대립하여 언론경영인(발행인)측을 위하여 권한을

행사할 때에 있어서는 언론경영인(발행인)측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95) 김정현, 전게 논문, 81면.

96) 김정현, 전게 논문, 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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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발행인(언론경영인)의 편집권의 근거

언론경영인의 편집권은, 헌법 제15조에서 도출되는 영업의 자유의 일

환인 경영권과 헌법 제21조의 언론의 자유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언론경영인은 언론사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으므로 경영권을 갖는

다. 이러한 경영권에는 편집권도 포함된다. 왜냐하면 편집권이 언론사 운

영의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97) 또한 언론경영인은 당연히

언론의 자유를 향유하는 주체인데, 편집권이 없는 언론의 자유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언론의 자유에는 편집권이 그 내용으로 포함

된다고 할 것이다.98)

Ⅲ. 편집권 귀속에 관한 학설

1. 발행인(언론경영인) 주체설

이 견해는, 언론종사자는 언론사의 직원으로서 제작·편집할 뿐 언론

사로부터 독립하여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99) 언론의

자유가 기본권 주체의 인격 발현이나 이익추구가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언론종사자의 권리를 보조적으로 인정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는 의무로만 한정하고 있는 견해도 마찬가지의 입장이다.100)

발행인을 편집권의 주체로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언론기관 특히 신문

97) 한국언론2000년위원회, 전게 보고서, 90-91면.

98) 노예원, 전게 논문, 31면.

99) 전정환, “방송자유의 주체”, 「공법연구」 제30집 제3호, 2002, 238면; 노예원, 전게

논문, 34면.

100) 이택순, 전게 논문, 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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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경향기업으로서의 성격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101)

헌법은 개인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 개인이 미디어를 설립하여

표현할 자유도 보장한다. 미디어를 창간하고 운영하는 발행인은 미디어

를 통하여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펼 수 있는 자유를 가지며, 정신적·이

념적 노선을 정하고 이를 실현하거나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이른바 경향

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그 때문에 발행인이 편집권의 주체라는 입장에

서는 언론의 내적 자유라는 개념은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주장한다.102)

2. 편집인(언론종사자) 주체설

언론종사자의 편집권에 관한 헌법적 권리가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

을 통하여 인정되고 편집권의 독립을 구현하기 위하여 언론종사자의 편

집권이 누구에 의해서도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고 보는 견해이다.103) 언

론기업은 사적·사경제적 원리에 의하여 활동하므로 발행인은 공적 기능

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언론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편집

인만이 편집권을 가진다는 주장도 마찬가지의 입장이다.104)

3. 공유설

언론종사자도 편집권을 헌법적 권리로서 가지되 이러한 권리는 언론

경영인의 편집권과의 조화를 통해 행사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105) 이

견해는, 발행인만을 언론의 자유의 주체로 보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101) 이광진, 전게 논문, 116면.

102) 조재현, “언론의 내적 자유”, 「공법학연구」 제8권 제3호, 2007, 246-247면.

103) 노예원, 전게 논문, 34면.

104) 이광진, 전게 논문, 117면; 조재현, 전게 논문, 247면.

105) 노예원, 전게 논문, 34-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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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차지하는 다양한 정보제공 및 여

론형성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발행인 주체설을 비판하는 한

편, 편집인만을 편집권의 주체로 보는 것은 언론기업 특히 신문기업의

경우 전통적으로 인정되어온 경향기업으로서의 성격이 무시될 수 있다면

서 편집인 주체설을 비판한다. 그러면서 양자가 공유하는 권리로 이해해

야 한다고 본다.106)

4. 판례

동아일보 사태로 인해 해직되었던 기자들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

에서 서울고등법원 1978. 1. 9. 선고 76나2374 판결은 “... 신문, 방송의

편집권 내지 편성권은 대외적으로는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독립

하여 신문 방송을 제작 반포하는 권리 내지 기능으로서 대외적으로는 각

그 언론기관이 향유 행사하며, 대내적으로는 발행인이 이를 가지며 그

신문사나 방송국 종업원은 이를 옹호 보좌하는데 끝이고 이를 주도할 수

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라고 하여 편집권의 주체는 대외적으로는

언론기업이고 대내적으로는 발행인이라고 보았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1994. 9. 27. 선고 92나35846 판결은, 원래 녹화한

방송시간을 임의로 줄여 방송한 데 대해 원고가 명예훼손과 저작권법 위

반을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서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체제 아래서 방송의

자유 내지 편성권의 주체는 전파법상 허가를 받고 방송을 행하는 방송국

을 경영하는 방송법인이고, 방송법인이 이러한 방송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특히 프로그램의 편성과 제작을 위요한 제 권한은 법령상 방송

106) 조재현, 전게 논문, 2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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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제3조는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다. 신문

법 제3조의 구조를 보면, 제1항은 “정기간행물의 편집의 자유와 독립

은 보장된다.”고 하여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다는 선언적 규정

이고, 제2항은 “누구든지 정기간행물의 편집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

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고

하여 국가로 대표되는 외부세력에 의한 규제ㆍ간섭으로부터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보호하는 규정이며, 제3항은 “정기간행물사업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하여야 한다.”

고 하여 신문기업 내부에서 발행인과 편집종사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소위 “신문의 내적 자유”에 관한 규정이다. 제2항 및 제3항을 이와 같

이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2항의 수범자는 “누구든지”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제3항의

수범자는 “정기간행물사업자”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제2항의 “누

구든지”에 정기간행물사업자 즉 신문사가 포함된다면, 다시 말해 제2

항도 신문의 내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본다면 제3항에서

다시 수범주체를 정기간행물사업자로 특정하고 이들로 하여금 편집인

법인을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를 통괄하는 방송법인의 기

관이 담당”한다고 판시하여 편성권의 주체는 방송법인이고 그 권한의 행

사는 방송법인의 기관이 담당한다고 보았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행인과 편집인의 관

계에 관하여는 국내ㆍ외를 막론하고 이론상이나 실정법상 아직 그 법적

논의가 정리되지 않은 채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단계에 불과하

고, 신문법 제3조 제3항이 편집인(언론종사자)에게 독점적으로 “편집권”

이라는 법적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 2006. 6. 29. 2005헌마16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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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하라는 규정을 따로 둘 이유가 없는 것이다.

둘째, 제2항 위반행위는 신문법 제39조 제1호에 의하여 형사제재가 뒤

따르지만, 제3항 위반행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처벌규정이 없다. 그 이

유는 편집의 자유에 대한 국가적ㆍ외부적 침해는 연혁적으로도 언론

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인정되었던 반면에, 발행인과 편집인의

관계에 관하여는 국내ㆍ외를 막론하고 이론상이나 실정법상 아직 그

법적 논의가 정리되지 않은 채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신문법 제3조 제2항은 국가로 대표되는 외부세력에 의한

규제ㆍ간섭으로부터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보호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이 이 조항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자

기관련성이 없다는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신문법 제3조 제3항은 청구인들과 같은 신문사업자로 하여금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그런데, 이 조항이 편집인 또는 기자들에게 독점적으로 “편집권”

이라는 법적 권리를 부여하였다거나 신문편집의 주체가 편집인 또는

기자들이라는 것을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조항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도 없다. 그러므로 이 조항은 기본적으로 선언적

인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조항 자체에 의하여서는 기본권침해의 가능

성 내지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5. 검토 : 공유설

언론기업 내부에서의 언론종사자의 자유가 언론기업 경영인의 편집권

행사에 의해 침해된 사례가 많았음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는

편집인(언론종사자)이 언론의 내적 자유의 주체로서, 그들의 자유를 보호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임은 물론이다.



- 54 -

그러나 언론기업의 경영인 측이 주장하는 언론의 자유, 영업의 자유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로서 결코 무시될 수 없으며, 언론종사자의

자유를 지나치게 우선시하여 언론기업 경영인에게 인정되는 편집권을 일

방적으로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107)

결국 공유설이 양자의 편집권을 조화롭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

당하다고 본다. 다만, 양자가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는 실제 방안이 무엇

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제7절 기본권의 충돌(상충)과 해결 방안

Ⅰ.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언론경영인과 언론종사자의 편집권은 모두 기본권의 효력을 갖는다.

이처럼 사인들 사이의 관계에서 기본권 규범이 적용되고 기본권이 효력

을 가질 때 그 효력을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제3자적 효력)이라고 한

다. 사법상 법률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권을 헌법이 담고 있는지, 이

와 더불어 사인이 다른 사법주체와 법률관계를 맺을 때 다른 사인의 기

본권을 존중해야 하는지가 고려의 대상이다.108)

기본권의 대사인적효력에 관하여는 각국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거의

없으며109) 학설도 갈리고 있다.

107) 김정현, 전게 논문, 93-94면.

108) 노예원, 전게 논문, 38면.

109) 포르투갈헌법 제18조 제1항이 “권리와 자유 및 그 보장에 관한 헌법규정은 공·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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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론의 배경

상황적으로, 종전에는 주로 국가기관에 의한 침해의 위협하에 있었던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이제는 국가기관만이 아니라 사적 단체나 조직체

그리고 사인에 의하여 위협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문제가 제기되었다.110)

또한 이론적으로는, 기본권은 주관적 권리이면서 객관적 가치질서로

서의 성격도 가진다는 기본권의 양면성을 인정하게 되면서 기본권의 대

사인적 효력은 그 이념적 기초를 갖추게 되었다.111) 즉, 기본권이 객관적

가치질서로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면 기본권은 필연적으

로 보편적 효력을 가지게 되어 국가권력을 기속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사인 상호간에도 효력이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2. 독일에서의 이론 전개

가. 효력부인설

사인간의 법률관계에는 기본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그 논거로는 ① 기본권은 대국가적 방어권이므로 국가기관만을 구속하

고, ② 사인간에는 합의에 따라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 반

드시 부당하지 않으며, ③ 사인에 의한 침해행위로부터 기본권을 보호하

직체에 직접 적용되어 구속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기본권의 대사인적효력을 명

문화하고 있는 정도라고 한다. 권영성, 전게서, 326면 참고.

110) 권영성, 전게서 326-327면.

111) 허영, 전게서, 265면.



- 56 -

는 것은 법률로써도 충분하기 때문에 헌법차원의 특별한 보장이 불필요

하다는 것이다.112)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현대적 실정에 부합하는 헌법해석론이 될 수

없고, 또 기본권규정과 사법규정이 하나의 헌법질서에 포섭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입장으로서 오늘날 거의 설득력을 상실한 공허한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는 견해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고 한다.113) 학설과 판례의 대체적인 흐름은 사인 간의 기본권효력을 당

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다만 어떠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기본권이 사

인 간에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만 논쟁이 집중되고 있을 뿐이라고 한

다.114)

나. 직접효력설

모든 기본권규정이 예외없이 사인간의 법률관계에 직접 적용되어야

한다는 전면적(절대적) 직접효력설을 주장하는 이는 없고, 다만 기본권규

정 중 일정한 기본권규정만이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

을 가진다는 한정적(상대적) 직접효력설이 H. Nipperdey 등 일부학자와

독일의 연방노동법원에 의하여 주장되고 있다.

그 논거는, 헌법은 국가적 공동체의 생활질서 전반에 관한 최고의 규

범이므로 국가 대 국민의 공법관계만이 아니라 사인 대 사인의 사법관계

도 헌법규정에 위반될 수 없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사인간의 법률관

계에서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면 헌법상의 기본권보장은 그 의미가 반감

되고 말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115)

112) 권영성, 전게서, 327면.

113) 권영성, 전게서 328면; 허영, 전게서, 268-269면.

114) 허영, 전게서, 2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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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직접효력설에 따르면, 자신의 자유를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구속하는 계약까지도 기본권의 침해로 보고 전부 금지하게 되어 사

적자치를 부인하는 것이 된다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즉, 공·사법의 2

원체계를 인정하고 사법의 분야에서 사적 자치를 중요시하는 이유가 사

적 자치의 보장이 바로 자율적 책임과 자유의 신장을 돕는 길이기 때문

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직접적 효력설은 공·사법의 2원체계와 사적 자치

의 완전한 배제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다.116)

다. 간접효력설

독일에서는 간접효력설(공서양속설)이 다수설이다.117) G. Dürig는 “직

접효력설은 공·사법의 2원적 구별체계를 파괴하는 것이고 헌법체계에 대

한 사법의 기본적 독자성과 고유법칙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법

관계가 헌법에 위반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은 아니고, 사법행위 내지 사법

관계도 기본권규정에 합치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기본권규정이 사법

질서에 적용되는 것은 직접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법상의 일반조항(공

서양속조항, 신의성실조항 등)을 통하여 간접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다. 그에 의하면 기본권규정은, 헌법규범이 사법에 진입하는 관문인 사법

상의 일반조항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사법질서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

다. 즉, 기본권은 개인의 주관적 공권이면서도 객관적 가치질서를 뜻하기

때문에 모든 생활 영역에 이른바 ‘방사효과’(파급효과)를 미치게 되고, 이

115) 권영성, 전게서, 328면.

116) 허영, 전게서, 270-271면; 권영성, 전게서 328면.

117) 한편 김승대 교수는, 간접효력설은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분쟁을 다루는 판결에 대

한 종국적 판단권을 가져야만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데,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간접효력설은 단지 헌법학자의 공허한 이론적 주장에 그칠 뿐

실제적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고 본다. 김승대, 전게서, 131-13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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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효과가 사적인 법률관계에 침투하게 되는 창구가 바로 사법상의 일

반조항이 되며, 신의성실, 권리남용, 공서양속, 공정성, 불법행위금지 등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해석·적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본권적인 가치의

실현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본다.118)

3. 미국에서의 이론 전개

미국에서는 오랫동안 자연법적인 기본권사상에 입각하여 기본권의 대

사인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인에 의한 인종차별의 문제를

중심으로 서서히 판례와 이론이 변하기 시작하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른바 ‘국가작용설’(State-action-doctrine) 내지 ‘국가동시설’(Doctrine

of looks like government)이라고 불려지는 일종의 ‘국가행위의제이론’을

구성해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인정하려고 한다. 이 이론은 사인에

게도 기본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려면 사인의 행위를 국가의 행위와 동일

시하거나 적어도 국가작용인 것처럼 의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이는 기본권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국가권력에만 미친다는 종래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기본권의 효력을 인정하는 이론구성이다.119)

주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형성된 국가행위의제이론의 유

형은 다음과 같다.120)

첫째, 국가재산이론(state property theory)이다. 이는 국가의 시설을

임차한 사인이 당해시설을 이용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그 침

118) 권영성, 전게서, 328-329면; 허영, 전게서, 268-269면.

119) 권영성, 전게서, 329-330면; 허영, 전게서, 266-268면.

120) 이하 국가행위의제이론의 유형은 주로 권영성, 전게서, 330-331면을 참고·정리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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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행위를 국가행위와 동일시하여 헌법규정을 적용하려는 이론이다. 사인

의 행위를 국가행위와 동일시되기 위한 요건은 ① 그 시설의 운영에 공

공기금이 투입되었거나, ② 그 시설에 국가의 실질적인 통제가 미치고

있거나, ③ 국가가 간접적으로 위헌적 행위를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시

설을 임대한 경우로서, ④ 그 시설이 개방되어 공중의 이용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야 한다.

둘째, 국가원조이론(state assistance theory)이다. 이는 국가에서 재정

적 원조나 토지수용권·조세감면 또는 그 밖의 공적 원조를 받는 사인의

행위를 국가행위와 동일시하는 이론이다.

셋째, 통치기능이론(governmental function theory)이다. 이는 실질적

으로 통치적 기능이나 행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적 집단(정당, 사립대

학 등)에 의한 인권침해행위를 국가적 행위와 동일시하는 이론이다.

넷째, 사법집행이론(judicial enforcement theory)이다. 이는 사인에 의

한 인권침해행위가 쟁송의 대상이 되어 법원이 개입하고 그것이 사법적

으로 집행될 경우, 그 집행행위를 위헌인 국가적 행위로 보는 이론이다.

4. 한국헌법상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은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규

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이 문제는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다. 현재 우

리나라에서의 다수설적 입장은 간접효력설이다.

다만 헌법의 명문규정상 또는 성질상 사인 상호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기본권은 직접 적용된다고 보는데, 어떠한 기본권이 이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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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행복추구권, 근로자의 노동3권, 언론·출판의

자유, 참정권 등이 그러한데,121) 특히 본 논문의 논의와 관련하여 언론·

출판의 자유가 문제되므로 이에 대한 견해가 주목된다.

언론·출판의 자유가 사인간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권이라는 견해는,

언론·출판의 자유가 현대사회에서 가지는 사회통합적·민주적 기능의 중

요성을 감안해서 이 기본권에 대해서만 특별히 직접적인 대사인적 효력

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면서, 이렇게 볼 때에만 현행 헌법 제21조 제4항

의 헌법상 의의도 명백해진다고 한다.122)

이에 대하여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의 자유를 사인에 의한 침해로

부터 보호하는 규정이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

해한 경우에 그에 대한 배상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언론

의 자유의 대사인적 효력, 특히 직접적 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

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123)

생각건대, 헌법 제21조 제4항은 문언적 해석상, 언론·출판에 의해 침

해당한 피해자의 ‘명예나 권리’에 대해 직접적인 대사인적 효력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121) 허영, 전게서, 271-272면.

122) 허영, 전게서, 273면. 허영 교수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만으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을 헌법에 특별히 규정한 이유는 언론·출판의 자유가 현대사회

에서 가지는 사회통합적·민주적 기능 때문에 이 기본권에 대해서 특별히 직접적인

대사인적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동화적 통합의 분위

기조성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데 그 헌법상 의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123) 장영수, 「기본권론」, 홍문사, 2004, 1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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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본권의 상충(충돌)과 해결 방안

1. 기본권 상충의 의의

기본권의 상충(충돌)이란 하나의 같은 사안에서 복수의 서로 다른 기

본권 주체들이 각자의 기본권을 주장함으로써 서로 대립되어 각 기본권

주체가 국가에 대하여 자신의 기본권의 보호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말

한다.124) 국가권력은 쌍방당사자가 주장하는 기본권의 내용과 효력을 비

교형량해서 양측의 기본권이 충분히 존중될 수 있는 합헌적인 해결책을

찾아내야 하는 헌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권력이 이익형

량을 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주체는 상대방

기본권주체를 상대하지 않고 직접 국가권력을 상대로 기본권의 구제수단

을 강구할 수 있게 된다. 기본권의 상충관계가 궁극적으로 기본권의 대

국가적 효력의 문제로 평가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따라서 기본

권의 상충문제는 대립되는 두 기본권주체와 국가권력의 3각관계의 문제

라고도 말할 수 있다.125)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대국가적 공권일 뿐이라고 해석하는 전통적인

기본권관을 고수하는 한, 기본권충돌은 헌법문제가 될 여지가 없다. 그러

나 기본권의 양면성을 인정하게 되면서,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기본권

은 사인 상호간의 관계에서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것으

로 관념하게 되었고(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이에 따라 사인간에 대립

하는 권익의 실현을 기본권에 근거하여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면서

기본권충돌의 문제가 헌법문제로 부각되게 되었다.126)

124) 정재황, 「신헌법입문」, 박영사, 2012, 234면.

125) 허영, 전게서 277면.

126) 권영성, 전게서, 3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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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권 상충의 해결방법

기본권 상충의 해결방법으로는 ‘이익형량에 의한 해결방법’과 ‘규범조

화적 해석에 의한 해결방법’이 있다.127)

가. 이익형량에 의한 해결방법

이 방법은 이익형량을 통해 보다 중요한 또는 우월한 이익을 보장하

고 덜 중요한 이익을 유보시키는 방법이다.

이익형량의 기준으로는, ① 상하기본권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상위기

본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 또는 ‘생명권’과 같은 기본권

질서의 가치적 핵을 다른 기본권보다 우선시하고, ② 동위기본권간의 상

충 시에는 ‘인격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권’을 ‘재산적 가치를 보호

하기 위한 기본권’보다 우선시한다든지, ‘자유’의 가치를 ‘평등’의 가치보

다 우선시한다.128)

그러나 이러한 기준만으로는 도저히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기본

권의 상충사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익형량의 방법적 한계가 바

로 여기에 있다.

127) 허영, 전게서, 277면.

128) 허영, 전게서, 278-2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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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규범조화적 해석에 의한 해결방법

이 방법은 이익형량에 의해 어느 하나의 기본권만을 다른 기본권에

우선시키기 않고, 헌법의 통일성이라는 관점에서 충돌하는 기본권 모두

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조화의 방법을 찾으려

는 것이므로 헌법의 통일성 관점에서 볼 때 이익형량의 방법보다 헌법정

신에 더 충실한 해결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어떻게 그와

같은 조화점을 찾아낼지 하는 데에 있다.129)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①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에게 일정한 제약

을 가함으로써 두 기본권 모두의 효력을 양립시키되 두 기본권에 대한

제약은 필요최소한에 그치도록 하는 ‘과잉금지의 방법’, ② 상충하는 기

본권을 직접 제약하지 않고 다른 대안을 찾아내는 ‘대안식 해결방법’, ③

대안식 해결방법에 의해서도 상충하는 기본권을 조화시킬 수 없는 경우

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기본권의 보호를 위해서 가

능하고 필요한 수단일지라도 그 모든 수단을 최후의 선까지 동원하는 것

만은 삼가려는 ‘최후수단의 억제방법’ 등이 제시된다.130)

다. 판례

우리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기본권 충돌의 문제에 관

하여 충돌하는 기본권의 성격과 태양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적절한 해결

방법을 선택, 종합하여 이를 해결하여 왔다.”131) 예를 들어, 흡연권과 혐

연권의 충돌에 있어서는 이익형량에 의한 방법을 통해 해결했고(헌법재

129) 허영, 전게서, 279-280면.

130) 허영, 전게서, 280-281면.

131) 헌법재판소 2005. 11. 24. 2002헌바9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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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소 2004. 8. 26. 2003헌마457 결정), 반론보도청구권과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사건(헌법재판소 1991. 9. 16. 89헌마165 결정) 및 채권자취소

권 사건(헌법재판소 2007. 10. 25. 2005헌바96 결정)에서는 규범조화적

해석에 따른 과잉금지의 방법을 통해 해결했다. 유니온 샵(Union Shop)

협정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와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의 충돌에 있어서는 이익형량의 방법을, 근로자의 단결선택권과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의 충돌에 있어서는 규범조화적 해석에 따른

과잉금지의 방법을 통해 해결했다(헌법재판소 2005. 11. 24. 2002헌바95

결정).

라. 소결

헌법재판소가 적절히 밝히고 있듯이, “충돌하는 기본권의 성격과 태

양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적절한 해결방법을 선택, 종합하여 이를 해결”

하는 것이 적절한바, 구체적으로는, 우선 “기본권의 서열이나 법익의 형

량을 통하여 어느 한 쪽의 기본권을 우선시키고 다른 쪽의 기본권을 후

퇴시킬 수” 있는 경우라면 이익형량에 의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하되(규범조화적 해석), 법익형량의 원리, 입법에 의한 선택적 재량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132) 과잉금지의 방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132) 헌법재판소 2007. 10. 25. 2005헌바96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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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구체적인 해결 모델 : ‘편집규약’ 과 ‘편집위원회’

및 그에 관한 입법 논의

1. 사전 논의

가. 언론의 내적 자유 실현을 위한 원칙 : 원칙적 자율

언론기업 내의 법률관계와 질서의 형성 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자율적

인 의사를 일차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이는 언론의 자유가 갖는 자유권

적 측면에 근거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의 자율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국가의 개입이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보충적·예

외적 국가권력의 개입의 경우 그러한 국가작용은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

해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다.133)

나.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한 검토

언론기업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언론기업의 조직구성 및 업무수행 과

정의 민주화를 이룰 수 있고, 언론기업의 경영과 언론매체활동의 분리

및 분업화를 실현할 수 있으며, 언론기업의 소유구조를 사원지주제로 채

택하거나 다원적 소유구조로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자율적으로 편집규약

을 제정하고 편집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34)

133) 김정현, 전게 논문, 109-113면.

134) 김정현, 전게 논문, 113-1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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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방안들이 언론기업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실행되지 않을 때 국가

권력의 개입이 어느 범위에서 정당화되는지 문제된다.

언론기업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언론기업의 조직구성 및 업무수행 과

정의 민주화를 자율적으로 이루지 못하거나, 언론기업의 경영과 언론매

체활동의 분리 및 분업화가 실현되지 못하거나 또는 언론기업의 소유구

조를 사원지주제로 채택하거나 다원적 소유구조로 변경하지 않는다고 하

더라도 국가가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방식으로 이를 도모하여서는 안 된

다. 이는 주관적 공권인 언론의 자유 침해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유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되는 동시에 헌법 제10조

의 행복추구권 속에 함축된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파생된 사적자치의

원칙에도 위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자율적으로 편집규약을 제정하고 편집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하지 않을 때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뉜다. 편집규약과 편집위원회의 법제

화를 찬성하는 입장은 편집위원회가 언론기업 내부 구성원에 의해 구성

되고 거기서 편집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편집규약을 만들

게 되므로 정부가 개입하고 간섭할 소지가 없다는 점을 든다. 또한 과거

대부분의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유사 기구를 만들었지만 사주의 전횡으로

대부분 사문화되었으므로 법제화를 통해 실효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그것이 의무적·강제적 성격을 가지게 되면 그것

은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게 되어 언론의 자유 침해라는 위헌 문제가 제

기될 수 있다고 보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검토컨대, 언론기업의 내적

자유의 기본권적 성격을 인정한다면 이는 단순히 입법정책의 문제가 아

니라 헌법차원의 규범화 요청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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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앞서 살펴보았듯이, 기본권

의 상충문제는 대립되는 두 기본권주체와 국가권력의 3각관계의 문제로

서 궁극적으로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의 문제로 평가되는 바, 이는 주

관적 공권이 문제되는 측면과는 다른 것이다.) 국민의 언론의 자유를 보

호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개입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의 내적 자유

에 관한 입법은 긍정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언론기업의 내부적 자율성

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법률에서 편성규약 및 편성위원회 등에 대하여 규

정하더라도 필요최소한의 공통규정만을 두던가 아니면 임의규정으로 규

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135)

2. 기본권의 상충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위헌성

여부에 관한 검토

언론종사자가 행사하는 편집권(언론의 내적 자유)과 언론기업의 경영

인 측이 주장하는 편집권(언론의 자유, 영업의 자유 등)이라는 두 기본권

의 충돌에 있어 양자는 모두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로서, 어느 하나

가 보다 중요하거나 우월한 기본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반론보도청구권과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사건(헌법재판

소 1991. 9. 16. 89헌마165 결정) 등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헌법의 통

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하되(규범조화적 해

석), 법익형량의 원리, 입법에 의한 선택적 재량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

여 과잉금지의 방법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며, 결국은 편집규약

및 편집위원회 제도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그 목적이 정당한 것인

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수단 또한 언론기업 경영인

135) 김정현, 전게 논문, 113-1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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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편집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언론종사자의 편집권과의 사이에 적정한

비례를 유지하는 것인가의 여부가 문제된다. 여기서 목적의 정당성은 크

게 문제되지 않으므로, 결국 협의의 비례성 준수 여부가 쟁점이 된다.136)

3. 소결

앞서 살펴보았듯이, 언론의 내적 자유 실현을 위한 여러 방안 중에서

편집규약 및 편집위원회의 입법화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이를

도모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다만 편집규약 및 편집위원회의 입법화 논

의에 있어서도 기본권의 상충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위헌성 여부에 대

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 때 실제적 조화의 원칙에 입각하여 과잉금지의

방법에 따라 목적(언론의 내적 자유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수

단(편집규약 및 편집위원회)이 언론기업 경영인의 편집권을 제한하는 정

도가 언론종사자의 편집권과의 사이에 적정한 비례를 유지하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모든 매체가 똑같은 것이 아니라 각 매체별로

특성이 있고 언론시장구조가 각기 다른 만큼, 개별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136) 박용상, 전게서(「표현의 자유」), 772-792면은 기본권의 상충 측면이 아니라, 단지

발행인의 언론의 자유 제한의 측면에서 제한의 정당성을 과잉금지원칙에 입각하여

검토한다. 다만, 성낙인, 전게서, 948면에 따르면, 기본권의 상충이 입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규율되어 그 입법 자체가 문제되는 경우 기본권의 상충문제는 그 입법

의 합헌성 문제(기본권 제한의 한계문제)로 전환된다고 본다. 정종섭, 「헌법학원

론」, 박영사, 2006, 273-274면도 기본권의 상충문제는 기본권의 주체의 입장에서

보면 상충하는 기본권들이 사인간에 직접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닌 이상 기본권의

제한 문제로 귀착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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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 ①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제1항의 언론자유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

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

유를 갖는다.

③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편집의 자유와 독립) ①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

장하여야 한다.

제5조(편집위원회) 일반일간신문사업자는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독자의 권리보호) ①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사업자는 편집 또는 제작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

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독자

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독자권익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

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

집하여야 한다.

제4장 매체별 언론의 내적 자유 보호 범위 및

실현을 위한 방안

제1절 현행 법제도 및 현황

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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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3968호, 이하 ‘신문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신문편집의 자유에 관한 원칙 조항을 두고

있고, 신문사업자로 하여금 편집인의 자유로운 편집을 보장토록 하고 있다

(동조 제2항).

한편, “일반일간신문사업자는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편집위원

회에 관한 임의규정을 두고 있으나(동법 제5조), 편집규약에 관하여는 언

급하고 있지 않다.

Ⅱ.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①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

된다.

②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③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하며,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

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

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방송법(2016. 2. 3. 법률 제13978호) 제4조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에 관한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방송편성의 자유에 관한 원칙조항인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은

구 방송법 제정 당시부터 존속하였다. 즉 1963년 제정된 방송법(법률 제

1535호) 제3조는 “방송순서의 편성에 있어서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누구든지 어떠한 간섭이나 규제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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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규정하였고, 이후 계속되는 군사정권 하에서도 동 조항은 변경 없이

존속하였고, 제5공화국이 수립된 직후 제정된 언론기본법에도 그대로 수

용되었다. 1987년 방송법이 새로이 제정되면서 편성의 자유로 규정되었

고, 이후 2000년의 통합 방송법에서 편성의 독립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었

다.137)

1999년 7월 민주적 방송법 제정을 촉구하는 방송사 연대 파업이 있었

고,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2000년의 통합 방송법은 언론기업의 내적 자

유를 지향하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았다. 즉 제4조 제3항에서 방송사업자

의 방송편성책임자 선임·공표의무와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

성 보장 의무를 규정하였고, 동조 제4항에서는 편성규약 제정 및 공표

의무를 도입하였다.

이는 편집(편성)규약운동의 발생지인 독일의 전통을 따르는 규범화이

다. 그러나 우리나라 방송법 제4조 제4항은 독일의 방송법규와 달리 방

송편성규약을 제정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사항이 누락되

어 있고, 하위법에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138)

그리고 우리 방송법은 편성권의 충돌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결

또는 중재의 방안을 마련해 놓지 않고 있다.139)

또한,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을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한 규율

을 하고 있다.

137) 김정현, 전게 논문, 70면.

138) 심영섭, 전게 논문(“방송 편성규약과 경향성 보호 : 독일의 방송편성규약을 중심으

로”), 208면.

139) 노예원, 전게 논문, 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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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위헌성 판단 및 바람직한 입법모델의 모색

Ⅰ. 신문

1. 경향기업으로서의 특성

경향기업이란 정치, 종교, 노동, 자선, 교육, 학문 및 예술적 사명을

추구하거나 이에 유사한 사명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주

로’ 그리고 ‘직접’ 특정한 이념적·정신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을 의미한

다.140)

신문사의 경우 사실보도와 논평을 위한 취재·편집활동에 있어서 일정

한 이념 내지는 방침을 지니고, 그러한 작업들의 대부분이 정신적인 노

작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신문사는 경향기업에 속한다.

독일의 경영조직법 제118조 제1항 제2호 역시 기본법 제5조 제1항 제

2문이 적용되는 보도목적을 위한 언론기업이 이념적·정신적 목적을 추구

하는 경향기업에 속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141)

2. 시장구조

언론매체가 기업의 형태로 운영되는 현재의 언론환경 하에서 각 언론

기업의 활동은 시장원리 속에서 상호 경쟁하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자

본주의적인 경쟁을 통하여 언론은 양질의 기사와 논평 등 보다 나은 서

140) 김정현, 전게 논문, 78면.

141) 김정현, 전게 논문, 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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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며, 이를 통해 의사수령자의 선택을 받는데 성

공한 언론기업들만이 계속 생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142)

물론, 언론매체의 생존이 언론매체활동 자체의 역량과는 무관하게 결

정되고 그 외적인 요소, 예컨대 언론기업의 자금력이나 투자규모 등 여

하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이 자본에 의

해 언론매체의 존립이 좌우되는 경향이 심해지면, 극단적인 경우 특정

자본이 주장하는 논리와 상반되는 의견들은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언론매체의 다양성, 궁극적으로 언론의 자유

가 추구하는 다원적 의사형성을 해치게 된다.143)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신문업계의 상황은 일간지를 발행하는 신문

사 수가 112개(1999년 12월 기준)144)에 이르고, 또한 다음의 [표2]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많은 유료부수를 판매한 조선일보가 22.3%의 비율에

그치고 있는바, 소수 신문사의 독과점과 여론지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는 어렵고, 경쟁 시장 상황 하에서 각 매체가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면서

다원적 의사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구조라고 판단된다. 즉 ‘다수성’과 ‘다

원성’이 보장되어 경쟁을 통해 언론의 외적 자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

황으로서, 지배적인 의견만이 압도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145)

게다가 ‘네이버’의 <뉴스스탠드>146)서비스와 같이 인터넷종합포털사이트

142) 김정현, 전게 논문, 122면.

143) 김정현, 전게 논문, 122-123면.

144) 한국언론2000년위원회, 전게 보고서, 138면.

145) 한국언론2000년위원회, 전게 보고서, 139면은 한국 신문산업의 시장구조를 경쟁과

담합의 복합적 시장구조라고 본다.

146) <뉴스스탠드>서비스는 <뉴스캐스트>서비스를 개선한 형태의 서비스로서, 각 언론

사 홈페이지의 기사배치 화면이 그대로 <뉴스스탠드>서비스 내에 전송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각 언론사의 편집가치가 그대로 반영된 뉴스를 볼 수 있다. <뉴스스탠

드> 뷰어창을 열면 각 언론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고도 수많은 언론사의 다양

한 뉴스를 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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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신문명 유료부수 발행부수 비율(%)147)

1 조선일보 129만4239 175만7006 22.3

2 중앙일보 81만1083 126만3681 14.0

3 동아일보 70만7346 90만7090 12.2

4 매일경제 55만3007 77만0504 9.5

5 한국경제 34만0389 50만7986 5.9

6 농민신문 29만2781 29만9192 5.0

7 스포츠조선 20만5916 26만4633 3.6

8 한겨레 20만0831 25만7303 3.5

9 경향신문 16만9156 21만7796 2.9

10 일간스포츠 16만2759 24만1510 2.8

11 한국일보 15만8848 23만0769 2.7

12 문화일보 14만6898 17만1324 2.5

13 국민일보 14만0140 20만4241 2.4

14 스포츠동아 13만9317 18만1426 2.4

15 스포츠서울 13만7902 18만6927 2.8

16 서울신문 10만7937 16만1915 1.9

17 세계일보 6만3265 8만6145 1.1

18 머니투데이 5만9274 8만4329 1.0

19 서울경제 5만6372 7만9397 1.0

20 전자신문 5만0663 6만2881 0.9

를 통해 대부분의 신문 또는 여러 다양한 기사에 대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어 언론의 외적 다양성이 실질적으로 크게 신장된 측면도 이를 뒷

받침한다.

[표2] <2013년 전국 일간지 유료부수148) 상위 20>149)

147) 전국 일간지 유료부수 기준 상위 20개 중에서의 비율임.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148) ‘유료부수’는 지국이나 가판업자가 구독자에게 판매한 부수로, 발행부수와 달리 실

제로 독자에게 판매한 부수를 이르기 때문에 매체 영향력 판단에 중요한 잣대가 된

다. ‘발행부수’는 신문인쇄 시 윤전기에서 발생되는 손실분인 파지를 제외한 배달과

판매 가능한 부수를 말한다. [인터넷] http://blog.naver.com/livwilly/2203339849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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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신문은 일반적으로 정보·의견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사유재적 특징을 갖고 있다. 신문기업을 경영하는 사주들은 보

통 개인적인 정치성향을 갖고 있으며, 자신들이 대변하는 고객의 주장과

이익을 대변한다. 이러한 이유로 신문분야에서 언론의 자유는 다양한 제

호가 시장에서 경쟁함으로써 의견의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외적

다원주의’ 원칙을 유지해 왔다.150)

경향기업으로서의 특수성 및 자유로운 경쟁시장(사상의 자유로운 시

장)이라는 시장상황이 있는 신문의 경우 언론의 내적 자유 보장보다는

언론기관의 자유(발행인의 언론의 자유) 보장이 더 중요하고, 따라서 언

론의 내적 자유 보호를 위한 편집규약 및 편집위원회를 입법적으로 강제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151)

이를, 기본권의 상충에 대해 실제적 조화의 원칙에 입각하여 과잉금

지의 방법에 따라 판단해보자면, 언론의 내적 자유 확보를 통해 언론의

공적 책무 수행을 위해 마련된 편집규약 및 편집위원회 제도를 법으로

강제하게 되면 이는, 신문의 경우 경향기업으로서의 특성 및 다수성과

149) [기사] 양은하, “작년 일간지 상위 20개사 발행부수, 전년대비 44만5천부 감소...신문

의 위기”, 뉴스1코리아, 2014. 12. 19.

150) 심영섭, 전게 논문(“방송 편성규약과 경향성 보호 : 독일의 방송편성규약을 중심으

로”), 209면.

151) 반면, 조소영, 전게 논문(“신문법상 편집권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헌법적 평가”),

179면은 신문의 자유는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자유언론제도의 보장

이 중요하므로,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편성위원회 등을 입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에

대하여 신문의 경향보호의 원칙이나 여론의 다양성 원리에 배치되어 위헌이라고 주

장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본다.



- 76 -

다원성이 확보된 경쟁적 시장구조 등에 비추어 보건대 언론기업 경영인

의 편집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언론종사자의 편집권과의 사이에 적정한

비례를 유지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바, 위헌임을 면하지 못

하리라고 본다.

결국, 이는 신문사가 임의로 자율적으로 정할 일이며, 입법적으로는

“편집규약 및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정도로 안내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152) 따라서 현행 신문법 제5조가 “일반일간신문사업자

는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한 정도에서 그친 것은 합헌적인

입법이라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 2006. 6. 29. 2005헌마165 결정도 “편집위원회에 관한 규

정인 제18조는 제1항과 제3항에서 편집위원회를 둘 것인지 여부 및 편집

규약의 제정 여부에 대하여 신문사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항과 제4항에서 신문사가 자신들의 결정으로 편집위원회를 두는 경우

의 그 구성방법과 편집규약을 제정하는 경우 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예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임의규정의 경우 신문사로서는 편집위원회를

둘 것인지 여부 및 편집규약의 제정 여부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

는 것이므로, 이 조항이 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떤 영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편집위원회를 둔다거나 편

집규약을 제정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을 두는 것만으로는 발행인의 기본

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152) 입법의 관점에서 주된 관심사는 입법 수단을 통해 언론의 내적 자유에 대한 요구를

관철하는 일이 어느 선까지 허용되는가 하는 점이다. 나낙균, 전게 논문, 282면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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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방송

1. 전파의 희소성과 방송의 특수성

방송(broadcast)이란 용어는 broad(넓다)와 cast(던지다)라는 두 개의

낱말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합성어인데, 일반적으로 언론학에서 방송의

개념은 방송 특수성에 대한 접근으로 정의된다. 방송의 특수적 지위는

① 방송을 가능하게 하는 전파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한 기술적 한계, ②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는 경제적 한계, ③ 방송의 사회·문화적 강력한 영

향력으로 설명된다.153)

공중에는 무수한 전파가 떠다니고 있지만 방송에서 사용가능한 전파

가 무한정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방송국마다 마음대로 전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주파수나 채널을 할당받아야 하고, 방송국 간에는 전파간섭

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이 필요하다.154) 이를 ‘전파(주파수)의 희소성(유

한성)’이라 한다.

설립과 운영이 자유로운 인쇄 매체와 달리 공공재(公共財)인 주파수

의 유한성과 방송시설의 막대한 자본 소요는 방송 사업자의 진입을 누구

나 공평하게 할 수 없는 제한성이 되고, 이에 따라 시장독과점 현상이

신문의 경우보다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마련이다.155)

이렇게 전파자원의 희소성·유한성 등 방송의 특수성 때문에 방송의

공적 책임이 더욱 고려될 수 있다. 즉 무한한 방송이 가능한 것이 아니

153) 이택순, 전게 논문, 8면.

154) 한진만·박천일 외 8인, 「방송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002, 29면.

155) 허영, 전게서, 5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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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그러한 제한된 채널로 운영되는 방송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

게 공익을 추구해야 할 당위성이 큰 것이다.156)

다만, 오늘날 방통융합과 함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케이블 방송’,

‘위성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 매체가 다양화되고 방송이 아

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면서 전파자원의 희소성·유한성이라는 제한은

상당부분 해소된 부분이 있다.157)

2. 공영방송

가. 공영방송의 특수성 :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및 역할

공영방송(Public Service Broadcasting)은 방송주체가 ‘국가’도 아니고

‘개인’도 아닌 ‘국민전체’가 주체가 되는 이른바 ‘국민의 방송’으로서, 공

사(公社)와 같은 공공기구에서, 수신료 같은 공적자금을 바탕으로 운영하

는, 비영리적이고 비상업적인 방송으로서, 보편서비스를 통해 국민 전체

에 봉사하는 공익논리가 지배하는 방송이다.158)159)

156) 문재완, 「언론법_한국의 현실과 이론」, 늘봄, 2008, 576면.

157) 문재완, 전게서, 576-577면.

158) 최영묵 외 11인, 「공영방송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2012, 16면; 이택순, 전게 논

문, 14-17면.

159) 그러나 이러한 공영방송의 정의 및 개념요소는 단지 학문적 구분에 불과할 뿐, 방

송법 등 법규범의 테두리 내에서 용어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우

리나라의 방송체제에서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구분은 모호하다. 일상적·학술적 논

의에서 공영방송은 분명 존재하지만 방송법에서는 둘 사이의 구분이 없다. 법적으

로 존재하는 유일한 구분은 「방송법」이 아니라 「공직선거법」(2016. 11. 30. 시

행 법률 제14184호)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2항 제1호에서 “... 공영방송사

(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

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전부로서, KBS와 MBC

가 공영방송의 하나임을 밝히는 정도에서 범주화를 하고 있을 뿐이다. 황상길, “국

가기간방송, KBS의 법적 위상과 규제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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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은 방송의 공익성의 실현이라는 공적 책임을 다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의 이행을 위해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운영의 자율

이 보장되고, 국가의 정책홍보나 기업의 광고수입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

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일에서는 이것을

기본공급(Grundversorgung) 의무라고 부른다.160)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더불어 방송사의 이익 추구도 목적으로 하는

민영방송만으로는 방송의 공익성이 충분히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공영

방송은 국민에 대한 공적 서비스의 주체로서 존재할 이유가 있다.161) 즉,

공영방송은 공정하고 진실한 보도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건

전한 여론형성을 통해 민주주의에 기여한다는 언론의 공적 책임을 보다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비록 공영방송의 재원이 수신료를 통해 안정적으로 확보

되지만, 일정한 시청률을 얻지 못하면 공영방송 무용론이 등장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이유로 공영방송도 공·민영 경쟁체제에서는 효율성이라는 시

장논리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162) 이러한 환경 하에서는 자본의 논리를 따

를 위험성이 커지므로 내적 자유를 보다 잘 보호할 필요성이 생긴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KBS와 EBS가 전형적인 공영방송에 해당하고, MBC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공영방송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민영방송으로서의 성격도 함

께 갖고 있다는 견해로는 김정태, 「디지털 시대 방송법 해설」,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15면 참조.

160) 노예원, 전게 논문, 26-27면; 문재완, “방송의 공적 책임과 방송편성권의 주체”,

「공법연구」 제39집 제1호, 한국공법학회, 2010, 204면. 노예원, 전게 논문, 9면에

서 재인용.

161) 노예원, 전게 논문, 11면.

162) 심영섭, 전게 논문(“방송 편성규약과 경향성 보호 : 독일의 방송편성규약을 중심으

로”), 2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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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파의 희소성’ 측면에서의 검토

앞서 살펴보았듯이, 방송을 가능하게 하는 전파자원은 희소하고 유한

하다는 특수성이 있었으나,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다매체 다채널,

방통융합, 방송의 디지털화 시대를 맞이하여 전파자원의 희소성·유한성

이라는 제한은 상당부분 해소되었다.

그러나, 매체의 다양화와 통신기술의 발전 등이 국민이 정보를 획득

하고 의사를 형성하는데 반드시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만은 아니다. 정

보의 양이 과도하게 늘어난 반면 이러한 정보들을 처리할 수 있는 체계

는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정보과잉 하에서 수집되는 정

보들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하였다. 국민들은 무엇이 올바른 정보인지

에 대한 판단기준을 상실하게 되었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국민들이 의

사를 형성함에 있어 긴요한 정보들이 존재감을 잃게 되었다.163)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은 이러한 상황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즉

공영방송은 국가와 자본의 압력을 받지 않는 독립한 기관으로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신뢰성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고, 이것이

시청자(국민)가 내는 수신료로 운영되고 시청자(국민)가 주인인 공영방

송이 국민에게 지는 공적 책임이라 할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정보가 비싸게 유료로 제공되는 다매체 시대에 공영방

송은 정보 빈자(대부분이 경제적 약자에 속한다)에게 값싸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질 높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필요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를 구현할 공적 책임을 진다.164)

163) 노예원, 전게 논문,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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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결

언론의 공적 책임을 보다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공영방

송의 경우, 언론의 자유가 언론기업 자체로부터도 위협받을 수 있는 오

늘날의 상황에서 언론의 내적 자유를 보호할 실익이 크며, 따라서 언론

기관의 자유(발행인의 언론의 자유) 보장과의 기본권 상충에 있어 조화

로운 해결방법으로서 언론의 내적 자유 보호를 위한 편성규약 및 편성위

원회 제도를 입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기본권의 상충에 대해 실제적 조화의 원칙에 입각하여 과잉금지

의 방법에 따라 판단해보자면, 언론의 내적 자유 확보를 통해 언론의 공

적 책무 수행을 위해 마련된 편성규약 및 편성위원회 제도를 법으로 강

제할 경우, 그 어떤 매체보다 언론의 공적 책임을 보다 충실히 이행하여

야 할 의무가 있는 공영방송의 역할에 비추어 보건대, 비록 언론기업 경

영인의 편집권을 다소 제한하기는 하나 그 제한의 정도가 언론종사자의

편집권과의 사이에 적정한 비례를 유지하므로 합헌이라고 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현행 방송법 제4조 제4항에서 방송편성규약 제정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공영방송만을 놓고 보면 합헌적 입법이다.

다만, 방송법 제4조 제4항은 의무조항이지만, 구체적인 편성규약의 목

적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임의적인 변형 편성규약 체결이

가능하며, 편성규약이 체결되더라도 선언적 성격이 강하다. 또한 방송사

업자가 취재 및 제작 종사자와의 합의가 아닌 의견을 들어 편성규약을

164) 노예원, 전게 논문,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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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하면 족하기 때문에 제작자의 자율권이 방송사업자의 선의에 의존해

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165) 또한 운영의 구체적 주체인 편성위원회 설치

를 방송사 재량에 남겨둔 문제도 있다.166)

따라서, 방송법 제4조 제4항에 편성규약 제정을 방송사업자와 편성제

작실무자 사이의 합의를 통해 제정토록 의무화하고, 편성규약의 목적과

내용, 편성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갈등사안에 대한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조정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실효적인 조항으로 구

체화할 필요가 있다.167)

편성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처럼 편성·취재·

제작 실무자의 대표로 구성되는 편성위원회를 소집하여 경영진과 협상을

벌이게 하는 것보다는 실무자와 경영진(또는 그 대리인인 책임자) 간의

협의체로 구성하는 것이 보다 직접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본다.

한편, 오스트리아의 공영방송인 ORF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위원

회(중재위원회)에서도 결정이 내려지지 못할 경우 법원에 이관되어 민사

소송법에 따라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ORF규약 제10조),168) 갈등

에 대한 해결과 객관적 기관에 의한 판단이란 측면에서 합리성이 인정되

므로 이러한 규정도 적절히 차용할 만하다고 본다. 다만 우리의 경우 법

원에 의한 종국적 갈등의 해결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단점을 감안

하여, 빠른 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당사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

에 관한 법률」상의 언론중재위원회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는 중재를 신

청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규율하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본다.

165) 노예원, 전게 논문, 64-65면; 심영섭, 전게 논문(“방송법 제4조 제4항의 편성규약 제

정의무의 실효성 연구 : 독일과 오스트리아, 한국의 방송편성규약 비교”), 230면.

166) 이택순, 전게 논문, 101면.

167) 노예원, 전게 논문, 65면 및 80면; 이택순, 전게 논문, 101면; 심영섭, 전게 논문(“방

송 편성규약과 경향성 보호 : 독일의 방송편성규약을 중심으로”), 233면.

168) 심영섭, 전게 논문(“방송법 제4조 제4항의 편성규약 제정의무의 실효성 연구 : 독일

과 오스트리아, 한국의 방송편성규약 비교”), 2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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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편집위원회 등) ①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는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간행물사업자를 대표하

는 편집위원과 취재 및 제작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

으로 구성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일반일간신문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편집규

약을 제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편집규약을 제정하는 경우 편집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편집위원회의 구성·권한·조직·위원의 임기·신분보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편집위원회의 자율성·독립성 및 공정성의 보장에 관한 사항

3. 편집위원회의 규칙 제정 등에 관한 사항

4. 편집의 공공성과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

5. 편집의 기본적인 원칙 및 지침에 관한 사항

6. 편집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으로서 양심에 반하는 취재 또는

제작에 대한 거부권에 대한 사항

7. 편집·취재와 관련한 윤리지침에 관한 사항

8. 편집책임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9. 편집방향의 심의·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0. 독자권익위원회의구성및운영, 독자의권익보호, 독자의견의반영에관한 사항

법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은 (구)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2005. 1. 27. 법률 제7369호)169) 제18조가 비교적 상

세한 여러 규율들을 두고 있었는바, 그 내용을 적절히 참고·차용할 만하

다고 본다.

※ (구)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2005. 1. 27.

법률 제7369호)

169)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2009. 7. 31. 법률 제9785호)로 새로 제정되기 전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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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OO조 (편성위원회 등) ① 공영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편성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영방송사업자를 대표하

는 편성위원과 취재 및 제작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편성위

원으로 구성한다.

③ 편성위원회는 편성·취재·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편성규약

을 제정하여야 한다.

④ 편성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편성위원회의 구성·권한·조직·위원의 임기·신분보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편성위원회의 자율성·독립성 및 공정성의 보장에 관한 사항

3. 편성위원회의 규칙 제정 등에 관한 사항

4. 편성·취재·제작의 공공성과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

5. 편성·취재·제작의 기본적인 원칙 및 지침에 관한 사항

6. 양심에 반하는 취재 또는 제작에 대한 거부권에 대한 사항

7. 편성·취재·제작 관련한 윤리지침에 관한 사항

8. 편성방향의 심의·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9. 갈등사안에 대한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조정위원회의 소집·구성·

결정 및 그 효력에 관한 사항

⑤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민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로 공영방송의 경우 입법안을 만들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 현행 KBS 편성규약 및 편성위원회에 대한 평가

현재 바람직한 형태로서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은 상세한 규정이 법

률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영방송사인 한국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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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KBS)에 나름의 편성규약과 편성위원회에 관한 규율이 있는바, 자

발적으로 그 규율이 제대로 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므

로, 이에 대해 분석·평가해 보기로 한다.

KBS의 편성규약은 2001. 1. 1.에 제정되었고, 2003. 11. 1. 한 차례 개

정되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2003년 개정된 편성규약은 총 2장 16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목적)는 “이 규약은 방송법 제4조 제4항에 의거하여, 내외의 부

당한 간섭과 압력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을 지키고 취재 및 제작의 자율성

을 보장함으로써 방송의 공정성 및 공익성을 실현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

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편성규약의 목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170)

‘취재 및 제작 책임자의 권한과 의무’가 제5조에, ‘취재 및 제작 실무

자의 자율성 보장’이 제6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 주요 내용은, 취재 및

제작 책임자는 실무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여 창의적인 취재 및 제

작 환경을 조성하고, 구체적인 취재 및 제작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

하지 않고(제5조 제2항), 취재 및 제작 책임자는 실무자의 취재 및 제작

내용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정하거나 실무자에게 불이

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제5조 제4항), 취재 및 제작 실무자의 자율성은

방송법이 정한 제반 기준 내에서 최대한 보장받고(제6조 제1항), 취재 및

제작 실무자는 편성․보도․제작상의 의사결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 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권리를 갖는다(제6조 제2

항). 또한 취재 및 제작 실무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

170) 이택순, 전게 논문, 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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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행하며, 자신의 신념과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프로그램의 취재 및

제작을 강요받거나, 은폐 삭제를 강요당할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

고(제6조 제3항), 취재 및 제작 실무자는 취재․제작된 프로그램이 사전

협의 없이 수정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 경위를 청문하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제6조 제4항), 취재 및 제작 실무자는 제작의 자율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 관련 결정에 대해서 알 권리와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제6조 제5항). 그리고 취재 및 제작 실무자는 업무수행 과정

에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받거나 자율성을 저해하는 제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편성위원회에 조정과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제6조 제6항)

라고 규정하여 실무자의 내적 자유를 비교적 잘 보장하고 있다.171)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편성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

고 있다.

편성위원회는 ‘본부별 편성위원회’와 ‘전체 편성위원회’로 구성하고(제

7조 제2항), 본부별 편성위원회는 취재 및 제작 업무의 특수성과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도본부, 제작본부, 라디오제작센터에 각 하나씩 총 3

개의 위원회로 운영하며(제7조 제3항), 각 본부별로 취재 및 제작책임자

와 실무자 대표 각 5인 이내의 동수로 구성한다(제8조 제1항).

편성위원회의 기능은 방송의 공적 사명을 다하고 방송의 독립성과 취

재 및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요사안에 대한 심의와 논의를

통하여 이견을 조정하는 데 있다(제9조). 그 주요 사안은 1. 방송의 공정

성 및 공익성의 훼손, 2. 편성․보도․제작 과정에서의 제작 자율성의 침

해, 3. 정기 개편 시 의견과 방향 제시, 4. 취재 및 제작 과정에서의 이견

이나 분쟁 발생, 5. 기타 방송업무와 관련한 각종 현안으로서, 방송의 내

171) 이병남, “방송사 내부의 언론자유 실천에 관한 연구_지상파 방송3사 노조의 공정방

송 활동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132-133면; 이택순, 전게 논

문, 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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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편성방향, 제작과정, 조정과정 등의 절차와 제작의 전 사안을 포함하

고 있다.

본부별 편성위원회는 매월 1회 정례 회의를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3

인 이상의 위원이 회의 개최를 요구할 경우 개최한다(제11조 제1항).

시정요구의 경우, 편성위원회는 편성규약 위반 및 취재․제작 실무자

의 자율성 침해에 대해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관련자에게 시

정을 요구하거나 재발 방지를 촉구할 수 있으며, 관련자는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제14조 제1항).

한편, 각 본부별 편성위원회에서 조정이나 해결이 되지 않은 사안은

전체 편성위원회에 상정하는데(제10조 제1항), 전체 편성위원회는 단체협

약에 의해 설치된 ‘공정방송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고(제10조 제2항),

전체 편성위원회의 기능과 운영방식은 단체협약의 ‘공정방송’ 관련 조항

에 따른다(제10조 제3항).172)

2003년 개정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편성규약에 대해 평가하자

면, 편성규약 제1조(목적)에 나와 있듯이 방송의 공적 책무 수행을 위해

내외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을 지키고 취재 및 제작

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 부응하는, 기본적으로 잘 만들어진

규율이라고 평가된다.

다만, 다음과 같은 한계도 존재한다.

우선, 편성위원회의 기능은 방송의 공적 사명을 다하고 방송의 독립

성과 취재 및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요사안에 대한 심의와

논의를 통하여 이견을 조정하는 데 있는데, 현행 한국방송공사의 편성규

172) 이병남, 전게 논문, 136면; 이택순, 전게 논문, 94-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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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에 의할 경우 한쪽에서 회의를 거부하거나 해태할 경우 조정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173)

그리고 편성위원회에서 갈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해결에 관한 사항(조정위원회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문제도 있다.

한편,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탄생하게 된 공정방송위원회가 전체편

성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하게 한 데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방

송위원회는 1980년대 탄생된 노사합의의 산물로서 제작자의 자율권 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협상에서 노동조합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역할

을 하였다. 반면 편성위원회의 목적은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

니라 오로지 제작자의 편성에 대한 자율권을 보호하여 프로그램의 공익

성을 지키는 역할과 다양한 의견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그 목적

이 있다. 따라서 편성위원회에서 조정이나 해결이 되지 않은 사안은 공

정방송위원회와는 다른 별도의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이곳에서 해결을

도모함이 타당하다고 본다.174)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편성규약을 체결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

다.175) 편성규약에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면서(제15조) 노동조

합이 편성규약의 체결주체가 되었으나,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은 노동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35조(일반적

구속력), 제36조(지역적 구속력)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이 확장되는

173) 심영섭, 전게 논문(“방송법 제4조 제4항의 편성규약 제정의무의 실효성 연구 : 독일

과 오스트리아, 한국의 방송편성규약 비교”), 225면; 이택순, 전게 논문, 98면.

174) 노예원, 전게 논문, 66면; 심영섭, 전게 논문(“방송법 제4조 제4항의 편성규약 제정

의무의 실효성 연구 : 독일과 오스트리아, 한국의 방송편성규약 비교”), 229-231면;

이택순, 전게 논문, 98면.

175) 박용상, 전게서(「표현의 자유」), 8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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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아닌 한 효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취재 및 제작 실무자 모두가 노동조합원인 것은 아닌

현실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176)

공정방송위원회가 전체편성위원회를 대신하고, 편성규약에 단체협약

의 효력을 부여한 것은, 편성위원회가 자칫 노동조합의 역할을 분할함으

로써 노동자의 힘이 분산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염려한 노동조합의 우

려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177), 편성위원회의 목적은 노조의 이

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제작자의 편성에 대한 자율권을 보호하

여 프로그램의 공익성을 지키는 역할과 다양한 의견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양자는 분리하여 별개로 규율하고 운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3. 민영방송

가. 민영방송과 공영방송의 차이

공영방송과 달리 민영방송은 시장의 논리에 맞추어 국가의 통제는 줄

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영방송에 대하여는 공영방송이 부담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공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보다는 경쟁을 촉진하고 시청자의

선호에 따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178)

독일에서도 민영방송은 ‘내적 다원주의’가 아닌 다수의 채널이 경쟁하

176) 이택순, 전게 논문, 99-100면.

177) 심영섭, 전게 논문(“방송법 제4조 제4항의 편성규약 제정의무의 실효성 연구 : 독일

과 오스트리아, 한국의 방송편성규약 비교”), 207면.

178) 노예원, 전게 논문, 10-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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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외적 다원주의’를 따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179)

나. 민영방송과 신문의 異同, 그리고 신방겸영 활성화

민영방송과 신문의 차이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공익성, 공정성, 다양성 등 방송의 의무로 요구되는 공적 개념에 근거

할 경우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된다.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도 민영방송

은 신문기업과 달리 공익적인 성격의 보편적 방송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민영방송은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고 과점을 형성함으로써 사회

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형성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

다.180) 방송은 신문과 달리 시설과 기술 투자에 비용이 많이 소모되고,

자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시장독과점 현상이 두드러질 수 있기 때문에 방

송기관 내부조직의 다원화와 민주화가 신문보다 강력히 요청되는 측면이

있다.181)

한편, 민영방송과 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유사점도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원래 방송을 가능하게 하는 전파자원은 희소하고

유한하다는 특수성이 있었으나,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다매체 다

채널, 방통융합, 방송의 디지털화 시대를 맞이하여 전파자원의 희소성·유

179) 심영섭, 전게 논문(“방송법 제4조 제4항의 편성규약 제정의무의 실효성 연구 : 독일

과 오스트리아, 한국의 방송편성규약 비교”), 209면.

180) 심영섭, 전게 논문(“방송법 제4조 제4항의 편성규약 제정의무의 실효성 연구 : 독일

과 오스트리아, 한국의 방송편성규약 비교”), 209면.

181) 허영, 전게서, 5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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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상당부분 극복하였다.

그리고 양 매체 모두 공영방송과 비교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의

논리에 맞추어 국가의 통제는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2009년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법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종전의

방송법 규정에 비해 방송사의 소유제한이 완화된 결과 대기업과 거대 신

문사의 방송사 소유제한 규정이 완화되었고182), 이에 따라 신방겸영이

활성화 되었다.

매체의 교차소유와 복수경영 등을 통해 신문자본과 방송자본의 경계

가 불분명하게 된 민영방송사(종합편성채널 포함)의 경우, 신문사와 마찬

가지로 다소나마 ‘경향기업’의 성격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인데, 다원적 의

사형성을 위하여 실질적인 경향성을 다소라도 허용하고자 한다면 국가의

통제는 줄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신방겸영 활성화는 양면성이 있어서, 독과점으로 흘러 다양한

182) 2009. 7. 31. 법률 제9786호 방송법 제8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독점

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중 자산총액 등 대

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

다)와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

신"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

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으며, 종합편성 또는 보

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

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전(2004. 3. 22. 법률 제7213호 방
송법 제8조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와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

한다) 또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진흥에관

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

계자를 포함한다)은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에 비

하여 소유제한을 완화하였다.

한편 2009. 7. 31. 법률 제9785호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도 제18조에서 대기업의

일반일간신문 소유제한에 관하여만 규정할 뿐, 종전과 달리 일간신문과 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업의 상호 겸영 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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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형성을 방해할 위험성 측면에서는183)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시킨다.

다. 소결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차이점을 고려하면, 민영방송에 대하여 공영

방송과 같이 편성위원회 및 편성규약을 강제하는 입법을 하는 것은 문제

가 있고, 뒤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위헌이라고 본다.

민영방송과 신문은 유사점도 있으나 차이점도 가지고 있는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따라서 민영방송의 경우 편성위원회 및 편성규약을 임의로 둘 수 있

다고 안내하는 정도의 규정을 법에 두고, 아울러 독일에서도 허용하고

있듯이, 방송면허 및 재면허 교부 시 편성위원회 및 편성규약 제도를 가

지고 있는 경우 가산점을 주도록 규정하는 것이 절절하다고 본다.

그러나 현행 방송법은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

고 모두 동등하게 방송의 공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민영 이원체계에서 편성규약을 체결할 의무를 공영방송에만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방송법 제4조 제4항은 공·민영 방송 모

두에 대해 이를 의무화하고 있다.184)

183) 다만, 장호순,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 규제완화에 관한 찬반론 분석”, 「언론과

법」 제7권 제1호, 2008, 137면 및 155-156면은 신방겸영이 활성화되어도 여론독과

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본다.

184) 노예원, 전게 논문, 65면. 이에 대해, 일종의 여론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업자의

등장을 예방적(vorbeugend)으로 제어하는 조치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심영섭, 전게

논문(“방송법 제4조 제4항의 편성규약 제정의무의 실효성 연구 : 독일과 오스트리

아, 한국의 방송편성규약 비교”), 213면 참조. 그러나 이 견해 또한 2009년 개정된

방송법에 미디어 다양성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민영

방송에 대한 편성규약 제정 의무화의 필요성이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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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기본권의 상충에 대해 실제적 조화의 원칙에 입각하여 과잉금지

의 방법에 따라 판단해보자면, 현행 방송법은 공영방송·민영방송을 가리

지 않고, 언론의 내적 자유 확보를 통해 언론의 공적 책무 수행을 위해

마련된 편성규약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데, 민영방송의 경우 기본적으

로 공영방송과 달리 다원성이 강조된 경쟁적 시장구조를 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건대, 언론기업 경영인의 편집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언론종사자의 편집권과의 사이에 적정한 비례를 유지하지 못하고 지나치

게 제한하게 되는바, 방송법 제4조 제4항에 있어 민영방송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임을 면하지 못하리라고 본다.

통신위원회 산하의 미디어 다양성 위원회가 의견의 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민영방송에 대한 편성규약 제정의무는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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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어

언론기관(언론매체, 언론사)은 보도의 자유를 향유하며, 공정하고 진

실한 보도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건전한 여론형성을 통해 민

주주의에 기여하는 공적 책무를 수행한다.

사회 규모가 커지고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생산되는 정보는 폭발적으

로 증가하였고, 그러한 정보를 하나의 상품으로 전달하는 언론매체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해 통상 일정 규모 이상으로 기업화하

였다.

그런데 기업화된 언론매체의 내부에서 언론기업 종사자들의 양심과

신념, 자율성 등이 언론기업의 경영인(발행인)으로부터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언론의 내적 자유(편집권)가 논의

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편집권의 주체가 누구인지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는 언론기업

종사자들이 그 주체임은 분명하다 하겠으나, 언론기업의 경영인 또한 언

론의 자유, 영업의 자유 등을 향유하고, 한편 편집권은 언론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의 한 내용이므로, 언론기업의 경영인에게 인정되는 편집권

을 일방적으로 희생시켜서는 안 되고, 결국 양자의 편집권을 조화롭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양자의 기본권 충돌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방안으로 독일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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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아에서는 편집규약 및 편성위원회 제도를 활용하였는데, 언론종사

자와 언론경영인 양자 간에 자유롭게 체결한 편집규약 및 편성위원회를

통해 기본권 충돌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은 물론일 것이나, 그것이

언론기업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되지 않을 때 국가권력이 어느 정도

로 개입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바, 적극적인 개입은 언론의 자유 침해라

는 중대한 위헌 문제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고, 필요최소한

한도 내에서 합헌적인 입법을 통한 개입이 긍정될 수 있다.

기본권 충돌의 해결책으로서 편집규약 및 편집위원회 제도를 입법적

으로 강제하는 것이 합헌적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는, 헌법재판소가 ‘반론

보도청구권과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사건’(헌법재판소 1991. 9. 16. 89

헌마165 결정) 등에서 제시한 기준(실제적 조화의 원칙에 입각하여 ‘과잉

금지’의 방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이 때, 모든 매체가 똑같은 것이 아니라 신문과 방송(공영방송, 민영

방송) 등 각 언론매체는 매체마다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각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신문의 경우, 기본적으로 경향기업으로서 사주(언론경영인)의 경향성

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사주의 경향을 보장하여

도 자본주의적 자유시장경제질서 하에서 심각한 독과점이나 여론지배가

형성되지 않고 언론의 자유가 추구하는 민주적 원리인 다원적 의사형성

(외적 다양성)이 유지되는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 따라서 언론

의 내적 자유 보호를 위한 편집규약 및 편집위원회를 입법적으로 강제하

는 것은, 언론기업 경영인의 편집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언론종사자의 편

집권과의 사이에 적정한 비례를 유지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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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위헌적 입법이 될 것이며, 최대 “편집규약 및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정도로 안내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비추어 보

면 현행 신문법은 합헌적인 입법이라고 본다.

반면, 방송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파의 희소성·유한성 및 막대한 자

본이 소요되어 시장 진입에 물리적 한계가 있어 외적 다양성 확보가 어

렵기 때문에 공정성과 공익성 등 방송의 공적 책임이 더욱 고려될 수 있

다.

그 중 공영방송은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할 의무의 이행을 위해 설립된 공법인으로, ‘국영방송’도 아니고 ‘민영방

송’도 아닌 ‘국민의 방송’으로서 언론의 공적 책무를 보다 충실히 이행하

기 위해서 언론종사자의 내적 자유와 언론 매체의 자유와의 기본권 상충

에 있어 조화로운 해결방법으로서 편집규약 및 편성위원회를 입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합헌적인 테두리 내에서 가능하다고 본다. 즉 그 어떤 매

체보다 언론의 공적 책임을 보다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공

영방송의 역할에 비추어 보건대, 그러한 입법적 강제가 비록 언론기업

경영인의 편집권을 다소 제한하기는 하나 그 제한의 정도가 언론종사자

의 편집권과의 사이에 적정한 비례를 유지하므로 합헌인 것이다.

그러나 민영방송은 공영방송이 부담하는 정도의 공적 책임을 지게 하

는 것보다는 다수의 채널이 경쟁하는 외적 다원주의를 따르고 국가의 통

제는 최소한에 그치는 것이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 다만, 신문과 달리

공익적인 성격의 보편적 방송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시장독과점

의 폐해가 보다 강력할 수 있으므로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 이러한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한다면 민영방송



- 97 -

편집규약 및

편집위원회 제도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의 위헌 여부

바람직한 입법모델

신문 위헌
- 최대 “편집규약 및 편집위원

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

의 경우 “편성위원회 및 편성규약을 둘 수 있다.”고 임의규정을 법에 두

는 동시에 방송면허 및 재면허 교부 시 편성위원회 및 편성규약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가산점을 주도록 규정하는 것이 절절하다고 본다. 이

를 넘어 편성위원회 및 편성규약 제도를 입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공

영방송과 달리 기본적으로 다원성이 강조된 경쟁적 시장구조를 추구하고

있는 민영방송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건대, 언론기업 경영인의 편집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언론종사자의 편집권과의 사이에 적정한 비례를 유지하

지 못하고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바, 위헌이라고 본다.

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행 방송법은 공·민영 이원체계의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동일하게 방송의 공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 문

제이다. 양자의 차이점을 감안하여 이원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

고, 특히 공영방송에 있어서는 편성규약 제정을 방송사업자와 편성제작

실무자 사이의 합의를 통해 제정토록 의무화하고, 편성규약의 목적과 내

용, 편성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 구성, 역할, 효력 등에 관하여 상세히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상의 논의 결과를 간략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3] <위헌성 판단 결과 및 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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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규약 및

편집위원회 제도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의 위헌 여부

바람직한 입법모델

공영

방송
합헌

제OO조 (편성위원회 등) ① 공영방송

사업자는 편성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편성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공영방송사업자를 대표하는 편

성위원과 취재 및 제작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편성위원으로 구성한

다.

③ 편성위원회는 편성·취재·제작의 자율

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편성규약을 제정

하여야 한다.

④ 편성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편성위원회의 구성·권한·조직·위원의

임기·신분보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편성위원회의 자율성·독립성 및 공정

성의 보장에 관한 사항

3. 편성위원회의 규칙 제정 등에 관한

사항

4. 편성·취재·제작의 공공성과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

5. 편성·취재·제작의 기본적인 원칙 및

지침에 관한 사항

6. 양심에 반하는 취재 또는 제작에대한

거부권에 대한 사항

7. 편성·취재·제작 관련한 윤리지침에

관한 사항

8. 편성방향의심의·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9. 갈등사안에대한조정을목적으로 하는

조정위원회의 소집·구성·결정 및

그 효력에 관한 사항

⑤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

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민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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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규약 및

편집위원회 제도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의 위헌 여부

바람직한 입법모델

민영

방송
위헌

- “편성위원회 및 편성규약을 둘 수

있다.”고 임의규정을 법에 두는 동시에,

- 방송면허 및 재면허 교부 시

편성위원회 및 편성규약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가산점을 주도록 규정화

한편, 국회의원 162인이 2016. 7. 21.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심사 중인데, 그 내용을 보면, 방송사업자는 편성

위원회의 제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

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편성위

원회가 보도·제작·편성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정 또는 개정한 방송편성

규약을 공표하고 준수하여야 하며(안 제4조 제3항부터 제5항), 사내 구성

원 중에서 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5명, 취재·제작·편성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으로 구성되는 편성위원회는 편성규약의 제·개

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방송사업자의 편성규약 준수에 관한 사항,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및 제작의 자율성 침해에 관한 사항, 시청자위원회 위

원 추천을 심의·의결하고(안 제4조의2 신설),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

시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과 그 준수 여부, 편성위위원회의 설치 및 의

결사항 준수 여부를 심사항목으로 추가하였는바(안 제17조 제3항 제7호

및 제8호 신설), 이러한 개정안의 내용들이 최종적으로 입법화가 될지,

심사과정에서 변경·삭제·추가 등으로 얼마나 변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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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otection of the Internal

Freedom of Expression

of the Media:

The Scope of Protection

of Different Types of Media

This paper discusses the protection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internal to the media, focusing on different types of traditional forms

of media.

According to a survey conducted by the Committee for the Korean

Press in the 2000s, the factors that undermine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the media in Korea are as follows, in the following

order : (1) the owner or CEO of the media company, (2) the

executives of the media company, (3) the competition between

different types of media, (4) large advertising clients, and (5) the

government. As indicated by this survey, the conscience, beliefs, and

autonomy of the journalists in media companies might be influenced

or restricted by their CEOs from the very inside of today’s

commercialized corporate media, rather than by the government,

which has traditionally been considered as a primary factor lim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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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nfringing the freedom of the press. The discussion on the

‘internal freedom of the media’, which has also been discussed in

terms of the ‘editorial independence’, comes down to the issue of

whether or not journalists may insist on their freedom of expression

against their own CEOs or other executive officers in the context

described above.

In general, however, an increase in journalists’ freedom of

expression inside a media company diminishes the CEOs’ freedom of

expression and authority for the management, placing the two in

conflict. The fundamental rights recognized for the CEOs or

managing executive officers should not be disproportionately

sacrificed, and it is reasonable to acknowledge the fundamental rights

of both journalists and the managing corporate authorities in a

balanced manner. Germany and Austria have used editorship statutes

and editorial boards to resolve such conflicts between the fundamental

rights of both parties in a harmonious way.

When it comes to the conflicts in the fundamental rights of

journalists and CEOs, it would, of course, be appropriate to resolve

these through editorship statutes or editorial boards duly established

and acknowledged by both parties. However, if such measures do not

work autonomously inside a media company, the issue arises as to

the extent to which the government might intervene. Since

aggressive intervention might bring about serious issue of

unconstitutionality, which is a violation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it may not be allowed. A minimal level of constitutional intervention,

based on the legislation within the required boundaries, may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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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ed in a positive light.

When reviewing whether or not it is constitutional to statutorily

mandate editorship statutes and editorial boards as the solutions to

resolve the conflicts in the journalists’ and the CEOs’ fundamental

rights, it is appropriate to consider the criteria, including the method

of ‘prohibition of excessiveness’ based on the principles of practical

harmony, set forth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case of a conflict between the right to request rebuttal

and the freedom of the press’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issued on September 16, 1991, 89HUN-MA165).

In doing s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and form of media

need to be analyzed individually, since not all media are the same in

this regard; each has its own characteristics and the market structure

differs depending on and applicable to the type of media. For

example, in the case of newspaper companies, the nature of their

political orientation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and any problems

maintaining pluralistic opinion formation (external diversity), a

democratic principle pursued by the freedom of the media, must be

considered should the owner’s political orientation be guaranteed. For

broadcasting, on the other hand, a problem entail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carcity of channels and the public responsibility of the

broadcaster. In the case of public service broadcasting, its uniqueness

in having to satisfy the obligations of communicating the media’s

responsibility to the public more faithfully must be considered. In the

case of commercial broadcasting, its differences from public service

broadcasting, its similarities to and differences from newspaper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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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re active cross-ownership of broadcasting and newspaper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As demonstrated above, in exploring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internal freedom of the media and the ways to achieve such

protection, this paper has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of

media, reviewed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orily mandating

editorship statutes and editorial boards, which simultaneously amounts

to a judgment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ultimately aimed to come up with an appropriate legislative

model for each type of media.

Keywords : internal freedom of the media, editorial rights,

conflict in fundamental rights, editorship statutes,

editorial boards, company of political orientation,

external diversity, scarcity of broadcasting channels,

media’s responsibility to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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