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법학석사 학위논문

집회의 자유 실현과정에서의 평등

- 소수자의 접근성을 중심으로 -

2020년  0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헌법전공

김 석 현



- ii -

집회의 자유 실현과정에서의 평등

- 소수자의 접근성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이  우  영

이 논문을 법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헌법전공

김  석  현

김석현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0년   01월

위 원 장 송 석 윤 (인)

부위원장 이 우 영 (인)

위 원 전 종 익 (인)



- i -

국문초록

집회의 자유는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

권으로 민주사회에서 필수불가결한 기능을 한다. 집회의 개념에는 공동

의 의사표명이라는 주관적 요소가 포함되며,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는 평

화적 집회이다.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과 민주주의에의 기여라

는 헌법상 의의를 가지는데, 특히 언론이나 출판 등의 표현 수단에 접근

하기 어려운 소수자들이 고립되지 않고 그들의 의견을 육성으로나마 표

현할 수 있게 보장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본권이다.

헌법상 기본권도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공의 안녕

질서와 타인의 법익과의 조화를 위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집회 및 시

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에 대한 보장과 제한 전반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침해로부터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미비하며 집회에 대한 제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집회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집회의 내용에 대한 규제는 극히 예외

적인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집회의 방법에 대한 규제는 타인의 법

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와의 조화를 위해 어느 정도 허용될 수는 있으

나, 집회에서는 표현방식과 집회의 내용을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사전신고제를 운

용하고 있는데, 위헌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으나 헌법상 금지되는 허가

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다만 과도한 신고내용이나 사후규제를 담고 있

는 현행 사전신고제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집회의 자유가

공동의 의사표명을 그 목적으로 두기 때문이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연

구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이해에도 도움을 준다. 집회의 자유와 평등 간

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표현의 자유와 평등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

구를 살펴본다.

액세스권은 언론매체에 대해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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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이다. 국가와 국민이 아닌, 언론기관과 개인 즉 사인 간의 힘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 실현과정에서의 평등을 보장하는

권리이다. 반면 표현의 자유의 보장을 주목적으로 두고 있는 국제인권단

체인 ‘ARTICLE 19’에서 마련한 캄덴원칙(Camden Principle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Equality)은 표현의 자유와 평등이 상호보

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집회의 자유에 대해 소수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

다. 우선 현행 신고제도는 집회를 진행하고자 하는 장소의 관할 경찰관

서에 집회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상징

적 의미를 가지는 장소에서 집회를 진행하기 위해선 두 번 이상 상경해

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소수자에게 이러한 불편함은 집회 주최에 있어

서 큰 장애가 된다. 주거지 관할 경찰관서에서 집회 신고를 할 수 있도

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장소 제한 규정도 소수자들에

게 과도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발전시킨 공적광장이

론은 장소의 특성을 분류하고 각 장소에서 가해지는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심사기준을 달리 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집회의 성공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집회 장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집회 장소나 규모에 무관하게 일률적인 제한 기준을

정할 경우 소수집회는 수만 배에 이르는 대규모 집회와 똑같은 제한 기

준을 적용받게 된다. 모든 장소에서 집회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인원수

와 같은 객관적 기준을 통해 예외적 제한을 가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소수집회는 대규모 집회에 비해 그 의사전달력이 미약하다. 각 지방

경찰청은 신고된 집회를 홈페이지에 공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교통생활

및 일상생활 중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신고 항목 중 하나인

집회 목적을 함께 공표한다면 소수집회가 대규모 집회와 동등한 전달력

을 가질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논의가 발생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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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한으로부터 자유

롭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어 최근에는 변형된 1인 시위가 등장하였다. 변

형된 1인 시위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제한해야 하는지

에 대해 이견이 있는데, 변형된 1인 시위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할 수 없

는 소수자들에게 매우 효율적인 의사표현의 수단이다. 대규모 단체들이

집회에 대한 제한을 피하기 위해 사용할지라도,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적은 1인 시위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지나치게 경계할 필요

는 없다.

집회의 자유 보장에 대한 연구는 무조건적 보장 또는 일괄적·전면적

제한이라는 이분법적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집회의 자유에 대해 심층

적으로 연구하고 집회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만

집회의 자유를 진정으로 보장하는 법제를 마련할 수 있다. 이 글이 소수

자와 다수자 사이에 나타나는 집회의 자유 불균형의 문제를 조명하고 집

회의 자유의 보장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들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주요어 :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평등, 액세스권, 캄덴원칙, 공적

광장이론

학 번 : 2018-29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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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대상과 목적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1항은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천명하

고 있다.1) 「세계인권선언」 제20조 제1항2)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에 관한 국제규약」 제21조3)에서도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

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때의 대규모 촛불집회 이후 우리 사회에서 집

회는 중요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수단으로 떠올랐다. 국민들은 집회를 통

해 직접적으로 의사표현을 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한다.

정치권에서는 집회의 발생에 주목하고 그 내용에 대해 의견을 표하거나

응답하는 등 집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었다. 집회 문화가 성숙해지

고 있어 민주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으며, 대규모 집회나 불법집회

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식도 친인권적으로 발전해가고 있다.4)

1) 「대한민국헌법」 제21조 :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를 가진다.

2) 「세계인권선언」 제20조 제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UDHR(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rticle 20 : ①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1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rticle 21 : The right of
peaceful assembly shall be recognized. No restrictions may be placed on the
exercise of this right other than those imposed in conformity with the law
and which are 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in the interests of national
security or public safety, public order (ordre public), the protection of public
health or morals 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4) 경찰은 한국형 대화경찰관 제도를 도입하여 정보기능과 경비기능에 대화경찰관을
두고 집회현장에 출동시킴으로써 집회 참가자와의 쌍방형 소통을 도모하고 있으
며,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는 인권보호관을 둠으로써 집회 현장에서 집회 참가
자로부터 인권침해 등 이의제기를 수집하고 있다. 또한 살수차의 원칙적 미배치,
헬기의 저공비행을 통한 해산 및 테이저건, 다목적발사기 사용의 금지 등 여러
개선책을 도입하였다. [경찰청 보도자료, “경찰청 ‘진상조사위원회 보고회’ 개최”,
경찰청 진상조사위원회 실무지원팀 (2019 .07 .26), 4.]; 이외에도 경찰개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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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규모집회나 폭력집회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수단이 없어 그

예방이나 중단이 불가능하다는 우려도 있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대규모

집회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정치인이 나서서 집회를 주도

하기도 한다. 수차례 반복되는 같은 내용의 대규모 집회는, 여론형성이나

정치권·언론에의 접근이라는 목표가 이미 달성되어 더 이상의 긍정적 효

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반면 사회적 비용이나 갈등의 심화, 국민의 피

로감 증대와 같은 부작용은 극대화되고 있다.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바람직하며 계속 이어나가야하지만, 그 방향에 따라 공권

력이 약화되고 집회의 자유의 본질을 흐리는 결과로 이어질지, 집회의

자유 보장이라는 결과로 이어질지가 결정된다.

민주주의가 발전해감에 따라 공정과 평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

아지고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실현에

있어서도 평등은 중요한 개념이다. 특히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 중

에서도 언론이나 출판에 기댈 수 없는 소수자들에게 큰 의의가 있다. 국

민들의 공감대를 불러 일으킬만한 영향력이나 정치권·언론에 접근할 수

없는 소수자들이 육성으로나마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

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이다. 표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해 보충적

기능을 가지는 집회의 자유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접근 가능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현재 집회의 자유는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한 단체들에게 독점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집회의 자유 보장방안을 개선함에 있어 국가와 국민의 관

계에 초점을 맞추고 집회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보장과 제한을 주 연구

대상으로 삼아왔다. 특히 대규모 집회와 폭력집회에 대한 친인권적 대응

을 지향점으로 두고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수자들이

집회의 자유를 실현함에 있어 차별 받지 않고 다수자들에 견줄 수 있는

접근성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연구해보아야 할 것이다.

의 권고에 따라 집회 접수 업무를 정보과에서 민원실로 이관하여 헌법상 금지되
는 허가제의 운용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친인권적인 집회 보장을 위한 개
선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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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의의와 실현과정에서 평등

추구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소수자들이 집회의 자유에 접근하기 어려운

이유와 개선 방안에 대해 연구한다.5)

제 2 절 구성 및 기대효과

집회의 자유 실현과정에서의 평등을 논하기 위해서는 집회의 자유의

내용과 헌법상 의의를 살펴보아야 한다.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표현의 자유 실현과정에서의 평등에 관한 이론들을

살펴봄으로써 집회의 자유 실현과정에서의 평등의 중요성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소수자들이 집회의 자유에 접근하기 힘든 이유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개선을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를 알아본다.

제2장 제1절에서는 집회의 자유의 일반론을 다룬다. 먼저 집회의 개

념을 다루는데, 특히 집회의 주관적 구성요소 중 ‘공동의 목적’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관계를 달리 보게 된

다. 다음으로는 집회의 자유의 전제로서 평화적 집회가 무엇을 의미하는

5) 통상적으로 ‘소수자’는 사회적 약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성별, 사회
적 신분, 경제적 지위, 장애 여부 등에 의한 사회적 영향력의 차이는 분명하며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접근성과 전달력도 크게 차이날 것이다. 그러나 다수결의 원
칙을 논함에 있어 존중받아야 하는 ‘소수의 의견’은 반드시 사회적 약자를 의미
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약자가 아니더라도 안건에 따라 누구든지 소수자가 될
수 있는데, 자신의 이익을 사수하기 위한 집단행동이 이기주의로 비춰지기도 한
다. 마찬가지로 ‘평등’은 통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기능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지만 평등의 주체는 모든 국민이다.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
글에서 ‘소수’라고 지칭하고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은 특정 사회
계층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표현의 수단이 없고 대규모 집회를 주최할
여력이 안 되는 이들을 지칭한다. 소수 집회가 아닌 ‘소규모 집회’로 표현할 경우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겠으나, 비록 소규모 집회라 할지라도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접근성이나 전달력은 상당할 수도 있다. 객관적이지 않은 지표를 통해 집회
를 구별하고 보장의 정도를 달리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자의적인 집회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규모’에 따라 제한을 달리할 것을 함께 주
장하고 있지만, 그 취지는 집회가 최후의 수단이 되는 이들의 집회의 자유를 실
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소수 집회’라고 표현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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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집회의 자유의 내용과 법적 성격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집회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를 개인의 인격발현과 민주주의에의 기여

로 나누어 설명하고, 소수자들에게 중요한 기본권임을 이해한다. 집회의

자유가 수행하는 정치참여 기능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가야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시한다.

제2장 제2절에서는 집회의 보장과 제한에 대한 전반의 내용을 담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법률 제13834호, 2016. 1. 27. 일부개

정, 2017. 1. 28. 시행, 이하 집시법)의 내용을 살펴본다.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는 실정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집회의 자유를 보

장·제한하는 규정을 살펴봄으로써 집회의 자유 실질화를 위한 개선방안

은 무엇인지, 소수자들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제한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 집회의 자유에 가해질 수 있는 제한의 한계와, 「집시법」을 통

해 운용되고 있는 사전신고제의 특성을 통해 현행 집회관리제도의 위헌

성과 개선가능성을 설명한다.

제3장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집회

의 자유도 집단의 의견표명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집회의 자유에 대해 이해해볼 수 있다.

제1절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평등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표현의 자유

실현과정에서의 평등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제3장 제2절에서는 액세스권을 다루고 있다. 액세스권은 언론매체에

일반인이 접근하는 권리를 말하는데, 표현의 수단인 언론에 대해 국가나

언론기관이 아닌 일반인의 접근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액세스권에

대한 논의는 표현의 자유와 평등의 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제3장 제3절에서는 국제인권단체 ‘ATRICLE 19’이 마련한 캄덴원칙

(Camden Principle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Equality)을 소개한

다. 캄덴원칙은 표현의 자유와 평등의 상호보완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특히 캄덴원칙 제2장은 다원주의와 평등을 위한 정책의 마련을

강조한다.

제4장에서는 소수자들이 집회의 자유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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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과 그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제1절에서는 신고제도에 의한 불편함을

설명하는데, 현행 신고제도는 집회 장소 관할 경찰관서에 집회·시위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에서 상경하여 집회를 주최하고자

하는 이들은 번거로움을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불편함은 특히 소수자들

에게 크게 작용한다. 주거지 관할 경찰관서에서 집회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제2절에서는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장소를 설정함에 있어

인원 별 차등을 둘 것을 제안한다. 집회의 성공 여부는 집회 장소와 밀

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집회의 규모에 무관하게 일률적인 금지 또는 제

한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집시법」은 소수자들에게 가혹한 기준을 제

시하고 있다. 장소의 특성을 분류하여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심사기

준을 달리 정하고 있는 미국의 공적광장이론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에서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장소를 세분화하고 집회 규모에 따라

제한을 달리 정할 것을 제안한다.

제3절에서는 대규모 집회에 비해 집회 내용의 전달력이나 파급력이

미약한 소수 집회의 특성에 집중하여, 신고된 집회 목적을 각 지방경찰

청에서 공표할 것을 제안한다. 각 지방경찰청에서는 교통 및 생활 정보

안내를 위해 신고된 집회를 공표하지만 오로지 인원과 장소, 일시에 대

한 정보만 제공한다. 「집시법」에 따른 신고 항목 중 하나인 집회목적

을 함께 공표함으로써 사전신고에 대한 동기부여를 높이고 소수 집회의

전달력을 향상시키며 토론의 장 마련이라는 집회의 의의를 실현할 수 있

다.

제4절에서는 1인 시위에 대한 태도를 다룬다. 1인 시위는 「집시법」

에 의해 규율되지 않아 그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운데, 이러한 이점을 활

용하기 위해 변형된 1인 시위가 등장하였다. 변형된 1인 시위를 「집시

법」상의 집회로 보고 규율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는데, 1인 시위

는 대규모 집회를 주최할 수 없는 소수자들의 효과적인 의사전달 방식이

며, 집회에 비해 공공의 안녕질서에 미칠 영향이 적다는 점에서 그 표현

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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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집회의 자유의 일반론을 살펴보고, 표현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선행 논의들을 통해 집회의 자유 실현과정에서의 평등의 중요성을

도출해낸 후, 소수 집회 보장 방안을 탐색하는 순으로 논지를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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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집회의 자유

제 1 절 집회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

Ⅰ. 집회의 자유의 내용

1. 집회의 개념

우리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천명하고 있으며 「집시법」

은 집회의 보장과 제한에 관한 전반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헌법

이나 「집시법」에서는 집회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있지 않다. 「집시

법」 제2조6)에서 ‘옥외집회’에 대해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

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특히 옥외집회의 형태

중 한 가지로 ‘시위’에 대해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

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

을 가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7) 집회의 개념에 대한 이해

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2.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
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
다. (이하 생략)

7)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는 서술하고 있으나
시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집시법」에서는 집회와 시위를 구별하는
듯 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집시법」 제1조, 「집시법」 제10조 단서,
「집시법」 제15조에서는 집회와 시위에 대한 규제를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집시법」 상 시위의 개념을 토대로 보았을 때 시위는 집회의 방법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시위도 집회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는 점에서 시위와 집회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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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집회의 자유와 그 헌법적 의의, 나아가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1) 헌법재판소, 대법원, 입법자의 태도를 통해 살펴본 집회의 개념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상 '집회'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

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심판에서 "일반적으로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여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

하는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고, 그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 관계'로

족하다."고 판시하면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면 위와 같은 의미에서 「집시법」 상 '집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추

론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집회'의 개념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하여 헌법소원을 기각한 바 있다.8)

대법원은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특정한 목적 아래 일시

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하였다.9)

반면 「집시법」 제6조 제1항은10)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자에게 신

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신고내용으로는 목적, 일시(필요한 시간을

이한 개념으로 구별할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0헌가2,
2012헌가13 전원재판부 결정.]

8) 헌법재판소 2014. 1. 28. 선고 2011헌바174, 282, 285, 2012헌바39, 64, 240 전원재
판부 결정.

9)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도2528 판결.
1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 ①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
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
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
방경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
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3. 장소
4.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
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각 목 생략)
5.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6.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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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다), 장소, 주최자,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시위의 경우 그 방법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집회의 구성요소에 대한 입법자의 의도를 유추

해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태도, 그리고 「집시법」이 집회 주최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신고내용을 보았을 때, 집회의 핵심 구성요소로는 '공동

의 목적', '동일한 시각', '동일한 장소', '다수의 인원 수'가 있으며 집회

에 대한 학계의 정의도 위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11). 이 중 ‘공동의 목

적’과 ‘다수인’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2) 집회의 주관적 요소로서 ‘공동의 목적’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개념에 대해 “그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

관계’로 족하다”고 설명하였다.12) 내적인 유대 관계가 없는 우연한 군집,

예를 들어 공원에 나온 사람들이나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을 집회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집회의 주관적 요소로서 공동의 목적이 ‘내적인 유

대 관계’만으로 족한지, 또 다른 요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

린다.13)

최광의설은 내적인 유대 관계만으로 충분하다고 하여 집회의 개념을

가장 넓게 보는 견해이다.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며, 민주주의의 실현뿐만 아니라 존엄성 실현, 공동의 인격발현도 함

께 보장하는 기본권임을 근거로 제시한다. 다중이 함께 모이는 자유를

11) ‘집회’ 정의의 예시로는, “다수인이 일정한 장소에서 공동목적을 가지고 회합하
는 일시적 결합체”, [성낙인, 헌법학(제19판), 법문사 (2019), 1207.]; “공동의 목적
을 가진 다수인의 일시적 모임”, [한수웅, 헌법학(제7판), 법문사 (2017), 801.]; “2
인 이상의 다수인이 의사표현을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 [양건, 헌법강의(제8판), 법문사 (2019), 758.];“집회는 다수인(3인 이상)이 공
동의 목적을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모이는 것”, [장영수, 헌법학
(제9판), 홍문사 (2015), 683.].; “집회의 자유란 공동의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자
발적으로 일시적인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자유”, [허영, 한국헌법론(전정제13판),
박영사 (2017), 615면.]

12)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7헌바22 전원재판부 결정.
13) ‘공동의 목적’의 의미에 대해 최광의설, 광의설, 협의설, 최협의설 4가지 견해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한다. [강태수, “집회의 자유와 ‘허가’의 의미에 관한 고찰”,
헌법재판연구 제4권 제1호 (2017. 6), 10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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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는 것이며14), 개인의 고립을 방지하는 기본권이므로15) 불필요한

요소를 덧붙여 기본권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광의설은 ‘공동의 목적’이란 내적인 유대 관계와 함께 집단의 의사 표

명이라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동시에 같은

장소에 모인 다중이 그들의 의사를 외부에 표현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

을 집회라고 본다. 언론·출판의 자유와 함께 규정되어 있는 조문체계를

근거로 집회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의 하나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16)

협의설은 내적인 유대 관계, 집단의 의사표명에 더하여 그 내용이 공

적·정치적 사안일 것까지 요구한다. 종교적, 문화적, 상업적 모임 등은

헌법상 다른 기본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는 것이다.

판단컨대, ‘공동의 목적’이란 내적인 유대 관계와 함께 집단의 의사를

표명할 목적도 그 의미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광의설을 따

를 경우 집회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데, 예를 들어 축구팀의 열성

응원단17)을 집회로 보게 된다. 최광의설의 근거 중 하나는 집회의 자유

가 타인과 어울리고 교류하면서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활동하는 것

자체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사표명의 목적이 없는 모임은 헌법

상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나

아가 모임의 목적에 따라 종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으로 보장

받을 수 있다. 최광의설은 의사표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모임도 집회

로 봄으로써 집회의 자유의 보장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것이다.18) 그러

나 의사표현을 목적으로 두지 않아 일반 대중과의 충돌 가능성이 낮은

모임들은 그 제한의 필요성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집회로 볼

경우 불필요한 제한이 가해질 수 있어 최광의설을 따를 실익이 적다. 물

14) 한수웅, 헌법학(주11), 802-803.
15) 강태수, “집회의 자유와 ‘허가’의 의미에 관한 고찰”, 11.
16) 김하열, 헌법강의, 박영사 (2018), 492.
17) 한수웅 교수는 최광의설을 취하면서, 단순히 축구경기를 관람하는 관중은 ‘정신
적 유대관계’가 없어 집회라 볼 수 없으나 축구팀의 열성응원단의 경우 집회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수웅, 헌법학(주11), 802, 각주1.]

18) 강태수, “집회의 자유와 ‘허가’의 의미에 관한 고찰”,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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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집회의 자유는 의사표현을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격발현도 그 보호범위로 두고 있으나,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

항에 언론·출판의 자유와 함께 규정되어 있는 조문체계를 고려할 때, 여

기서의 인격발현은 구체적으로는 개인이 내적으로 형성한 의사를 타인에

게 전달·수용·공감·반박·재형성함으로써 달성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 즉, 집회의 자유는 의사표명을 통해 달성되는 인격발현을 보장하는

것이며, 축구팀의 열성응원단과 같이 의사표명이 아닌 취미 등의 활동을

통해 달성되는 인격발현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야 한

다.19) 반면 협의설의 경우, 공적·정치적 사안이 가장 탄압받기 쉬운 주제

로서 보장의 필요성이 크다고는 하나 다른 주제의 집회를 기본권으로 보

장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그 논거가 부족하다.

3) 집회의 구성요소로서 ‘다수인’

다수인의 의미에 대하여 2인도 다수인에 포함된다는 2인설20)과 3인

이상이 모여야 다수가 된다고 주장하는 3인설이 있다. 3인설은, 집회는

여론형성이라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므로 3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특히 ‘공동의 목적’에 대해 광의설을 취하는 경우 3인이 다수인

의 하한선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21). 비록 집회의 구성요소인 ‘공동의

목적’이 집단의 의사표현이라는 표지를 포함하고 있을지라도 이는 2인만

으로도 달성 가능한 내용이다. 집회 현장에서 바로 여론이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이를 궁극적인 목표로 두기만 해도 집회의 개념에 해

당한다는 점에서 3인 이상만을 집회로 보아야 할 이유는 없다. 대법원은

19) 광의설을 따르는 의견으로는, [이세주, “집회의 자유 보장과 제한에 대한 헌법적
검토 :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타난 집회의 자유 보장과 제한을 중심으로”, 법학연
구 제28권 제3호 (2018. 9),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71].; [김종철, “집회의 자유
와 입법자 및 경찰권”, 헌법학연구 제15권 제3호 (2009. 9.), 43.]; [허영, 한국헌법
론(주11), 618.]

20) 이준일, 헌법학강의(제6판), 홍문사 (2015), 543.; 전광석, 한국헌법론(제13판),
집현재 (2018), 380.; 김하열, 헌법강의(주16), 492.

21) 장영수, “집회의 자유의 본질과 복면집회의 헌법적 문제점”, 헌법학연구 제22권
제3호 (2016.9.), 301.; 김종철, “집회의 자유와 입법자 및 경찰권”(주19), 36, 각주
3.; 김학성, 헌법학원론(전정제3판), 피앤씨미디어 (2019),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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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특정한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

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 그 모이는 장소나 사람의 다과에 제한이

있을 수 없다”, “2인이 모인 집회도 위 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고 하여

2인설을 취하고 있다.22)

2. 집회의 자유의 전제로서 평화적 집회

기본권으로서 보장받는 집회는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집회다. 명

문으로 나타나있지는 않으나 「대한민국헌법」과 집회의 자유에는 평화

유보원칙이 내재되어 있으며,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23)도 이러한 원칙을 확인하고 있다.24) 「세계인권선언」과 「시민

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도 ‘평화적’ 집회라고 언급하고 있

다. 헌법재판소는 “사람이나 물건에 대하여 공격적으로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집단적인 폭력을 사용하여 의견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적으

로 보호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25)

평화를 해치는 집회는 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집회의 특성상

진행과정에서의 작은 충돌이나 대중의 불편함은 불가피하다. 헌법재판소

는 “평화적 집회 그 자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침해로서

평가되어서는 아니 되며, 개인이 집회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

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반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에 대한 위험

은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

되어야 한다.”고 하여 집회의 진행과정에서 일반대중의 불편함이 발생하

더라도 평화적 집회는 보장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26) 집회의 자유

22)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2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24) 강태수, “집회의 자유와 ‘허가’의 의미에 관한 고찰”, 16.
25)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83 전원재판부 결정.
26)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83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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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에 의해 발생하는 불편함은 ‘민주주의 비용’인 것이다.27)

집회의 개념에는 다수인이라는 구성요소가 포함되며 집회는 여럿이

함께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는 집단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

며 그 주체는 집단이 아닌 개인이다.28) 집회 참가자의 일부가 폭력적인

행위를 할 경우 집회 전체가 폭력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지 않는 한

그들을 분리해냄으로써 남은 사람들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집회의 자유에 있어서 그 표현방식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교통에

큰 지장을 주는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격적·적극적 폭력의 경

우에만 집회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9) 예를 들어 집회의 한 가지

방법으로써 연좌행위는 형법상 폭력의 개념에 속할 수는 있지만 헌법 상

집회의 자유 제한사유로서의 폭력의 개념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평화적 집회와 합법적 집회는 그 개념이 동일하지 않다. 합법적 집회

는 「집시법」 상 절차와 조건을 충족하는 집회라면 평화적 집회는 단순

히 폭력적이지 않은 집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신고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집회라도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는데, 평화적 집회는 집회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된다. 관할 경찰관서장이 집회 참가자들의 평화적

시위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단순히 미신고집회라는 이유

만으로 해산명령을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아 이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판례가 있다.30) 대법원 또한 사전금지 또는 제한

된 집회라도 당초 신고 내용과 달리 평화롭게 개최되어 타인의 법익 침

해나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산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였다 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31) 관할 행정청도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최근에는 평

화적 집회의 경우 가급적 그 원활한 진행을 보호하고, 불법적인 부분에

27) 한수웅, 헌법학(주11), 796.
28) 이세주, “집회의 자유 보장과 제한에 대한 헌법적 검토 :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
타난 집회의 자유 보장과 제한을 중심으로”(주19), 67.

29) 한수웅, 헌법학(주11), 804.
30) 대전지방법원 2010. 2. 25. 선고 2009고단2786 판결.
31)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8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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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사후적 제재를 가하는 방향으로 집회 대응 패러다임을 변경해

가고 있다.

3. 집회의 자유의 보호영역과 법적 성격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

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주요행위는 집회의 준비 및 조직, 지휘, 참가, 집회 장소·시간의 선택이

다. 그러나 집회를 방해할 의도로 집회에 참가하는 것은 보호되지 않는

다. 주최자는 집회의 대상, 목적, 장소 및 시간에 관하여 참가자는 참가

의 형태와 정도,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32)

집회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와는 달리 그 표현물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공동의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정한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행위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다.33)

집회는 ‘다수’, ‘공동의 목적’, ‘같은 일시와 장소’를 구성요소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와 구별된다. 집회를 한다는 것은

집회의 준비, 주최, 지휘, 참가 또는 불참의 결정, 연설 및 토론, 시간과

장소의 결정 등 일련의 과정이 필연적으로 포함되는 것이다. 집회의 자

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집회의 진행뿐만이 아니라 주최부터 해산까지의

과정 동안 주최자와 참가자들의 일련의 행위를 모두 그 보호범위에 포함

해야 한다. 집회참가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예를 들어 집회과

정의 촬영이나 참가자의 명단을 파악하는 행위 등은 금지되어야 하고,

집회개최를 위해 이동하거나 물품을 제작하는 행위도 보호받아야 한

다.34) 반면 특정 집회에 대한 반대집회도 헌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집회

의 자유의 취지에 부합한다.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의 성격에 대하여 “국가에 대한 방어권으로

서 집회의 주체, 주관, 진행, 참가 등에 관하여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방

32)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83 전원재판부 결정.
33)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7헌바22 전원재판부 결정.
34) 강태수, “집회의 자유와 ‘허가’의 의미에 관한 고찰”,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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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배제할 수 있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아울러 자유민

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사회공동체에 있어서는 불가결한 객관적 가치질서

로서의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35)고 하였다. 집회의 자유는 주관적 권리

로서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는 국가에 대한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다. 또

한 객관적 가치질서로서 기능하는데, 국가질서의 형성 과정은 집회의 자

유가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36)

Ⅱ. 집회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

헌법재판소는 현대 대의민주국가에서 집회의 자유의 의미와 역할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유로운 인격발

현을 최고 가치 중의 하나로 삼는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집회의 자유는

국민들이 타인과 접촉하고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며 공동의 목적을 위하

여 집단적으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성신장과 아울러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여 동화적 통합을 촉진하는 기능을 가지

며, 나아가 정치·사회현상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공개적으로 표출케 함

으로써 정치적 불만세력을 사회적으로 통합하여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선거와 선거 사이의 기간에 유권자와 그 대표 사이의

의사를 연결하고, 대의기능이 약화된 경우에 그에 갈음하는 직접민주주

의의 수단으로서 기능하며, 현대사회에서 의사표현의 통로가 봉쇄되거나

제한된 소수집단에게 의사표현의 수단을 제공한다.”37)고 정리한다.

1. 개인의 인격발현

집회의 자유는 우선 개인의 인격발현이라는 의의가 있다. 커뮤니케이

션을 통한 자기실현이 가능한데38),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타인과 공유하

35)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8헌가25 전원재판부 결정.
36) 장영수, 헌법학(주11), 687.
37)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8헌가25 전원재판부 결정.
38) 장영수, “집회의 자유의 본질과 복면집회의 헌법적 문제점”(주21),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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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확인하여 동질감을 느낄 수 있다.

불특정 다수를 설득하기 위해 그 뜻을 전파하는 일은 공동체 구성원으로

서 스스로의 지위를 확인하게 하고, 집회에 참가하여 타인과 교류하고

토론에 참여하는 일은 개인의 생각을 구체화하고 재형성해나가는 과정을

돕는다. 반면 다수자와는 다른 사상이나 입장을 보이는 것은 개인의 개

성을 신장하는 일이 되며 이는 사회의 다양성을 증진시킨다. 개인의 뜻

이 여론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개인의 사회 참여의

원동력이 된다.

이렇듯 개인은 집회를 통해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해나가고 사회에 참

여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인격을 발현하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밝히듯

개인의 인격발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질서에서 중

요한 가치이며 집회의 자유는 그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2. 진리의 발견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의사형성

및 진리발견의 수단”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39) 이는 집단의 의견을 표명

하는 수단인 집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

누는 토론의 과정은 인류 역사에서 오래도록 사용되어온 진리 발견의 방

식이다. 현대 집회는 토론의 형식보다는 비슷한 뜻을 가진 이들이 모여

대표자의 연설을 듣고 호응하는 형태를 주로 띄고 있다. 하지만 집회의

자유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인 공공장소에서의 집회 진행을 허용

하며, 집회에 대한 반대집회도 그 보호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이는 토론

과 반박을 집회의 전제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집회에서 이루어지는 의

사형성과 토론은 진리발견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토론의 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수용 가능한 참가자의 수가 집회에 비

39)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마47, 252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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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압도적인 점 등이 효율적이다. 집회 현장에서는 선동과 의도적인 가

짜뉴스의 전파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어 진리 추구를 기대하기 어려워

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 자체가 사회에 의제를 제공함으로써

토론의 시발점이 될 수 있어, 진리의 발견이라는 집회의 기능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다.

3. 민주제도에의 기여

1) 민주제도 하에서의 집회의 기능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의 자유는 필수불가결하다. 집회가 민주제도

에서 가지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여론을 형성하며 정치적 불만세

력을 통합한다. 집회보다 빠르고 편리한 의사표현의 수단이 있다하더라

도,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특성을 가지는 집회는 국민이나 집권자가 여론

을 실감하도록 한다. 대규모 집회나 시위의 경우 수용자로 하여금 위세

를 느끼게 하여 효과적인 의사전달이 가능하다. 또한 집회는 비슷한 생

각을 가진 사람이 있음을 서로 확인하고 통합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최

근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토론의 장이 형성되어 있기는 하나, 뉴스나

보도 없이는 자신과 똑같은 불만을 가진 이들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길이

마땅치 않다. 뉴스나 보도에 접근하기 어렵거나 그 공정성이 의심될 때

집회의 기능이 중요하다. 모든 국민과 밀접한 영향을 가지는 정치 분야

에 있어서 집회는 서로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의가 있다. 정치세력에 대해 비슷한 불만을 가진 이들이

집회를 통해 통합되고 그 뜻을 전달하는 것은 정치적 안정에 기여한다.

최근 들어서는 집회가 정쟁의 수단이 되어 집회 참가를 유도하고자 금품

을 제공하거나 정당 또는 단체에서 그 구성원으로 하여금 집회 참가를

강제하기도 하고, 여야가 서로의 이념에 부합하는 집회의 참가자 수를

두고 소모적인 다툼을 이어가거나 집회의 반복적 주최를 통해 국민의 피

로감 및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그러나

집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론 형성이라는 순기능은 국민과 정치권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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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나아가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집회의 참여는 직접민주주의의 수단이

된다. 대표자가 국민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지 않거나 언론 또는 정당

이 국민의 의사를 대표에게 전달하지 않을 때, 국민들은 집회를 통해 스

스로 의사를 표명하고 정책 반영을 요구하게 된다. 집회는 물리적인 현

상을 수반하여 집회와 무관한 불특정 다수조차 관심을 가지게 하는 효과

가 있는데, 집회 현장 인근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거나 대규모 집회

로 인하여 국민의 피로감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될 경우 집회의 대

상자들은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게 된다. 이는 결국 그 대상자로 하여금

집회 참가자들에게 응답하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집회의 자유가 민주제도 하에서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기

능은 소수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사회 내 소수집단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공동체

로부터의 고립을 보호하는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기본권

이라고 설명한다.40) 다수결의 원칙이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작동원리일지

라도 소수의견이 다수의견에 의해 탄압받지 않고 존중받을 때 우리 헌법

제도가 표방하는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수많은 정

보와 주장이 쏟아지는 현대 사회에서 소수의견은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상 주목받지 못한다. 언론과 출판을 포함한 표현의 수단들과 그

내용들이 표현의 자유를 통해 보호받아야 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언론,

출판, 각종 미디어 등 표현의 장을 제공하는 기업들도 결국 이윤추구를

그 목적으로 두고 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하에서는 표현수단으로의

접근마저 다수와 자본에게 유리하게 제공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집

회는 언론과 출판에 접근하지 못하는 소수자들이 육성으로라도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

에 대해 보완적인 기능을 하게 되며 집회의 자유가 보장될 때 표현의 자

유의 실질화가 가능하다.41) 즉, 집회의 자유는 헌법재판소가 밝히고 있

듯이 의사표현의 통로가 봉쇄되거나 제한된 소수자들이 의사표현을 할

40)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83 전원재판부 결정.
41) 성낙인, 헌법학(주1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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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수단이 된다.

이렇듯 집회의 자유는 민주제도 하에서 상당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

다. 집회의 자유를 실현하는 과정에 있어 집회의 제한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헌법에서 기대하는 집회의 자유의 기능에 입각하여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소수자를 보호하는 법제를 마련해야 함을 알 수 있

다.

2) 정치참여 수단으로서의 집회의 자유 발전방향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

에 대해, 헌법이 비록 대의제도에 대한 보완책으로써 직접민주주의 제도

를 예외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는 하나 집회는 헌법이 일반적으로 인정

하는 정치참여의 수단이 아니며, 국정의 선택을 받지 못한 집회 참가자

들이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여론을 과잉대표하게 되기도 한다는 주장

도 있다. 우리 근현대 역사에서 탄압받던 약자나 소수자에게 집회는 유

일한 정치적 탈출구였지만 대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지금

집회의 자유의 민주정치에서의 순기능을 과도하게 제고하고 있는 헌법재

판소의 태도가 변화해야 한다고 비판한다.42)

선거제도나 정당제도에 대한 개편논의가 활발하고 정부나 대표자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점에서 볼 수 있듯이 아직 안정된 대의제도가 정착

하지 못하였으며, 집회를 포함한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이 곧 대의제 발전

의 역행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도 소수자를 존중하고 포용하

는 선진문화가 자리 잡지 못한 실정에서 집회는 소수자나 약자들에게 필

수적이면서도 유일한 정치참여 수단이다. 이러한 이유로 위 비판에 온전

히 공감할 수는 없지만, 여론 왜곡의 목적으로 집회 참여를 강제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각종 미디어 등 집회를

대체할 수단이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가 정쟁의 수단으로 활

용되는 점 등, 집회가 민주정치 참여 수단으로서 가지는 한계를 잘 지적

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입각하여 집회의 자유를 절실히 보장해줘야

42) 신우철, “‘집회의자유'의 헌법적 보장 : 헌법재판소 결정의 논증 비판”, 중앙법학
제14권 제3호 (2012), 143-17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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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회 계층은 어디이며 집회의 자유 실질화 방안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해보아야 한다. 제한을 완화하고 집회 대응 수단

을 없애는 것만이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발전방향이 아니다. 집회의

자유를 꼭 필요로 하는 사회 계층에게는 기본권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적

극적 보장을 도모하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 수준의 제한은

유지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의 본질을 보호하는 것이다.

제 2 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집회의 자

유의 보장과 제한

집회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적 의의를 가지는 기본권으로 국가는 「대

한민국헌법」 제10조43)에 따라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는 한편, 비록 불

가침의 기본권일지라도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44)에 따라 필요

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되는 바, 「집시법」은 집회의 자유의

보장과 제한에 대한 전반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집시법」 제1조45)는 ‘적법한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집회 및 시위

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둔다고 밝히고 있다. 「집시법」에 기대하는 역할은

집회의 자유가 공공의 안녕질서 및 타인의 법익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과,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집회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집회의 자유가 별다른 제약이 없을 때 최대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43)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
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44) 「대한민국헌법」 제37조 :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
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4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조 : 이 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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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여타 공익 또는 법익과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으며 특히 소수자들은 집회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받

지 못한다는 점에서 실정법을 통해서야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그렇

기 때문에 「집시법」은 공공질서 및 타인의 법익의 안녕을 추구함과 동

시에,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책을 제

시하여야 한다. 현행 「집시법」에 대한 고찰을 통해 「집시법」이 전자

의 역할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집회의 장의 마련이라는 역할

에도 충실한지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집시법」 개정이 어떠한 방향으

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시사한다.

Ⅰ. 「집시법」에 의한 집회의 자유의 보장

1. 「집시법」 상 집회의 자유 보장 규정

「집시법」 제3조46)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를 규정하고 있

다.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

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의 임무 수행을 방

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그 보호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

지 못헌다. 「집시법」 제22조47)는 이를 어겼을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

정하고 있다.

「집시법」 제4조48)는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 및 질서유지인이 특

4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 ①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
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
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
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4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 ①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4조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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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사람이나 단체의 참가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

24조49)는 이를 어긴 자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있다.

2. 「집시법」 상 집회의 자유 보장 규정의 한계

「집시법」은 집회 및 시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그

주최자와 질서유지인으로 하여금 참가를 원치 않는 사람이나 단체를 배

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관할 경찰관서장에게는 보호 요청

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다.

그러나 「집시법」 상 집회의 자유 보장 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

판이 있다. 우선 집회 참가자가 아닌 일반인들에 의한 방해는 금지하고

있으나 국가의 과도한 제한으로부터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할 규정이 미흡

하다. 2015년 11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수개의 단체에서 주최한

1차 민중총궐기 시위 도중 한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이른

바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이 발생하였고50) 2016년에는 박근혜 정부 국

정농단 사태에 따른 대규모 촛불집회가 연이어 주최됨에 따라 대규모집

회 또는 폭력집회에 대한 공권력의 대응 방안이 수정되기에 이르렀지

만51) 여전히 「집시법」 상에는 국가에 의한 집회 및 시위의 방해를 금

지하는 규정이 없다. 비록 집회와 가장 밀접한 행정기관인 경찰의 직무

수행 기준이 있다하더라도 집회의 특수성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여 위

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
자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4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4조에 따라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참가를 배제했는데도 그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
(이하 생략)

50) 경찰청 보도자료,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 백남기 농민 경찰 과
잉진압으로 사망”,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 위원장 유남영 (2018 .08 .20),
1-3.

51) 대표적으로 2015년 11월 1차 민중총궐기 당시 문제되었던 살수차는 원칙적으로
미배치한다.(기타 집회시위 대응 방안의 수정은 각주4의 내용 참조)



- 23 -

헌소지가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집회 현장에서의 경찰관의 촬영

행위 및 채증활동규칙52)의 위헌확인을 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5인의 헌

법재판관들이 촬영행위에 대한 위헌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

판정족수에 이르지 않아 기각된 바 있다.53)

이렇듯 집회의 자유에 대한 위협은 사인뿐만 아니라 국가에 의한 경

우로도 발생할 수 있다.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

에 의해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는 사인에 의한 경우보다 심각하며, 국가

와 개인 간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이를 바로잡기도 힘들 것이다. 이에

20대 국회에서는 [표 2-1]과 같은 의안들이 제안되어 위원회 심사 단계

에 있다.

[표 2-1] 20대 국회 발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1

52) 2015. 1. 26. 개정된 경찰청예규 제495호.
53)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마843 전원재판부 결정.
54) 헌법재판소는 차벽의 설치가 시민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한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2000186

(2016-06-10)

박남춘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경찰의 집회시위 관련 무전 통

신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경찰관의 무전통신 내용을 녹

음하고 이를 3개월 간 보관함.

2
2002543

(2016-09-30)

인재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해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충돌로 인해 중대한 부상을 입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어 신속한 구호의 보장이 필요

함.

(주요내용) 해산 과정에서 관할경찰관서장

은 관할소방서장에게 지원활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중대한 부상자 발생 시 해산 활

동을 중단하고 소방공무원에 협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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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하는 단체나 국가기관이 특정 단체의

집회를 지원하는 행위나, 집회 및 시위의 참가 조건으로 금전을 제공하

는 행위 등은 집회의 자유의 본질을 해치고 여론을 왜곡하는 행위이다.

진실한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해 이와 같은 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

다 하여 [표 2-2]와 같은 의안들이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9헌마406 전원재판부 결정). 이 결정이
‘차벽’이라는 수단 자체가 위헌적인 조치인 것인지, 대규모 집회 또는 폭력집회의
대응 수단으로서의 차벽이 아닌 통행제지행위로서의 차벽 설치의 위헌성만을 다
룬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나, 사법부는 후자의 입장으로 차벽 설치행위
도 적법한 직무집행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서울고등법원 2016. 12. 13. 선고
2016노2071 판결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차벽
설치의 위법성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할 때 경찰
관 직무집행법 제6조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다고 판단
하였다.)

3
2005000

(2017-01-06)

이종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드론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

며 잘 못 조작하여 추락 시 인명피해가 발

생할 수 있음

(주요내용)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 현장

에서 드론을 사용하여서는 안 됨.

4
200762554)

(2017-06-27)

이재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경찰은 차벽을 과도하게 사용

하며 위법한 해산명령을 하는 경우가 발생

하고 있음

(주요내용) 차량이나 지면으로부터 높이 9

0센티미터 이상인 구조물, 차벽 등을 이용

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해서는 안 되

며, 제20조 제1항의 요건에 합치하지 않는

자진해산 요청 또는 해산명령의 고지를 해

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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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20대 국회 발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2

집회 및 시위를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보호할 명문의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다만 친인권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집회 관리 수단의 개발이 병행되

어야 한다. 반면 성숙한 집회 문화의 형성을 위해 집회의 본질을 해치고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2000188

(2016-06-13)

박남춘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집

회시위가 특정세력 및 국가기관 개입으로

혼탁해지고 있음

(주요내용) 중립의무를 지켜야하는 공무원

및 단체 등의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검사

와 경찰관은 규정 위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해야 함.

2
2004990

(2017-01-06)

이재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집회·시위에 금품 등을 제공하

여 참가자를 동원하는 것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

나아가 민주주의를 훼손함

(주요내용)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게 하

기 위한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 등 제공하

지 못하도록 함. 다만, 정당의 관계 법률에

따라 정당 활동을 가능하도록 함.

3
2005450

(2017-02-06)

윤호중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일부 단체가 집회·시위에 참가

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

고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를 저해할 수 있

는 금품 제공 등의 행위에 대한 제재가 필

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주요내용)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게 하

기 위한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 등 제공하

지 못하도록 하고 그 예외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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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을 왜곡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진정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안이 되겠으나, 오히려 집회 제한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법이 필요하다.

Ⅱ. 「집시법」에 의한 집회의 자유의 제한

집회는 다중이 모여 군중의 의사를 외부에 표출하는 것이며 특히 옥

외집회의 경우 외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언론·출판을 비롯한 다

른 표현의 자유에 비하여 일반 대중과의 마찰 가능성이 크고 공공질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집회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의사표현의 내용을 근거로 제한하는 것

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지 않는다. 의사표현의 방식에 따른 제

한은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를 위해 허용될 수 있지

만, 집회의 자유는 그 특성상 의사표현 방식 자체가 집회의 내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접근을 요한다.

1. 「집시법」 상 집회의 자유 제한 규정

1)집회 목적에 따른 제한

집회는 언론·출판과는 달리 실제로 집회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 구

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며 정부는 집회의 목적이나 내용에 따른 집회

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나,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1호55)

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

회 또는 시위”의 주최를 금지하고 있다. 다원적 민주주의 하에서 다양한

사상과 가치관들이 존중받아야 하지만, 분단국가·휴전국가라는 특수한

현실 속에서 민주주의의 적으로부터 우리 헌법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5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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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제도는 이러한 방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이다. 헌법재판

소에 의해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는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나 집회의 목적에 대해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

2)집회 장소에 따른 제한

「집시법」 제8조 제5항56)에서는 거주자나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

우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는 장소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 「집시법」 제11조57)는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를 규정하

고 있으나, 국회의사당58), 각급 법원59), 국무총리 공관60)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부분

은 지정된 2019년 12월 31일 시한 내에 개정되지 않아 효력을 상실하였

5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
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
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적힌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소”라 한다)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
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
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고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5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
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58)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7헌바360, 398, 471,
2018헌가3, 4, 9 전원재판부 결정.

59) 헌법재판소 2018. 7. 26. 선고 2018헌바137 전원재판부 결정.
60)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5헌가28, 2016헌가5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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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1)

집회의 자유를 실현함에 있어서 집회의 장소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

며, 장소에 따라 내용의 전달력이나 집회 취지의 달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장소들은 권력분립과 법치주의라는 대원

칙의 상징이 되는 장소들로서 각각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를 대표한다.

국민과의 소통이 가장 원활하여야 하며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귀 기

울여야 하는 기관들이라는 점에서 절대적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위 조항

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침해이다.

「집시법」 제12조62)는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을 정하고 있다. 이 또

한 지나치게 광범위한 도로에 대해 규제하고 있으며 집회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제한의 근거로 악용될 여지가 있고 교통 불편 등은 집회의 자유

를 위해 어느 정도 수인되어야 하는 불편함이라는 점에서 개정의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따른다.63)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집회 제한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자의적인 사전 심사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어 위헌

의 소지가 있다.

장소에 따라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현 「집시법」은 집회 금

지 장소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20대 국회에는 [표 2-3]

과 같은 개정안들이 위원회 심사 단계에 계류 중이다.

집회는 그 개념에 이미 장소라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장소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침해가 된다. 집회의 장소

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집회 인원수, 집회 진행 시

각 등과 결부하여 규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

61) 2020년 01월 현재까지 개정입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6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
할 수 있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
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
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있다.

63) 이희훈, “최근 집회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 입법학연구 제14
권 제2호 (2017),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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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20대 국회 발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3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2003421

(2016-11-09)

박주민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제11조는 집회·시위의 장소 선

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음. 제1

2조는 관할경찰관서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

해 집회의 자유가 침해됨.

(주요내용)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에서 ‘국회의사당’ 삭제 및 제한 완화, 교

통 소통을 위한 집회·시위 금지 규정 삭

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

한하는 경우에는 주최자 의견을 듣도록

함.

2
2007660

(2017-06-28)

이재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공적 기관에 국민의 의사가 반

영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어 있음.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임.

(주요내용) 금지구역에 관한 규정 및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

도록 한 규정을 삭제, 교통질서 유지를 위

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때에는 필요한 최

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함.

3
2013876

(2018-06-01)

권칠승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더 많

은 국민의 의사를 듣고 이를 입법과정에

반영해야 하는 국회의 근본적 기능을 고려

하여 집회나 시위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에서 ‘국회의사당’ 삭제

4
2013918

(2018-06-14)

이수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국회는 헌법적 기능에 따라 민

의의 수렴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 하지만

동시에 과도한 집회·시위 행위가 발현될

경우 국회의 기능과 업무를 저해시킬 우려

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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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에서 ‘국회의사당’ 삭제하되, 국회의 헌법

적 기능이 침해되거나 국회의 기능과 업무

를 저해시킬 수 있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해

제한

5
2014311

(2018-07-10)

박홍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소규모 집회·시위까지도 현행

법상 국회의사당 및 국무총리 공간의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

위를 금하고 있음.

(주요내용) 옥외집회나 시위의 금지 장소

로 국회의사당 및 국무총리 공관을 제외

6
2014879

(2018-08-14)

김삼화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의 옥

외집회 및 시위를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헌법재판소

의 결정이 있었음.

(주요내용) 국무총리 공관을 대상으로 하

지 아니하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국무총리 공

관 인근에서도 집회·시위를 허용

7
2017941

(2018-12-31)

유동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 및 시위

일률적·전면적 금지는 과잉금지원칙을 위

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음.

(주요내용) 법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

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

는 경우 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

8
2018104

(2019-01-09)

송갑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 및 시위

일률적·전면적 금지는 과잉금지원칙을 위

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음.

(주요내용) 법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

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

는 경우 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



- 31 -

3)집회 일시에 따른 제한

「집시법」 제10조64)는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을 정하고 있는

데,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관할경찰서장의 예외적 허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의 '옥외집회' 부분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

하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으며65), '시위'에 관한 부분은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하

여 한정위헌결정을 내렸다66).

위 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

나 ‘옥외집회’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지정된 2010년 6월

30일까지 개정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현재

에는 야간 옥외집회를 규제할 조항이 없어 공공질서 및 타인의 법익과의

충돌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또한 ‘시위’의 부분에 대해서, ‘옥외집회’와 마

찬가지로 규제할 조항이 없어질 것을 우려한 헌법재판소가 입법부를 대

신하여 24시까지라는 구체적인 위헌범위를 정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입

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고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비판

이 있다.67) 입법부의 개선입법이 간절하게 요구된다.68) 20대 국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개정안이 제안되어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69)

6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
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65)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8헌가25 전원재판부 결정.
66)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0헌가2, 2012헌가13 전원재판부 결정.
67)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0헌가2, 2012헌가13 전원재판부 결정, 재판
관 김창종,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의 전부위헌의견

68) 2020년 01월 현재까지 개정입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69) 제19대 국회에서의 야간 옥외집회의 허용범위에 관한 「집시법」 개정안에 대하
여는, 김철준, “야간 옥외집회의 허용범위 :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중
심으로”, 동아법학 제75권 (2017. 5.), 57-8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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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20대 국회 발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4

4)집회 방법에 따른 제한

「집시법」 제5조 제1항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를 금지사유로 정하고 있다. 과거에 폭력집회를 진행한 사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단체의 집회를 금지하거나, 장기간에 걸친 집회의 경우

잔여 집회를 금지하는 등 정부에 의한 과도한 제한이 가능하게 하는 조

항으로 위헌이라는 비판이 있다.70)

「집시법」 제14조71)는 확성기 등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

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며 확성기등 사용의 제한을 정하

70) 김종철, “집회의 자유와 입법자 및 경찰권”(주19), 49.
7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이하 이 조항에서 “확성기 등”이라 한다)를 사용
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
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
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2000086

(2016-06-03)

윤재옥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 제10조는 필요한 범위

를 넘어 과도하게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한

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음.

(주요내용) 오전0시~오전6시를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 시간으로 정함.

2
2005123

(2017-01-17)

박경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법 제10조는 필요한 범위

를 넘어 과도하게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한

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음.

(주요내용)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 시간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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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72)

「집시법」 제16조 제4항과 제5항은73)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총포, 폭발물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의 휴대 또는 사용,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휴대 또는 사

용하게 하는 행위”,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 질서 문란 행위”, “신고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옥

내집회의 주최자는 확성기를 설치하는 등 주변에서의 옥외 참가를 유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반면 집회 중 복면 착용을 허용해야하는지의 문제가 제기된 바 있으

며 제19대 국회에서는 복면집회 금지의 내용이 담긴 「집시법」 개정안

이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으나74)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개정안이다.75)

5)집회 신고 과정에서의 제한

「집시법」 제7조76)는 신고서의 보완을 다루고 있는데, 미비한 점에

72) 20대 국회에서 제안된 「집시법」 개정안(의안번호 2019298)은 ‘레이저’등을 포
함하는 제14조의2를 신설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도읍의원 발의, “집회및시
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298, (2019. 03. 19.), 계류 중]

7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 ④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총포, 폭발물, 도검,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
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2.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⑤옥내집회의 주최자는 확성기를 설치하는 등 주변에서의 옥외 참가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4) 정갑윤의원 발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7879, (2015. 11.
25) [임기만료 폐기]; 이노근의원 발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7892, (2015. 11. 26.) [임기만료 폐기]

75) 복면집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영수, “집회의 자유의 본질과 복면집회의 헌
법적 문제점”(주21) 참고.

7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7조 : ①관할경찰관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
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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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할경찰관서장의 보완통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집시법」 제8조

제1항77)에 따라 신고서 접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집시법」 제8조 제2항과 동조 제3항78)은,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집회 또는 시위 신고가 있을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이 그 조정

을 권유하고,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

는 시위에 대해 제8조 제1항에 준하여 금지 통고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반대 성향을 가진 단체의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집회를 실제 개

최하지 않으면서도 허위신고 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집시법」

제6조 제3항79)에 따라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않게 될 경우

에는 철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집시법」 제8조 제4항80)은 동조 제

7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 ①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2.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기재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3. 제12조에 따라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될 때

7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 ②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 간에 시간을 나누거
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권유하는 등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서로 방
해되지 아니하고 평화적으로 개최·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
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각 옥
외집회 또는 시위 간에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권유하는
등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서로 방해되지 아니하고 평화적으로 개최·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 ③주최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옥외집
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
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 ④제3항에 따라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 통고된 경우 먼저 신고를 접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
최할 수 있는 자는 집회 시작 1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집회 개최 사실을



- 35 -

3항에 따라 먼저 신고를 접수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는 자

는 집회 시작 1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집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81)

6)집회 제한의 효과

「집시법」 제8조는 집회나 시위의 목적, 장소, 일시, 신고절차에 따

른 제한을 위반한 경우 신고서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통고를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48시간이 지난 후에도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

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금

지 통고가 가능하다. 「집시법」에 따른 제한을 위반한 집회에 대해 관

할경찰관서장은 자진해산요청 및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다. 동법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는 위반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

으며, 제25조82)는 집회 또는 시위를 단체가 주최한 경우 벌칙 적용 시

단체의 대표자를 주최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2. 집회의 자유 제한의 한계

1)집회에 대한 허가제 금지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2항83)은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

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탄압했던 우리 헌

통지하여야 한다.
81) 20대 국회에서 제안된 「집시법」 개정안(의안번호 2019767)은,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집시법」 제26조에서 ‘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먼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의 부분
을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로 개정하여 철회신고서 제출의무의 강제력
을 높임으로써 고의적인 집회 방해를 배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민기의원
대표발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767, (2019. 4. 12.) 계류
중]

8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5조 : 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는 경
우에는 이 법의 벌칙 적용에서 그 대표자를 주최자로 본다.

83) 「대한민국헌법」 제21조 :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
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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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에 대한 반성적 조항이라고 생각된다.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일반적으로 금

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은 일정한 조건을 붙여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집시법」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

과 동법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서,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관할경찰관서장의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므로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배된다 하여 헌법불합치 결

정을 내렸다.84) 해당 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문이 든다.

대상 조항의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제한 내용은 입법자에 의해 정해진 것

이며 ‘해가 뜨기 전 해가 진 후’라는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 위 조

항의 단서는 제한을 완화해주는 것으로서 해당 조항이 없어지면 허가제

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집회의 자

유에 대한 제한이 강화된다.85) 관할경찰관서장의 재량은 기속재량이며,

관할경찰관서장이 위 조항에 근거하여 금지 통고할 경우 동법 제9조 제1

항86)에 의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의 신청 결과에 대한

재결에 있어서는 동법 제21조87)에 따라 외부인으로 구성된 집회·시위자

84)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8헌가25 전원재판부 결정.
85) 이에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송두환은 위헌보충의견을 통해 대상조항이 헌법 제
37조 제2항에도 위배됨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같은 견해로, 이희훈,
“헌법재판소의 야간옥외집회금지와 처벌규정의 결정에 대한 연구 : 헌법재판소
2009. 9. 24, 2008헌가25 결정에 대한 평석”, 외법논집 제33권 제4호 (2009),
408-411.

8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9조 :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8조에
따른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
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8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1조 : ①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질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각급 경찰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
하여 각급 경찰관서장의 자문 등에 응하는 집회·시위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제9조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재결
③위원장과 위원은 각급 경찰관서장이 전문성과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변호사
2. 교수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 37 -

문위원회를 둘 수 있어 재량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갖추고 있

다. 비록 위 조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생각되나

허가제처럼 운용될 가능성은 적어 허가제 금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88)

2) 집회의 자유 제한 규정 적용의 배제

「집시법」 제15조89)는 같은 법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

하지 않는 집회로서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를 두고 있다. 정치적, 사회적 내용을 주제로

하는 집회들에 비하여 위 내용들은 타인과의 충돌 우려가 적다.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배려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위의 경우 대중과의 충돌 가능성이 옥외집회에 비해 더 높아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제한 근거로서 집회의 내용과 방법의 구분

표현의 자유는 민주제도에서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한다. 그중에서도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충적인 기능을 하므로 국가에 의한

제한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집회에 있어서 집회 장소, 시각, 방법 등은

집회의 성공 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집회의 내용과 구별하기도 어렵

다. 그렇기 때문에 집회 도중 특정 행위에 대해 규제하고자 할 때, 그 행

위가 집회의 자유로서 가지고 있는 의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2019년 10월 14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한정 더불

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집회 중 군복을 착용한 행위를

왜 규제하지 않느냐는 질의를 한 바 있다.90) 군인이 아닌 집회 참가자가

88) 같은 견해로, 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1헌바14 전원재판부 결정 다수의
견.;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8헌가25 전원재판부 결정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의 헌법불합치의견,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이동흡의 합헌의견.

8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 :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
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90) 연합뉴스, “[국감현장] 보수집회 참가자들 '군복 무단착용' 위법 논란”, (2019.
10. 14 23:24), https://www.yna.co.kr/view/AKR2019101418140000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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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을 착용하는 행위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법률

제15497호, 2018. 3. 20. 일부개정, 2018. 4. 21. 시행) 위반이며 군인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일반인들로 하여금 집회 참가자를 군인으로 착각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현 정부가 국가 안보에 대해 그

노선을 잘 못 정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하고자 군복 퍼포먼스를 한 것

이라면 이는 복장을 통해 집회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며 집회의 내용

과 구별이 어려워진다. 정도가 지나치지 않고 인근에 집회 분위기가 형

성되어 있거나 일반인이 보기에 집회참가자임을 알 수 있어 그로부터 위

압감을 느끼지 않을 수준이라면 규제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하다. 헌법재판소 또한 집회 참가자가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하는 행위는

집회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고 판시하였다.91) 집회에서의 복장을 일상

생활에서의 그것과 같은 기준으로 취급하여 처벌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퀴어 축제에서 참가자들이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다소 불쾌

감을 느끼게 하는 옷차림을 하고 있더라도, 옷차림 자체가 참가자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상징할 수 있다.

이렇듯 집회의 준비부터 해산까지의 과정에서 특정 행위를 제재함에

있어서는 해당 행위가 집회의 내용의 일부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엄

격히 심사해야 한다.

3. 사전신고제

「집시법」 제6조는 옥외집회와 시위의 주최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

하고 있다. 사전신고제도가 허가제에 해당하여 위헌인지에 대해서는 이

견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경찰관청 등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집회의 순

조로운 개최와 공공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

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협력의무로서의 신고이다. 「집시법」

전체의 규정 체제에서 보면 「집시법」은 일정한 신고절차만 밝으면 일

반적·원칙적으로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하

91)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83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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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92) 이러한 견해를 최근까지 유지하고 있다.93)

대법원은 사전신고제의 취지에 대해, “사전신고제는 적법한 옥외집회를

보호함과 동시에 행정관청에 옥외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

로써 타인의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사전에 마련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판시했다.94)

집회의 자유는 행사과정에서 다른 법익과의 충돌가능성이 큰 기본권

이다.95) 행정청이 집회 그 자체를 보장함과 동시에 공공질서와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선 집회의 주최를 사전에 알고 적절한 대응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상대적으로 일반 대중과의 마찰가능성이 낮은 옥내집회나

「집시법」 제15조에 규정된 집회에 대해서는 「집시법」이 신고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이다. 즉 「집시법」 상 신고는 법익조화의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이며, 자기완결적 신고로써 입법부에 의해 정해진 신고절차

를 준수하기만 한다면 집회의 주최가 가능하다.96) 또한 집회의 제한만이

아니라 보호를 위해서라도 행정청이 그 집회를 사전에 알 필요성이 있다

는 점에서 합헌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은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

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것

이지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

면서, 사전신고제를 허가제처럼 운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다.97) 현

행 사전신고제는 신고 내용이 지나치게 자세하고 신고 여부나 내용에 따

라 보완 통고, 금지 통고, 해산 명령, 사후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또한 긴급집회나 우발적 집회 등의 예외를 두고 있지 않아

허가제처럼 운용될 수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 비록 사전신고제 자체

는 합헌일지라도 현행 「집시법」 상 신고제도는 필요 이상으로 가혹하

92) 헌법재판소 2014. 1. 28. 선고 2011헌바174, 282, 285, 2012헌바39, 64, 240 전원재
판부 결정.

93)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7헌바373 결정.
94) 대법원2013. 3. 24. 선고 2011도2393 판결.
95) 한수웅, 헌법학(주11), 796.
96) 김학성, 헌법학원론(주21), 645.
97)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62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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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개정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98) 반면 「집시법」 제22조 제2항99)

은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있는데, 그 형량이 너무

과하며 신고의무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상 제재로도 충분하다는 비판이 있

다.100) 형량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

제안되어 있다.101)

사전신고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는 우선 옥내집회와 「집시법」

제15조에 명시된 집회들이 있다. 「집시법」 제6조는 옥외집회와 시위만

을 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

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는 제6조부터 제12조의 규정을 적

용받지 않는다. 다음으로 자연발생적 집회 또는 긴급집회가 있다. 자연발

생적 집회로는 이미 진행 중이던 집회에 대한 반대집회나, 모여 있던 군

중 내에서 집회에 대한 주관적 요소가 우연히 발생하여 진행하게 된 우

발적 집회 등이 있다. 긴급집회가 개최되는 이유로는, 집회의 대상자가

갑작스러운 출국 등의 사유로 48시간 이내에 부재하게 되거나 집회의 내

용이 되는 안건이 48시간 내에 처리될 예정이 있어 긴급하게 진행하는

경우 등이 있다. 계획된 집회의 경우 「집시법」 상 신고의무의 대상이

되지만, 자연발생적 집회 또는 긴급집회는 별도의 주최 과정이 없어 신

고 자체가 불가하거나 시작 48시간 전에 신고할 수가 없다. 자연발생적

집회나 긴급집회를 신고의무 위반을 근거로 처벌하게 될 경우 이는 사전

신고제를 통해 각 집회를 금지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헌법에 의해 보

호되는 집회는 사전 계획된 집회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도

즉흥적으로 이뤄진 시위의 선창자를 미신고집회 주최자로 처벌할 수 없

다고 판시한 바 있다.102) 다만 긴급집회의 경우 늦게라도 신고가 가능할

98) 강태수, “집회의 자유와 개정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문제점”, 헌법학연구
제10권 제1호 (2004. 3.), 435.

9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 ②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을 위반
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0) 강태수, “집회의 자유와 ‘허가’의 의미에 관한 고찰”, 44.
101) 박경미의원 발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123, (2017. 01.
17) [계류 중]

102)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도24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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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그 의무를 다해야하는데,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상 신고의무조

항에 대하여, “신고 가능한 즉시 신고한 긴급집회의 경우에까지 심판대

상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러한 신고조차 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일응 심판대상조항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충족되는 것으

로 보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48시간 이내에 신고를 할 수 없는 긴

급한 사정이 있고, 옥외집회나 시위가 평화롭게 진행되어 타인의 법익이

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바가 없다

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고,

나아가 사안에 따라서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

각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103) 다만 4인의 반대의견

은 신고의무조항을 신고가 가능한 즉시 신고한 긴급집회에는 적용해서는

안 된다 하여 한정위헌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20대 국회에는 성질상 집

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신고를 할 수 없

는 옥외집회나 시위의 경우에는 그 신고가 가능한 때에 즉시 하여야 한

다는 내용을 담은 「집시법」 개정안이 제안되어 있다.104)

신고내용을 완화하거나 절차를 용이하게 하고, 긴급집회, 우발적 집회

와 같이 신고절차를 준수하지 못 하는 사정이 있을 경우 대안적 조치를

마련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있다.

Ⅲ. 소결

「집시법」은 그 목적의 하나로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을 두고 있

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규정은 미흡하다. 특히 국가 공권력에

의한 집회의 자유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는

규정은 전무하다. 경찰관의 활동에 대해 「경찰관직무집행법」(법률 제

16036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06. 25. 시행)과 같이 일반적으로

103) 헌법재판소 2014. 1. 28. 선고 2011헌바174, 282, 285, 2012헌바39, 64, 240 전원
재판부 결정.

104) 정인화의원 발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972, (2019. 04.
23), 제안)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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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법률이 있으나, 집회관리의 경우 일반 치안 활동과는 구분되는

특징들이 있어 행정청에 의한 정확한 법률 해석 및 적용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일례로 다중이 모여 있거나 위력을 보이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

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위험이 있는 행위로 볼 수 있으나, 집회와 시위에

있어서는 보호범위가 된다.

반면 집회의 자유 제한에 대한 조문은 상당히 구체적이며, 각 조문들

이 모두 위헌의 여지가 있다.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와 금지시간

규정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 또는 한정위헌 결정을 받았

다. 집회 및 시위의 금지조항, 신고제도,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규정,

「집시법」을 위반하였을 시 과태료를 넘어 형벌까지 규정하고 있는 벌

칙 조항 등도 그 합헌성을 의심받는다.

주관적 권리와 객관적 가치질서라는 집회의 자유의 이중적 성격은,

국가권력을 통한 집회의 자유 침해를 경계하면서도 타인의 침해행위로부

터 집회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다. 「집시법」은 이러한 집회의 자유의 성격에 따라 국가권력에 의한

집회의 방해를 배제하고 적극적으로 집회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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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표현의 자유 실현과정에서의 평등

이 논문에서는 집회의 자유 실현과정에서의 평등을 주장하는데, 표현

의 자유 실현과정에서의 평등에 관한 논의를 통해 그 논거를 보이고자

한다.

집회의 자유의 주관적 요소로서 공동의 의사표명을 인정하지 않는 최

광의설을 따를 경우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상호독립적인 기본권

이라고 주장하게 된다. 최광의설은 그 근거로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

호되는 대상이 ‘공동의 의사표명’일 경우 집회의 자유가 정치적 집회만을

보호하고 친목·오락이나 종교·예술행사 등은 보호받지 못하게 됨을 제시

한다.105)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정치적 표현만을 보호대상으로 두는 것

이 아니듯 집회를 통해 표명하는 공동의 의사가 반드시 정치적일 필요는

없다. 최광의설은 또한 집회의 자유에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확립된

원칙들이 적용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다중이 모이는 행위가 아닌

표현 자체를 이유로 집회의 자유를 규제할 경우 그 심사기준으로써 표현

의 자유의 법리를 적용해도 된다. 최광의설은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

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구성요소로 하는 시위에 대

하여는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고 설명하는데, 집회

와 시위는 비록 「집시법」의 운용상 구별하여 다루기는 하나 그 개념이

이분법적으로 구별되는 것은 아니며, 최광의설을 따를 경우 명백하고 현

존하는 위험의 원리와 같이 표현의 자유를 통해 더욱 보호받아야 하는

시위가 옥외집회에 비해 더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모순된다.

물론 위 의견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집회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와는 구별되는 보호범위를 가지고 있지만,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1항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함께 규정하고 있으며 집회

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충적인 기능을 하고, 집회의 자유 또한

105) 한수웅, 헌법학(주11), 803, 각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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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 의사표명을 그 목적으로 두고 있다. 집회의 자유가 아닌 일반적

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도 집회의 자유에 대한 이해를 도

모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표현의 자유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 그 실현과정에서의

평등을 논하였던 이론들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제 1 절 표현의 자유와 평등의 관계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자기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행위

에 대해서는 스스로 절대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이 당연하며, 비록 다수

의 의견이 아닐지라도 소수자들의 의견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수의견이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으며, 다수의견이 옳을지라도

소수의견은 다수의견의 가치를 확인해주는 역할을 가기 때문이다. 나아

가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견을 탄압하는 것은 진리를 찾는 기회 또는 발

견한 진리가 옳다는 것을 확인할 기회를 인류에게서 빼앗는 행위라고 설

파한다.106)

우리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는 국민 개인

적인 차원에서는 자유로운 인격발현의 수단임과 동시에 합리적이고 건설

적인 의사형성 및 진리발견의 수단이 되며, 국가와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와 사회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 된다.”,

“국가권력이나 사회의 다수의견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

해 정치사회적 약자의 의사 역시 국가의 정책결정에 반영될 가능성을 열

어준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의 내용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설명한다.107)

반면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108)은 평등권을 국민의 기본권으

106) John Stuart Mill (서병훈 번역), 자유론, 책세상 (2016), 43-50.
107)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마47, 252 전원재판부 결정.
108) 「대한민국헌법」 제11조 :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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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하고 있는데, 평등은 헌법국가의 핵심 원칙이자 지향점이다. ‘자유’

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기 위해 우리 헌법은 ‘법 앞에 평등’이라고 명

시하고 있으며 모든 결과의 평등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 동시에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사회국가원리는 ‘실질적 평등’, 즉 자유를 행사할 수 있

는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며 그 과정에서 국가의 개입이나 기본

권에 대한 제한이 요청되기도 한다.109) 이렇듯 ‘자유’와 ‘평등’은 우리 사

회가 최우선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이면서도 상호복합적인 관계를 가지

는데, 이는 ‘표현의 자유’와 ‘평등’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표현의 자

유를 통해 사회 구성원 간 평등을 추구할 수도 있으며, 사회 구성원 간

평등의 실현을 위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기도 한다.110)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 간의 평등 또한 중요

한 문제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접근성 그 자체도 다수자가 소수자에

비해 수월하게 누리는 것이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바람직한 다원적 민주제도 하

에서 소수자의 의견은 보호받아야 한다. 소수의견의 표현이 소수자 본인

에게만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 아니며, 국가와 사회에 반사적으로

제공하는 이익도 무시할 수 없다. 국가가 소수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적

극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다.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기본권 실현에서의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할 수 없다. 약자나 소수자들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109) 한수웅, 헌법학(주11), 577-578.
110) 제17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된 「차별금지법」(2007년 정부제안, 의안번
호 178002)은 성별, 장애, 신체조건, 종교, 연령,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출신지
역,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혼인, 임신, 사회적 신분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
유 없이 불리한 대우를 표시, 조장하는 광고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금지하였다.
이는 입장에 따라 표현의 자유의 제한이 될 수도 있는바, 평등의 추구와 표현의
자유가 긴장관계에 있을 수도 있다. 반면 제20대 국회에는「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여럿 계류 중에 있는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이나 왜곡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듯 공익 기타 법
익을 위해 특정 주제나 대상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차별적으로 대하기도 한
다.



- 46 -

형해화 되는데, 이는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해치는 일이다. 표현의 자유

는 표현수단으로의 접근성이 높은 이들만의 확성기로 기능하는 기본권이

아니다. 정치적·사회적 약자의 의사 역시 국가의 정책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사회에서 다수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소수자들도 평등하게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제 2 절 액세스권

Ⅰ. 액세스권의 의의

언론기관은 국가기관을 견제하고 주요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국정 운영자들이 정책에 반영할 수 있

도록 전달함으로써 국가와 국민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

나 현대사회에서 언론은 정보를 제공하는 능동적 미디어로, 국민은 정보

를 제공받는 수동적 국민으로 양분되었다. 국민은 일방적으로 정보를 수

용하는 입장이 되었으며,111) 자본주의사회에서 언론기관은 영리주의에

따라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는 지경에 이르렀다.112) 언론보도는 개인의

권리침해를 발생시키기도 하는데, 언론기관과 개인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개인은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공하는 기본

권이 바로 액세스권이다. 액세스권이란 국민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상이

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언론매체에 자유로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

도록 하는 권리이다.113) 액세스권은 협의의 액세스권과 광의의 액세스권

으로 나누어지는데, 특히 협의의 액세스권은 반론권의 형태로 수용되어

있다.

111) 성낙인, 헌법학(주11), 1161.
112) 이동훈, “소셜미디어 사회에서 촛불집회의 헌법적 의미 : 네트워크 액세스권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18권 제2호 (2017.5.), 5.

113) 성낙인, 헌법학(주11), 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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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액세스권 논의의 전개

본래 미국 연방대법원은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114)을 따르고 있었다.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이란, 어떠한 생각이나 사상을 받아들일지는 국가

가 정하기에 앞서 일차적으로 개방된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정해진다는

이론이다.115) 우리 헌법재판소도 “언론·출판에 대한 규제는 통상 그 언

론·출판으로 말미암은 해악을 시정하고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국

가의 노력은 정당하고 필요한 것이기는 하나, 국가의 개입에 앞서 그 해

악을 해소시킬 수 있는 1차적 메커니즘, 즉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이 시민

사회 내부에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만일 시민사회 내부에서 서

로 대립되는 다양한 사상과 의견들의 경쟁을 통하여 유해한 언론·출판의

해악이 자체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면 국가의 개입은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을 받아들인 바 있다.116)

그러나 Barron은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이 지나치게 낭만적이라고 비

판하였다.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간섭과

침해를 배제해줄 수는 있으나 국가에 의한 표현의 자유 억압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으며, 국가가 아닌 기관에 의해 발생하는 침해에는 침묵한다

는 것이다.117) Barron은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지위를 가지는 이유를 사

상의 자유시장 이론이 아닌 자기지배이론에서 찾는다. 자기지배이론은,

치자는 피치자의 동의로부터 권위를 얻는데 피치자의 동의는 표현의 자

유를 충분히 누림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설명하는 이론으로 표현의 자유의

의의를 민주주의에서 찾는다.118)

한편 Barron은 자본주의 발달에 따라 언론 기관들은 독과점기업화 되

는 경향이 있으며 급속도로 보급되는 텔레비전은 언론학자 McLuhan의

114) Abrams v. United States, 250 U.S. 616(1919). O. W. Holmes 판사의 반대의
견.

115) 한수웅, 헌법학(주11), 775.
116)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5헌가16 전원재판부 결정.
117) 해당 의견은 Jerome A. Barron, “Access to the press : A New First
Amendment Right”, 80 Harvars Law Review 1641 (1967), 1643 참조.

118) 해당 의견은 Thomas I. Emerson, “Toward a General Theory of the First
Amendment”, 72 Yale Law Journal (1963), 8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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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처럼 이념의 토론에는 무관심한 채 상업적 이익만 추구하여 사람들

의 공론장 마련을 위한 노력은 소홀히 한다고 우려하였다.119) Barron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120)가 정보의 수용자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121) 시

민들이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미국

연방대법원이 언론의 자유를 확대하였다는 평가를 받는 New York

Times v. Sullivan 사건을 비판한다.122) 이 사건에서 미 연방대법원은

발언 내용이 진실임을 입증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강요받는 이들로 하여

금 발언을 자제하게 만드는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발생시킴에 집

중하였으며, 공직자가 명예훼손적 허위보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

해서는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123) 그

러나 Barron은 대법원이 비록 상대가 공무원일지라도 언론사에 대한 접

근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최소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할 권리를 인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124) 다만 사법부의 태도만

지적한 것은 아니며 액세스권의 형성과 적용을 위한 입법과 행정 작용의

중요성을 언급한다.125)

이렇듯 Barron은 표현의 자유에 대해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비판하였다. 자기지배이론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표현의 자

유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언론기관은 독과점 되어가고 있고 사람들

119) 해당 의견은 Jerome A. Barron, “Access to the press : A New First
Amendment Right”(주117), 1644-1647 참조.

120)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mendment 1 :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121) 해당 의견은 Jerome A. Barron, “Access to the press : A New First
Amendment Right”(주117), 1664-1666 참조.

122) 해당 사건의 판례는,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 (1964).
123) 문재완, “일인 미디어 시대의 액세스(access)권”, 언론과 법 제9권 제2호
(2010.12.), 173.

124) 해당 의견은 Jerome A. Barron, “Access to the press : A New First
Amendment Right”(주117), 1658 참조.

125) 해당 의견은 Jerome A. Barron,“Access to the press : A New First
Amendment Right”(주117), 1646-165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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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자유로운 공론장의 형성이라는 의무는 저버리고 있으므로 액세

스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Ⅲ. 액세스권의 법적 근거와 기능

액세스권은 협의의 액세스권과 광의의 액세스권(제한적 이용권, 일반

적 이용권)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각각 권리구제형 언론매체이용권, 일

반적인 언론매체이용권이라고 불리기도 한다.126)

액세스권을 논의함에 있어 어려운 점은, 국가와 국민이 아닌 사인(국

민과 언론기관) 간의 관계가 문제된다는 것이다.127) 이 때문에 액세스권

의 기본권성과 그 근거에 대해 이견이 있다.

협의의 액세스권과 광의의 액세스권이 각각 어떤 기능을 의미하는지,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살펴본다.

1. 협의의 액세스권

협의의 액세스권은 반론권128)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반론권이 최초로

확인된 미국 판례는 Red Lion 방송사 사건인데, 미국 연방대법원은 명예

훼손을 당한 자에게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미국 연방통신위원

회의 공정성의 원칙이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

다.129) 공정성의 원칙이란 방송사는 그 자원의 희소성에 따라 공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방송해야 하며 이해관계인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으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 의해 발전된 개념이다.130) 이 판

례에서 미 대법원은 일반 국민의 액세스권을 인정하였다.

126) 전광석, 한국헌법론(주20), 367-369.
127) 김현귀, “액세스권의 기본권적 의의”, 언론과 법 제12권 제1호 (2013), 221.
128) 양건, 헌법강의(주11), 706. : 반론권을 과거에 액세스권이라 불렀던 것이며 반
론권의 기능이 언론피해구제에서 개인의 효과적인 의사전달 수단으로 의미가 변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129) 해당 사건의 판례는, Red Lion Broadcasting Co. v.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395 U.S. 367 (1969).

130) 문재완, “일인 미디어 시대의 액세스(access)권”(주123),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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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반론권에 대해 언론기관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논란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반론권’을 뜻하는 것으로서 헌

법상 보장된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그 바탕을 둔 것이며, 나아

가 피해자에게 반박의 기회를 허용함으로써 언론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을 향상시켜 제도로서의 언론보장을 더욱 충실하게 할 수도 있다는 뜻도

함께 지닌 것이다.”라고 하여 합헌으로 보았다.131) 협의의 액세스권에 대

하여 국가의 언론 침해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며 일반 국민과 언론기관

간의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액세스권은 헌법 제21조에서 도출할 수 있

는 헌법상 권리가 아닌 입법에 의한 법률상 권리라는 주장이 있다.132)

그러나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언론기관으로부터 침해를 당한 개

인을 구제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언론질서를 구축해나가는 액세스권의

기능을 고려하였을 때 헌법 제10조, 제21조 제1항, 헌법 제34조 제1항133)

에서 도출되는 헌법상 권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60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3. 25. 시행, 이하 언론중재법)은 정정보도청구제도(언론중재법 제

14조134))와 반론보도청구제도(언론중재법 제16조135)), 추후보도청구제도

(언론중재법 제17조136))를 규정하여 반론권 제도를 확보하고 있다.137)

131) 헌법재판소 1991.9.16. 선고 89헌마165 전원재판부 결정.
132) 김하열, 헌법강의(주16), 475.
133) 「대한민국헌법」 제34조 :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13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①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
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
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
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
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13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①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
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13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①언론등에 의하여 범죄혐
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
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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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의의 액세스권

광의의 액세스권은 다시 제한적 이용권과 일반적 이용권으로 나누어

진다. 공익단체나 정치인 등 정보추구능력이 있는 주체의 의견 게재 권

리가 제한적 이용권, 일반 국민이 의견 표명을 위해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일반적 이용권이다.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 DNC(Democratic National Committee)와 베

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단체였던 BEM(Business Excutives' Move for

Vietnam Peace)가 CBS 방송국에 의견게재시간을 판매할 것을 요구했던

CBS v. DNC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제한적 이용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부유한 자가 의견광고를 독점할 수 있고, 방

송사업자의 재량이 침해당해 공정성의 원칙을 해칠 수 있으며 공정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정부가 언론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시하였

다.138) 이후 Miami Herald Publishing Co. 사건에서139) 미 연방대법원은

공직입후보자를 비판하는 보도에 대한 후보자의 반론보도 청구를 허용하

는 주 선거법이 위헌이라고 선언하는데, 신문은 방송과는 달리 자원의

희소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정성의 원칙이 요구되지 않고 개별성이 강조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140) 이렇듯 미국 연방대법원은 제한적 이용

권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일반적 이용권도 인정받지 못함은 당연하다.

우리 학계에서는, 협의의 액세스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 보호를

근거로 하는 반면 광의의 액세스권은 국민의 민주적 여론형성과정을 근

거로 한다는 견해가 있다.141) 우리「방송법」(법률 제16750호, 2019. 12.

10. 일부개정, 2019. 12. 10. 시행)은 광의의 액세스권의 취지에 부합하는

(이하 생략)
137) 반론권 제도를, 사상의 자유시장 유지를 위한 필수적 조건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한수웅, 헌법학(주11), 779.]

138) 해당 사건의 판례는, Columbia Broadcasting System, Inc v. 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412 U.S. 94 (1973).

139) 해당 사건의 판례는, Miami Herald Publishing Co. v Tornillo, 418 U.S. 241
(1974).

140) 양건, 헌법강의(주11), 708.
141) 허영, 한국헌법론(주11),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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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데,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방송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 제3조142),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및 소수집단에게의 공

평한 기회 제공, 표현의 자유 신장을 규정하고 있는 제6조143), 시청자참

여프로그램 편성을 의무화하는 제69조 제7항144),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

치를 규정한 제90조의2145) 조항은 미디어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일반 국

민에게의 접근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그 예시라고 볼 수 있다.146)

반면 우리 「공직선거법」(법률 제16864호, 2020. 1. 14. 일부개정, 2020.

1. 14. 시행) 제8조147)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제8조의2148)와 제8

142) 「방송법」 제3조 :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43) 「방송법」 제6조 : ①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②방송은 성별ㆍ연령ㆍ직업ㆍ종교ㆍ신념ㆍ계층ㆍ지역ㆍ인종등을 이유로 방송편
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생략)
④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ㆍ신장하여야 한다.
⑤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
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⑧(생략)
⑨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44) 「방송법」 제69조 : ⑦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
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145) 「방송법」 제90조의2 :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
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설립한다.

146) 김현귀, “액세스권의 기본권적 의의”, 237.
147) 「공직선거법」 제8조 :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
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
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ㆍ논평을 하
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
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ㆍ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148) 「공직선거법」 제8조의2 :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
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
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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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3149), 제8조의5150)는 각각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훤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제8조의4151)와 제8조의6152)은

정당 및 후보자에게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어

언론기관의 공정성을 도모한다.153)

②~⑦(생략)
149) 「공직선거법」 제8조의3 : ①「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는 선거기사(社說ㆍ論評ㆍ廣告 그 밖에 選擧에 관한 내용
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⑦(생략)

150) 「공직선거법」 제8조의5 :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그 밖에 정치·경
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
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
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사
설·논평·사진·방송·동영상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
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터
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⑨(생략)

151) 「공직선거법」 제8조의4 : ①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방송 또는 정기간행물등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정당(中央黨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방송을 한 방송
사에 반론보도의 방송을, 당해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각
각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④(생략)

152) 「공직선거법」 제8조의6 : ①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의 인
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선거
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
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⑦(생략)

153) 김현귀, “액세스(Access)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월례발표회 (2012. 9.), 한국
헌법판례연구학회,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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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액세스권 논의의 시사점

액세스권은 언론기관의 표현의 자유를 해치고, 특히 광의의 액세스권

은 구체적인 내용을 전개할 수 없어 논의의 실익이 없으며, 액세스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것은 매체에 대한 규제를 가능케 하는 대사인적 효

력을 인정한다는 것인데, 뉴미디어 시대에는 이것이 도리어 공론장의 형

성을 방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154) 그러나 일인미디어, 소셜미디어

의 발달은 전자민주주의와 광의의 액세스권의 완전한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데, 일반인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이 마련되

어도 여전히 정보통신망은 소수의 기업에 독점되어 있고 그 안에서 얼마

나 주목을 받느냐의 문제는 자본의 원리를 따르기 때문에 액세스권에 대

한 논의를 적용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155)

뉴미디어 시대에 이르러서도 액세스권에 대한 논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액세스권의 취지는 언론과 출판을 비롯한 표현의 수단

이 소수에 독점되지 않고 일반 국민들도 접근가능하게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모두에게 열려있지 않은 표현 수단에 대해서

는 그 자유권 행사의 규제를 통해 일반인들의 접근성, 즉 액세스를 가능

하게 하자는 것이지만, 모두에게 열려있는 뉴미디어에서는 대사인적 효

력을 통한 규제만이 액세스권 보장의 유일한 방식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후술할 캄덴원칙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미디어에 대한 접근을 보장

하는 방안 중 하나로 ‘교육 기회 보장’을 제시한다. 일반인들의 뉴미디어

에 대한 액세스권이 기본권으로써 인정된다면,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

에게 교육 기회의 제공 등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액세스권은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에 대한 Barron의 비판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와 개인이 아닌 개인 간에 발생하는 표현의 자유의 불

154) 문재완, “일인 미디어 시대의 액세스(access)권”(주123), 182-190.
155) 김현귀, “액세스(Access)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14-23; 이동훈, “소셜미디어
사회에서 촛불집회의 헌법적 의미 : 네트워크 액세스권을 중심으로”(주1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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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에 집중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009년 헌법재판소는 야간

옥외집회금지 규정에 관한 위헌제청결정에서, 집회의 자유에 대한 허가

금지는 집회의 내용뿐만 아니라 집회의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허가도 금

지하고 있는 것이라는 내용의 판시를 한 바 있다.156) 액세스권에 직접적

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결정으로부터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

하게 공론장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자유민주주의의 대의를 확인한

것”이라는 의미를 찾는 의견도 있다.157) 모든 사람이 표현의 자유에 접

근 가능할 때 표현의 자유는 비로소 그 기능을 하는 것이다.

제 3 절 캄덴원칙(Camden Principle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Equality)

캄덴원칙(Camden Principle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Equality)158)은 ‘ARTICLE 19’에서 제시하는 기준으로, 세계인권선언 제

19조159)에서 그 명칭을 가져온 ‘ARTICLE 19’은 언론, 정보, 표현의 자유

를 보호하고자 설립된 영국 소재 국제인권단체이다.160) ‘ARTICLE 19’은

캄덴원칙에 대하여 UN, 유럽인권재판소를 포함한 국제기구 및 시민단

체, 학자들이 2008년 12월 11일, 2009년 2월 23-24일 회의를 거쳐 마련

156)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8헌가25 전원재판부 결정.
157) 김현귀, “액세스권의 기본권적 의의”, 245.
158)원문출처 : "The Camden principle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equality",
'Article 19',
http://www.article19.org/data/files/medialibrary/1214/Camden-Principles-ENGLI
SH-web.pdf, (2020. 01. 01. 확인)

159) 「세계인권선언」 제19조 : UDHR(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rticle 19 : 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this
right includes freedom to hold opinions without interference and to seek,
receive and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through any media and regardless of
frontiers.

160) http://www.article19.org

http://www.article19.org/data/files/medialibrary/1214/Camden-Principles-ENGLISH-web.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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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고 소개하고 있다.161) 캄덴원칙은 비록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

규나 우리나라에서 비준한 조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수립 과정에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참여가 있었다는 점에서 전문

성과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2010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

고관의 자격으로 방한한 바 있는 프랑크 라 뤼(Frank La Rue)는 2011년

유엔 총회에서 제출한 보고서(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에서도 캄덴원칙의 내용을 인용하였

다.162) 이렇듯 캄덴원칙은 국제사회의 공감을 받는 원칙으로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 발전방향에 신뢰할만한 기준점을 제시한다.

Ⅰ. 캄덴원칙의 의의와 내용

캄덴원칙은 서문과 Ⅰ. 평등과 표현의 자유를 위한 법적 보호(Legal

protection for equality and freedom of expression, principle 1~4), Ⅱ.

받아들여질 권리와 말할 권리(The right to be heard and the right to

speak, principle 5~7), Ⅲ. 문화 상호간의 이해의 증진(Promoting

intercultural understanding, principle 8~10), Ⅳ. 표현의 자유와 해로운

발언(Freedom of expression and harmful speech, principle 11~12)의 4

가지 장, 12개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현의 자유와 평등은 모든 인

권을 누리고 보호함에 있어 필수적인 기본권이며, 다원주의와 다양성이

표현의 자유의 특징이다. 불평등은 표현의 자유를 저해시키고, 표현의 자

유는 다시 평등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 지금까지는 표현의 자유와 평등

이 서로 충돌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왔으나, 이 원칙에서는 표현의 자

유와 평등이 상호보완적이며 모든 인권의 존중에 있어 필수적이라는 것

을 확인한다. 또한 캄덴원칙은, 표현의 자유와 평등의 권리가 민주주의와

161) 'ARTICLE19'과 캄덴원칙에 대한 소개와 번역은, “표현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캄덴원칙(2009년)”, 국제인권소식 “통”, http://www.tongcenter.org/ccpr, (2020.
01. 01. 확인)

162)총회 결의,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UN 문서 A/66/290, 제66회기 Supp. No. 150 (2011), 13.

http://www.tongcenter.org/cc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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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인간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며, 안보를

위해 인권이 양보되는 것을 거부하고 인권에 대한 존중이 진정한 안보의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캄덴원칙은 표현의 자유와 평등을 위

한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며, 다만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독립적인 사법

부, 활기찬 시민사회를 통해 국가의 역할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

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이 원칙은 표현의 자유와 평등의 실현에 있어서

미디어와 통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디어가 독점되는 등의 문제는

소수자를 위협할 수 있다고 선언한다. 본 원칙에서의 평등은 광의의 평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실질적 평등을 다루고 있고, 표현의 자유에 대

한 제한은 주로 소수자에게 가해지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차

별을 조장하는 해로운 표현들은 제한되어야 하지만 국가에 의해 악용되

지 않도록 법률상에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각 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Ⅰ장(평등과 표현의 자유를 위한 법적

보호)에서는 1원칙(인권법의 비준과 포함, Ratification and incorporation

of human rights law), 2원칙(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위한 법적 체제,

Legal framework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3원칙(평등권의 보호를 위한 법적 체제, Legal framework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equality), 4원칙(구제수단으로의 접근,

Access to remedies)의 4가지 원칙을 담고 있다. 이로써 Ⅰ장은, 국가가

평등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조약들을 비준하고 국내의 법체계에 평등권

과 표현의 자유를 포함시키며 각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의 구제수단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Ⅱ장(받아들여질 권리와 말할 권리)에서는, 5원칙(다원주의와 평등을

위한 공공 정책, A public policy framework for pluralism and

equality), 6원칙(매스미디어의 역할, Role of the mass media), 7원칙(정

정과 반론의 권리, Right of correction and reply)을 포함하고 있는데,

대중매체의 역할과 표현수단에 대한 소수자의 접근을 이야기하고 있다.

Ⅲ장(문화 상호간의 이해의 증진)에서는, 8원칙(국가의 책임, State

responsibilities), 9원칙(미디어의 책임, Media responsibilities), 10원칙(기



- 58 -

타 관계자들, Other actors)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별을 지양하고 평등

을 지향하는 문화 형성을 위한 국가와 매체의 역할과 주의해야할 점을

나열하고 있다.

Ⅳ장(표현의 자유와 해로운 발언)은 11원칙(제한, Restrictions), 12원

칙(증오 선동, Incitement to hatred)으로 구성되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제한을 경계하면서도, 차별, 적대감, 폭력 등을 선동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 중 특히 2장에서 다루고 있는 제5~7 원칙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5원칙(다원주의와 평등을 위한 공공 정책) 제1항은 미

디어들이 국가로부터 독립하고 서로 다른 공동체들이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다원주의와 평등의 신장을 추구해야한다고 선언

한다. 제2항은 언론, 방송, 통신 등의 수단에 경제적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러한 수단을 설립하거나 배분함에 있어 차별

없이 공정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각 수단들은 사회 전반을 폭넓게 반영

하여야 하며, 이러한 수단의 독점을 방지해야 한다. 제3항은 각 수단에

대한 소수의 접근을 방해하거나 중지시키는 제한은 폐지되어야 하며, 미

디어는 다양성을 추구하는지에 따라 평가받아야 하고, 교육 기회를 포함

하여 사회적 약자의 미디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4항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미디어의 공적 가치를 보호하고 강화함으

로써 다원주의, 표현의 자유,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즉 5원

칙(다원주의와 평등을 위한 공공 정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미디어

자체는 국가로부터 독립되고 다원주의와 평등을 표방하여야 하며, 그러

한 미디어는 소수자를 비롯한 모두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6원칙(매스미디어의 역할)은 하나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미디

어는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 사회 전반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 모

든 집단의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하고, 하나가 아닌 다양한 공동체의

목소리를 추구해야 하며, 정보 제공에 있어서는 높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6원칙(매스미디어의 역할)은 미디어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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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을 추구해야 함을 강조한다.

7원칙(정정과 반론의 권리) 제1항은 평등과 비차별, 자유로운 정보의

교류를 위해 정정과 반론이 가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제2항은 정정권

이나 반론권의 행사 시 하나의 구제 방식을 이용하였다고 해서 다른 구

제 방식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을, 제3항은 정정과 반론은 자기

규제적인 시스템을 통해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4항은 정정권에 대해, 미디어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누구든지

수정된 내용의 보도를 요구할 권리라고 설명하며, 제5항은 반론권에 대

해, 허위를 통해 권리가 침해된 사람이 자신의 반론을 전파할 것을 미디

어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설명한다. 즉 7원칙(정정과 반론의 권리)

에서는 정정권과 반론권을 규정함으로써 미디어의 활용이 평등하고 비차

별적이어야 하며 권리 침해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구제수단을 마련해야 함

을 강조한다.

Ⅱ. 캄덴원칙의 시사점

캄덴원칙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중요한 논점 중 하나로 '평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캄덴원칙은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표현의 자유와 평등 사이에 상호협력적인 관계가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모든 인권의 실현, 민주주의의 실현, 다원주의와 다양성의 증

진, 나아가 세계 안보에 있어서까지 표현의 자유와 평등이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함을 강조한다.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민의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

는데, 제17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된 「차별금지법」(2007년 정부

제안, 의안번호 178002), 혐오표현의 규제, 인터넷실명제, 「국가보안법」

(법률 제13722호, 2016. 1. 6. 타법개정, 2017. 7. 7. 시행)의 위헌성 등 표

현의 자유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표현의 자

유의 보장과 규제 사이에서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캄덴

원칙이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극단으로 치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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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경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한다.

나아가 표현의 자유를 단지 다수결에 따라 다수가 독점하여도 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다양성과 다원주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

의 수단이 소수자들에게도 똑같이 접근가능 해야 하며, 그러한 수단의

설립이나 교육의 기회에 있어서도 평등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고무

적이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국가와 미디어에도 의무를 부여하는데, 특히

캄덴원칙은 표현의 자유를 수행하는 매체나 기구들이 국가로부터 독립되

고 스스로가 독점되지 않음으로써 공정함을 유지하기를 기대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가 오래 지속되어 왔으며 최근 혐오

표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평등과 차별 문제의 해결을 위한

표현의 자유 규제 논의가 활발하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개인

간의 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한데, 캄덴원칙을 통해 표현의 자유 연

구의 새로운 측면을 조명할 수 있다.

비록 캄덴원칙이 강제력을 지니는 것은 아니나, ‘ARTICLE 19’은 언

론, 출판, 표현의 자유 분야에 있어 권위적인 역할을 지닌 단체이며 캄덴

원칙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참여가 있었다는

점에서, 캄덴원칙은 표현의 자유의 발전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향점

을 보여준다. 위 원칙을 수용하고 우리 헌법과 법체계에 반영한다면 표

현의 자유에 대한 소수자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민주주의와 다원주

의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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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소수 집회의 보장

제 1 절 집회의 자유에 대한 소수자의 접근성

표현의 자유 실현과정에서의 평등은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

지며 국제사회의 공감을 받고 있는 지향점이다. 이는 집회의 자유에 대

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집회의 자유가 민주제도 하에서 중요성을 가지는

이유는 집회가 여론을 형성하고 토론의 장을 마련하며 주최자가 원하는

의제에 대해 언론, 정치권, 국민 또는 이해당사자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소수자들이 육성으로라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즉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에 대

해 보충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 실현과정에서의

평등은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소수자들이 다수자들에 비해 집회의 자유를 더욱 필요로 하나, 역설

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실현하기에는 더욱 힘든 처지에 있다. 「집시법」

은 집회의 보장보다는 제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동일한 제한은 다수

자가 참여하는 집회보다는 소수 집회에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대규모 집회의 발생을 상정하여 마련한 제도와 기준을 소수 집회에도 적

용하다 보니 필요 이상의 제한이 되는 것이다.

소수 집회는 전달력 또한 미약하다. 참가 인원이 적으며 재정적 부담

등의 이유로 집회 현장에서 효율적인 장비 및 도구를 이용하지 못한다.

대중의 관심을 받는 주제가 아닌 이상 언론보도는커녕 집회 현장에서조

차 소외되곤 한다. 특히 광화문 광장이나 국회 앞 등 주요 장소에서의

소수 집회는 대규모 집회에 의해 가려지곤 한다.

언론이나 정치권에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거대세력, 정치세력이

집회의 자유를 독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소수자들은 집회를 주최하

더라도 그 효과가 미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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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소수자의 집회의 자유 실현을 위한 개선방

안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선 모든 국민들이 장애 없이

기본권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집회 전

반을 다루고 있는 법률인 「집시법」을 개정하고 소수자의 집회의 자유

를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집회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을 경계함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소수집회에 대한 적극적 보장의

태도를 취해야 비로소 모든 국민이 실질적인 집회의 자유 행사가 가능해

지는 것이다.

소수집회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40여 명이 폭력

행위 없이 진행한 시위가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에서, 위 시위의 참가 인원이 40여 명에 불과함을 그 근거 중 하

나로 제시하였다.163) 피고인 등 20여 명이 기자회견 형식의 미신고 옥외

집회를 주최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사례에서도,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

회 참가자들의 평화적 시위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단순히 미신고집회라는 이유만을 들어 해산명령을 하였으므로 그 해

산명령은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는데, 그 근거 중 하나로 참가인원이 20

여 명에 불과함을 제시하였다.164) 집회가 평화로운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집회 참가자 수가 유일하고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참가자 수가 소수에 불과할 경우 제한의 필요성이 낮아진다는 것이 사법

부의 판단이다. 입법부와 행정청에서도 이러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소수

집회의 보장을 도모해야 한다.

아래에서는 소수자들이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는 이유를 현행 신고제도, 집회 장소의 제한, 1인 시위에 대한 태도,

소수집회의 미약한 전달력에서 찾아보고 그 해결책을 모색해본다.

163)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440 판결
164) 대전지법 2010. 2. 25. 선고 2009고단2786,4126,2009고정22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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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집회 신고제도의 개선

1. 현행 신고제도의 문제점

집회는 그 주제나 주최자가 다양하여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나, 수도

권 집중화 현상에 따라 집회도 수도권에서 활발히 진행된다. 각종 기관

및 기업의 본부나 본관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정치

적 집회의 대상이 되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최고기관은 수도인 서

울에 위치해있다. 집회의 성공여부는 주최 장소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지방에 사는 사람들도 집회 내용이나 대상에 따라 서울에서 집회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집시법」 제6조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에게 신고의무

를 부과하고 있는데,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

간 전에 집회를 주최하려는 장소의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

해야 한다.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

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

다. 즉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국회의사당, 청와대, 법원, 각종 언론사 및

기업 본사 등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에서 집회를 하기 위해 재차 상경해

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것이다.

대규모 단체의 경우 집회 신고를 비롯한 준비과정을 일사분란하게 진

행하며 지역별 지부가 있고 전세버스 대여 등 조직적 집회 준비가 가능

하지만, 소수 집단은 현행 신고제도로 인해 집회 주최에 어려움이 있다.

2. 신고제도 개선방안

「집시법」 제6조를 개정하여 집회를 진행하고자 하는 이들이 거주지

관할 경찰관서에서도 집회 및 시위의 신고가 가능하게 개선하면 소수 집

회의 보장에 도움이 된다. 특히 「집시법」 제6조 제1항 제6호는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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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 경우 진로와 약도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광화문

광장, 시청 앞 서울광장, 청와대 사랑채 앞, 국회의사당 앞 국회대로, 법

원 앞 등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시위와 행진이 자주 진행되는 장소에 대

해서는 관할 경찰관서가 아니더라도 약도를 보유함으로써 신고절차를 용

이하게 해야 한다.

「집시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신고가 발생

시 관할경찰관서장은 그 조정을 권유하고,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동조 제3항에 따라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금지 통고

를 할 수 있는데, 관할 경찰관서가 아닌 곳에서 집회 및 시위를 신고하

면 선순위를 명확히 알 수 없어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서에서 주최지 관할 경찰관서로

신고 내용을 송달한 시각 등의 기준을 마련하면 되는데, 비록 주최지 관

할 경찰관서에서 신고가 가능한 주최자에게 유리한 기준이라 할지라도

직접 관할 경찰관서까지 이동하여 신청하는 것에 비하면 팩스나 인터넷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송달 시 이동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의 장소와 시간이 겹쳤다면 조정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관할

경찰서 경비과 직원과 면 대 면으로 소통이 불가하여 조정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점은 관할경찰관서에서 신고할 경우 취할 수 있

는 편리함이지 그것이 기타 경찰관서에서 신고를 못 하게 할 근거는 되

지 않는다. 조정의 여지가 없거나 토요일 오후 광화문 광장과 같이 집회

와 시위가 많이 몰리는 장소와 시간에 주최를 원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나마 주최지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다. 기술적인 해결책이 마련된다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토록 해야 한다.165)

반면 소수 집회의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면제해줌으로써 집회의 자유

를 최대한 보장해주자는 의견도 있다. 소수 집회의 경우 폭력적인 집회

로 변질될 가능성이 적고 경찰의 통제도 용이하며 소수 집회가 폭력적인

집회로 변질된다는 것은 집회 참가자가 무기 등을 소지하기 때문일 수

있는데 이 경우 「집시법」 제5조 등 규율할 수 있는 법률이 있음을 근

165) 이희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의 집회 신고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 입법학연구 제15권 제1호 (2018), 14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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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로 한다.166) 그러나 사전신고제를 통해 행정청이 집회 또는 시위의 개

최를 미리 알고자 하는 이유에는 집회 자체를 보호하기 위함도 있다. 소

수 집회 자체는 평화롭게 진행되더라도 이해당사자나 집회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자, 집회 중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

는 주민과 같이 집회를 방해할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집회 참가자를 보

호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그 진행 여부를 미리 알 필요가 있으므로 신

고의무를 면제해서는 안 된다.

Ⅱ. 집회 장소 제한의 완화

1. 현행 집회 장소 제한의 문제점

집회의 자유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장소를 요한다.167) 특히

집회가 진행되는 장소는 집회의 내용을 전달함에 있어 상징성과 효율성

을 가져온다. 예를 들어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에서 매주 수요일 주최하

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는 서울특별시 종로

구 소재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옆에서 진행된다. 집회가 이루어지는 장

소가 집회의 내용 그 자체가 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청와대나 행정부에

대한 정치적 의사표현은 광화문 광장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입법부에

대한 정치적 의사의 표현은 국회대로 등 집회의 장소는 집회의 대상을

표방하기도 한다. 이는 다른 표현의 자유와는 구별되는 집회의 특성이다.

집회의 주최 및 진행 과정에서 다른 법익과의 충돌 가능성이 높거나

그 기능의 수행을 보호하기 위해 경비 대상이 되는 시설들이 있는데, 이

러한 장소에서는 집회가 금지 또는 제한된다. 집회의 자유는 절대적인

기본권이 아니며 공공의 안녕질서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제한될 수 있

다. 그러나 규모가 수백 배, 수천 배, 심지어는 수만 배까지도 차이가 나

166) 이희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의 집회 신고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주165), 134-136.

167) 최근에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기도 하다. [이
희훈, “사이버 집회, 시위에 대한 헌법적 고찰”, 홍익법학 제11권 제2호 (2010),
499-52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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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수집회와 대규모 집회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

지 않다. 특히 우리 「집시법」은 집회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상징적

시설이나 장소, 즉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최고기관이나, 주거지역 또

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와 같이 국민의 이목을 쉽게 집중시킬 수 있는

장소에 대해 오히려 더 큰 제한을 가하고 있다. 물론 다른 법익이나 공

공의 안녕질서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인 허용은 바

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집회 별로 상이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

인 기준을 정하게 될 경우 그 기준은 대규모 집회의 발생을 염두에 두고

설정한 것일 텐데,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는 집회나 소수 집회에 대해서

는 지나친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

2. 공적광장이론

미국에서는 집회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장소에 따라 달리 심사하는

공적광장이론을 발달시켜왔다. 공적광장이론의 핵심은 공적 재산에 대한

정부의 소유권이 표현의 자유를 위해 일정한 경우 제한된다는 것이

다.168) 공적광장이론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집회 금지 장소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1) 공적광장이론의 발달

공중이 이용하는 광장(공적광장이론에서의 ‘광장’은 도로나 공원 등 의

사표현이 진행되어 오는 곳을 지칭하며, 나아가 기금, 방송국, 동아리와

같은 비물리적인 공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에서 집회가 진행될 때, 정

부가 그 광장에 대한 권리를 근거로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

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그 입장을 변경해왔다.

1897년 Davis 사건에서169), 허가받지 않은 공원에서의 표현 행위가 문

168) 권혜령, “집회·시위의 전제로서 장소개념에 대한 고찰”, 공법학연구 제11권 제3
호 (2010. 8.), 6.

169) 해당 사건의 판례는, Davis v.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167 U.S.
43(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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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되었는데 도로나 공원 등의 공적 재산에 대해 정부가 그 소유권을 가

지고 있어 집회가 자유로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였다. 광장에 대한 정

부의 소유권은 마치 개인이 자신의 집에서 집회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

는 것처럼 절대적인 것으로 보았다.

1939년 Hague 사건에서170) 공물에 대해 정부는 수탁자라고 하여 소유

자에서 그 지위가 변경되었는데, 공적 공간이 공공을 위해 사용되고 유

지될 수 있도록 정부에 위탁되었다는 것이다. 여전히 광장은 정부의 영

향력 하에 있었지만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다. 표현, 토론, 집회를

위해 사용되어 온 광장의 이용은 시민들의 특권이고, 이러한 특권은 공

공의 이익을 위해 제한될 수는 있겠지만 규제의 형식으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 시민들이 광장에서 표현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

를 수정헌법 제1조가 아닌 제14조 특권 및 면책권 조항에서 찾는다.

같은 해 Schneider 사건에서는171), 공적인 거리에서 전단지를 배포한

행위를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함으로써 공적인 공간에서의 표현에 대한

보장이라는 대법원의 견지를 강화하였다. 공공질서의 유지라는 시(市)가

제시한 이익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하였

다.

이후 Mosley 사건에서172), 노동조합의 피켓팅은 허용하면서 다른 단체

의 피켓팅은 금지하는 조례는 정당화 될 수 없으며, 표현의 내용에만 의

거하여 제재해서는 안 되고 선별적인 배제를 하기 위해서는 엄격히 심사

되어야 하는 장소로서 '공적광장'을 제시하였다.

1983년 Perry 사건에서173) 공적광장의 유형이 확립되었다. 학교가 한

쪽 교원노조에만 학교 간 우편시스템에의 접근을 허용하였는데, 연방대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타당하다고 밝히면서 공적광장의 유형을 전통적

공적광장, 중간광장, 비공적광장으로 분류한다.

170) 해당 사건의 판례는, Hague v. Comm. for Indus. Org., 307 U.S. 496, (1939)
171) 해당 사건의 판례는, Schneider v. State of New Jersey, 308 U.S. 147,(1939)
172) 해당 사건의 판례는, Police Dep't v. Mosley, 408 U.S. 92, 96-99(1972)
173) 해당 사건의 판례는, Perry Education Association v. Perry Local Educators'
Association, 460 U.S. 37(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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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적광장의 분류와 심사기준

가. 전통적 공적광장

전통적 공적광장이란, 오래도록 집회, 토론 등의 이유로 공공이 사용

해왔던 광장이나 도로 등이 포함되는데, 정부가 의사소통을 위한 장소로

제공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미 그 장소의 개방을 유추할 수 있는 곳이다.

전통적 공적광장에서 정부는 표현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전통적 공적광장에서 이루어지는 집회에 대해 그 내용을 근거로 규제

하게 될 경우 이는 엄격심사기준에 의한 사법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내

용에 근거한 규제가 이루어졌음에도 합헌심사를 받은 사례로 Burson v.

Freeman 사건이 있는데,174) 투표소 근처에서의 선거운동에 대해 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긴절한 이익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내용중립적 규제의 경우에는 중간심사를 받게 되는데, 규제의 필요성

이 인정되고 표현 방식의 대안이 있으면 타당한 것으로 보게 된다.

나. 중간 공적광장

중간 공적광장은 다시 지정된 공적광장과 제한된 공적광장으로 분류

된다. 지정된 공적광장은 전통적 공적광장은 아니지만 정부가 표현을 위

해 공공에 개방한 광장을 의미하는데, 지정된 공적광장에서의 표현 제한

은 전통적 공적광장과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받는다.

제한된 공적광장은 정부가 특정 주제, 주최자를 위해서만 개방한 장

소이다. 광장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합리적이고 관점중립적이어야 하며,

그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표현 주제와 광장의 목적에 의거하여 규제할

경우 이 또한 그 광장의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이라

면 합헌이다. 그러나 광장의 개방 범위에 속하는 표현을 규제할 때는 엄

격심사를 받게 된다.175)

앞서 언급한 Perry 사건에서 대법원은 지정된 공적광장과 전통적 공

174) 해당 사건의 판례는, Burson v. Freeman, 504 U.S. 191(1992)
175) 박승호, “표현의 자유와 공적광장이론 : 미연방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주175),
법학논고 제41권 (2013. 2.),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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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광장의 구별에 혼란이 있었는데, 지정된 공적광장에 대한 설명에서 ‘특

정 집단이나 주제를 위해 제한’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에 미 대법원은 공

영방송국에 소수당의 후보자는 출연하지 못한 것이 문제되었던 Forbes

사건에서176) 지정된 공적광장에 대해 ‘일반적으로 이용가능’이라고 언급

하여 혼란을 바로 잡고자 하였다.177) 중간 공적광장의 구분 기준, 제한된

공적광장과 비공적광장의 구분 기준은 여전히 확립되지 못하였다.178)

다. 비공적광장

비공적광장은 전통적으로, 또는 정부에 의해 제공됨으로써 표현 활동

을 위해 공공에게 개방되는 곳이 아닌 장소이다. 정부는 비공적광장에

대해 광범위한 지배가 가능하다. 표현 내용이 정부에 반하다는 이유가

아닌 이상, 합리성심사에 따른 규제가 가능하다.

3) 공적광장이론의 시사점

미국 연방대법원은 공간을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각 공간 내 표현의

자유 규제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였다. 공적광장이론은 그 분류기준

이 모호하거나 근거가 충분치 않고 최근에 들어서는 구역 획정(zoning)

을 이용한 표현의 자유 제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는 비판을 받는

다.179) 그러나 공공장소에서의 표현의 자유 규제와 관련하여 우선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정부의 규제를 예측가능하게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보장에 기여하였다.180)

공적광장이론이 제시하는 광장의 구분 및 심사기준을 우리 대법원 또

는 헌법재판소에서 그대로 차용할 수는 없겠으나, 공간의 특성에 따라

176) 해당 사건의 판례는, Ark. Educ. Television Comm'n v. Forbes, 523 U.S. 666
(1998)

177) 박승호, “표현의 자유와 공적광장이론 : 미연방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주175),
304-307.

178) 권혜령, “집회·시위의 전제로서 장소개념에 대한 고찰”(주168), 14.
179) 박승호, “표현의 자유와 공적광장이론 : 미연방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주175),
318-319.

180) 박승호, “표현의 자유와 공적광장이론 : 미연방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주175),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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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보장의 정도를 다르게 정한 것은 인상적이다. 표현이 이루어지는

장소의 특성을 역사적 의미와 기능에 비추어 세분화하고, 각 장소의 특

성이나 국가가 제한을 가하는 근거에 따라 사법심사기준을 달리 하고 있

다.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불필요한 제한을 최소화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의 최대한의 보장을 도모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3. 현행 집회 장소 제한의 개선방안

우리 「집시법」은 제8조 제5항에서 거주자나 관리자가 보호를 요청

하는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

소를, 제11조는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를, 제12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 교통 소통을 위해 집회 또는 시위를 금

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제11조 제1호의 ‘국회의

사당’에 관한 부분, ‘각급 법원’에 관한 부분과 제11조 제3호는 헌법불합

치 결정을 받았으며 제12조에 대해서도 지나친 제한이라는 비판이 따른

다. 「집시법」 상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장소에 대한 재정비

가 필요한 상황이다.

집회 및 시위의 금지 장소 규정을 아예 없애야 한다는 개정안도 20대

국회에 계류 중이다.181) 그러나 옥외집회나 시위가 공공의 안녕질서 및

타인의 법익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선 최소한의 제한은 불가피하므로 필

요최소한의 내용중립적 제한을 규정해야 한다.182) 이에 「집시법」 상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장소를 개정함에 있어서 인원 별 차

등을 두는 방법이 있는데, 모든 장소에서 모든 집회 및 시위는 일반적으

로 허용하되, 장소와 인원에 따라 예외적 금지를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

하다.

우리나라 국토 내 모든 지역을 세분화하고 법률에 반영할 수는 없겠

181) 이재정의원 발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660, (2017. 6.
28.) [계류 중]

182) 집회장소의 제한이 과도하지 않다는 의견은 신우철, “‘집회의자유'의 헌법적 보
장 : 헌법재판소 결정의 논증 비판”(주42), 165-17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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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현행 「집시법」이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주요 장소들에 대해서는 그 상징성을 고려하여 현행보다 더욱 세분화하

고 집회 인원에 따른 차등 제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미국의

공적광장이론에서 얻을 수 있었던 시사점은, 광장의 특성에 따라 제한의

강도를 달리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시도였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집회 참가 인원수도 세분화할 수 있는데, 현행 「집

시법」 제11조 제4호 나목183)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

와 같이 정할 경우 그 뜻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청에 의한 자의적 심사가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인원수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인원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법행위나 폭력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긴급으로 운용

할 수 있는 기동 경찰의 최소 출동 단위 등을 지표로 참고할 수 있다.

통상 집회·시위 현장에의 경찰 출동 최소 단위는 20-30인으로 구성된다.

불법 사태 발생 시 경찰관 1인이 집회 참가자 1인을 완전히 통제하기는

어려우며 불법 집회자 1인에 대한 체포조는 4-5인으로 운용된다. 그러나

정보 경찰은 사전에 또는 집회 도중에 집회 주최자와의 소통을 통해 집

회·시위의 진행 일정 및 참가자 내부 분위기를 파악하여 경비 경찰에 전

달한다. 경비경찰은 불법 사태 발생 시 무전을 통해 신속히 인근 지구대

의 생활안전 경찰 또는 형사 경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찰 버스, 경

찰 방패, 보호 장구, 삼단봉, 비상벨 및 비상벨 수신기, 채증 장비, 캡사

이신 등을 이용하고 집회 장소 및 상황에 따라 철제 안전펜스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시 20-30인 이하의 집회라면 현장에 출동

한 경찰력이 최소 단위일지라도 불법 사태에 대한 초동조치가 가능하여,

공공의 안녕질서 및 타인의 법익과의 충돌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

다고 볼 수 있다.

18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
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
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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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과 장소에 따라 집회나 시위를 다르게 취급하는 입법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이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집회 대응

방식이 다르며 국회 건물이나 대법원 건물 등 각 시설마다 집회 및 시위

운용 방식이나 담당 부서가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집권 정부에 대한 집

회가 주로 이루어지는 워싱턴 DC, 그 중에서도 백악관 근처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구역에 따라 3가지의 서로 다른 법집행기관에 의해 관리된다.

백악관을 마주보고 있는 라파예트 공원과 내셔널몰(the National Mall)을

비롯하여 도시 내 공원은 국립공원경찰(National Park Police)이 관리한

다. 행진을 예정 중이며 경찰 경호나 거리 통제를 원할 경우, 또는 공원

이외의 지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원할 경우에는 워싱턴DC 경찰청

(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이 담당한다. 백악관 주위로 울타리가

쳐져 있는 곳은 경비가 가장 삼엄한 곳으로 비밀경호국(Secret Service)

이 담당한다. 국립공원경찰 관할 구역의 경우 25명 이상이 집회에 참석

할 시 국립공원경찰의 허가를 받아 집회 및 시위를 진행할 수 있으며 탐

지견 등에 의한 보안 검사를 받아야 한다. 워싱턴 DC 경찰청은

Pennsylvania Avenue도 관리하는데, 워싱턴 DC 경찰청 관할 지역은 자

유롭게 시위를 할 수 있으나 100명 이상이 참여할 경우 허가신청서를 제

출해야 한다. 비밀경호국 관할 구역은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며 울타리를

건들이기만 해도 체포될 수 있다.184)

이처럼 주요 시설이나 도로에 대하여 장소를 세분화하고 집회 참가자

수에 따라 집회가 가능한 구역에 차등을 둔다면 참여 인원이 적은 소수

집회의 경우 핵심 구역 내에서 내용 전달력이 높아지며, 대규모 집회와

장소 및 시간이 겹쳐 조정을 필요로 하게 되거나 집회가 금지되는 일이

줄어든다. 소수자들의 집회의 자유를 실질화하고 집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184) washington peace center,
https://washingtonpeacecenter.org/guide-to-the-dc-permit-process/,
(2019. 11. 1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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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신고된 집회의 집회 목적 공표

1. 소수집회의 미약한 의사 전달력

대규모 단체는 집회의 신고부터 해산까지 인원과 재정을 이용한 효율

적인 의사전달이 가능하다. 피켓이나 확성기와 같이 가장 기본적이고 효

율적인 소품부터 시작하여 대형 깃발, 안내판, 대형풍선, 방송차와 같은

장비를 준비하고, 무대차와 진행자, 공연자까지 섭외하기도 한다. 대규모

단체의 경우 자체 보도 인력이나 언론사와의 사전 소통을 통해 집회내용

을 보도할 수도 있다.

반면 소수자는 이 정도의 준비를 할 여력이 되지 않으며 피켓이나 소

형 현수막 등 기본적인 집회 도구도 준비하기 어려울 수 있다. 집회 현

장에서 피켓이나 소형 현수막은 일반 시민으로 하여금 집회 참가자임을

알 수 있게 해주며, 빠르게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집회 도구이다. 지방에 사는 집회참가자의 경

우 피켓 등을 매번 소지할 수가 없어 사비로 창고나 피켓보관함을 대여

하기도 한다.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의 경우 1인 시위가 활발히 진행

되는데, 1인 시위자들이 마련한 소형 현수막 등이 분실되거나 버려져 경

찰 또는 사랑채 관리자와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집회 현장에서의 영향력도 작아 언론의 보도를 기대하기는커녕 행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어렵다. 특히 국회의사당 앞이나 광화문 광장과 같

이 집회가 활발히 진행되는 장소의 경우, 옆에서 진행되는 거대하고 압

도적인 대규모 집회에 의해 소수 집회의 목소리는 말 그대로 묻혀버린

다.

집회의 준비부터 진행까지의 과정에서, 소수집회는 효율적인 의사전

달을 위한 수단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이로 인해 이해당사자나 정부관계

자,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등 표현의 대상이 되는 이들에게 의사전달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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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된 집회의 집회 목적 공표

신고된 집회에 대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나 언론은 관련 정보를 공

표한다. 그러나 각 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신

고된 집회의 장소, 일시 및 인원뿐으로 단체명이나 주장하는 바는 드러

나지 않는다. 오로지 교통 정보 안내를 위함이라고 생각된다.

[그림 4-1] 2019. 11. 17.(일) 서울 도심 주요 집회185)

언론의 경우, 언론사별로 '오늘의 주요일정'을 담은 기사의 형태로 신

고된 주요 집회들을 정리하여 보여주기는 하나 소수집회의 경우 누락되

기도 한다. 내용에 있어서도 집회의 장소와 일시, 인원, 주최 단체명을

기재할 뿐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집회 내용에 대한 언급이 있더라도 집회

의 이름을 보여주는 정도이다.

집회의 자유의 법적 성격에서 국가가 집회의 목적 달성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의무를 도출해내기는 어려우며, 집회의 원활한 진행을 보호하

고 집회에 대한 방해를 배제하였다면 집회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보장의

무를 수행한 것이다. 그러나 각 지방경찰청은 도심 내 진행 예정인 집회

및 시위를 알리고 있어 시민들은 일상생활 중 필요한 정보를 참고하고

185)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서울지방경찰청>알림마당>오늘의 집회/시위
https://www.smpa.go.kr/user/nd54882.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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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신고된 집회와 시위를 공표함에 있어, 「집시법」 제6조 제1항 제1

호에 명시된 신고항목인 집회·시위의 목적을 함께 개시하는 것은 비용

발생이나 행정절차의 복잡함과 같은 불편함을 전혀 수반하지 않는다.

집회 목적을 함께 공표한다면 집회 참가자들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욱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국민들은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 중인지 알 수 있게 되고 나아가 뜻이 같은 집회에 참여하거

나 집회가 주장하는 바에 대하여 현장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등 토

론의 장 마련이라는 집회의 자유의 의의를 달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집회 주최자들로 하여금 집회 신고에 대한 동기를 부여

함으로써 경찰 협조도 수월해지도록 하는 이점이 있다.

주최 단체나 참가 인원 수 등과는 무관하게 모든 집회가 동일한 형태

로 공표된다면, 다수자와 소수자가 누리는 집회의 자유의 간극이 좁혀질

수 있다. 다수자와 소수자가 각각 집회를 진행할 때 소수자들이 다수자

에 대등하게 집회의 효과를 누리기는 불가능한데, 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상 공표된 집회 일정에서만은 동일한 전달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Ⅳ. 1인 시위에 대한 태도

1인 시위는 1인이 피켓이나 플래카드, 어깨띠 등을 두르고 혼자서 하

는 시위를 말하는 것으로,186) ‘다수인’이라는 집회의 구성요소를 충족하

지 않아 집회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1인이 다수인의 의사를 대표로

표현하더라도 다수인의 집단적 의사표시라는 집회·시위의 법적 의미에

포함할 수 없다.187) 비록 비슷한 내용을 주장하는 여럿이 동시간대에 같

은 장소에 모여 있을지라도, 공동의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집회로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1인 시위는 「집시법」상

의 집회 금지 및 제한 조항들로부터 자유롭다.188)

186) 이승선, “‘1인 시위’에 있어서 ‘1인’의 개념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제10권
제2호 (2010.6.), 398.

187) 장영수, “집회의 자유의 본질과 복면집회의 헌법적 문제점”(주21), 302.
188) 서울지방법원 2003. 5. 21. 선고 2002나607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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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의 유리한 점을 이용하여 최근에는 변형된 1인 시위가 등장

하고 있다. 피켓 등을 이어받으며 같은 장소에서 번갈아가면서 시위하는

릴레이 1인 시위,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서서 시위를 하는 거리 이격형

1인 시위189), 전국 1000곳 동시 1인 시위 등이 그 예시이다. 변형된 1인

시위가 「집시법」 제6조에 따른 신고대상인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

는, 행위태양이나 인원과 같은 객관적 측면과 그들 사이에 내적인 유대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등과 같은 주관적 측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아울러 그들의 행위가 다수인에게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함

께 평가하여야 한다.190)

1. 불명확한 1인 시위의 개념

1인 시위를 규율해야 하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규율해야 하는지에 대

해서는 의견이 대립한다. 판례를 살펴보면, 우선 릴레이 시위에 대해 2명

이상이 ‘동시에’ 시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집시법」상 시위 개념에 포

함되지 않는다고 한 판결191)과 1인 시위자 주위에 일행 3명이 있었으나

주변 3인은 피켓을 들지 않는 등 시위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1인 시위로

서 「집시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192)이 있었다. 그러나 울산

지법 2008고정204판결의 상고심에서는, “별도로 구호를 외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신고대상이 되

지 아니하는 이른바 ‘1인 시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

다.193) 이외에도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30~70m 간격을 두고 1인 시위를

한 사례에서, 3~4명이 한 개의 조를 구성하여 교대시위를 하였고, 비록

189) 참가자들이 서로 손을 잡고 이어 서는 집회 방식이 있다는 점에서, 시위자들이
서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서 시위를 하는 변형된 1인 시위를 ‘인간띠’ 시위라고
지칭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이승선, “‘1인 시위’에 있어서 ‘1인’의 개념에 관한 연
구”(주186), 405.]

190)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2821.
191) 제주지방법원 2006. 4. 13. 선고 2005고정234 판결.
192) 울산지방법원 2008. 6. 10. 선고 2008고정204 판결.
193)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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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자 사이에 30~70m의 거리가 있었으나 사회통념상 단일한 구역으로

볼 수 있고, 일반인들도 복수의 시위참가자의 존재를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보았을 때 순수한 형태의 1인 시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194)

변형된 1인 시위를 「집시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시각은, 외형상

1인이라 할지라도 일반인들이 보았을 때 같은 단체가 같은 장소에서 시

위에 참여한 것임을 알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일반 공중에 영향을 미

치는 행위이며 「집시법」 상 집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본다. 반면 변

형된 1인 시위를 「집시법」으로 규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시각은, 변형

된 1인 시위는 집회의 구성요소를 충족하지 않으며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하지도 않아 「집시법」 상 제한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다.195)

어디까지를 1인 시위로 보아야 하는지, 예를 들어 함께 피켓을 들거

나 구호를 외치지 않고 옆에서 지원이나 촬영만 하였다면 이것은 1인 시

위에 해당하는지, 거리 이격형 1인 시위의 경우 참여자 간의 거리가 어

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1인 시위로 보아야 하는지 등에 대한 기준이 아

직 확립되어 있지 않다. 1인 시위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고자 하

는 이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며, 불법 집회를 규제해야 하는 경찰은 확

립된 기준이 없어 집행 과정에서 혼란을 겪게 된다.

2. 1인 시위에 대한 개념 확립 및 지나친 제한의 경계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질서 및 타인의 법

익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어 「집시법」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

인 시위는 소수 단체들이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특히 변형된 1인 시위는, 비

록 거대 단체들에 의해서도 활용될 수 있는 수단이지만, 대규모 집회를

진행할 수 없는 소수자들에게도 효율적인 의견표명의 수단이다.

194) 울산지방법원 2009. 4. 17. 선고 2009고합3 판결.
195) 이재진·이정기, “표현 수단으로서의 1인 시위에 관한 탐색적 연구 : 관련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9권 제4호 (2009), 61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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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변형된 1인 시위에 대해 「집시법」을 통한 제한을 가해야 하

는지, 표현의 자유의 수단으로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어 변

형된 1인 시위를 하고자 하는 이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적극적인 권

리 행사를 할 수 없으며, 경찰은 적절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시위자들과의 갈등을 반복하게 된다. 그러므로 변형된 1인 시위와 집

회에 대해 경험과 연구를 통해 명확한 구분 기준을 확립하여 명시해야

한다.

「집시법」 상 규제 대상이 아닌 1인 시위의 개념을 「집시법」에 포

함하면 오히려 1인 시위를 규제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있

을 수 있다. 그러나 ‘집회’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1인 시위의

범위를 확정하고, 이를 통해 1인 시위를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법적 확

신을 부여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일정한

간격으로 서서 시위를 하는 거리 이격형 1인 시위의 경우, 참가자들이

갑작스럽게 모여 공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신고 집회로 변질되

는 것이 우려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위 참가자 간의 거리가 최소

어느 정도 이상 확보되어야 하는지를 실증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 현행

「집시법」 정의 조항에는 옥외집회와 시위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데,

시위의 주체를 ‘여러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의 조항에 집회·시위

의 개념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여러 사람’의 개인 간 거리를 명시한다면,

변형된 1인 시위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들은 해당 기준 이상의 거리를 확

보할 경우 그들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며

경찰도 명확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 집회 관리가 수월해진다.

다만 과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은 없어

야 하는데, 변형된 1인 시위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는 없다.

우리 「집시법」이 집회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이유는 그것이 타인이나

공중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서이다. 그러나 변형된 1인 시위는

비록 그것이 집회와의 구별이 애매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집

회로 규율되지 못하였다는 점 자체가 이미 타인이나 공중에 위험을 끼칠

가능성이 적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집시법」에 의한 제한을 피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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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가 있었다고 하여 폭력 집회가 발생할 것이라고 유추하기에는 개연

성이 부족하다. 오히려 집회 진행이 가능한 참가자들이 서로 멀리 떨어

져 있거나 같은 장소에 동시에 있지 않는 등의 행위 태양을 보았을 때

변형된 1인 시위의 의도는 폭력이나 불법보다는 의견표명의 경제성과 효

율성 향상에 가깝다. 그러므로 불법 집회를 단속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호해야 하는 행정청이 대규모 집회보다 변형된 1인 시위를 경계해야

할 필요성은 적다. 물론 변형된 1인 시위로 가장하였다가 순식간에 불법

집회로 변질되거나 건물을 둘러싸는 방식으로 상대에게 위력을 가하는

등 그 악용을 사전에 규제할 수 있어야 하며 1인 시위로 인한 타인의 법

익 침해 발생 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나, 이러한 점은 충분한

연구를 통해 입법적, 사법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1인 시위는 교통혼

잡이나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고 공공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평화로운 표

현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변형된 1인 시위를 통제하

거나 억압하려고 하여서는 안 된다.196)

반면, 미라 복장을 착용한 채 1인 시위를 진행한 행위를 경범죄처벌

법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다.197) 1인 시위가 집회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

는 ‘집회’에는 해당하지 않을지라도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는

표현 수단이다. 일반인에게 혐오를 줄 수 있는 복장이 집회 진행 중에는

수인되는데, 일반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적은 1인 시위에서 더 엄

격한 기준을 적용할 이유는 없다.

196) 이승선, “‘1인 시위’에 있어서 ‘1인’의 개념에 관한 연구”(주186), 414-416.
197) 서울지방법원 2001. 8. 18. 선고 “1인 시위 경범죄처벌법 위반 사건”, 판례검색
은 이재진·이정기, “표현 수단으로서의 1인 시위에 관한 탐색적 연구 : 관련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주195), 62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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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충적인 기능을 하며, 표현의 자

유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수자들이 의사표현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최후

의 수단이다. 집회의 자유는 여론을 형성하며 대표자와 국민의 연결이라

는 민주적 기능을 수행하여 다수자들에게도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특히

소수자들에게 절실한 기본권인 것이다. 그러나 다수결의 원칙과 자본주

의를 따르는 현대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소수자들의 접근성이 떨

어질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이, 집회의 자유도 다수자들에게 독점되어 가

고 있다.

집회의 자유는 집단의 의견표명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그 주관적 요소

로 내포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 표현의 자유

와 평등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집회의 자유와 평등의 관계도 유추

해볼 수 있다. 표현의 자유와 평등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라고 볼 수

있는 액세스권 논의와 캄덴원칙은, 표현의 자유 실현과정에서의 평등이

지니는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을 보여준다. 액세스권 논의

에서 보았듯이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는 요소는 국가의 개입뿐만이 아니

다. 언론기관과 일반인 사이의 극명한 힘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반론

권을 비롯한 여러 제도가 도입된 것은 집회의 자유 실현과정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현실성 있는 지향점이라는 희망을 준다. 또한 캄덴원칙은

표현의 자유를 실현함에 있어 소수자들이 낙오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당부하는데, 표현의 자유와 평등의 긍정적 관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과 공감을 확인할 수 있다.

집회의 자유에 대한 소수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

다. 우선 「집시법」은 사전신고제를 운용하고 있는데, 집회 및 시위를

신고하기 위해선 주최하고자 하는 지역의 관할경찰관서에서만 신고가 가

능하다. 대규모 단체와 같은 운영체제나 인적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은

지방에 사는 소수자들은 국회나 청와대, 법원 등 상징적인 장소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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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를 하기 위해 여러 차례 상경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주거지

관할경찰관서에서의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반면 집회 장소 제한은 집회의 규모와 무관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미

국 연방대법원의 공적광장이론에서 볼 수 있듯이, 장소를 세분화하고 장

소별로 상이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제한의 정도와 필요성 사이의

균형을 맞춤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한다. 집회 장소 제한

규정을 정비함에 있어 원칙적으로는 모든 장소에서의 집회를 허용하되,

특정 장소에 대해서는 집회참가자와 같은 객관적인 기준을 통한 제한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수 집회는 의사 전달력이 대규모 집회에 비해 미약하다. 각 지방경

찰청은 신고된 집회를 공표함으로써 교통생활이나 일상생활 중 필요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집회의 목적을 함께 공표한다면, 소수

자들에게 다수자와 동등한 의견표현 수단을 제공하고, 집회 사전 신고의

동기를 부여하며, 시민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에서 진행 중인 논의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게 함으로써 집회의 자유의 본질을 달성하는데 기여한다.

변형된 1인 시위는 「집시법」의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운 1인 시위의

장점을 이용하기 위해 등장한 시위 방법이다. 변형된 1인 시위를 「집시

법」 상 집회로 보고 제한을 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1인 시위는

대규모 집회를 주최하지 못하는 소수자들에게 필수적이고 효율적인 의견

표현 방법이며, 「집시법」의 제한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형된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집회 진행에 비해 공공의 안녕질서와의 충

돌 가능성이 낮으므로 지나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없다.

소수자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육성으로라도 그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

해 거리에 나오지만, 대규모 집회의 막대한 자본과 인원 앞에서 소수자

들의 집회에 관심을 가지는 이들은 매우 드물다. 국민, 언론, 대표자들은

이미 충분한 표현 수단을 확보한 대규모 단체의 집회에 더욱 큰 관심을

보낸다. 소수자들의 집회의 자유가 형해화 되지 않도록 국가가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보아야 한다. 집회의 자유 보장 방

안에 관한 연구가, 대규모 집회나 폭력집회 대응 수단에만 초점을 맞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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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소수자들에게도 집회의 자유의 본질이 그 의미를 잃지 않고

있는지 살펴야 하는 것이다. 나아가 청원권과의 관계나 온라인 집회, 뉴

미디어 시대에서의 표현의 자유 등 집회의 자유와 관련하여 새로이 등장

하고 있는 논의들에 대해서도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음으로써 소수자들이

쉽게 접근 가능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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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quality in the Realization

Process of Freedom of

Assembly

Kim, Seok-Hyun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Law

The freedom of assembly is the fundamental right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21, Section 1, and

has a critical function in a democratic society. Assembly consists of

several elements, and the collective expression of opinion is one of

them. The freedom of assembly has the constitutional significance in

personal characterization of the individuals and its contribution to

democracy. Moreover, the freedom of assembly is important in that it

ensures the minorities who have little access to press and other

means of publication to speak out their own opinions without being

isolated.

Although freedom of assembly is constitutional right, it is

inevitable to limit freedom of assembly for the harmony with the

public order or other people's rights and interests under Article 37,

Section 2, of the Constitution. The law on assembl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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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nstration of Korea provides the overall details regarding the

guarantee of and the restrictions on assemblies. However, it requires

closer analysis and possible revision that there are few provisions in

the relevant statutes protecting the freedom of assembly from the

state's violation or unjustifiable restriction thereof while there are

excessive regulations on the freedom of assembly. It should be noted

that, in limiting the freedom of assembly, restrictions on the content

of the assembly should be allowed only in very exceptional cases,

and, although regulations on the method of the assembly may be

allowed to some extent to harmonize with other people's rights and

interests or the public order, there may be occasions in which an

expression may soon become the content of the assembly.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operates the prior notice

and reporting system, upon which there exist different positions

whether it is unconstitutional; however, such prior reporting

requirement does not completely fall under the permit system, which

is prohibited by the Constitution. Still, the current prior reporting

system has room for improvement in that it forces to report the

contents in too much of detail, and imposes criminal penalty for

failure to satisfy such requirements.

On the other hand,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assembly

have a close relationship, because the freedom of assembly consists

of the purpose to express collective ideas of participants, and the

study and jurisprudence on the freedom of expression also help in

understanding the freedom of assembly.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freedom of assembly and equality, the preceding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reedom of expression and

equality has to be reviewed.

The right to access ensures the public to have access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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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which function to balance the power gap between the media

and the public. It is the right to guarantee equality in the process of

realiz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that it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dia and the public, not the state and the

people. The Camden Principle drawn up by 'ARTICLE 19', an

international human rights activist group particularly on freedom of

expression, deals mainly with the relationship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equality, arguing that freedom of expression and

equality can be complementary.

The followings are the reasons why it is difficult for minorities to

approach and realize the freedom of assembly. First of all, the current

reporting system requires potential participants in an assembly to

report their plans to the police department in charge of the

geographic locations where they want to hold on assembly, which

makes those living in remote locations travel to Seoul, the most

commonly wanted location for assemblies, more than twice. Seoul has

a lot of symbolic places for diverse and most causes, and while

traveling to Seoul may not be such a big obstacle for larger group of

individuals, it is for the minorities. Revising the system to allow

reporting to the police station in charge of the residence of the

potential participants may help.

The current regulations on the geographic locations of assemblies

are excessive for the minorities as well. The public forum theory

developed by the U.S. Supreme Court attempts to ensure freedom of

expression by class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a place and setting

different judging criteria for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in

each place. Places have important implications in determining the

success of an assembly. Assemblies should be allowed at all locations

in principle, but exceptional restrictions should be considere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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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ed under objective criteria such as the number of participants.

Minority assemblies have very poor delivery compared with larger

assemblies. By announcing the reported assemblies on its website,

each metropolitan police agency provides citizens with necessary

information about their transportation and daily lives. If the purposes

of assemblies are also announced, minority assemblies can have the

same delivery as larger assemblies, and citizens will notice which

issues are addressed and what is being discussed in their community.

Single-person demonstrations have the advantage of being free

from restrictions under the current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which has recently led to the emergence of modified

single-person demonstrations. As to such modified single-person

demonstrations, there are different positions on whether they should

be restricted through the law. However, a modified single-person

demonstration is a highly efficient means of expression for the

minority who cannot proceed with large-scale assemblies, and, even if

used by larger groups to avoid restrictions under the law, the

authorities need not impose restrictions on single-person

demonstrations which are less likely to harm public order.

keywords : freedom of assembly, freedom of expression,

equality, right to access, the Camden Principle, public forum

theory

Student Number : 2018-29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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