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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피의자 신상 정보의 사회적 소통은 법제도, 경찰, 언론이 상호 영향을 주는 복합

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피의자 신상 공개와 관련한 종래의 논의는 각 분야에서 분

절된 채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경찰과 언론을 피의자 신상 정보의

소통에 관여하는 두 주체로 설정하고, 각각을 구속하는 법 제도 및 규범을 종합적

으로 살펴보았다. 피의자 신상 정보의 소통 과정을 보다 거시적이고 근본적으로 파

악하기 위해, 피의 사실 전반의 소통 과정 또한 함께 살펴보았다.

주된 연구방법으로는 심층 인터뷰를 활용하였다. 눈덩이 표집 방법을 통해 현직

경찰관 12명과 기자 5명을 선정하였으며, 문헌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암묵적 기준

및 관행과 실무자들의 인식 등에 대해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종합적이

고 거시적인 연구 주제의 특성상, 인터뷰 방법 외에도 정보공개청구 등의 문헌 연

구 방법과, 빅카인즈 보도 건수 검색, 기사 분석 등의 보완적 방법들을 활용하였다.

우선, 경찰은 특강법 및 성폭력처벌법상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를 운용하는 구체

적 주체이며,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은 큰 파급력을 지닌다. 연구 결과, 경

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위원회 개최 및 공개 결정에 언론 보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는지’ 여부는 신상공개위원회 개

최에 결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다만, 언론 보도의 양이 위원회의 공개 결정에 직접

적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한편, 언론은 피의자 신상 공개의 독립적인 주

체로서 자율적인 판단을 내리지만,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규범에 따라 판단하기보다

는 대체로 ‘경찰이 공개 결정을 내렸는지’ 여부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을 보도하고

있다. 또한, 언론은 경찰에 비해 광범위한 피의자 신상 정보를 보도하고 있다. 언론

의 피의지 신상 보도 및 범죄 보도 전반에서, 언론의 자율적·외부적 규범 중 명예훼

손죄에 의한 고소 위험만이 실질적인 규범적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

당 피의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는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 및 언론의 피의자

신상 보도의 전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언론의 피의사실 보도는 주로 경찰의

피의 사실 공개 행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경찰은 다양한 동기에 의해 피의 사

실을 언론에 제공하며, 비공식적 정보 제공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 연구는 피의자 신상 정보의 사회적 소통이 경찰과 언론이 여러 단계에 걸쳐

긴밀히 상호작용한 결과임을 밝히고 이를 모형화하였다는 점, 피의자 신상 정보뿐

만 아니라 피의사실의 소통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시각을 제시하였다는

점, 심층 인터뷰 방법을 활용하여 각각 경찰과 언론에 속한 구성원들의 솔직한 경

험담과 의견을 수집하였다는 점, 보완적 방법들을 활용하여 심층 인터뷰가 갖는 한

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 등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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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문제 제기

이 연구는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사회적으로 소통되는 과정을 피의자

신상 공개에 관한 법제도, 범죄 수사 수행 및 수사 정보 공개의 주체인 경찰, 그리

고 사회적 소통의 주체인 언론의 역할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2020

년 10월 발생한 16개월 아동 학대·사망 사건(일명 ‘정인이’ 사건)은 공소 제기 당시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되어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의 대상이 아니

었다. 그러나 범죄의 잔혹함에 분노한 국민은 가해자인 양부모의 신상을 공개할 것

을 강하게 요구했으며, 양부모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는 약 23만여 명

이 참여하였다.1) 이후 공식적인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범죄자의 신상

공개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대중이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동기는 크게 2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첫

째는 단순 호기심이다. 그토록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얼굴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서 무얼 하던 사람인지 궁금해하는 것이다. 일탈을 저지른 유명 연

예인이나 고위 공직자의 신상을 궁금해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둘째는 사법적 형

벌과 별도로 명예 형벌을 내리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는 국민의 감정적 요

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약한 형벌 선고 및 비일관성에서 비롯된,

사법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에 기인한다. 형벌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책이겠으나, 언제 변화할지 모르는 사법 체계에 기대기보다는 사회생활을 불가하게

만드는 신상 공개로 명예형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피의자의 인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는 흉악범죄의

피의자에게도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이다. 형사 절차상 피의자에게 보장되는 권리

중 신상 공개와 관련하여 주된 문제가 되는 권리는 무죄추정의 권리이다. 헌법 제

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2)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은 피의자

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피의자의 무죄추정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이 합당한 이유에 따라 제한받

1)청와대 국민청원(2020.11.20.), 16개월 입양아 학대살인사건 가해자부부의 신상공개와 살인죄 혐의 적용으로 아동학

대의 강한 처벌 선례를만들어주세요, Retrieved 03/10/21 from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4102
2) 헌법 제27조 제4항을 확대해석(신동운, 2017, 27쪽)하여 아직 공소의 제기가 없는 피의자에게도 무
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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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무죄추정의 권리 또한 이에 반하는 불이익이 비례의 원칙을 충족하고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친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무조건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10. 9. 2.). 즉,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피의자 신상공개와 관련한 실질적 쟁점은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알 권리와 무죄추정의 권리를 핵심으로 하는 피의자의 인권이 충돌하는 상

황에서 어떻게 상충하는 두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지, 즉 어떠한 요건에 따라 피

의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하는지 라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연구들이 법학, 경찰

학 및 범죄학, 그리고 미디어 영역에서 이루어져 왔다. 주로 법학 분야에서는 피의

자 신상 공개 제도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무선, 2010; 정신교, 2010; 정철호, 2012)과

피의사실공표죄 및 명예훼손죄에 대한 분석(김봉수, 2011, 2019; 김시철 ,2015; 권태

상, 2015; 이근우, 2008; 이준일, 2006; 주승희, 2010)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경찰학 및

범죄학 분야에서는 신상 공개의 효용성(이형재·김병배, 2018; 김지선 외 4명, 2021)

과 경찰이 주체가 된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을 분석(이혜환·정지수, 2019)한다. 미디

어 분야의 연구는 주로 언론의 범죄 보도 행태(김선남, 2010; 김회승, 2016; 노성호·

이기웅, 1996; 양영유·이완수, 2020)와 범죄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문제(권태상,

2020; 박희봉·한동섭, 2020; 이승선·김연식, 2008; 이재진, 2002, 2005)를 다루고 있

다.

피의자 신상 공개와 관련하여 상당수의 직·간접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신상 공개와 관련한 논란은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는 종래

의 논의들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 한계는 일차적으로 피의자 신상 정

보가 사회적으로 소통되는 구조적 과정을 전체적으로 엄밀히 살펴보지 못하고 있다

는 점에서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피의자 신상 정보의

사회적 소통에서 법제도, 수사기관, 언론이 종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양상을 파악하

지 못하고 각각의 분야가 분절된 채 정보 흐름에 관여하는 일부 단계에만 집중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인 논의는 제2장에서 이루어지겠지만, 피의자 신상 정보에 대한 사회적 소

통의 큰 틀을 규정하는 것은 법 제도이다. 현재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상 공개의 직

접적인 근거가 되는 법은 2010년 제정된「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하 「특강법」)상의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이다. 이 외에도, 수사기관에 적용되는

피의사실공표죄와 언론에 적용되는 사실적시명예훼손죄 또한 넓은 의미에서 피의자

의 신상 정보 공개를 제한하는 법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틀 내에서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 이 과정

에서 경찰 내부의 기준 및 운용방식이 작동한다. 경찰이 법적 절차에 따라 피의자

의 신상 공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언론이 피의자의 신상을 확보하기 어렵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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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취재로 이를 공개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되는 상황에서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은 실질적으로 피의자 신상 보도의 1차 게이트 키핑 역할을 한다.3)

또한, 경찰은 피의자의 신상 공개 결정을 언론을 통해 공표하기 때문에 피의자 신

상 정보를 둘러싼 언론과의 공식적·비공식적 상호작용 또한 피의자 신상 정보의 사

회적 소통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언론은 피의자 신상 정보의 사회적 소통에 있어 국민에게 그 정보를 전달하는 최

종 주체이다. 언론 역시 명예훼손죄에 의한 제한 등 큰 틀의 법 제도 내에서 범죄

및 피의자의 신상을 보도한다.4) 언론은 주 정보원인 경찰과 상호작용하며 확보한

범죄 수사 정보를 가공해서 사회적으로 전달하며, 이때 언론 자체의 공식적·비공식

적 요소들, 이른바 취재, 보도 및 편집 관행, 윤리 규범, 경쟁 원리 등이 작용한다.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 혹은 비공개 결정에 대해 언론은 크게 두 가지의 태

도를 취할 수 있다. 첫째는 경찰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여 경찰이 공개 결정한 사

안과 범위 내에서 보도하는 것이다. 둘째는 경찰이 공개하지 않은 사안, 혹은 공개

결정하였더라도 경찰의 공개범위를 넘어 자체적으로 취재하여 보도하거나, 경찰이

공개 결정하였더라도 자체 판단에 따라 신상을 보도하지 않는 것이다. 경찰이 피의

자의 신상 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이를 국민에게 전달(보도)할지는 언론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 결국,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경찰과 언론이라

는 두 주체가 모두 관여되어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우리나라는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를 통해 경찰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

3) 예를 들어, 경찰은 2016년 5월 강남역 인근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의 피
의자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2018년 10월 강서구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80여 차례
찔러 살해한 김성수(29)의 신상은 공개하였다. 두 사건 모두 정신질환을 앓던 피의자였음에도 불구
하고 신상 공개 결정이 달라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4) 언론은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찰보다 큰 재량을 가지고 있는데, 특강
법상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는 경찰만을 구속하며, 언론을 구속하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이다.

피의자 신상 공개 관련 법 제도

경찰 언론

그림 1 피의자 신상 공개와 관련한 요소들



- 4 -

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언론 또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중요한 주체이다.

피의자의 신상 정보에 대한 사회적 소통은 이렇듯 법제도, 경찰, 언론이라는 요소 간

의 복잡한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림-1>은 이들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즉,

법 제도라는 큰 틀 내에서 경찰과 언론이 어느 정도의 자율적인 판단 영역을 보유하

면서도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이들 중 하나에만 초점을 두어

서는 피의자 신상 정보의 소통 과정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그 문제점

역시 개별 판단 주체들의 결정뿐만 아니라 그들 간의 상호작용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

펴야 제대로 규명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경찰과 언론을 피의자 신상 정보를 취급하는 두 주체로 설정하고, 각

각의 주체가 어떠한 법 제도에 구속되고 있으며, 내부 관행적으로 어떠한 때에 피

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

근거가 되는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와 내부 가이드라인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또한,

경찰관들의 인터뷰를 통해, 경찰이 어떠한 경우 신상 공개 결정을 내리는지, 그리고

공개 결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행하는지 등 내부 관행을 들여다보았다. 다음으로

언론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지, 경찰의 공개 결정에 어

떠한 태도를 취하는지 등을 분석하여 피의자 신상 공개와 관련된 언론 차원의 요인

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피의자 신상 공개에 있어 경찰과 언론이 서로 어떠

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결합하여 우리나라에서 피의자 신상 정보가

사회적으로 소통되는 과정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피의자 신상 공개와 관련한 논의는 특강법상 피의자의 신상 공개 제도

에 한정되어 왔다. 그러나 피의자 신상 정보는 피의 사실 중 특히 신중하게 처리해

야 하는 정보로서 피의 사실과 관련한 경찰과 언론의 공개 관행을 살펴보지 않고서

는 피의자 신상 정보의 사회적 소통에 대해 종합적인 시각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피의 사실 전반에 관한 정보의 일종으로 보고

경찰의 피의 사실 공개 현황과 언론의 피의 사실 보도 현황,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찰과 언론의 긴밀한 상호작용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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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존 문헌 검토

제 1 절 피의자 신상 공개와 관련한 법 제도

일반 국민은 피의자 신상에 관한 정보를 주로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된다. 그러나

피의자의 신상을 보도하는 기사 이면에는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와 이에 따른 경찰

의 결정 등이 단계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언론이 피의자 신상을 자체적으로 공개

결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피의자 신상 공개 사안에서 언론

은 마지막 단계에서 드러난 얼굴에 불과하다. 이 절에서는 피의자 신상 공개에 작

용하는 요소 중 가장 큰 테두리라고 할 수 있는 법 제도를 살펴본다.

1.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

피의자5) 신상 공개란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초상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

는 정보들6)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일신전속권인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내용을 본인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는 것이다(박성수, 2009).

  피의자 신상 공개 이슈는 신상 공개를 원하는 대중의 요구와 피의자의 인권을 보

호해야 한다는 입장이 역동적으로 맞서며 발전해 왔다. 8, 90년대에는 주요한 형사

사건 용의자의 경우, 얼굴과 나이는 물론 집 주소까지 언론에 공개됐다. 경찰 내부

적으로도 피의자의 인권에 대한 이해가 낮은 군사정부 시절의 태도가 이어져 피의

자의 초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낮았고, 언론 또한 경찰이 유출한 정보를

비판 의식 없이 보도하였다. 예를 들어, 1993년 지존파 사건에서 경찰은 피의자의

얼굴을 가리지 않았고, 언론은 자연스럽게 노출된 피의자의 얼굴을 그대로 보도하

였다. 이처럼 1990년대까지만 해도 경찰과 언론 모두 피의자의 신상 공개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피의자 인권 신장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졌고, 특히 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서 미성년자인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피의자의 인

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었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피의자를 호

송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얼굴을 노출하는 것은 피의자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

한다며 호송제도의 개선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문제 제기를 반영하여 경찰은 2005

년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제정해 경찰서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5) ‘피의자’란 수사기관에 의하여 범죄혐의를 받고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피고
인’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 종결 후 검사가 법원에 공소제기하거나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한
사람을 가리킨다(신동운, 2017, 276쪽).

6) 경찰이 주체가 되는 피의자 신상 공개는 주로 이름과 나이, 얼굴(초상권)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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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하였

다(강동욱, 2009). 이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에게 마스크와 모자를 제공하는 등 피의

자들의 초상권을 보호해왔다.

경찰은 이내 수년간 연달아 발생한 강력범죄로 인해 또다시 신상 공개 요구의 압

박을 받게 된다. 7명의 부녀자를 살해한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에서 언론은

경찰의 조치와는 별개로 자체적으로 신상을 공개하였다.7) 사회적 여론을 근거로 경

찰은 ‘흉악범 얼굴 공개에 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였으며, 당시 정부와 한나

라당은 2009년 2월 실무당정협의회를 가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이하 ‘특강법’) 개정을 협의하였다. 이를 토대로 법무부 또한 2009 3월 흉악범의 이

름과 얼굴 등 신상 공개와 관련한 법률을 입법 예고하였다(강동욱, 2009).

검찰과 경찰, 그리고 정당에서 피의자 신상 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절

차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2010년 2월 부산에서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

해·유기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경찰은 지난 6년간의 관례를 깨고 호송 중 피의자 김

길태의 얼굴을 가리지 않았으며, 대부분 언론은 이를 모자이크 처리 없이 보도하였

다. 당시 경찰청 수사국장은 “피해자 몸에서 김의 DNA가 검출되는 등 물증이 확실

하고 공개수배 돼 이미 사진이 공개된 점 등의 배경 때문인 것으로 안다”며 2005년

마련된 경찰청 규칙을 위반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해명하였는데, 이미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 입법이 예고된 상황을 의식한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김길태 사건으로 피의자 신상 공개와 관련한 논의가 가속되었고, 2010년 4월 국

회는 특강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동시에, 성폭력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규정한「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 제정되었다. 통칭 ‘피

의자 신상 공개제도’라 함은 이때 제정된 특강법과 성폭력처벌법상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규정을 의미한다.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의 도입 과정에는 사회적 분위기가

가장 큰 동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법적 논리나 형사정책적 접근이라기보다 다소 응

보적인 국민의 법 감정에 편승한 면이 있다(정용기, 2010).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①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

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②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가 있을 것 ③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

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에 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성폭력처벌법 또한 ①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

거가 있고 ②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

7) 조정훈(2009.01.31.), 그도 영혼이 있을까 - 군포 살해범 강호순, 여성 7명 연쇄살해 자백, <조선일
보>,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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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 한하여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두 법 모두, 피의자가 청소년일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

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 신상 공개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법이

규정하는 범죄 중에 위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최

근 신상 공개 여론이 들끓었던 16개월 아동 학대·사망 사건의 경우 기소 단계에서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되어 애초에 법이 규정하는 죄목에 해당하지 않아 피의자

신상 공개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 각 법이 규정하는 해당 범죄를 정리하면 <표-2>,

<표-3>과 같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

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0. 4.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표 1 피의자 신상 공개 규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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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죄명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 제250조(살인ㆍ존속살해)

-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 제254조(미수범)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의 죄

-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 제289조(인신매매)

-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

상)

-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

사)

- 제294조(미수범)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

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강간), 제297

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

강간ㆍ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및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미수범)의 죄 또는 「아

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

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

300조까지, 제305조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

「형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 제333조(강도)

- 제334조(특수강도)

- 제335조(준강도)

- 제336조(인질강도)

- 제337조(강도상해ㆍ치상)

-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 제339조(강도강간)

- 제340조(해상강도)

- 제341조(상습범)

- 제342조(미수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표 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적용범위)에 따른 ‘특정강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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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죄명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 제242조(음행매개)

- 제243조(음화반포등)

- 제244조(음화제조등)

- 제245조(공연음란)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의 죄

-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

으로 범한 제288조, 제289조,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

은닉 등), 제294조(미수범).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 제297조(강간)

- 제297조의2(유사강간)

- 제298조(강제추행)

-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 제300조(미수범)

-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형법」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미수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 제4조(특수강간 등)

-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

제추행 등)

- 제8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 제9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제15조(미수범)

표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정의)에 따른 ‘성폭력범죄’

2.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에 대한 법리적 검토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는 여러 측면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가장 근본적으로, 피의

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정당한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특강법」

이 규정하는 요건 중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

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이라는 조항은 피의자 신상 공개가 ①국민의

알 권리 보장, ②피의자의 재범방지, ③범죄예방이라는 세 가지 종류의 공익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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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화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각각의 공익이 피의자의 인권과 비교형량 하여 우위

에 있는지, 즉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의 명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논의이다. 국민의 알 권리란 국민 개개인이 정치적,

사회적 현실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리, 또는 이러한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알 권리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학설 및 판례는 국민의 알 권리를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와 표리관계에 있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주승희, 2011). 국민

의 알 권리는 국가기관이 정보를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것에 대항하여 국민 개개인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자신의 복지와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한다(이재진, 2004).

국민의 알 권리를 논의한 다수의 (언론)법학자들은 알 권리가 인정되는 정보는

다른 헌법적 가치들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로 한계가 지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

고 있다.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사적인 정보를 국민의 알 권리가

요구되며 공개가 불가피한 ‘공적 정보’로 보는 것이 옳은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정철호, 2012). 피의자의 인권은 형사법상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데 비해,

국민의 알 권리는 범죄의 피의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단순한 호기심과 구분하기

쉽지 않기(이용식, 2011) 때문이다. 주승희(2011)는 보다 분명하게, 범죄와 관련한

국민의 알 권리는 형벌권 행사를 돕기 위한 경우와 범죄피해자가 되지 않을 정도에

국한되며 범죄자의 얼굴과 이름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은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에

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피의자의 재범방지와 관련된 논의이다. 범죄예방효과는 특별예방효과(피의

자의 재범방지)와 일반예방효과(사회의 일반적인 범죄예방)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특별예방효과는 형벌을 받은 당사자가 다시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를

의미한다. 대중에게 범죄자의 신상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은 그러한 경고가 잠재

적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끔 해주고, 범죄자로 하여금 항상 감

시하에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하여 재범을 방지한다는 것이다(Zevitz, 2006). 그러나

법학자 정철호(2012)는 현행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의 대상 범죄인 강력범죄는 대부

분 일회성· 우발적 범죄인 경우가 많아 재범 우려가 크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하

였다.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는 시행된 지 약 10여 년밖에 지나지 않아 재범방지 효과

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이루어진 바 없다. 다만,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8)에 대하여 이루어진 형사·치안정책 분야의 연구들을 참고할 수 있다. 형사정

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명령을 선고받
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하고,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ㆍ면ㆍ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에 우편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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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연구원에서 김지선 외 4명(2021)에 의해 발간된 보고서는 성범죄자 신상 공개제

도의 효과성을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통계 전반에 걸쳐 평가하였다. 전반적으로 성

범죄자 신상 공개 및 등록의 대상자 중 60~80%가 이 제도가 재범억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신상 정보 공개 이후 대상자가 경험한 인간관

계의 부정적 경험, 구직난 등 직장에서의 부정적 경험, 잦은 이사 등 주거 관련 부

정적 경험, 이웃 주민들로부터의 괴롭힘 피해 경험 등이 있는 공개대상자는 이 제

도가 변화 의지를 무력화한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공개제도로 인한 부수적 부정적

효과가 재범억제 효과를 상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재범효과에 대한 통계적 분석

에서는 신상 공개제도가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였다. 이 외에도, 형사법 및 치안정책 분야의 연구들은 성범

죄자 신상 공개가 실질적인 재범방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형재·김병배, 2018; 장현석·한영선·홍명기(2020).

미국에서도 성범죄자의 신상을 지역 사회에 알리는 것이 당사자의 향후 재범 가

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정책학 및 형사법 분야에서의 꾸준한 연구

가 이루어져 왔다. 미국은 1996년 연방 법률로 ‘메건법(Megan Law)’를 제정하여 성

범죄자의 이름, 나이, 주소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미국의 모든 주에서 지역 주민들

이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인 성범죄자에 대해 알 수 있게끔 하는 법률이 시행 중이다

(Zevitz & Farkas, 2000). 워싱턴(Berliner, Schram, Miller, & Milloy, 1995), 뉴욕(

Freeman, 2012), 위스콘신(Zevitz, 2006) 등 여러 주를 대상으로 실증적인 연구가 이

루어졌지만,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재범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는 형이 확정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법원이

판단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와는 차이가 있지만, 범죄자

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재범을 방지할 것이라는 공통된 기대에 기반한다. 따라서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의 재범억제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통해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의 재범억제 효과 또한 미미할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셋째,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의 범죄예방(일반예방효과)에 대한 논의이다. 형사법

상 일반예방효과는 범죄예방의 대상을 사회 일반인에 두고, 형벌에 의하여 사회일

반인을 위하·경계함으로써 거두는 범죄예방효과를 의미한다(신호진, 2017). 피의자

신상 공개는 범죄를 저지르면 나의 신상이 공개되어 내 주위 사람들을 비롯한 일반

인들이 나의 범죄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기대

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특히 “유교적 전통을 바탕으로 사회적 체면을 중시하는 우

리 사회에서 특히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으로 작용(윤석빈, 2020, 35쪽)”할 수 있다.

우리나라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의 일반예방효과에 대해서는 실증적으로 연구된

처:성범죄자 알림e, https://www.sexoffender.go.kr/m2s3_1.nsc). 형이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하며,
법원이 결정 주체라는 점에서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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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없다. 역시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에 대한 연구를 참고할 수 있는데, 앞서 소

개한 김지선 외 4명의 연구는 성범죄자 신상 공개제도 시행 이후 성폭력범죄,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발생 건수 및 인구 10만 명당 범죄율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초범자의 비율도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성범죄자 신상 공개제도가 성폭력범죄에 대해 일반예방효과가 있다

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경찰행정학자인 정신교(2010)에 따르면, 일반적인 범죄율

이 감소하더라도 이는 신상 공개제도가 아닌 다른 많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의 일반예방효과는 특별예방효과보다

더더욱 검증하기가 어렵다.

특강법은 ‘국민의 알 권리’, ‘피의자의 재범 예방’, ‘범죄 예방’ 이라는 필요성이 인

정될 때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각각의 공익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실

증적인 입증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특별/일반 범죄예방효과에 대해서는 성범죄자

신상 공개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 효과를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범죄예방효

과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외에 이를 뒷받침할만한 충분한 실증적 근거가 부재한 상

황이다(정철호, 2012).

그간 우리나라의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와 관련한 연구는 주로 제도 도입 당시 찬

반 논란 속에서 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법학자인 이무선

(2010)은 제도 도입(2010.4.) 직후 해당 제도가 형사법 또는 일반 법이론적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크게 3가지 논거를 들었다. 첫째,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

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임의적으로 신상 공개 등 불리

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둘째,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한

다. 적법절차 원칙은 국가기관이나 공권력의 무분별한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절차

상의 적법성과 법률 내용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규정한 원칙인데, 신상 공개제도에서

는 수사기관의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과잉금

지 원칙에 반한다. 과잉금지 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불가피하게 제한할 때

에도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인데, 피의자 신상 공개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이다.

법학자 강동욱(2009) 또한 2009년 김길태 사건에서 경찰이 피의자의 신상을 자체

적으로 공개하고,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가 입법 예고된 상황에서 여론에 따른 피의

자 신상 공개를 비판하였다. 애초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에 피의자의 초상권을 비

롯한 인권을 강하게 보호하도록 권고한 취지를 언급하며 신상 공개를 제한한 여러

이유가 있었음에도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일시적 여론만을 의식하여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를 입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국민적 합의 또는 여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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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라는 이유로 입법을 통해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려는 최근 국가와 언론의 태도는

범죄 피의자는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는 전제에 선 것으로 매우 위험하다고 하지 않

을 수 없다”(23쪽)고 비판하였다. 언론의 공개뿐만 아니라 제도 자체가 여론에 의해

좌우되고 있으며, 여론에 의한 주홍글씨가 아닌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

아가야 한다고 보았다.

범죄수사학 분야에서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윤석빈(2020)의 연구도 마찬가지로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를 법학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신상공개가 공식적인 형벌이

아니면서도 당사자의 명예와 신용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형벌만큼이나 개인

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일단 공개되고 나면 다시는 이전으로 돌이킬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신상 공개제도 또한 다른 형법 및 형사소송법 조항들과 마찬가

지로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나, 현행 제도는 구체적인 절차나 요건이 명시

되어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일반 대중에게 신상 공개의 요건을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에는 경찰청의 내부지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형사 절차 혹은 형벌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이의신청이나 권리구제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나, 현행 제도는 당사자가 신상 공개 결정에 앞서 자신의 의견

을 제출할 기회를 전혀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2010년 제도 도입 당시

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문제점이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법학자 및 행정학자들의 우려도 있

었다.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됨으로써 그 가족이 겪는 고통과 언론의 오보로 인한 문

제이다(이무선, 2010). 우리 헌법 제13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여 연좌제 금지를

천명하고 있는데, 피의자 신상 공개가 자칫 사회적 연좌제로 작동할 수 있다. 일본

과 미국 등에서는 일반적으로 언론이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있지만, 그곳에는

피의자의 가족과 친지 등에까지 적개심이 발산되지 않는 문화, 피해를 제대로 보상

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 등 그들 나름의 사회적 합의가 깔려 있다(박성수, 2009). 반

면 신상 공개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사회의 경우 국민의식이 범죄인과 그

가족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다(정철호, 2012).

위와 같이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국민이 이를 원한다는 사실 자체가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의 강력한 찬성 근거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에는 약 270만 명이,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

개를 원합니다’ 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에는 약 200만명이 참여하였다. 청원의 내용

을 살펴보면 앞서 정리한 세 가지의 근거가 논리적으로 표현되어 있기도 하지만,

범죄자의 인권은 이미 보호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분노의 감정에 기초한 극단

적인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9) 이는 피의자 신상 공개가 예방적 효과를 위해서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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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분노하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제도라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 법학자 및 경찰학자들 또한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에 문제점이 있더라도 국

민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용식(2011)은 헌법적, 법리적으로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는 폐지가 합당해 보이나, 여론의 7~80%가 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자들이 이를 폐지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았다. 장재성(2019) 또한 여론조사를 언

급하며 법적 문제점으로 인해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

하였다. 이병도(2018)는 피의자 신상 공개를 향한 국민의 요구가 단순히 호기심의 차

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국가 형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의 합당한 공감대를 바

탕으로 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분명 중요하

고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이기는 하나 그것이 다른 어떤 가치보다 앞서는 지상과제

가 아니며, 오히려 다른 중요한 사회적 가치들과 비교형량 하에 그 수위와 방식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240쪽)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국민의 요구에 중

점을 두는 학자들은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보다 제도개선을 통해 신상 공개의 요건

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합리적이라고 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3. 피의사실공표죄와 사실적시명예훼손죄

1) 피의사실공표죄

특강법상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가 경찰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식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사전(事前)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면, 형법의 피의사실공표죄와 명예

훼손죄는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포함한 범죄 보도 전반에 관한 법원의 사후적 판단

기준으로 작동한다.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10)는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이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피의사실’이란 수사기관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말하며, 피의사실이 진실인지 여부는 불문한다(박상기, 2011).

‘공표’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리는 것으로, 특정 언론기관 종사자 1인에게 알

린 경우라도 그것이 곧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공표에 해

당한다(김일수·서보학, 2005).

피의사실공표죄는 세 가지 측면에서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와 관련성이 있다. 첫

째, 다수의 형법학자들은 피의사실공표죄의 주된 보호법익이 피의자의 명예와 신용

등 인권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배종대, 2010; 오영근, 2010; 이재상, 2010). 피의

자의 신상 공개 또한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의 인권 간 비교 형량하여 결정하며,

9) “타인의 수치심을 가벼이 여기는 자에게 인권이란 단어는 사치입니다” -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2020.03.18.).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대한민국 청와대>.
Retrieved 04/06/21 from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819

10)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
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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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피의사실공표죄가 보호하는 법익에 배치되는 조치

이다. 둘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재판의 공정성이 피의사실공표죄의 보호법

익에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김기창, 2005; 김일수, 1997; 김재윤, 2010)가 제시되고

있는데,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로 인해 법관이 재판에 대한 선입관을 가지고 여

론의 압박에 따라 판결을 내릴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피의자 신상 공개의 반대 논

거 중 가장 강력한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임을 고려할 때, 피의사실

공표와 피의자 신상 공개로 인한 문제점이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피의사실공표죄에서의 피의사실에는 피의자의 신상 정보, 즉 피의자의 성명, 성별,

주소 등의 인적 사항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문성도, 2001).11)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또한, 사건 관계자의 신상정보 및 초상권을 수사 사건12) 정보의

일종으로 보고 하위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의사실공표죄의 보호법익이 피의자

신상 공개로 인해 침해된다고 볼 때, 특정한 경우에 피의 사실 및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면책 요건을 부여한 것이다.

피의사실공표죄는 실제로 처벌된 사례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것과 다름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김재현·임정호, 2019). 이는 범죄 주체인 수사기관이 이 죄를 스스

로에게 적용하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있다(이근우, 2008). 또한, 피의사실공표죄를 엄

격하게 적용하면 형사 피의사건 등에 대한 언론의 취재·보도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란 현실적 고충을 고려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이경렬, 2020). 피의사실공

표죄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대법원, 1998.7.14.)에서 대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

가 피의사실공표죄의 위법성 조각의 근거임을 강조한 바 있다(김재현·임정호, 2019).

또한,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을 열거하고 있

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수사결과를 바탕으

로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피의자나 피해자 나아가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

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를 발표함에 있어서도 정당한 목적하에 수사결

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

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

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는 등 그 내용이나 표현 방법에 대

하여도 유념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

11) 피의사실에 피의자 신상 정보를 포함시키는 것은 법조문을 과도하게 확대해석한 것이라고 보는
입장(김재현·임정호,2019)도 있다.

12) 경찰청 내부 참고 자료 및 훈령은 ‘수사 사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경찰의 수사는 피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므로 피의 사실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서도, 피의사실과 수사사항 등을 ‘피의사실등’이라고 통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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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표 목적의 공익성과 공표 내용의 공공성, 공

표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그 표현

방법,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생기는 피침해이익의 성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9.1.26.).

피의사실공표죄는 그 주체를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기관은 본죄의 주

체가 될 수 없다.13) 그러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표’가 성립되려면 언론

의 보도가 동반되어야 하며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로 인한 피해가 언론기관의 허

위, 과장 보도와 맞물려 그 피해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는 점(주승희, 2010)에서 경

찰뿐만 아니라 언론 또한 피의사실공표죄의 공범이 될 가능성이 있다(이근우, 2008;

김재현·임정호, 2019). 정영주·박성순(2020)은 피의사실공표에 있어 언론 보도의 면

책 요건을 판례를 통해 분석하였는데, 그 요건은 ①혐의사실의 진실성을 입증할만

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 ②혐의 사실을 확정된 범죄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표현이나 방법상의 주의 의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원은 취재 과정에서 수

사기관 관계자가 개인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고, 경찰관이나 검찰의 취재 협조나 사실 확인을 관행으로

인식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등의 표현도 기사 작성 방식으로 인정하고 있다. 저

자는 이러한 법원의 인식이 수사기관과 언론의 합작에 기반한 피의사실공표를 방조

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2) 사실적시명예훼손죄

피의사실공표죄가 수사기관의 공표행위를 규율한다면, 언론의 범죄 보도에 대해

서는 사실적시명예훼손죄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다. 피의사실을 보도함으로써 피

의자의 명예를 훼손하게 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민·형사상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규정은 <표-4>와 같다. 대법원은 언론 보도에 대한 명예훼손죄 적용 여부에 대해,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진실성이 증명되지 아니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8. 1. 24.)이라고 판

시하였다. 즉, 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할 것 ② 진실임이 증명되거나 진실이라

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위법성 조각 사유로 보고 있다.

13) 피의사실공표죄 수범자의 범위를 수사관련자만이 아닌 일반인(언론,이익집단, 이해관계자 개인 등)
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김봉수,2011)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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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핵심은 ‘공적 인물’의 개념이

다. 법학자 권태상(2015)에 따르면, 종래의 판결들은 ‘공적 인물’의 개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대체로 매우 제한된 범위의 사람들만 공적 인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범죄 보도에서 일반인에 불과한 피의자가 ‘공인’

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대법원은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범죄

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적 규범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

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가를 알리고,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 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①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 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손해배상에
가름하거나 손해배상 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표 4 민·형사상 명예훼손죄



- 18 -

나아가 범죄의 사회문화적 여건을 밝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는 등 여

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믿어진다”(대법원,

1998. 7. 14.)며 범죄사건 보도의 일반적 공공성을 인정하고 있다.

2016년 대법원은 영화감독인 원고가 가정폭력 가해자라는 고소인 일방의 주장을

기사화하여 원고가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서 ‘공공의 이익’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대법원은 ①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

용,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제반 사정 고려

②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일반 사인인지 – 공적 인물 중에서도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과 대상이 되는 인물(공직자나 정치인 등)인지, 단지 특정

시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관심을 끌게 된 데 지나지 않는 인물인지 ③적시된 사실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된 것이거나 공공성ㆍ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그와 관련한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지 ④공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데

에 피해자 스스로 어떤 관여가 된 바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6. 5. 27.). 위 판례에서, 법원은 해당 기사의 공익성을 부정하였다. 영화

감독이 ‘사회 고발 영화’를 통하여 한때 청소년 성범죄의 심각성 등에 관한 공적 논

쟁을 불러일으켜 일반의 관심을 끌었다 하더라도, 기사의 내용은 사회적 주제와 거

리가 먼 데다가 공적인 관심 사안이라기보다는 주로 원고 가정 내부의 사적인 영역

에 속하는 일이라고 보았다.

또한, 법원은 해당 내용이 진실이라는 증명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대해 “보도의 내용이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 의하

여 조사가 진행중인 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언론기관으로서는 그 보도에 앞서 혐

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하고, 기사의 작성

및 보도시에도 당해 기사가 주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인하여 일반 독자들이 사실을

오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내용이나 표현방법 등에 대하여도 주의를 하여 한

다”며 이러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

다(대법원, 2007. 12. 27.).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수사 발표를 기사화한 경우 위법성

이 조각되지만, 비공식적으로 경찰관을 취재한 내용을 보도한 경우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은 “공보관으로서의 직무가 불명한 담당경찰관이 아무런 결재절차

없이 기자 실에 전화를 걸어 취재를 요청한 것을 두고 공식발표라 할 수 없다”14)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8. 7. 14.). 이처럼 법원은 범죄 보도의 일반적인 공익적

특성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범죄 보도 기사가 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할

것 ② 진실임이 증명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언론 보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14) 경찰 수사결과를 토대로 언론사들이 ‘남편과의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주부가 위자료를 노리고 남
편에 대한 청부폭력’이라는 내용으로 보도하였으나, 이후 재판 결과 보도 대상자들의 무죄가 확정
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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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공표죄와 명예훼손죄는 상호 관련성이 클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신상

공개와 관련하여 경찰과 언론의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피

의사실공표죄는 비교법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유사한 규정을 찾을 수 없는 우리나라

특유의 규정이며(주승희, 2010), 사실적시명예훼손죄 또한 이로 처벌하는 나라는 매우

드물다(윤해성·김재현, 2018)15)는 점에서 두 형법 조항의 존재는 피의자 신상 정보의

사회적 소통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특유한 제도적 환경을 구성한다. 특히 사실적시명

예훼손죄는 얼굴 공개 및 실명 공개와도 관련성이 크며(박경신, 2010) 여전히 언론

및 개인에 대한 중요한 제재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피의자 신상 공개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법 제도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피

의자 신상 공개는 법(피의사실공표죄와 사실적시명예훼손죄)에 의해 원칙적으로 금지

되지만, 수사기관의 신상 공개 행위는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라는 법령에 의해 위법

성이 조각된다.16)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의 문제점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 이 예외적 허용에 대한 판단이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판례

는 언론사에 피의자 신상을 포함한 형사사건 보도 전반에서 일정한 주의 의무를 부

과하고 있지만, ‘공적 인물’ 내지 ‘공공의 이익’ 과 같은 핵심 개념들 차원에서 폭넓

은 해석의 여지를 제공한다. 제도적인 차원에서 피의자 인권과 언론의 자유 내지 국

민의 알권리의 균형을 수사기관과 언론, 그리고 법원이 개개 사례별로 판단하도록 열

어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제 2 절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

경찰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

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범죄의 예방ㆍ진

압 및 수사는 경찰의 핵심적 기능이다. 경찰은 정밀하면서도 방대한 수사 시스템을

토대로 범죄 사건의 최일선에서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누구보다 빠르

고 정확하게 피의자의 신상 및 피의사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 따라서 이 연구

에서 다루는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 및 피의사실 정보의 사회적 소통은 많은 경우

경찰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17) 이 절에서는 수사기관에 정보 공개

15) 사실적시명예훼손죄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역고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으며(손지원,
2018),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위헌성이 크다는 점에서 폐지론 또한 제기되고 있다(박경신,
2010; 손태규, 2012; 김성돈, 2016).

16) 「형법」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17) 「특강법」과 「성폭력처벌법」은 피의자 신상 공개의 주체를 ‘검사와 사법경찰관(경찰관 중 수사
관, 경무관, 경정, 경감, 경위를 의미)’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신상 공개는 일반적으로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윤석빈,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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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의 재량을 부여하는 법 제도적 틀 내에서, 경찰이 피의 사실 및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어떠한 기준에 따라 공개하고 있으며 어떠한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지 살펴

본다.

1. 피의 사실 공개 기준

경찰은 기본적으로 수사비공개 원칙18)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수사의 개시·진행

상황 및 관련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헌법 제27조 제4항 및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에서 천명한 피고인의 무죄추정원칙과, 수사기관에 의한 피

의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 형법 제126조,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19), 그리고

경찰청 훈령인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4조(수사사건등의 공개

금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 83조(수사사건 언론공개의 기준)

제1항은 경찰이 수사 또는 내사 중이거나 종결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내용 일체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수사비공개 원칙은 수사 실무에서 오래

전부터 관행적으로 지켜져 온 것으로, 일차적으로 피의자는 물론 피해자 등 사건관

계인의 비밀, 사생활, 명예 등 인권 보호를 위하여 요구된다. 그러나 수사 비공개원

칙은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며 일정한 경우에 다른 요청이나 목적 등과 상호 조화되

어야 하는 상대적인 개념이다(이동희 외, 2016). 경찰의 수사 사건 발표나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은 수사비공개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피의자 신상 공개는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에 근거하며, 경찰의 공식적인 피의 사실 공개는 경찰청 훈령에 근거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피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18)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
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에서 찾을 수 있다.

19) 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
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0) 동 규칙 제8조는 공개수배에 해당하는 경우, 피의자의 실명, 얼굴, 나이, 직업, 신체의 특징 등 신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4조(수사사건등의 공개금지) 사건관계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사사건등은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외적인 공개) 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수사사건등의 피의사실등을 공개할 수 있다.

1. 범죄유형과 수법을 국민들에게 알려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신속한 범인의 검거 등 인적·물적 증거의 확보를 위하여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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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범죄수사규칙 제101조부터 제103조에 따라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하 “공개수배”라고 한다)20)

3.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나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응조치 등을 국민들에게 즉시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

하는 경찰공무원(이하 “수사업무 종사자”라고 한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

하여 신속‧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수사사건등의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심리적 안정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제8조(예외적인 공개의 범위)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사건등의
피의사실등을 공개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제1호,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범죄의 유형과 수법, 사건내용이나 혐의사
실 또는 위험이나 범죄피해의 내용

나.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나 범죄피해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조치의 내용(압수ㆍ수색, 체포ㆍ구속, 위험물의 폐기 등을 포함한다)

2. 제5조제1항제2호의 공개수배에 해당하는 경우

가. 피의자의 실명, 얼굴, 나이, 직업, 신체의 특징 등 신상에 관한 정보

나. 신속한 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범위 내의
혐의사실, 범행수단, 증거물

3. 제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의 내용에 대응하여 그 진위
여부를 밝히는 데 필요한 범위 내의 혐의사실, 수사경위ㆍ상황 등 사실관계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3조(수사사건 언론공개의 기준) ①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수사사건에 대하여 공판청구

전 언론공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 및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홍보책임자는 언론공개를 할 수 있다.

1. 중요범인 검거 및 참고인·증거 발견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민의혹 또는 불안을 해소하거나 유사범죄 예방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공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제1항에 의해 언론공개를 하는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 및 자료를 바탕으

로 필요한 사항만 공개하여야 한다.

④개인의 신상정보 등이 기록된 모든 서류 및 부책 등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

안관리 하여야 한다.

표 5 수사사건 예외적 공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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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이하 ‘경찰수사공보규칙’)과「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의 예외적 공개 기준을 종합해 보면, 경찰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수사 사건을 공개할 수 있다. 첫째, 범죄유형과 수법을 국민에게 알려 유사

범죄 재발 방지가 필요한 경우, 둘째,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나 추가 피

해를 막기 위해 대응조치를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셋째, 국민 의혹 또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넷째, 신속한 범인 검거, 증거 확보 등을

위해 국민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섯째, 기타 공익을 위해 특히 필요

한 경우이다.

이러한 예외적인 요건에 해당하여 수사 사건을 공개할 때에도, 익명 사용을 원칙

으로 하며 성명, 얼굴 등 개인의 신상, 그리고 사건관계인의 신원을 알 수 있거나 유

추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21) 또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 구체

적인 수사진행 및 수사계획 등 범죄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 사건관계인의

범죄경력, 수사기법, 잔혹한 범죄수법 및 참혹한 피해상황은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

한편, 수사기관이 피의 사실을 공개할 수 있는 예외적 요건을 법령이 아닌 훈령

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률유보원칙이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만 가능하다는 헌

법적 원칙이다(문재완, 2020). 그러나 사실상 현재 수사기관은 법률상 근거 없이 피

의 사실을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의 수사공보규칙에 대한 직접적 연구는 찾아

볼 수 없었으나, 검찰의 훈령에 대해 연구한 법학자들은 피의사실공표죄의 예외 요

건은 훈령22) 이 아닌 법률로써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문재완,2020; 주승

희, 2011; 하태훈, 2020). 이러한 비판은 경찰의 수사공보규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특강법이 피의자의 신상 공개 요건을 규정하여 피의사실공표죄의 예외에 해당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과 마찬가지로, 피의 사실 전반에 대한 공개 또한 법적인 근

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에 대한 공개수배의 경우 이름과 얼굴
사진, 나이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므로 그 효과가 특강법 및 성폭력처벌법 상 피의자 신상 공개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단, 공개수배의 경우 경찰이 다양한 경로로 확보한 피의자의 사진을 배포하는
데, 피의자 신상 공개는 주민등록증 사진 또는 피의자 동의 하에 촬영된 사진을 배포하며 호송 과
정에서의 얼굴 노출 등 피의자의 현재 얼굴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보도된다는 점에서 공개수배와
구분된다. 또한, 공개수배의 경우 수사를 위한 조속한 피의자 검거를 위함이라는 확실한 목적을 가
지고 시행되지만 피의자 신상 공개는 범죄 예방 및 국민이 알 권리 충족 등 복합적인 목적을 가지
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개 수배를 제외한 피의자 신상 공개만을
다루었다.

21)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제7조 ② 사건관계인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 나이 및 직업을 공개할 수 있고,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다(제2호는 직무
관련 범죄인 경우에 한한다).
1. A○○(35세, 회사원)
2. B○○(40세, C주식회사 영업부장)
22) 훈령은 행정기관의 내부관계에서 하급관청에 대하여 발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법규
(法規)로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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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 운용 현황

피의 사실 공개 전반은 경찰청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피의 사실 중 특별히

민감한 정보인 피의자 신상 정보에 대한 공개는 특강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특강법은 ① 범행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② 충분한 증거 ③ 공공의 이익을 위

할 것 ④ 청소년 아닐 것을 피의자 신상 공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

강법은 피의자 신상 공개의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 결정 주체에 대해 명시하고 있

지 않으며 하위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도 존재하지 않는다. 경찰청 훈령인 「경찰수

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은 특강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 공개가 결정되었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

다. 따라서 경찰은 내부 지침을 통해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의 세부적 운영방안을 수사기관에 위임하고 있는 셈이다.

개정 이전의 동 규칙은 ‘얼굴을 공개하는 때에는 얼굴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적

극적인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신상공개위원회의 공개 결정 이후부터는

피의자를 호송하는 등의 과정에서 모자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음

으로써 얼굴이 언론에 자연스럽게 공개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의자의 얼굴 공개

에 대한 경찰의 소극적 공개방법은 많은 비판을 받았다. 특히 2020년 발생한 제주

전남편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고유정에 대해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

고, 이동 중에 본인이 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공개 결정이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23). 분노한 시민들이 이동 중인 고유정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으며24), 머리카락을 묶게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23) 허미담(2019.09.04.), 고유정 상습 '머리카락 커튼' 여파?…경찰, '머그샷' 도입 검토, <아시아경
제>, Retrieved 04/22/21 from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090408404147300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7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접 얼굴을 공개하는 때에는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과정에서 취득하거나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사진·영상물 등을 공개할 수 있

다.

표 6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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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도 나왔다. 그러나 사실상 경찰이 피의자 호송 중에 머리카락을 묶고 고개를

들게까지 할 권한은 없었다. 한편 호송과정 등에서 피의자가 취재진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인격권이 침해된다는 것까지 고려했을 때, 피의자의 얼굴을 직접 언론에

노출시키기보다 ‘머그샷’과 같은 신원확인용 사진을 별도로 공개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되었다(윤석빈, 2020).

이러한 비판을 반영하여, 경찰은 2020년 ‘박사방’ 사건에서 이전과 달리 주민등록

증의 사진을 직접 언론에 배포하였다. 강력범의 얼굴을 따로 찍은 머그샷을 배포하

는 방안과 관련해 법무부는 ‘현행법상 가능하지만, 강력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

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경찰청은 강력범이 머그샷 배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

분증에 있는 얼굴 사진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행정안전부에 의뢰했

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은 조주빈,

강훈의 신분증 사진을 언론에 배포하였다. 언론은 경찰청이 배포한 사진과 호송 과

정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을 모두 사용하였다. 이후 2021년 1월 경찰은 경찰수사공

보규칙을 개정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과정에서 취득하거나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사진·영상물 등을 공개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하였다. 신분증 사진 등은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사진으로, 머그샷은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사진’으로

볼 수 있기에, 사실상 피의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신분증 사진을 공개할 수 있

으며 피의자의 동의가 있다면 머그샷 또한 배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경찰수사공보규칙은 다만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공개 기준과 결정 주체, 공개의 시기 및 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는 모두 경찰 내부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2015년 처음으로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지침’을 마련하여, 2016년 신상공개 요건별 체크리스트를

판단 자료로 활용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하였고, 2017년에는 신상공개위원회 외부위

원 4명 이상 참가, 가족보호팀 운영 등을 추가하였다. 여기서 경찰의 내부지침이라

함은 2017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것을 지칭한다.25)

특강법에 규정된 요건은 매우 추상적이며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되지 못한다. 따

라서 경찰은 내부 지침을 통해 각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여러 기준(<표-7>)을 제

시하고 있다. 내부 지침에 명시된 모든 요건은 판단 기준의 해당 개수 등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 판단하기보다는, 각 사건에서 신상공개위원회의 위원들이 여러 판단

기준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24) 권태훈(2019.09.16.), 고유정 고개는 들었지만 '머리카락 커튼' 여전, <SBS NEWS>, Retrieved 04/22/21
from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438305&plink=ORI&cooper=NAVER

25) 경찰청 정보공개청구 답변서(2021.10.0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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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특강법이 나열한 4가지 요건 외에도, 피의자 신상 공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다. 첫째, 4가지 요건을 만족했더라도, 신상 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 침해가 범죄예방 등의 공익보다 크다고 판단될 때에는 비공개를 검토한다. 이

때 당사자의 인권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가족과 주변인이 입

을 수 있는 2차 피해도 고려한다. 둘째,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피의자 신상 공개가

제한되며,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피의

자 신상 공개가 제한된다. 셋째, 정신질환자의 범죄인 경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

다.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형법상 비난가능성(책임능력)이 낮을 수 있어 정상인의 범

죄보다 신상 공개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질환자라고 모두 공개가 제

한되는 것은 아니며, 정신질환의 정도, 범죄 수법, 범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

단하여 결정한다.

경찰 내부 지침은 신상 공개 결정의 주체를 ‘신상공개위원회’로 규정하고 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방경찰청에 설치되는 비상설 위원회이다.

이는 경찰이 특강법 상의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를 근거 삼아 피의자 신상 공개 여

부를 판단하는 제도적 장치로 운영하는 기구라고 할 것이다. 신상공개위원회는 경

찰관 3인과 외부위원 4인26)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지방경찰청의 수사부장(또는

수사주무과장)이 맡는다. 외부위원은 변호사, 의사, 언론인, 교육자 등으로 구성된

인력풀에서 선발된다. 신상공개위원회의 개최는 해당 수사 주무과장의 요청을 받거

나 위원장 직권으로 개최하며, 피의자 검거 이후부터 구속영장 발부 시점 사이에

개최한다. 이 외에도, 경찰 내부 지침은 공개의 시기(구속영장 발부 시점 이후 원

26) 2020년 4월 16일 서울 지방경찰청이 주관한 '박사방‘사건 조주빈의 공범으로 알려진 ’부따‘의 신상 공개위
원회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법조인, 대학교수,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등 외부위원 4명이 참여했다고 알려
져 있다. - 출처: 서울지방경찰청 보도자료(2020.04.16.).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공범 신상공개 결
정.

연번 요건 판단 기준

1 잔인성·중대한 피해
범행 수법의 잔혹성(사체훼손·토막 등), 범행시 흉기 사용, 범행

동기, 범행의 치밀성(사전계획·증거인멸 등), 2인 이상의 공모 등

2 충분한 증거
구속영장 발부, 피의자 자백이나 보강 증거가 확보된 경우로 다

수의 직접 증거가 확보된 경우

3 공공의 이익

국민의 알 권리(사회불안 야기, 국민관심 집중, 다른 유사범행 가

능성 등), 재범방지(동종전과, 습성·성향 등), 범죄예방(잠재적 범

죄인에 대한 경각심 고취, 국민의 범죄피해 대비) 등

4 청소년 여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만 19세미만)인 경우 공개 불가

표 7 신상 공개 판단 기준 및 가이드라인 (출처 : 이혜환·정지수,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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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공개의 방법(상황별 얼굴 공개방법 및 성명·나이 공개방법), 공개 대상(신상공

개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27)

특강법이 피의자 신상 공개의 요건을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경찰청 훈령 또

한 공개의 방법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은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의 상당 부분을 내부 지침에 의거하여 운용하고 있다. 내부 지침 자체는 상

당히 구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 운용의 핵심적인 내용

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경찰 내부 지침에 따라 정해지는 것은 옳지 않

다. 더욱이, 특강법에는 위임 규정도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피의자 신상 공개와 관련

된 경찰청 훈령 또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이다. 경찰학자 장재성(2019)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특강법을 개정하여 피의자 신상공개 요건을 법률상 구체화하고,

세부사항을 경찰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한 비판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 운용에서 가장 큰 비판을 받는 점은 공개 결정의

비일관성과 자의성이다. 경찰의 결정은 계속해서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다.28) 특강법상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가 특정 요건 충족 시 ‘공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경찰의 판단 재량을 열어두었으며, 공개의 요

건도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탓이다.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는 입법 예고 단계에

서부터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

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심증은 사법기관이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데 유죄

판결 이전에 수사기관이 이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었다(강동욱, 2009).

그러나 경찰의 자의적 판단은 법 제도의 미비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로부터 비롯

된 측면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강법 상 피의자 신상 공개 요건이 매우

추상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하위 훈령으로 위임하는 조항 또한 존재하지 않아 피

의자 신상 공개와 관련한 모든 구체적인 판단이 경찰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

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이 나름의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 앞서 소개한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지침’이다. 경찰은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

하고, 외부위원의 참여 비율을 높이고, 공개의 시기를 법원의 판단이 완료된 구속영

장 발부 이후 시점을 원칙으로 정하는 등 판단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구성이나 개최 여부에 대한 판단, 신

27) 경찰 내부자료 참고.
28)유동주(2021.01.13). '정인이 양모' 뒤늦게 살인죄 적용…'신상공개'는?[팩트체크]. <머니투데이>,
Retrieved 02.23.21 from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1131442039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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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개의 기준에 있어 일관된 잣대가 없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위원회 개최

여부를 담당 지방청 과장이나 부장, 담당 경찰서 과장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위

원회 개최 여부에서부터 자의적인 판단 여지가 개입된다는 것이다. 강력범 신상 공

개 논란 때마다 문제가 되는 ‘정신질환 피의자’에 대한 기준도 뚜렷하지 않아 사건

마다 공개 결정이 비일관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29) 위원회가 비상설위원회로서

매번 구성이 달라지며 경찰이 소집 단계부터 사실상 위원 구성을 통제할 수 있어

자의적인 결정이 가능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외부위원 중 특정 종교인이나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포함된 사례가 있어 판단의 전문성에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

도 있었다(윤석빈, 2020).

경찰의 비일관적인 결정을 비판하며 사례를 들어 비교하는 기사는 상당히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데 비해, 경찰의 공개 결정에 대한 학문적인 검토는 찾아보기 어렵

다.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이 제도 자체의 정당성 논란과 개

선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대해서는 사례를 들며 언급하

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다. 그간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

는 이혜환·정지수(2019)의 연구가 거의 유일하다. 이혜환·정지수는 경찰의 신상 공

개 결정 사례 22건 중 19건(86.4%)이 경찰청이 제시한 신상공개의 세부 기준과 가

이드라인에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비공개 결정이 내려져 언론의 비판을 받

았던 3건 중 2건인 평택 의붓딸 살해 사건(2016년 3월)과 종로 삼성병원 의사 살인

사건(2019년 1월)에서 경찰의 결정은 4가지 요건 외에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피의

자의 정신 질환’의 기준이 ‘피해자와의 관계 여부’ 기준과 상호작용한 결과라고 보

았다. 그러나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2016년 5월)의 경우, 새로운 기준으로도 설명

이 되지 않았으며 신상공개위원회의 위상이나 구성이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

명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신상공개위원회의 결정이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것

에 비해 신상공개위원회는 자신들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노

력을 보여 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신상 공개제도도 다른 치안 정책과 마찬가

지로 주변의 여러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변화할 수밖에 없는 제도임을 강조하

면서, 신상공개위원회는 일관성이 없는 결정으로부터 오는 외부의 비판을 반영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경찰이 신상공개

위원회를 개최한 사건에 한정되며, 언론의 비판이나 피해자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경찰이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분석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위의 연구가 진행된 다음 해인 2020년에 발생한 일명 ‘박사방’(또는 ‘n번방’)사건

은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에 또 다른 비판을 초래했다. ‘박사방’의 운영자였던 조

29)홍인택(2019.02.07). [단독] 경찰의 강력범 신상 공개 일관성 없이 멋대로 했다. <한국일보>.
Retrieved 03/14/21 from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206166576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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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빈의 신상 공개가 특강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

는 첫 번째 사례였다는 점에서 제기되는 형평성 논란은 차지하고서라도,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공범 ‘부따’ 강훈이 사건 당시 만18세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경

찰이 무리하게 신상을 공개하였다는 비판이었다. 2017년 3월 인천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주범 김모양(당시 17세)과 공범 박모양(당시

18세)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었다. 경찰은 강훈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에서 제외한다”는 「청소년 보호법」의

예외 규정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예외규정을 형사

적 제재에 준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30)

경찰이 ‘n번방’ 사건 피의자의 신상을 무리하게 공개한 것은 국민의 여론을 의

식한 결정으로 보인다.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국

민 청원에 200만 명 이상이 참여하였고,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n번방’ 사건과 관

련하여 운영자뿐만 영상물을 보기 위해 가입한 사람들 전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하는 비율이 82%로 압도적이었다.31) 이후 경찰은 ‘n번방’ 관

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들을 줄줄이 신상 공개하였으나, 경찰의 공개 결

정에 대한 피의자의 취소요청을 법원이 인용한 사례도 있었다.

한편, 경찰의 신상 ‘비공개’ 결정이 비판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 2021년 발생

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에서, 경찰은 사망한 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씨의

신상 공개를 거부하였다. 사망 아동과 바꿔치기를 당하여 사라진 아동의 행방을 찾

는 것이 시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

다. 처음부터 공개수사로 전환하고 제보를 받았다면 사건의 실체를 보다 빨리 파악

할 수 있었겠지 않았냐는 지적이었다.32)

신상 공개 결정이 제도적으로 경찰에 맡겨지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재량이 인

정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시스템에서, 경찰의 결정은 이처럼 양쪽에서 공격을 받

고 있다. 사회적 공론화와 그에 따른 여론을 의식하여 신상 공개 결정을 내리면

자의적 판단과 무리한 결정이라는 비판을, 신상을 공개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국

민의 법 감정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이

피의자의 신상 공개 결정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특히 위원회 개최

여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 밝히고 경찰에 가해지는 비판이 정당한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30)유동주(2021.02.14). '정인이 양모' 신상공개 불발...여성 범죄자는 왜 안 될까[팩트체크]. <머니투데
이>. Retrieved 03/14/21 from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1319184534547

31) 박정훈(2020.03.25.), 국민 82% "n번방 가입자 전원 신상공개 찬성" 압도적.<오마이뉴스>.Retrieved 03/14/21 from
http://www.ohmynews.com/NWS_Web/Event/Special/opinion_poll_2019/at_pg.aspx?CNTN_CD=A0
002625682

32)김명일(2021.03.16.). "상황 긴박한데…" 구미 여아 친모 신상공개 거부한 경찰. <한국경제>.
Retrieved 03/21/21 from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31683977

http://www.ohmynews.com/NWS_Web/Event/Special/opinion_poll_2019/at_pg.aspx?CNTN_CD=A0002625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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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언론의 피의자 신상 보도

언론은 사회구성원들에게 중요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해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구성원들이 일상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는 한편, 중요한 정

치적 및 사회적 의사결정의 토대가 되는 여론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회적 소

통의 핵심주체이다. 사회에서 발생하는 주요범죄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시는 언론

의 가장 기본적인 소통 대상에 해당한다. 법 제도가 국가에 의한 피의자 신상 공개

를 규정하고, 경찰이 이를 재량 범위 내에서 운용한다면, 언론은 경찰의 피의자 신

상 공개 결정을 국민에게 전달함으로써 피의자 신상 공개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역

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경찰과 함께 언론 또한 피의자 신상 공개의 한 축을 구성한

다고 할 것이다.

1. 범죄 보도

언론의 피의자 신상 보도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기에 앞서, 현재 우리나라 언론이

범죄 사건을 어떻게 취재하고 또 보도하고 있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피의자 신상에

대한 보도는 크게 언론의 범죄 보도에 속하며, 범죄 보도가 주로 수사 개시 전후부

터 공소 제기 전의 단계(피의자 단계)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에서(김정

현,2019) 피의자 신상 보도에 앞서 범죄 보도 일반에 관한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

다.

범죄 보도를 포함해 언론의 모든 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한다는 목적을 표

방한다. 언론의 자유는 사회구성원의 민주적 자존감이 기본권적으로 표현된 것(장철

준, 2015)으로 민주주의 실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언론학자 이재

진(2004)에 따르면, 언론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

족하기 위해 존재한다. 언론은 알 권리를 근거로 정부의 기밀주의에 대항하여 정부

에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며, 대개 정부에 대한 정보청구의 역할을 언

론이 맡고 있다. 현대에는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구하는 경향이 생겨나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은 언론에 의존하고 있기에 언론은 “정보를 가지고 정부와 줄다

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관계”(이재진, 2004, 253쪽)에 놓여 있다.

한편, 국민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죄에 관한 알 권리를 가지고 있다(대법

원, 1999. 1. 26). 일반적으로 개인이 취득하기 힘든 범죄사건 정보에 대해 언론은

경찰 등 수사기관을 취재하거나 사건을 자체적으로 취재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실

현하고 있다. 범죄 보도는 ①범죄 발생 양상을 알게 됨으로써 범죄 피해를 예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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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하고 ②범죄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여 형사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하며

③우리 사회에서 허용되지 않는 일탈 행위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도덕

적 규범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이승선·김연식, 2008). 특히 차별적 사회구조나 사

회적 권력 관계에서 비롯된 범죄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는 공정한 재판절차를 촉구

하는 여론을 형성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순기능을 한다(김정현, 2019). 또한, 언론

보도는 ‘열린 사회’에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갖는 사회적 관심의 반영이라는 관점

(심석태, 2015)에서 볼 때, 범죄뉴스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 또한 언론의 범죄 보

도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언론의 범죄 사건 취재 방식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경찰 출입 기자를 통하

는 것, 둘째, 범죄 수사 관련 보도자료를 통하는 것, 셋째, 기자 스스로 취재를 통해

자료를 찾아 기사화하는 것이다(양재규, 2017). 한국 언론의 범죄 보도에 있어 주 취

재원은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33)이며, 많은 정보원 중에서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배포하는 보도자료는 그 신뢰성, 정확성, 영향력 때문에 정보원으로서 높게 평가되고

많이 활용되고 있다(임현수ㆍ이준웅, 2011).

방송과 신문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우리나라 언론사는 범죄 보도에 있어 거의 동일

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사회부에 속한 경찰팀과 법조팀이 범죄 보도를 맡고 있다.

경찰팀은 부장급의 데스크, 팀장급의 중간 데스크, 그리고 일선 취재 기자들로 이루어

져 있다. 취재 기자들 중 경력이 있는 기자들은 기사실이 있는 경찰서에, 신입 기자들

은 기자실이 없는 경찰서에 배치되며, 많게는 한 사람 당 3~4개의 경찰서를 담당한다

(노성호·이기웅, 1996). 기자는 관할 구역의 경찰서에 수시로 출입하며 경찰로부터 범

죄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얻는다.

한국 언론의 출입처 관행과 언론이 대부분의 범죄 보도에 있어 수사기관의 발표

를 유일한 취재원으로 삼는 관행은 여러 이유로 비판을 받고 있다. 영미 언론은 전

문 기자34)가 출입처와 관련된 사건을 스스로 찾아서 취재하는 데 비해, 한국 언론

은 전문 기자가 아닌 일반 기자가 출입처에 대해 우선권을 가지고 있으며(김사승,

2010) 이는 전문 기자의 취재 활동을 제약하기도 한다(김사승, 2003). 또한, 경찰팀

에는 가장 경력이 낮은 신입 기자들이 배치된다. 이는 경찰팀이 가장 많은 사건을

접하기 때문에 신입 기자의 훈련에 적합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관행(노성호·이기

웅, 1996)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기사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33) 통상 수사기관은 법률에 의해 범죄 수사의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으로, 검찰과 사법경찰관리를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는 경제경찰로 불리는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또한 수사기관으로 볼 수 있으며
불법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폭넓은 자체 심의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미디어 영역에서
의 수사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의 주요 주체인 경찰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34) 일반 기자는 이미 알려진 채널을 통해 사실 중심의 정보를 수집하는 스트레이트 기자로서 뉴스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독자의 몫으로 남겨두는 반면, 전문 기자는 심층취재와 배경정보 제공, 분석,
나아가 독자를 대신해서 사실이 함의하고 있는 의미와 상대적인 가치를 판단하는 기자를 말한다
(Elliott,1977:149; 김사승, 201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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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관행과 같은 맥락에서, 출입처의 보도자료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지적받

고 있다. 김옥조(2004)는 수사기관의 발표는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주장임에도 불구

하고 기자들이 마치 이를 직접 보고 들은 것처럼 단정적으로 묘사하여 피의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타성에 빠져 범죄사실에 대해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방지하는 언론의 본래 목적에 역

행한다는 것이다.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성 때문에 공표된 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언

론기관의 검증이 소홀해지면 피의자의 인권침해 위험은 가중된다(서울고등법원,

2014. 6. 13.). 더 나아가, 양재규(2017)는 수사기관이 배포하는 보도자료를 언론에서

별다른 검증 없이 기사화하는 ‘수사기관 처널리즘’35)이 오보의 가능성 이외에도 여

론재판으로 이어져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한다.

그림 2 범죄보도의 게이트키핑 과정(출처: Sherizen, 1978, 205p 

: 노성호·이기웅, 1996 재인용) 

게이트키핑 이론에 따른 범죄 보도 모형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언론이 경찰을

주 취재원으로 삼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모형에서는 경찰이 1차적인 게이트

키핑을, 언론이 2차적인 게이트키핑을 수행한다. 1~4단계는 언론과 관계없이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범죄 사건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 단계이다. 5단계는 기자가 경찰

로부터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이며, 이 단계에서 경찰과 기자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

이 나타난다. 이후 6~9단계는 담당 기자에 의해 범죄사건 정보가 수집된 이후 언론

사 내에서 데스크를 거치며 어떠한 정보를 기사로 내보낼지 선택하여 보도하는 단

계이다.

그러나 언론이 범죄 보도에 있어 수사기관만을 유일한 취재원으로 삼는 것은 아

35) ‘처널리즘’은 2008년 영국 BBC 기자 와심 자키르(Waseem Zakir)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대량으
로 찍어내다’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 ‘churn out’이 ‘journalism’과 결합되어 새로 만들어진 용어
이다(Harcup, 2014, p. 53 : 양재규, 201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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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김정현(2019)은 언론의 범죄보도를 시기별로 수사개시 전(1단계)와 수사 개시

후부터 공소제기 전(2단계), 공소제기 이후(3단계)로 나누었는데, 1단계의 경우 경찰

의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언론이 자체적으로 피해자의 폭로, 여론의 관심 등을 취

재하여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언론의 공익성적 측면이 강하게 드러난다고 보았다.

또한, 경찰의 수사가 개시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알고 싶다>, <실화탐사

대>, <PD 수첩>과 같은 PD 저널리즘은 경찰의 수사와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해당

사건을 취재하여 사건에 대해 심층적·다각적으로 보도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도 한

다. 이는 범죄 보도가 ‘경찰→언론→국민’이라는 단선적인 경로를 따라 이루어지지

만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범죄 보도의 문제점

기자가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로부터 정보를 얻어내고자 하고, 꼭 경찰을 취재원

으로 삼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정보를 취재하고자 하는 동기는 표면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표방하지만, 그 이면에는 언론사 간 경쟁 원리가 중요하게 작용하

고 있다. 이 같은 경쟁 원리는 취재 단계에서부터 나타난다. 경찰서에 출입하는 기

자들은 보통 각 언론사의 기자들이 모여 하나의 기자단을 형성하고 있는데, 보통

이 기자단을 단위로 경찰과의 협상 또는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기자단을 형성하는

이유는 경찰이라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언론 기자들이 힘을 합쳐 정보를 얻어내기

위한 전략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자단 관행은 기자단에 가입되지 않은 언론사

기자의 경우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얻을 수 없고 기자단 브리핑에 참석할 수 없으

며, 개별적 취재도 상당히 제한된다는 폐쇄성(박재영·허만섭·안수찬, 2020)으로 인해

언론사 간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기자단 안에서도 기자는 여전히 각자가 소속된 언론사의 상업적 경쟁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독점적인 정보를 얻으면 기자들 간의 협동 원리로부터 이탈하여 소속

언론사의 특종으로 보도하기도 한다. 노성호와 이기웅(1996)은 이를 ‘불완전 경

쟁’(160쪽)이라고 표현하였다. 주요 언론사들이 소속 기자들을 출입처에 집결시켜

동질화시키고 담합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한편, 그들 간의 치열한 특종 경쟁을 벌이

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 언론이 동질화된 상황에서 벌이는 특종 경쟁

은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흥미 위주의 기사가 가치 있는 기사라는 관념을 기자들

사이에 뿌리내리게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반적으로 범죄 보도는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강력범죄, 정치인, 연예인의

범죄 등에 집중되고 있다(김정현, 2019). 범죄가 중대하고 피의자가 공인에 해당할

때 국민의 알 권리가 보다 폭넓게 인정되므로 언론이 이를 집중보도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단지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한 언론의 경쟁 원리가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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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알 권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기도 한다. 언론사 간의 상업적 경쟁 원리는 범죄

보도에 있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첫째, 대부분의 범죄 보도가 사건 발생 이후부터 공소 제기 이전의 경찰 단계에

한정되며(류영재, 2018), 심층적 보도보다는 스트레이트 기사인 경우가 많다. 범인이

검거된 이후 검거된 이후 검찰과, 법원, 교정기관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판결을 받고

어떠한 교정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한 보도는 극히 적다. 이러한 보도 관행의 가장

큰 이유는, 정보의 시의성이 극대화는 시점은 본격적으로 수사가 가시화되기 직전

으로, 범죄자가 검거된 순간을 정점으로 정보의 상업적 가치가 급속하게 감소하기

때문이다(김봉수, 2011). 김선남(2012)의 연구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보도의 경우 상

당수의 보도가 스트레이트 기사 유형에 속했으며, 심층 보도는 15% 미만에 불과하

였다. 또한, 상당수의 성폭력 사건 보도는 단순히 사실만을 전달하는 의도에서 비롯

되었으며 시각을 담아내지 못하는 ‘수박 겉핡기식’ 기사가 주를 이루었다고 분석하

고 있다. 이러한 일차원적 기사는 범죄 보도의 폭을 매우 좁게 만들며, 국민은 ‘사

건이 발생했다-범인이 잡혔다’ 정도의 정보밖에는 제공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

생한다(노성호·이기웅, 1996). 같은 맥락에서, 남재일(2008)은 범죄사건을 개인의 도

덕적 일탈로 극화시켜 보도하는 ‘탈정치적 사건중심보도’ 관행이 존재한다고 하며,

이는 소송이나 비난 등을 피하고 적은 비용으로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언론기

업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둘째, 자극적인 범죄 보도 양상이다. 범죄 보도는 단순히 있는 그대로의 실태를

고발하기보다는 특정 범죄가 집중적으로 조명되고 특정 내용이 실제와 달리 강조된

다.36) 이에 비해 사회적 차원의 범죄 원인분석 및 대책은 낮은 빈도로 보도된다(이

재영, 2015). 또한, 최근 뉴스가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뉴

스를 접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더 선정적이고, 더 폭

력적인 뉴스를 빈번하게 내보는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홍성철·이완수, 2020). 선정적

이고 자극적인 범죄뉴스가 ‘반복적’으로 보도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종합편성채널의 등장 이후 시사 문제를 다루는 토크쇼가 우후죽순 생기면서 범죄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패널들이 온갖 해설과 분석을 쏟아내

고 있으며, 같은 사건을 큰 진전 없이 하루종일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다(김회승,

2016). 이러한 선정적 범죄 보도는 뉴스 소비자의 관심을 끌려는 경쟁적인 보도 관

행에 기인한다(양영수·이완수, 2020). 한편, 기사의 크기가 커질수록 한 기사에 담아

야 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묘사 등 선정적인 보도가 될 가능성이 커지

며, 작은 사건을 무리하게 톱으로 크게 보도하려다 보니 선정적인 보도가 되는 경

우도 있다(노성호·이기웅, 1996).

36) 범죄사건의 자극적인 면을 특별히 부각하는 것 외에도, 범죄는 그 자체로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보도하는 뉴스 또한 역시 자극적이고 선정적일 수 있다(이은비· 손민정· 유홍
식,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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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자극적인 범죄사건에 치중한 범죄 보도는 대중의 인식을 왜곡한다. 박지선

과 박상조(2013)의 연구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주요 범죄 발생 건수는

성범죄와 절도의 경우 꾸준히 증가하였고, 살인의 경우 뚜렷한 변화가 없고, 강도의

경우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나 언론 보도는 각각의 범죄 유형에서 보도 건수가

꾸준히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발생 건수 대비 언론의 보도 비율도, 살인

의 보도율은 실제 발생 건수의 다섯 배에 달할 정도로 높고 성범죄의 경우 11년 간

약 7.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보도의 결과로 사람들은 모든 범죄 유형

에서 최소한 3배 이상의 증가가 일어났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기수·윤상연(2017)

또한 언론 매체의 급증으로 인한 보도량의 증가와 언론사 간 경쟁 격화에 따른 범

죄의 구체적·선정적 보도가 범죄에 대한 대중의 ‘과대추정현상’을 유발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대중의 인식을 왜곡하는 언론의 범죄 보도는 기존의 편견과 혐오를 강화하는 측

면이 있다. 범죄자의 일탈성을 극도로 강조하는 성범죄 보도는 대중으로 하여금 성

범죄자를 ‘모르는 사람, 사이코패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선입견을

강화한다(양정혜, 2010). 또한, 외국인 관련 강력범죄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이주

노동자에 대한 관례적인 왜곡된 재현이 공명되면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두려움, 불

안함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우충완·우형진, 2014). 이 외에도, 언론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를 비장애인에 의한 범죄보다 자주 보도하며(김은진·강주현, 2020), 특정

지역의 범죄를 더 많이 보도함(양혜승, 2018)으로써 편견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언론의 경쟁 원리로 인한 속보 및 특종 경쟁은 명예, 초상권, 성명권,

사생활, 형사 절차의 공정성 등 사건 관련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이승

선·김연식, 2008). 이 연구의 주제인 피의자 신상 공개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분이다. 범죄 보도는 피의 사실에 대한 보도를 필연적으로 포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류영재(2018)는 최근 범죄사건의 보도 경쟁이 과열되면서 피의자의 방어

권을 침해할 정도로 많은 수사 정보들이 일방적으로 공개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법관의 판결이 재판 외에서 선취되는 효과까지 나타나 피의자의 공정한 재

판을 받을 권리 및 무죄추정의 권리가 지나치게 침해되는 것은 법치 사회에서 바람

직하지 못하다고 강조하였다. 박희봉·한동섭(2020)은 피의자의 인격권 침해는 최종

적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동안 수행된 수사기관 중심적 관점

의 피의사실공표 논의에서 벗어나 수사기관과 언론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고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사기관의 공보규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에

치중하고 있어 피의사실공표 문제에서 언론과 수사기관의 관계나 언론의 관행을 실

증적으로 밝혀내지 못하고 여전히 제도 차원의 논의로 수렴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

다.

피의자 신상 정보 및 피의사실 정보를 두고 형성되는 경찰과 언론 간의 갈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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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유착관계 또한 범죄 보도의 문제점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각 경찰서에서

기자와 경찰관이 만나는 취재 현장에는 경찰과 언론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이 일어

난다. 경찰은 인격권 침해를 방지하고 원활한 수사를 위해 보안을 유지하고자 하고,

언론은 사회적 관심사가 되는 중요 사건에 대해 보도하고자 하여 경찰과 언론 간의

본질적인 갈등 관계가 형성된다(박희봉· 한동섭, 2020). 사문화되었다고는 하나 엄연

히 피의사실공표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경찰은 언론에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에

보수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반면, 대부분의 언론 기자들은 알 권리와 인격

권이 충돌할 경우에는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심

미선, 2020). 기본적으로 언론은 더 알고자 하며, 경찰은 알리지 않고자 하는 줄다리

기 상황(Gans, 1980, p.81; 송의호·이상식, 2007 재인용)이 형성된다.

  서울고등법원(2014. 6. 13)은 범죄사건, 특히 공소 제기 전인 피의 사건에 대한 언론

의 공개요구에 대해 “항상 일정한 양의 기사거리를 필요로 하고, 그 소재의 자극성이나

별다른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책임질 염려가 적은 피의사실은 손쉽게 보도 분량을 채

울 수 있는 좋은 기사거리가 된다”며 “특히 사건이 발생하고 수사가 개시되는 순간으

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정보의 상업적 가치는 감소하므로, 언론사들은 정보의 정

확성과 공정성보다는 신속성과 시의성을 중시하게 되고, 이 때문에 우선 그 정보가 경

제적 가치를 가지는 동안 이를 판매하여야 한다는 상업주의의 압박이 언론사로 하여금

수사기관의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 공표를 앞 다투어 보도하게 하는 동인이 된다”고 판

시하였다. 동시에 언론에 정보를 제공하는 수사기관 또한 “그들에게 부여된 수사권한을

통해 수집한 범죄라는 흥미로운 뉴스거리에 대한 독점적인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범죄에 대하여 단호히 대응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수사와 재판 및 형의 집행으

로 이어지는 일련의 형사절차에서 자신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

여줌으로써 이를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언론의 범죄 보도는 단순히 수사기관과 언론 간의 줄다리기 관계를 넘어, 수

사기관과 언론의 상호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버코위츠와 터커즈(Berkowitz

& TerKeurst, 1999)에 따르면, 기자들이 서로 공동 취재하는 과정 그리고 취재원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과정에서 기자들과 취재원은 하나의 ‘해석적 공동체(interpretive

community)’를 형성하게 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언론 권력이 상호 이해

관계를 바탕으로 피의 사실 공표를 오·남용한 사례들이 있으며 “소위 수사기관이 ‘흘려

주고’ 이를 언론이 받아쓰면서 취재원을 ‘검찰 관계자’ 혹은 ‘경찰 고위 간부’ 등 익명으

로 명시하는 피의 사실 보도는 우리 언론의 오랜 관행이 되었다”(정영주·박성순, 2020,

63쪽)는 것이다. 피의 사실 보도에 있어 수사기관이 특정 기자와 유착하여 정보를

흘린 다음 여론의 압박을 수사에 이용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37)

37)문영호(2019.11.27.).검사와 기자, 가깝고도 먼 사이. <중앙일보>. Retrieved 03/22/21 from
https://news.joins.com/article/2364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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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의자 신상 보도

피의자 신상 공개는 법체계, 국민의 법 감정, 알권리와 피의자 인권 사이의 갈등

과 더불어 언론의 사회적 책임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이무선, 2010)이다.

법 제도, 경찰, 언론 간의 상호 영향은 피의자 신상 보도 관련 규범이 확립되는 과

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경찰이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제정하는

등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자, 언론도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여 ‘인권존중을

위한 사건보도 기준’38)을 만들고, 방송사도 보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사인(私人)

인 피의자의 얼굴이나 실명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다(강동욱, 2009). 반대로, 특강

법상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의 입법 자체가 피의자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에

큰 영향을 받았으며, 이러한 여론은 언론 보도를 통해 조성되고 전달된 것이다.

대체로 우리나라 언론은 영미권의 언론에 비해 피의자의 실명과 얼굴을 제한적으

로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예로, 2017년 괌에서 법조인 부부가 아

이를 차량에 방치하여 현지 경찰에 체포된 사건이 있었는데, 현지 언론은 두 사람

의 체포장면 동영상과 머그샷을 모자이크 없이 보도하였다.39) 또한, 2021년 영국에

서 한국인 유학생이 20여명을 불법 촬영하여 영국 외신에 얼굴 사진이 모자이크 없

이 보도되었다. 그러나 두 사건 모두 우리나라 언론은 외신에 알려진 이들의 얼굴

을 모자이크하여 보도하였다. 이러한 언론의 태도는 우리나라의 법 제도가 피의자

의 신상을 법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정하여 경찰이 제한적으로 공개하도록 규

정하는 취지를 존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 언론이 피의자의 실명과 얼굴을 제한적으로 보도하게 된 데에는 신상

공개제도뿐만 아니라 1999년 대법원이 선언한 ‘익명보도 원칙’이 큰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

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98. 7. 14)고 하였다. 2009년 대법원은 실명 보도가 허용되는 경우를 구체화하였

다.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사안의 중대

성이 그보다 다소 떨어지더라도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측면에서 비범성을 갖고 있

38) 조선일보 (1997.1.4.), 인권존중을 위한 사건 보도 기준, <조선일보>, 6면.
1. 실명과 익명을 엄격히 구분한다
2. 다음과 같은 범죄 관련 보도는 익명을 우선으로 한다
3. 개인의 사생활은 침해하지 않는다
4. 당사자의 반론권을 존중한다
5. 경칭은 범죄인에게도 쓴다

39) 미국에서는 피의자가 경찰에 체포될 경우 피의자 식별용 얼굴 사진(mugshot)을 촬영하고 이를 공
개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따라 공개정보에 해당하기 때
문에 언론사에서 해당 경찰서에서 촬영하고 공개한 식별용 얼굴 사진을 웹사이트를 통해 자유롭게 사
용할 수 있다(이병도,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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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공공에게 중요성을 가지거나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갖는 경우 또는 피의자가

갖는 공적 인물로서의 특성과 그 업무 내지 활동과의 연관성 때문에 일반 범죄로서

의 평범한 수준을 넘어서서 공공에 중요성을 갖게 되는 등 시사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피의자의 실명 보도가 허용될 수도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9. 9.

10). 또한, 판례는 피의자의 구체적인 신상 공개에 대해 “피의자는 실질적으로 전근

대적인 치욕형을 선고받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에 처하며 이 같은 피해는 피의자가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하여도 온전하게 회복될 수 없다며 신상 공개에 신중함을 요

구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14. 6. 13.).

심석태(2015)는 이러한 익명보도 원칙에 대해, ①오히려 실명을 쓴 경우보다 언론

사의 주의의무가 경감되고 ②무죄추정 원칙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원칙이지 언론과 사회적 관심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

한 원칙이 아니며 ③판례가 공인에 대한 보도는 공공성을 인정하였음에도 언론이

습관적으로 실명보도를 기피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러한 원칙으

로 인해 앞서 언급한 사례와 같이 해외 언론과 인터넷에는 모두 공개된 정보를 국

내 언론만 모른 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40)

언론학자 윤성옥(2020)은 최근 문제가 되었던 디지털 교도소 사건을 계기로 온라

인상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범위와 제한에 대해 법원의 판례를 정리·분석하였다. 구

체적으로, 법원의 판례는 공무원이 피의사실공표에 있어 중과실을 저질렀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해 폭넓은 자유를 보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언론기관의 피의자 신상 보도에 관해서는 ①수사기관의 공표내용과 무관하

게 공익성과 진실성의 요건을 갖출 것, ②수사기관의 제보나 답변을 토대로 하더라

도 적절한 표현방법을 사용할 것, ③수사기관의 공표와 무관하게 언론이 단독으로

취재하여 보도하는 경우 진실성을 뒷받침할 정도로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

야 할 것 등 진실 확인 의무를 엄격히 지우고 있었다.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상 공개는 법률(특강법, 성폭력처벌법)과 훈령(「경찰수사사

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으로 규율하고 있으나, 언론의 피의자 신상 보도는 법률

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 결국, 피의자 신상 보도 여부는 개별 언론사 또는 기자들의

판단에 맡겨지는데, 그 기준은 위에서 언급한 명예훼손죄 관련 판례 또는 언론의

자율 규범일 것이다. 2011년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한 ‘인권보도준

칙’은 범죄 보도 시 관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는 정치인과 같은 공인이 아닌 경우 실명과 사진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보고 있다(정용기, 2010). 그러나 범죄보도에 관

40) 임 찬종 (2017 .1 0 .1 6 .) , [취재 파 일 ] 한국 언 론은 왜 '괌 체 포 ' 법 조 인 부 부 얼 굴
을 가렸 을 까 ? . < SB S 뉴 스 > . R etr iev ed 0 3 /1 4 /2 1 from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424266&plink=ORI&cooper=NAVER&plink=
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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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내용을 경찰행정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이재영(2015)의 연구에 따르면, 피해자의

성명에 대한 보도 건수는 최근 줄어들고 있지만, 실명, 연령 등 전반적인 신상 정보

의 공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인권보도준칙’ 및 관련 지침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또한, 이러한 보도준칙은 선언적이거나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한국언론진흥재단, 2016) 아직 국민의 눈높이에 맞

는 규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장철준, 2015)는 평가를 받는다.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유기 사건에서, 경찰은 보도자료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참고하시어 사건 관련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보도되지 않

도록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라며 이례적인 주석을 달았다. 그러나 언론은 경찰의

발생 보고 직후 이웃과 학교관계자들을 만나 파악한 조각 사실들에 대해 ‘단독’이라

는 간판을 단 뉴스를 내보냈다(김회승, 2016). ‘숨진 최군의 어머니가 여동생을 끔찍

이 아꼈다’, ‘최군이 입학한 뒤 학교폭력 문제에 연루됐다’, ‘최군의 아버지가 평소

인터넷 게임을 즐겼다’라는 제목의 기사들은 언론이 위와 같은 보도준칙을 잘 지킨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경찰의 당부도 당장 보도 경쟁이 시작되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언론사의 자체적인 보도준칙은 더욱 깨지기 쉽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강법과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는 수사기관을 구속하는 법률이며, 언론은 원칙적

으로 해당 법률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언론이 경찰의 공개/비공개 결정과 매번

다른 판단을 내린다면, 경찰의 공개 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현재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 후 이들의 얼굴과 이름이 대중에 공개되는 것은 오롯이 언론의 협

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병도,2018). 따라서 언론이 피의자 신상 보도를 수

사기관의 결정과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은지, 경찰의 공개 결정을

따르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즉, 언론이 피의자의 신상을 보도함에

있어 경찰의 공개 결정에 어느 정도 구속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상현(2010)의 연구는 피의자의 초상권에 대해 분석하면서 제도 자체에 대한 논

의보다는 언론의 자율성에 대한 논의를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미국과의 비교 분석이 주된 내용인데, 미국은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인

정하며 신상 공개에 관한 법적 장치를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헌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으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언론의 자유를 확대하는 미국의 판례와 유

사하게 2000년대 들어 언론의 사실보도 주의의무의 기준을 완화해 왔다. 이러한 근

거로, 이상현은 법적 제한이 준수되고 유죄 증거가 충분하다면 언론의 자유에 의해

피의자 초상권이 합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를 논한 학자들 중 이상현을 제외한 법학자들은 ‘언론이 신

상 공개제도에 구속되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상 공개

제도의 정당성 자체를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의 자율적 판단에 대해서도 부정

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강동욱(2009)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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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이 마음대로 범죄피의자를 단죄하려고 하거나 시민을 선동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

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23쪽)고 지적하며 언론의 자율적 판단에 대한 비판적 태

도를 드러낸다. 이무선(2010)은 “주요 언론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부 언론에서 이들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경거망동”(238쪽)이라고 강조하였다. 또

한, 언론의 신상 공개는 언론의 자율적 판단이 아닌 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는 시

각을 드러내고 있다. 언론의 신상 공개가 국민의 요구라는 여론을 명분으로 한다면,

여론에 대해 언론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간접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제

정된 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사 사회부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상철(2009)은 언론의 자율적 판단에 대

해 기자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 그는 언론의 자유라는 가치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소중한 가치이지만, 절제되지 않은 자유는 신뢰의 상실로 이어져 국민

을 대변하는 언론 자유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고 염려하였다. 원칙적으로 흉악범

의 얼굴 공개는 언론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면서도 매우 신

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판례가 흉악범의 얼굴 공개의 공익성을 넓게 인정

하고 있기에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의자 가족의 고통 등

윤리적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공익성이 아닌 언론사끼리의 경쟁이 보도의 목적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의자 신상 공개에 있어 언론도 중요한 주체이지만, 사실상

경찰만이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의 비일관성과 자의성으로 인해 언론의 비판을 받고

있으며 언론은 경찰의 결정을 비판하기만 할 뿐 언론의 피의자 신상 보도에 대한 성

찰은 찾아볼 수 없다. 학계에서도 우리나라 언론의 피의자 신상 보도 관행을 체계적

으로 정리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의 부작용을 우려하면

서 언론의 보도 경향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윤석빈(2020)은 언론이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을 일종의 ‘보도허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공개 결정과 동시에 사

전에 확보해 둔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무분별하게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하

나의 언론사가 보도한 뒤 다른 언론사들이 책임 의식 없이 줄줄이 따라 보도하는 면

피성 보도 행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김상철, 2009).

미디어 분야의 연구 중 피의자 신상 보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나마 다루고 있는 연

구들은 다음과 같다. 김은진·강주현(2020)은 비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범죄 보도를 비교

하면서, 하위 항목 중 하나로 신상 공개 여부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신장애인

범죄 보도가(35.1%) 비장애인 범죄 보도에(8.9%) 비해 비율상 4배 정도로 유의미하게

실명 공개가 많았다. 그러나 그 원인까지 분석하고 있지는 않으며, 언론의 신상 공개

비율 차이가 실제로 경찰이 정신장애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비율 차이에서 비롯된 것

인지는 알 수 없었다.   
이은비· 손민정· 유홍식(2014)은 한·미 주요일간지의 성폭력범죄 보도의 경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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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내용분석방식을 통해 분석하였는데, 1차적 프레임인 ‘범죄 프레임’ 하에 2

차적 프레임으로 ‘사실보도’ ,‘선정보도’, ‘신상공개’ ,‘일탈자’라는 프레임을 설정하였

다. 이 중 ‘신상공개’ 프레임은 ①신상공개(이름, 지역, 나이, 사는 곳 등)와 ②사생

활 공개(가해자의 성장과정 및 가족 공개)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범인의 신상공개

프레임에서 <워싱턴포스트> 기사의 62.7%, <조선일보> 기사의 46.1%, <뉴욕타임

스> 기사의 37.3%가 범인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는 12.9%

로 실명 공개를 가장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범인의 가정 및 성장 배경, 직

업 등 범인 가족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생활을 상세히 공개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의자의 신상 정보는 단순히 이름, 얼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언론은 피의자 신상 정보의 사회적 소통에 있어 경찰 못지않은 중요한 주

체이지만, 언론의 피의자 신상 보도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비교적 제한적으로 이루

어져 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언론 또한 경찰과 함께 피의자 신상 공개에 능동

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로 설정하고, 언론의 피의자 신상 보도 관행과 관련 규범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문제

피의자 신상 공개와 관련한 선행 연구들은 각각 법학, 경찰학, 미디어 분야에서 분

절된 채 이루어져 왔으며, 피의자 신상 정보의 사회적 소통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주

체 간의 관계를 피상적으로 언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의자 신상 정보의 사회적 소통은 법제도, 경찰, 언론 등 여러 요소가 상호 영

향을 주는 가운데 작동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피의자 신상 정보

의 사회적 소통에 관여하는 두 주체를 경찰과 언론으로 설정하고, 이들의 관행적 기

준을 경찰과 언론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법 제도는 하나의 판단 주체라기보다는 경찰과 언론의 판단의 근본적인 판단 근거

로서 작용한다. 따라서 법 제도를 따로 구분하여 연구 주제로 삼기보다는 연구 대상

을 크게 경찰과 언론으로 나누어 각각 관계된 법 제도를 하위 항목으로 살펴보았다.

연구문제는 피의자 신상 정보가 일반적으로 소통되는 과정에 준하여 ① 경찰, ② 언

론 순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피의자 신상 정보가 피의 사실 중 하나라고

전제하기에, 경찰의 피의 사실 공개와 언론의 범죄 보도 전반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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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연구문제 및 연구내용은 <표-8>과 같다.

1.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

연구문제 연구 내용

1-1. 경찰의 피의 사실

공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는 경찰의 피의 사실 공개 중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경찰의 피의 사실 공개의 공식

적 기준은 무엇인지, 실제 경찰관들은 관행적으로 어떠

한 기준에 따라 피의 사실을 공개하고 있으며 그 동기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1-2.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현재까지 이루어진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 내역을 정

리· 분석하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평가한다. 특히,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에 언론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① 경찰의 신상 공개 기준에 대한 분석 ②경찰관들

의 인터뷰 ③ 사건별 보도 건수 분석 등을 통해 파악한

다.

2. 언론의 피의자 신상 보도

연구문제 연구 내용

2-1. 언론의 범죄 보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연구문제 1-1과 마찬가지로, 언론의 범죄 보도 전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기자들

인터뷰를 통해 범죄 보도의 관행적 기준을 분석하고 범

죄 보도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평가한다. 범죄 보도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찰과의 상호작용 또한 살펴본다.

2-2. 언론의 피의자 신상

보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언론의 피의자 신상 보도 사례를 선정하여 구체적인 보

도 내용을 분석한다.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기자들은 언론의 자

율적인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연구한다.

2-3. 언론의 범죄 보도 및

피의자 신상 보도에 관한

규범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언론이 피의자 신상 정보를 포함한 피의 사실 보도에 있어

자율적 규범과 외부적 규범의 기구와 그 내용을 살펴본다.

또한, 기자들 인터뷰를 통해 실제로 이러한 규범 체계가 실

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표 8 연구문제 및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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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방법

1. 문헌 연구

이 연구는 주로 문헌 연구와 심층 인터뷰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연구

주제인 경찰의 피의사실 공개 및 피의자 신상 공개의 기준, 그리고 언론의 피의사실

보도 및 피의자 신상 보도와 관련한 규범 및 기준은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해야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문헌 연구를 통해서는 문서화되어 있는

법령이나 내부지침, 규약 등을 확보하여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경찰 단계의 연구문제에서는 경찰청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하여 경찰 조직 자체의

자율적인 규범 및 그 실행과 관련한 일차자료들을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피의자

신상 공개와 관련한 가장 최신의 내부지침 및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가 시행된

201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신상 공개위원회 개최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하였다. 특히, 경찰의 내부지침은 원자료를 확보하여 정보공개청구 답변과 비교

하였다. 언론 단계의 연구문제에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피의 사실 보도 및 피의

자 신상 공개와 관련한 윤리강령 또는 규범과 이의 실행을 담보하는 윤리위원회 내

지 징계(상벌)위원회 관련 제도를 살펴보았다.

2. 심층 인터뷰

문헌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암묵적 기준과 관행, 실무자들의 인식에 대해 알아보

고,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보한 일차자료에 대한 보완적 설명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들로부터 개방형

질문을 통해 심층적인 정보를 확보하고자 할 때 유용하다(Guion, Diehl, &

McDonald, 2011). 또한, 심층 인터뷰는 개인의 경험에 대한 심층적이고 풍부한 정

보, 때로는 민감한 정보들까지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 인터뷰 대상자의 선정

인터뷰 대상자의 선정은 우선 접근 가능한 지인 경찰관들을 시작으로 눈덩이표집

(snowballing sampling)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 방법은 비확률표집의 일종으로, 특

정 모집단의 구성원들을 찾아내기 어려울 때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Babbie,

2020). 연구자의 지인인 경찰관 2는 본인이 인터뷰 대상으로 참여하는 동시에 인터

뷰 가능한 경찰관들(경찰관5, 6)을 소개해 주었다. 또 다른 경찰관 지인 두 명은 본

인이 직접 인터뷰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경찰관들을 추천해 주었다.

표집 결과, 우선 현재 형사과 또는 수사과에 근무하는 경찰관들로는 경찰서 형사

과의 팀원 4명, 팀장 2명, 과장 1명과 수사과41)의 과장 1명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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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형사과 과장으로 수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현 경찰서 청문감사관 1명과 경

찰서 형사팀원 근무 경력이 있는 현 지구대 근무 직원 1명을 인터뷰하였다. 경찰서

에는 형사과와 수사과 외에도 여러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있지만, 형사과와 수

사과 직원들을 인터뷰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흔히 언론에 보도되는 범죄 사건은 형

사과와 수사과 사건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자들이 주로 피의 사실을 알아내기 위

해 취재하는 대상 또한 이들이기 때문이다. 팀원부터 팀장, 과장까지 다양한 직급의

경찰관들을 인터뷰함으로써 인터뷰 대상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 외에

도, 피의자 신상 공개위원회는 지방청 단위로 개최되므로 지방청 수사부에서 피의

자 신상 공개위원회 개최를 담당하는 경찰관을 인터뷰하였다. 또한, 지방청 홍보협

력계에서 기자단 관리를 담당하는 경찰관을 인터뷰하여 지방청 단위에서 일어나는

경찰과 기자들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인터뷰 대상 경찰관들의 특징은

<표-9>과 같다.

41) 일반적으로 형사과는 강력범죄, 생활범죄, 실종수사 등을 담당하며, 수사과는 경제범죄, 지능범죄,
사이버범죄 등을 담당하는 차이가 있다.

42) 기존의 감찰계와 민원실을 통합하여 1999년 6월 도입한 제도로서 시민불편 해소 및 인권보호를

구분 직위 직급 연령

경찰관 1 지방청 홍보협력계 경위 40대

경찰관 2 경찰서 청문감사관42) 경정 50대

경찰관 3 지방청 수사부 형사과 경감 30대

경찰관 4 경찰서 형사팀원 경위 40대

경찰관 5 경찰서 형사과장 경정 40대

경찰관 6 경찰서 수사과장 경정 30대

경찰관 7 경찰서 형사팀장 경감 40대

경찰관 8 경찰서 형사팀장 경위 40대

경찰관 9 지구대 경장 40대

경찰관 10 경찰서 형사팀원 경장 30대

경찰관 11 경찰서 형사팀원 경장 30대

경찰관 12 경찰서 형사팀원 경사 30대

표 9 경찰관 인터뷰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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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피의 사실 및 피의자 신상 보도에 있어 경찰과 언론이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경찰과 언론 모두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심층 인터뷰에

서도 한쪽의 시각만을 담는 편향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뿐만 아니라 기자들도 인터뷰

하였다. 인터뷰 대상 기자들 또한 마찬가지로 눈덩이 표집 방식을 활용하였다. 경찰

관 2의 소개로 기자 1을 최로로 인터뷰하였으며, 기자1의 추천으로 기자2를 인터뷰

하였다. 이후 다시 경찰관 2의 소개로 기자 3과 기자4를 인터뷰하였으며, 기자4의 소

개로 기자5를 인터뷰하였다. 눈덩이표집의 선정과정은 “자연적이고 유기적인 사회적

연결망의 동태들(Chaim Noy, 2008 p.329)”을 들춰내는 측면이 있는데, 경찰관의 소

개로 기자들이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된 기자들이 대체

로 경찰관과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표집 결과, 현재 사회부 경찰 사건팀에서 근무하는 기자 3명과, 현재는 시청을 출

입 중이지만 사건팀 근무 경력이 있는 기자 2명을 인터뷰하였다. 이 중 3명은 방송

사의 기자들이었고, 2명은 신문사의 기자들이었다. 인터뷰 대상자 선정에 있어 방송

사와 일간지 기자를 모두 포함함으로써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경찰관에 비

해 상대적으로 인터뷰 대상자의 수가 적다. 그 이유는 경찰관들 중에는 피의자 신

상 공개와 관련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어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경찰관들도 있

었지만, 기자들은 상대적으로 연구자의 질문에 모두 충실하게 답변하여 대상자 한

명 당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았기 때문이다. 인터뷰 대상 기자들의 특징은 <표

-10>과 같다.

위해 수사·교통·생활안전 등 일체의 사건·사고 및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경찰관의 불친절이나 부당
한 업무처리 및 억울한 점이나 의문이 있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 출처: 신현
기, 박억종 외3명(2012), <경찰학사전>, 법문사.

구분 소속사
현재

출입처

사건팀(경찰) 근무

경력
연령

기자1 방송 (종편) 경찰 약 3년 20대

기자2 방송 (종편) 시청 약 3년 30대

기자 3 방송 (종편) 시청
약 1년

(법조팀 근무 경력 3년)
30대

기자 4
신문사

(중앙 일간지)
경찰 약 1년 20대

기자 5
신문사

(중앙 일간지)
경찰 약 2년 30대

표 10 기자 인터뷰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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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뷰 방식

인터뷰 대상을 미리 모두 선정한 후 인터뷰를 진행하기보다는, 눈덩이 표집 방법

에 따라 인터뷰 대상이 지목되는 순서대로 2021년 6월~10월까지 5개월에 걸쳐 경찰

관들과 기자들을 인터뷰하였다. 대상자들에게 미리 문자 또는 SNS 메시지를 통해

연구자와 연구의 목적을 소개하고, 인터뷰 일시와 장소를 정하였다. 대상자들과 대

면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여 약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고 이를 녹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사전 연락을 통해 대면 인터뷰와 전화 인터뷰 중 편한 방식을 고를 수

있도록 하였다. 경찰관들은 모두 대면 인터뷰를 원하였으며, 기자들은 기자1을 제외

하고는 전화 인터뷰를 원하였다. 인터뷰는 대부분 1회에 한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졌

다. 다만, 경찰관 2의 경우 전화 인터뷰와 대면 인터뷰 2회를 진행하였으며, 두 번

째 인터뷰는 과장급 경찰관 5, 경찰관 6과 함께 진행하였다.

인터뷰 방식은 구조화의 정도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비공식

(informal) 인터뷰는 연구자가 목적을 소개하거나 정보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수행

되는 인터뷰이며, 비구조화된(unstructured) 인터뷰는 연구자가 정보원의 반응을 통

제하지 않는 인터뷰 방식이다.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인터뷰는 질문 내용을

서면으로 준비하더라도 어느 정도 편안함을 유지하는 방식이며, 구조화된

(unstructured) 인터뷰는 스스로 작성하는 설문지 방식과 같이 정해진 질문에 대하

여만 답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Asa Berger, 2000/2001). 많은 연구자들은 반구

조화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연구자들이 미리 질문지를 준비할 수 있어 인터뷰

동안 준비되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일 수 있으면서도, 인터뷰 대상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말할 기회를 부여하기 때문이다(Cohen & Crabtree, 2006).

이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반구조화된 인터뷰 방식을 채택하였다. 문서화

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나, 그때그때 인터뷰 대상자의 질문에

따라 추가적인 질문을 할 때도 있었으며 대상자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생략할 때도 있었다. 또한, 먼저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이 있으면 이후 인터뷰에서 이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거나 보완하기도 하는 등 융통

성 있게 진행하였다.

대략적인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찰관들에게는 주로 언론과의 접촉은 어떠

한 식으로 일어나는지, 어떠한 때에 기자들에게 정보를 알려주는지, 평소 기자들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피의자 신상 공개위원회 개최 여부 및 결정에 관여하는 암묵적인

요소들이 있는지, 언론 보도나 기자들의 취재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

에 대해 질문하였다. 기자들에게는 범죄 보도가 어떠한 식으로 일어나고 중요시하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과 함께 피의자 신상 보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 요인들은 무엇인지, 경찰의 결정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언론의 자율 규범에 대

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으며 그 실효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등을 질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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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완적 방법론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부분적으로 양적 연구 방법과 내용 분석을 포함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이 피의자 신상 공개와 관련한 법 제도, 경찰, 언론까지 아우르는 전체

적인 연관 관계와 각자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이므로, 양적 연구 방법과 내용 분석

을 주된 연구 방법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사용된 방

법은 전통적인 의미의 양적 연구에서 활용되는 전문적인 수준의 분석이라고 보기는

힘들며, 다만 문헌 연구와 심층 인터뷰를 보완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

해 부분적으로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하였다. 예를 들어, 빅카인즈를 통한 보도 건수

검색을 통해 언론 보도의 양과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거나,

언론의 피의자 신상 보도 사례의 구체적인 보도 내용을 분석하였다.

제 4 장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

피의자 신상 공개의 일차적 주체는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다. 이 장에서는

우선 전반적인 수사사건 공개(피의사실 공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본

다. 그리고 피의 사실 중 특히 민감한 정보인 피의자의 신상에 대한 공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언론 보도가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제 1 절 경찰의 피의 사실 공개

피의자 신상 정보는 넓은 의미에서 수사 사건 정보에 속한다. 따라서 경찰의 피

의자 신상 공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석하기에 앞서, 경찰이 언제, 어떠한 방법

을 통해 피의 사실을 공개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 문헌 검토’에서 경찰청

훈령인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과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

규칙」이 피의 사실을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요건과 공개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한 바 있다. 여기서는 실제로 경찰의 피의 사실 공개가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 내부적인 관행에 대해 경찰관들과 기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알아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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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은 ‘언제’ 피의 사실을 공개하는가?

1) 피의 사실 공개 요건에 대한 평가

그동안 수사기관, 특히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는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검찰이 자

신들의 필요에 따라 수사 상황을 폭넓게 공개하기도 하고 보안을 유지하기도 하는

등 수사공보준칙을 차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었다(하태훈, 2015). 그동안 수사기

관의 자의적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비판은 주로 정치적인 대형 사건에서 검찰의 피

의사실공표에 대한 비판이 큰 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2009년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로는 피의사실공표의 문제점이 더욱 크게 제기되어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김재현, 2019). 그러나 경찰 또한 자의적인 피의사실공표 문제에

서 자유롭지 않다. 실제로, 약 3년간 사건팀에서 근무하며 경찰서를 출입한 경력이

있는 방송사 기자 2와 약 1년간 경찰 사건팀 근무 중인 신문사 기자 4는 경찰의 선

택적 정보 제공을 지적하였다.

 기자 2 : 저번에 알려달라고 할 때는 진짜로 하나도 안 알려주시더니, 진짜로 홍
보하고 싶은 사건은 이렇게 줄줄줄 알려주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기는 
하죠. 왜냐하면 똑같은 범죄고 똑같은 혐의인데 어떤 a라는 사건은 안 알려주고 
b라는 사건은 잘 알려주고 이럴 때가 있으니까.

기자4: 경찰이나 검찰이나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이 그냥 일반 피해자들의 정보는 
기자들이 조금만 집요하게 달라붙으면 다 알려줘요. 근데 그 대상자가 정치인이
라거나 아니면 정치인의 아들이라거나. 아니면 조금 유명한 연예인, 유튜버 이
러면 절대 안 알려줘요. 자기의 승진과 관계가 있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경찰관 개인 또는 경찰 조직이 일관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르지 않고 자의적

으로 피의사실을 공개하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항

을 바꾸어 살펴보고, 여기서는 피의 사실 공개 요건 자체가 경찰의 판단 재량을 폭

넓게 열어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경찰수사공보규칙은 ① 유사한 범죄

재발 방지의 필요성 ② 신속한 범인 검거 등 증거 확보의 필요성 ③ 피해의 확산

방지 ④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 방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피의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만 공개할 수 있는 피의자

신상 정보와 달리, 피의 사실에 대한 공개는 비교적 넓게 허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찰은 피의자 신상 공개에 있어서는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여 세부 기준

을 충족하는지 일일이 확인하여 결정하지만, 일반적인 피의사실의 공개는 사건 책

임자(담당 서 과장 또는 청 단위의 지휘부)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다. 따라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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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의적 판단 여지 또한 커지는 것이다.

경찰의 수사공보규칙을 검찰에게 적용되는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개금지규정’)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재직기간 2019. 9. 9.∼2019. 10. 14.)의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계기로, 법무부는

공개금지규정을 제정하였다. 이는 기존의 법무부 훈령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

준칙」을 대체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기존의 수사공보준칙은 국민의 알 권리 및

언론의 자유 등 예외적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사실의 공개를 허용하는 데 반하여,

공개금지규정은 예외적 공개 요건 및 범위를 대폭 축소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

다(문재완, 2020). 현재 검찰에 적용되는 훈령은 그 이름부터 ‘공개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경찰의 훈령은 ‘수사공보’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에 비해 경

찰의 피의 사실 공개가 보다 넓게 허용될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경찰수사공보규칙과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은 형법 제126조의 피

의사실공표죄의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경찰관들은 위법한 피의사실공표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에 규정된 기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공개 기준은 매우

모호하게 설정되어 있다. 경찰의 수사공보규칙은 검찰의 훈령에 비해 구체성이 현

저히 떨어진다. 검찰의 공개금지규정은 예외적으로 실명을 공개할 수 있는 요건(언

론에 이미 공개된 경우, 공적 인물인 경우)를 매우 자세하게 열거하고 있으며 공소

제기 전/후, 불기소 처분 각각의 경우에 따라 허용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공보규칙은 공개 요건만을 추상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며,

공개 범위의 내용도 검찰 훈령에 비해 구체성이 떨어진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3조의 ‘국민의 의혹

또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는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울뿐더러 객관적

인 범죄의 양태보다는 국민의 여론, 즉 언론 보도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기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는 포괄적인 기준은 사실상 수사사건 공개를 무제

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경찰수사공보규칙 제7조 제2항은 사건관

계인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 나이 및 직업을 공개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가 언제인지, 공개할 수 있는 정보

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태이다. 수사기관의 피의사

실공표가 허용되는 요건을 정한 판례 또한 추상적인 언어로 이루어져 있어 구체적

인 판단의 기준이 되기 힘들다.

인터뷰 대상 경찰관들 또한 수사 공개 기준이 모호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피

의사실공표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언론에 피의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위

법한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하기 힘들다고 호소하였다. 오랜 기간 서 과장으로 근무

한 경찰관 2는 피의사실공표죄의 위법성조각사유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본인이 형사과장으로 근무할 때 언제든 피의사실공표죄로 입건될 수 있다는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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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언론 취재에 응했다고 하였다.

경찰관 3: 차라리 ‘수사기관에서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고 말해주는 건 괜찮다’, 이
렇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예 ‘수사사항을 말하지 마, 너네 말하는 거 언론
에 알려주는 거 금지야, 알려주는 순간 너네 다 처벌받아’, 라고 하면 안 알려주
지. 그것도 아니고 모호하게 돼 있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
어. ‘A라는 사람이 살인을 저질러서 수사중입니다’ 이건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
야. 근데 A의 신상이 공개되었어. A라는 사람을 이제 대국민이 다 알잖아. 그럼 
피의사실공표가 되는 건가. 애매해. 

지방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 개최를 담당하는 경찰관 3은 피의사실공표죄의 적용

이 피의자의 특정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43)이 경찰의 판단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통상 수사기관은 언론 브리핑 또는 보도자료 배포 시 ‘A

씨’와 같이 이니셜을 사용하는데, 일반인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국회의원과 같

은 직업에 대한 정보가 포함될 경우 해당 피의자를 추정할 수 있게 된다.44) 국회의

원과 같은 고위직 공무원일수록 국민의 알 권리가 인정되는 공인에 해당하여 피의

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동시에 피의자가 특정되어 피의

사실공표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딜레마가 발생한다. 또한, 피의자 신상 공

개 결정 이후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개가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되는지 여부 또한

불분명하다. 경찰관3은 이렇듯 법제도 및 판례가 경찰관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공

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인 경찰관에게 판단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하

였다.

2) 피의 사실 공개의 동기

법 제도적으로 경찰의 피의 사실 공개 기준은 경찰청 훈령과 판례상 피의사실공

표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로 구성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기준들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피의 사실 공개 판단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

으며 경찰관들의 판단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었다. 실제로 경찰의 피의 사실

공개가 객관적이고 일관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혹은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

43) 김대성(2021)은 피의자의 신상정보 및 그밖에 피의자의 신상을 알 수 있게 하는 정보는 피의사실
공표죄에서의 ‘피의사실’의 필요불가결한 구성요소라고 해석해야 하며, 피의자의 신상정보 및 그밖에
피의자의 신상을 알 수 있게 하는 정보가 포함된 개념으로서의 피의사실이 공표된 경우에만 피의사실
공표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44) 국가기관의 행정상 공표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은 “명예훼손에 의한 불
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
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대법원 2009. 2. 29.)이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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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증적인 평가는 불가능하다. 경찰의 피의 사실 공개는 공식적 수사 발표뿐만

아니라 기자들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매우 일상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관 인터뷰를 통해 이들이 개인적 또는 조직적 차원에서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피의 사실을 공개하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피의 사실 공개의 동기는 곧 경찰이 어

떠한 경우에 피의 사실을 공개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이고 관행적인 기준으로 작동한

다.

첫째, 수사공보규칙 상 경찰의 피의사실 공개 기준 중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

우’라는 기준은 실제 경찰관들의 피의사실 공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김

대성(2021)은 피의사실공표 및 피의자 신상 공개를 정당화는 요건으로서 ‘범죄의 진

압 및 예방의 목적’이란 피의자가 추가범행으로써 중대한 피해를 확대시킬 위험이

커서 피의자의 신병을 신속하게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수사기관의 노력만으로

는 한계가 있어서 제보, 신고 등 시민의 협조를 받아야만 신속하게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 인터뷰 대상 경

찰관들은 해당 사건 피의자가 추가범행을 하는 것을 막거나 조속히 검거하려는 목적

보다는, 일반적인 범죄 예방 효과를 위해 피의 사실을 공개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경찰은 범죄 수법 등을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자 할 때

적극적으로 언론에 피의사실을 알리거나 언론의 취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다. 경

찰관 2는 주거 침입형 보이스피싱과 같이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은 범죄 예방 차원에

서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에게 알린다고 하였다.

경찰관 2: 예를 들어서 ‘범인들이 이런 이런 특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
심해야 된다 ,앞으로는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도 내가 이야기할 때도 
있고. …침입형 보이스피싱이라고 있어. 주거 침입형. 이런 수법들을 좀 언론보
도를 내면서, 어르신들한테 ‘그런 데 응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경찰서 형사팀 팀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관 8도 마찬가지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피해의 정도가 크고 피해자도 매우 많다며 수사기관이 언론에 피의 사실을 적극적

으로 알려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범죄 예방이라는 동기는 경찰의

피의 사실 공개 동기 중 자발적이면서도 공익적인 동기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경찰은 실적을 홍보하기 위해 피의사실을 공개하기도 한다. 정부 부처는 언

론 보도를 통해 정책 활동-경찰에 있어서는 범인 검거 등의 수사 실적-을 홍보함으

로써 자신의 부처가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각

인시킬 필요가 있다. 이때 언론을 통한 정책 홍보는 비용-효과 면에서 큰 장점을

지닌다. 정부 부처가 직접 국민에게 정책 활동을 홍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언론 매체는 정부 부처의 정책 활동을 국민, 유권자, 정치인, 이익집단에 알리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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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거의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다(박치성·남기범·오재록, 2012). 또한, 정부 부처가

고유한 조직적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 유권자, 정치인, 이익집단의 지지

연합을 동원해야 하는데, 언론 노출은 정부 부처가 지지 연합을 구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첫 단계가 된다(Carpenter, 2001; 오재록·박치성·이영범, 2010).

조동시와 정대필(2009)은 언론계 종사자와 언론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는데, ‘검찰/경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검찰/경찰이

언론(보도)을 활용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255명(54.6%)로 가장 많았다.45) 언론인들

은 대체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가 수사기관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

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근우(2008)는 수사경찰의 특진과 실적, 언론사의 특종을

매개로 한 공생관계가 피의사실 공표 및 보도의 주요 원인이라고 하였다.

실제로 어떠한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는 곧 경찰 실적에 대한 홍보로 이어지고,

이는 경찰관 개인의 업적으로 평가되어 특별승진에 반영된다. 구체적으로, ‘특별승진

추천대상자 공적기술서’와 ‘공적조서’에 언론보도 내용과 일시를 언론사별로 기재하

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특진 심사 과정에도 중요하게 반영된다. 비슷한 사건이더라도

언론에 더 많이 보도될수록 현저한 공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정세

종, 2019). 강력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12는 조폭 관련 사건을 잘 처리하여 특진되었

을 때, 심사에 언론 보도가 반영되었다며 당시의 언론 기사를 보여주었다.

언론 보도가 특별 승진에 반영된다는 사실은 경찰관 개인이 피의 사실을 공개할

강력한 동기를 제공한다. 광역수사대 근무 경력이 있으며 현재 형사팀 팀원으로 근

무 중인 경찰관 4에 따르면, 과거에는 수사 시작 단계에서부터 언론 보도를 염두에

두었다. 언론 보도는 경찰관 개인의 공적일뿐만 아니라 각 부서의 실적으로 여겨졌

기 때문에, 부서의 장들이 특히 언론 보도가 많이 날 수 있게끔 조치하고 신종 수법

이 사용된 경우처럼 언론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사건을 위주로 수사하기도 하였다.

  경찰관 4 : 각 부서별로 장들이 청장한테 ‘아 우리 부서에 이렇게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하는 거를 어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좋은 게 언론이잖
아요. 그러다 보니까 광수대라든지 지수대, 국수대라든지, 옛날에 그런 데서는 
인지수사 단계부터 ‘야 이거 얼론 잘 나가겠냐’ 이런 식의 지휘관들이 마인드가 
컸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라고 보고했을 때 ‘그래 처음부
터 언론 잘 나가게 영상 잘 채증하면서 해’ 라는 식의 수사가 많이 진행됐었죠. 
사건의 규모도 중요하고 피의자 명수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의 언론에서 관심
을 가질까라는. 그것도 수사의 한 방향이었죠.  

45) 다음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가 101명(21.5%), ‘언론의 공표 요구 때문’이 47명(10.1%), ‘언론의
추측보도나 오보를 막기 위해’가 42명(9.0%), ‘추가 범법사실 제보 등을 위해’가 4명(0.9%) 등의 순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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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경찰이 피의 사실 공개하는 또 다른 동기이자 이유는 ‘언론의 요구’

이다. 지방청 홍보계에서 기자단 관리를 담당하는 경찰관1은 브리핑을 하는 요건에

대해, 어떠한 사건에서 목격자가 나타난 경우와 같이 “어느 시점에서 언론에서 가

장 궁금해하고 요구사항이 많은 수사포인트”가 있을 때라고 하였다. 이 같은 경우

는 언론이 비공식적으로 경찰에 접촉하거나, 경찰 외 정보원을 통해 수사 사항에

대해 먼저 파악한 후 경찰에 수사 상황 공개를 요구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수사

공개 기준보다는 언론의 요구에 따라 브리핑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언론의 요구에 따른 공개는 경찰의 자발적 동기와 비자발적 동기가 혼합되어 있

다. 우선, 경찰은 언론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전략적·자발적으로 언론에 피의

사실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공청회자료(김기창, 2005)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사실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여 언론 매체와의 암묵적인 흥정을 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피의 사실에 관한 정보가 언론사의 영업에 도움이 된다는 사

실을 인지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피의사실 정보를 제공할 능력과 의향이 있음을 이

용하여, 언론과의 관계에서 일정한 수준의 화목을 도모한다. 수사기관과 언론 매체

간에 뉴스원재료공급자와 뉴스가공생산자로서의 관계가 형성되면, 전자가 후자에

유리한 입장을 취하게 된다. 실제로 인터뷰 대상 기자들은 경찰관으로부터 피의 사

실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경찰관과의 인맥 형성 등 다방면으로 노력한다고 하였

다. 어떻게든 기사를 작성해야 하는 일선 기자들은 경찰에 대해 대체로 ‘을’의 입장

이 될 수밖에 없다.

기자 1: 이것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곳이에요. 사건이 안 일어나면 발제를 사실 
하지 말아야 하는데 어떻게든 발제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경찰 아저
씨들이랑 더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뭐라도 주시지 않을까, 하면서 만나러 다니
고. 일이 퇴근 후에도 이어질 때가 되게 많아요. 

기자 2 : 사건팀 같은 기자들은 그게 사실 일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약간, 나
에게 사건을 주지 않더라도 확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기자
의 어느 정도 자기의 역량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 거기 때문에 먹기 싫다고 해
도 잡아서 먹고 그러기는 하죠. 

경찰은 시의성과 상업성을 중시하는 언론의 집요한 정보 요구에 못 이겨 비자발

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기도 한다(김봉수, 2011). 직접 경찰서를 출입하는 기자들

의 의견과는 달리, 인터뷰 대상 경찰관들은 오히려 경찰이 언론에 대해 ‘을’의 입장

에 있으며 비자발적 동기에 따라 피의 사실을 공개할 때가 많다고 보았다. 수사과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 6은 ‘경찰, 검찰과 같은 조직뿐만 아니라 정권 자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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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언론에 비해, 경찰은 힘이 없는 조직’이라고 보

았다. 또한, 현재 경찰이 언론에 대해 취하는 태도를 “끌려다니면서 달래주고, 우리

조직에 필요한 것들 얻어내고 이런 거였잖아. 최대한 방어하고.”라고 표현하였다. 경

찰도 홍보 목적으로 언론을 이용할 때도 있지만, 지휘부를 포함한 대부분의 권력

구도에서 언론이 경찰의 우위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은 언론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피의 사실에 관한 정보를 알려준다고 하였다. 약 30여년의 경찰 근

무 경력이 있는 경찰관 2는 과거 MBC의 한 기자가 형사과장실 문을 발로 차고 들

어갔다는 일화를 후배 기자들에게 교양 자료로 배포해주기도 했다고 이야기하였다.

형사과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관5는 피의 사실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면 언론이 경

찰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쓰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비판 기사를 경찰 지휘

부에서 알게 되면 결국 자신이 질책을 받게 되기 때문에, 언론에 밝히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도 언론에 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경찰관 5: 안 알려주면, 은폐하는 거냐. 수사해 봐야 안다고 하면은 수사 미진
이라 그러고, 늑장 수사, 뒷북 수사.… 기자가 ‘늑장 대응’ 이라는 제목을 달게 
되면은 깨지는 건 우리가 깨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조직 내에서 왜 
기자 대응을 그렇게 밖에 못 했냐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더 새는 경우도 있고
요. 원래 안 해야 될 것도 ‘너한테 알려준다. 뭐 기자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
라’ 하면서 알려주고 이런게 있다는 거지. 

일선서 과장급의 경찰관들은 현재는 일선에서 취재하는 기자와 경찰 간의 갑을

관계는 상당히 약화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인터뷰 대상

기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 일치한다. 그러나 여전히, 경찰 내 계급이 높은 지

휘부일수록 언론에 을의 태도를 취한다고 비판하였다. 현재 경찰의 공식적 언론 대

응 창구는 과정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과장이 언론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 기자들

이 인맥을 활용하여 경찰 지휘부에 항의를 하여 과장과 기자 간, 과장과 지휘부 간

충돌이 생긴 일화를 많이 들을 수 있었다. 경찰관 6은 기자들이 경찰 지휘부가 언

론에 관대하다는 점을 잘 알고 이를 이용하여 일선 과장들을 압박할 때도 있다고

하였다. 경찰 지휘부가 언론에 보다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지휘부는 경찰

조직 전체의 이미지를 신경 써야 하거나 본인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막아야 하는

동기가 크기 때문이다. 지방청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3에 따르면, 일선 형사과장들은

주로 범죄 사건과 관련된 취재에만 응대하지만, 실제로 지방청 단위에서는 기자들

이 사건과 관련된 기사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지휘부 개인과 관련된 기사나 홍보

기사도 쓰기 때문에 언론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하였다.

표창원(2005)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경찰은 검찰에 비해 덜 ‘언론친화적’이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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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 비해 피의사실공표죄로 기소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크며, 수사기법 노출 우려와 ‘보안’을 중시하는 조직문화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경찰의 피의사실공표가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로 ‘언론이 원하는 정보를 공급해

줌으로써 언론의 환심을 사 향후 비판적 보도를 완화시키려는 조직적 목적’을 꼽았

다. 인터뷰 대상 경찰관이 대체로 피의 사실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

는 수사의 기밀성을 중시하는 조직 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46) 동시에 지휘부에서

언론에 피의 사실을 공개하는 경향은 언론의 환심을 사려는 조직적 목적으로 설명

된다. 즉, 피의 사실 공개에 있어 일선 경찰관들과 지휘부와의 상충은 서로 추구하

는 가치 혹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종합하면, 경찰관들은 ①범죄 예방 등의 공익적 목적 ② 홍보 또는 특진에 활용

하기 위한 목적 ③ 언론의 요구 라는 세가지 동기에 의해 피의 사실을 공개하고 있

다. 그러나 범죄 예방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공개는 인터뷰 대상 경찰관들이 많은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추상적인 동기이므로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또한, 홍

보 또는 특진에 활용하기 위한 동기는 현재 피의사실공표죄의 적용으로 언론 보도

를 자제하게 되면서 점차 그 동기가 약해지고 있다. 반면, ‘언론의 요구’라는 동기는

경찰관의 일상적인 피의 사실 공개 행위에서 여전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동

시에, 경찰관들은 언론의 요구에 따라 피의 사실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무

력감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언론의 요구’라는 동기를 파악함으로써 경찰의 피의 사실 공개에 언론이 미

치는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다. 보통 경찰의 피의 사실 공개가 언론의 피의 사실 보

도에 선행하며, 경찰의 공개 행위로 인해 언론이 이를 보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인터뷰 결과, 애초에 경찰이 피의 사실을 공개하게 되는 원인에

언론의 요구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의 사실에 관한 정보가 국민에게 전달

되기까지의 과정은 ‘경찰→언론→국민’ 순의 단선적인 과정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 경찰과 언론이 긴밀하게 상호작용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2. 경찰은 '어떻게' 피의 사실을 공개하는가?

1) 일괄적 정보 제공

경찰수사공보규칙 제10조는 공보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서면으

로 하여야 한다. 이는 흔히 ‘보도자료’라고 불린다. 다만 서면 자료만으로는 충분한

내용전달이 곤란한 경우, 시청각 자료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언론의 취재

46) 수년 간 형사과 과장으로 근무한 경찰관 2는 경찰 수사에 있어 수사의 기법 등이 알려지지 않도
록 하는 기밀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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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즉시 답변하지 않으면 인권 침해 우려가 있거나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방지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신속하게 공보할 필요가 있거나 보도자료를 작성하

고 배포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브리핑 또는 인터뷰 방식으로 수사사건을 공개

할 수 있다.

보도자료 배포와 브리핑은 경찰이 언론사를 상대로 일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방청 홍보계에 근무 중인 경찰관 1에 따르면, 브리핑은 다시 백브리핑

과 온브리핑으로 나뉜다. 백브리핑의 경우 브리핑 자체가 방송되지는 않고 출입 기

자단 간사를 통해 시점을 조율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는 브리핑이며, 온브리핑은 브

리핑 자체가 방송을 통해 공개되는 공식적 수사 발표를 의미한다.

인터뷰에 따르면, 경찰은 공식적 보도자료 배포나 브리핑 외에도, ‘문자 풀’이라는

형식을 통해 출입 기자들에게 사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문자 풀의 방식은 서 또는

청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으로 보인다. 사건 개요 등을 출입 기자들 단톡방에 직접

올리는 경우도 있고, 출입 기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단체 문자를 보내는 경우도 있다.

기자1 : 예를 들어, 오늘도 OO서에서 이렇게 보냈어요. 이 톡방에 (출입 기자
들이) 74명 정도 들어와 있는데.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거죠. … 보통 기사가 떠가지고 언론사들이 너무 많이 문의
할 때, 정리해서 그냥 한번에 일괄적으로 풀 하는 느낌? 이것도 보니까 연
합이 바로 썼더라고요. 쓰고 얼마 안 돼서 풀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러한 문자 풀은 주로 언론사의 문의가 너무 많아 일일이 대응하기 힘들 때 경

찰이 일괄적으로 출입 기자단에 제공한다. 언론사의 문의가 많은 경우는 대부분 특

정 언론사에서 해당 사건 기사를 먼저 작성한 경우이다. 경찰관 1에 따르면, 이때

경찰은 일부 언론사에만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일괄

적으로 문자 풀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경찰관1 : 수사를 쭉 하는데 어느 언론사에서 단독 보도 이런 걸 냈다, 이러면 
일부 다른 언론사에서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수사 정보를 일부 언론에만 
흘린 거 아니냐,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안이 있을 때 저희
는 그 관련해서 풀을 해 줘야 하거든요. 모든 언론사에서 다 알 수 있도
록, 예를 들어 서울청 출입언론사들을 대상으로, 똑같이 알 수 있게 최대
한 빠른 시간 내에 풀을 해 줘야 해요. 

보도자료를 배포할 때에는 상급 서의 결재와 수정을 거쳐야 하는 데 비해, 문자

풀은 간략한 형식으로 신속하게 기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에 일선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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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사용되고 있다. 특히 한 언론사가 단독 기사를 작성한 상황에서, 단독 기사를 작

성한 언론사와 그렇지 않은 언론사 간 정보의 격차를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

도자료 배포보다 문자 풀이 효과적이다. 이처럼 경찰의 피의 사실 공개 기준뿐만

아니라 공개의 방법에도 언론의 요구가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언론 대응 창구

경찰의 피의 사실 공개는 출입 기자단에 일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찰수사공보규칙에서 명시하는 ‘인터뷰 방식’은 기자들

개인의 경찰관 취재 요청에 응하는 일상적 행위 전반을 통칭한다고 볼 수 있다. 경

찰수사공보규칙 제9조는 정확하고 일관된 수사사건 등의 공보를 위해, 수사부서의

장이 공보책임자로서 공보를 전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부서의 장’ 이란 수사과장, 형사과장, 여청과장 등 과장급을

의미한다.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면 일선 형사팀의 팀원부터 팀장, 과장, 서장, 지방

청 및 본청의 지휘부까지 해당 사건에 대해 인지하게 되는데, 이때 여러 언론사가

동시다발적으로 개별 경찰관에게 접촉하여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언론사 간 형평성

을 해칠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언론에 공개해도 되는지에 대한 공통적인 기준

없이 개별 경찰관의 판단에 맡겨지게 된다. 따라서 경찰은 과장으로 언론 대응 창

구를 일원화함으로써 언론사들이 과장을 통해서만 취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터뷰 대상 경찰관들 중 현재 경찰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개별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질

문하였다. 우선, 언론 보도가 예상되는 사건(유명 인사 관련, 병원·학교 등 중요 시

설에서 발생한 사건, 목격자가 많아 기자로 제보가 들어갔을 것이 예상되는 사건

등)이 발생하면 해당 팀장이 과장에게 언론 보도 예상 보고를 한다. 과장은 보고 받

은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가, 전화로 취재를 하려는 기자들에게 적당한 선까지 사실

확인을 해주고,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이다’ 고 알려주게 된다. 이때 기자가 추가적

인 정보를 요청하면 과장이 팀장 또는 수사 담당자에게 다시 물어본 후 피드백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일선 형사들은 과장으로 창구가 일원화된 다음부터는 기자들에게 전화가 와도

‘수사 중이니까 이야기해 줄 수 없다’고 하며 취재를 거절하고 있다. 일선 경찰서의

형사 팀원 및 팀장급 직원들은 최근에는 기자들이 형사들에게 직접 연락이 오는 경

우는 거의 없다고 하며 창구 일원화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기자들

도 과장급 아래의 형사나 팀장에게는 거의 취재가 가능하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형사팀 팀원으로 근무 중인 경찰관 8은 직접 언론 대응을 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어서 일선 형사들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편해지고, 스트레스도 덜 받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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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3: 직접 수사를 지휘하고, 담당하는 사람이 언론을 상대한다는 거는, 매우 
안 좋은 것 같아. 검찰은 차장 검사가 다 공보담당 하잖아. 일반 검사한테 취재 
못 해. 물론 검사가 흘려줄 수 있지, 취재 대상은 아니지. 근데 우리는 공식적으
로 수사 지휘하는 과장이 취재 응대 대상이잖아. 

경찰관 5: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우리는 왜 이게 일선 수사과장이 
이걸 하고. 그것도 같은 얘기를. 그거 같은 얘기거든. 백몇 번도 같은 얘기 
계속. 나 녹음기 틀어 주고 싶더라니까. 어차피 기자들 묻는 게 똑같은데 
그거를 갖고 오는 기자들마다 같은 얘기를 해주고 해주고. (언론에 의한 ) 
수사 지휘가 돼버린다니까.

한편, 과장 근무 경력이 있거나 현재 과장인 경찰관들, 그리고 지방청 근무 경찰

관은 언론 대응 창구가 일선 서 과장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

적하였다.47) 사건을 직접 지휘하는 과장이 언론 대응창구일 경우 언론 취재에 여유

를 가지고 일관되게 대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에 심하게 부담이 되며 기자

의 취재가 수사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일선 서 과장은 실제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을 지휘하면서 수사상황을 지방청 및 본청에도 시시각각

공유해야 하고, 이에 더해 기자들의 취재에도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에 경찰관 3은 기자들의 취재에 대응하는 것이 주 업무인 수사 공보담당이

따로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렇듯 현재 경찰서 과장은 경찰이 피의 사실을 공개하는 통로이자 창구라고 할

수 있는데, 과장은 단순히 정해진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범위의 정보를

누구에게 전달할지에 대한 판단 재량을 가지고 있다. 피의 사실 공개의 ‘방법’인 언

론 대응 창구로서의 과장이 사실상 피의 사실 공개 ‘내용’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과장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 기자들과의 관계가 두텁게 유지하기도 하고, 기

자들을 멀리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경찰서에 기자들이 출입할 수 있는 분위기와

기자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진다.

경찰관 11: 작년같은 경우에는 계장, 과장분들이 OO 출신이다 보니까, 지역에 아시는 
신문사라든지,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그 루트 통해가지고 기자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오고, 사건 관련해서 물어보는 사례가 되게 많았아요. …지휘관(과장)에 따라서 그런 
게 많이 들어오시고,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런 부분이 크게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47) 경찰관 2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수사에 직접 참여하는 과장이 언론 취재에 대응하지 않는다.
미국에는 경찰서장이 기자단에 공식적 브리핑을 하고, 일본은 부서장 제도가 있어 부서장만이 언론
을 상대한다.



- 58 -

더 나아가, 과장은 개인적 친분이 있는 기자가 찾아와 기사화할 만한 사건이 있는

지 물어보면 형사나 팀장으로 하여금 사건 정보를 알려주도록 지시하기도 한다. 이

때 기자가 이미 인지한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자 할 때뿐만 아니라, 기자가

인지하지 못한 사건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형사들

이 직접 알려주도록 하는 것은 수사공보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과장의 재량이지만,

지시를 받은 일선 형사들은 사건 내용을 알려주면서도 찝찝한 마음이 든다고 하였

다.

경찰관 8: (기자들이) 사건 때문에 오는 것보다는 계장들이나 과장급 아니까 찾아
가서 얘기 듣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위에서 … 과장님, 계장님이 
‘알면 알려줘라’, 아니면 ‘저쪽 팀에 시끄러운 거 있더라’, 그렇게 알려주면 그
러면 그 사람이 취재하러 갈 거 아니에요. 

3) 비공식적 정보 제공

경찰의 브리핑과 보도자료 및 문자 풀 배포, 그리고 공식적 언론 대응 창구인 과

장의 취재 응대는 형식화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모두 경찰의 공식적인 피의 사실

공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경찰수사공보규칙 제19조(개별적인 언론 접촉 금지)는

공보책임자가 아닌 수사업무 종사자는 담당하고 있는 수사사건등과 관련하여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질문을 받은

경우 “저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며, 공보책임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과 같은 취지로 답하여야 하며 수사사건등 내용 일체에 대하

여 언급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기자들은 인맥이 형성된 경찰관에 비공식적으로 접근하여 정보를 알아내

고자 하며, 일부 경찰관들이 이에 응하면서 경찰의 비공식적 피의 사실 공개 행위

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인터뷰 대상 기자들은 경찰 사건 기사를 작성할

때 친한 경찰의 비공식적 정보 제공이 최초 정보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기자 2: 보통 경찰 취재하는 경우는, 친한 경찰, 저희는 보통 ‘형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형님분들께서 살짝 이제 소스를 어느 정도 주시면 그런 소스로 이제 최
초로 사건 인지를 하게 되고.

 기자 1: (정보원에 대해) 진짜 친한 경찰이 있었거나, 형사과장님이 직접 알려주
진 않았을 것 같아요. 본인이 귀찮아지는데. 아니면은 보통 위에 서울청이나 본
청에서 짬이 있는 선배들이 어떻게 취재를 해서 후배들한테 알려줘서 너 이거 
해라, 지시하는 경우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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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 및 본청에서 직접 수사하는 사건의 경우를 제외하고 경찰서에서 접수하여

수사하는 사건의 공보 책임자는 경찰서 과장이다. 그러나 과장들은 기자들이 과장

에게뿐만 아니라 개인적 친분이 있는 경찰관 인맥을 총동원하여 취재하고, 경찰관

들은 이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고 지적하였다. 형사과장으로 오랜 기

간 근무한 경찰관 2는 언론 창구 일원화는 원론적이고 형식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

고 하였다. 언론 창구로 지정된 과장 외에도 경찰 내 기자들의 정보원 역할을 하는

경찰관들(속칭 ‘빨대’)이 기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조직 내에 ‘살

짝살짝 룰을 어기는 사람들’ 때문에 과장이 아무리 언론사 간 공평하게 대우하고

창구를 일원화하려고 노력해도 역부족이라고 하였다.

인터뷰 대상 경찰관들은 공통적으로, 과장보다 윗선의 지휘부나 지방청 및 본청

에서 정보가 새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주장하였다. 과장보다 아래 계급의 경찰

관들에게는 언론이 잘 접촉하지 않지만, 과장보다 윗선의 경찰관들과 언론은 여전

히 비공식적으로 접촉하고 있다. 하나의 사건이 형사과장을 거쳐 서장, 지방청, 본

청까지 보고될 때에는 그 과정에서 사건에 대해 알게 되는 직원들 또한 그만큼 많

아지기에, 비공식적으로 기자들에게 정보가 새나가게 된다.

경찰관 4: 기자들도 형사들이랑 마찬가지로 이 측근들이 많아요. 그런 이슈가 
되는 거에 대해서 연락이 오고 받고 하다 보니까 ‘누구한테 샌 거야’라고 
우리끼리 막 얘기도 해요. 근데 알고 보면 지휘관들이 거의(알려준 것이
다). 이게 솔직히 뭐 우리 일선 그 일하는 형사들이 기자들한테 연락해서 
‘형님 이거 좋은 거 사건 있어요 취재하세요’ 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지휘관들 중 기자들이랑 유대관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경찰들의 비공식적인 정보 제공의 바탕에는 기자와 경찰 간에 형성된 개인적 인

맥, 특히 지휘부와 기자 간의 인맥이 있다. 경찰관 2는 기자들이 형사팀장이나 과장

에게 직접 사건을 물어보지 않더라도 계속 인사를 하러 오고, 밥도 같이 먹으며 인

맥을 형성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였다. 기자의 입장에서 친분을 형성

해 놓은 경찰관이 후에 지방청이나 본청의 수사부서로 발령받는다면 정보원이 하나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경찰관 2: 예를 들어서 OO경찰서에 사건이 났다. 그러면 일단은 공식적인 취
재 루트는 OO서 형사과장이야. 그러면 OO서 형사과장한테 전화를 하는데, 
그 형사과장이 예를 들어서 1만큼만 알려줘. 기자는 더 많이 알고 싶지. 
근데 옛날에 내가 알았던 옛날에 형사과장이었던 사람이 서울청 지금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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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이야. 엄청 친해. 그럼 서울청 형사과장한테 물어봐. 그럼 서울청 형사
과장도 처음에는 말 안 해주려고 하다가 자꾸 말을 시키면은 그중에 일부
를 또 조금 더 알려준다고. 그렇게 되면 더 나가는 거지. 그래서 이게 통
제가 안 된다는 거야. 

청 단위 지휘부에서 정보가 새나간다는 일선 서 과장의 주장에 대해, 지방청에

근무하는 경찰관 3은 지휘부가 판단하여 언론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48) 언론 대응 창구인 일선 과장들은 언론 취재에 일일이 응하다 보

니 정제된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청이나 본청에서는 과장이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할 수밖에 없지만, 청 단위의 간부들은 정보 제공 여부에 대해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관 3: 사람들이 실제로, 몰래 주기도 해. 본청같은 데서도. 높은 분들이. 
여기서는 판단을 하는 거지. ‘아 여기까지는 얘기해도 되겠다’, ‘이정도까지 
내줘도 문제 없겠다’ 왜냐하면은 여기 주임들은 기자들이랑 관계에서 다른 
사건에 있어서도 톤 조절을 하는 거야. ‘이건 좀 내보내지 말아라’, ‘톤다운 
시켜라’ ‘문제될 게 있으면 미리 좀 알려줘라’ 이런 것들을 다 한다고. 각 
캡들이 서울청에 있으니까, 부장님이나 윗분들은 그 사람들이랑 관계를 갖
거든. 그 분들은 지휘부니까 거기서 나간 거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거야. 
그 상황에서 이정도 나가줘도 된다 싶은 거는 알려주는 게 있어. 

경찰관 3은 경찰뿐만 아니라 검사들도 언론에 정보를 다 알려주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만 강경한 태도를 취할 수는 없으며, 지휘부의 비공식적 정보 제공에는 현실적

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하였다. 적당히 정보를 제공하면서 한편으로는

경찰에 대한 비판 기사를 방지하고 보도의 톤 조절을 요청하기도 한다. 조직적으로

나, 개인적으로나 지휘부는 일선 경찰관들보다 정보 제공의 동기가 크다. 이는 앞서

‘피의사실 공개 동기’에서 일선 경찰관과 지휘부와의 상충이 나타난 것과 일맥상통

한다.

기자 1: 가끔씩, 저희가 어떻게든 취재를 해 와서, 확인을 해야하니까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의 과장님한테 확인을 해야 하는데, 제가 여기서 안 들었
어도, 확인은 여기서 해야 하는데. 그럼 항상 묻는게 ‘OO야, 너 이거 어디
서 들었냐’ 하시는데, 저희는 취재원 보호 원칙이 있으니까, 절대 말할 수 

48) 경찰관3은 청 단위가 아니라 서에서 정보가 새는 경우도 많다며, ‘위에서 다 샌다’라는 것이 모두
맞는 이야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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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데. 친한 분들은 ‘그럼 나도 안 말해’ 막 이러셔요. 

한편, 기자들은 과장이 아닌 다른 루트로 취재를 한 정보도 보도하기 전에 과장

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이때 과장이 해당 정보를 어디서 알게 되었는지 묻기도 하

는데, 기자는 취재원 보호 원칙에 의해 말할 수 없다. 따라서 경찰이 비공식적으로

기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도 과장은 막연한 추측만 할 수 있을 뿐 해당 경찰관이

누구인지 알 길이 없다. 또한, 과장은 특정 언론사가 많은 정보를 이미 알고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그 정보가 다른 경찰관의 비공식적 정보 제공을 바탕으로 한

것일 수 있으므로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조차 평등 원칙에 어긋날까 부담스러워하

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기자 2는 원칙적으로 특정 언론사가 알아 온 정보에 대해

단순히 사실 확인만 해주는 것은 문제없다고 하였다.

 

3. 피의사실공표죄가 경찰의 피의 사실 공개에 미치는 영향

인터뷰 대상 경찰관들과 기자들은 공통적으로, 2019년 울산지방경찰청의 보도자

료 배포가 피의사실공표죄로 검찰의 수사를 받은 사건 이후에 경찰의 피의 사실 공

개 관행에 변화가 생겼다고 하였다. 2019년 1월, 울산지방경찰청은 ‘면허 없이 약국

에서 약을 지어준 여성을 구속했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내용의 보도

자룔 배포했다. 울산지검은 피의자가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경찰이 기소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2019년 6월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 2명을 입건해 수사했

다.49) 이에 경찰은 “가짜 약사로 인한 추가 피해를 예방한다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보준칙에 따라 상부 승인을 받고 자료를 낸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였다.50)

경찰관 인터뷰에 따르면, 지금까지 보도자료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추정할 수 없도

록 ‘A씨’ 등으로 표현한 것은 공보 규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일상적인 보도자료에

서 문제없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검찰이 이러한 관행을 깨고, 단지 공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의 피의사실 공개 행위를 대대적으로 수사한 것이다. 또한, 경

찰행정학자 정세종(2019)은 울산경찰청의 보도자료 배포행위는 ①보도된 피의자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점 ② 무면허 약사로 인한 추가 피해를 예방한다는 공익

적 목적이 인정되는 점 ③ 공보준칙에 따라 상부의 승인을 받고 공식적인 절차로

49) 울산 사건 이외에도 경찰관이 피의사실공표죄로 수사를 받은 사례가 있지만, 울산 사건이 사회적
으로 큰 이슈가 된 이유는 당시 울산 경찰과 검찰 간에 고래고기 환부 사건 등으로 인해 계속해서
갈등이 있었던 배경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수사권 조정 등이 겹치면서 검찰의 수사가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에서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 출처: 조미덥·선명수·백승
목(2019.07.22.). 검찰 “울산 경찰관 피의사실 공표, 계속 수사”, <경향신문>, Retrieved 08/12/21 from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1907222230015

50) 박현익(2019.07.22.), "檢, 경찰 피의사실 공표 사건 계속 수사하라"...큰 파장 부를 듯, <조선일보>,
Retrieved 11/02/21 from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22/20190722023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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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되었다는 점 ④ 익명의 형식으로 침해이익을 최소화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

점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울산 사건을 수사한 검찰에 대해

“스스로의 잘못된 피의사실공표 관행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처분하면서도 상대적으

로 법적 권한이 미약하고 언론접촉 빈도와 강도가 높은 경찰을 상대로 편파적이고

자의적으로 수사권과 공소권을 남용하려한다(452쪽)”고 비판하였다.

피의사실공표죄로 기소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51)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되었

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경찰관이 피소되어 검찰의 수사를 받은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정세종(2019)은 위 논문에서, 자신이 10여년 전 지방경찰청 수사부서 수사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상관의 지시에 따라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나 피의자가 본인

을 명예훼손죄와 피의사실공표죄로 형사 고소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

손해배상을 제기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의 진술 강요에도 불구하고 상관

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자백을 하였으며, 국가배상소송에서 소송 답변서를 준비하는

것 또한 오로지 경찰관 개인의 몫이었다고 하였다.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고 원

고가 국가배상소송을 취하함으로써 사건은 마무리되었지만, 저자는 당시 경험에 대

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을 열심히 수사했고, 직속상관의 명령

을 성실하게 수행했으며, 나름 경찰조직을 보호하려고 노력했던 지극히 평범한 경

찰관 중 한 명이었던 필자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혹독한 시련이었다(453

쪽)”고 회상하였다. 울산 사건 이후에도, 2019년 2월에는 ‘버닝썬 사건’에서 피의자

의 성추행 의혹 등 추가 피의사실을 언론에 알린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이 피의

사실공표로 피소되었다.52)

사문화되었던 피의사실공표죄가 다시 부상함에 따라, 경찰은 경찰수사공보규칙에

따라 피의사실을 공개하여도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는 위험을 안게 되었

다. 기소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경찰 조직적으로

도, 개인적으로도 큰 부담이 된다. 따라서 경찰은 이전에 비해 선제적으로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피의 사실을 공개하는 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찰관 4: 재작년인가, 울산 지검에서 언론 보도한 거 때문에 피의사실공표죄로 
수사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이후로 지금은 거의 언론 보도를 안 하는 추세
예요. 마지못해 언론사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어떻게 알았든지 어떤 경로를 통
해서 알아서 왔으면은 저희가 이제 대응하는 정도만 하는 거지 우리가 먼저 언

51) 형사사건 통계 전산화가 이뤄진 1995년부터 2021년 3월까지 피의사실공표죄로 764건이 접수되었
지만 이 중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았다. - 출처: 문인호(2021.10.07.). 김남국 의원 "피의사실공표죄
27년 동안 764건 접수…기소 단 한건도 없어", <신아일보>, Retireved 11/02/21 from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8183

52) 하준호(2019.10.05.) 작년엔 “공보준칙 존치” 법무부, 피의사실 공표 관련 입장 바꿔, <중앙일보>,

Retrieved 08/12/21 from https://news.joins.com/article/23595585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8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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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배포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경찰관 1 : 일체 사건 풀을 못하게 되었죠. (울산 사건 이후로 그런 건가요?) 거
의 그렇다고 봐야죠. 일단 일선 수사부서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관할 기자실에다
가 좋은 사건 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건 아예 없어졌고요. 일부 언론에 새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오픈을 해야된다, 그럴 때 이제 피의사실공표죄가 될 수 
있는 사유를 최소화 시킨 상황에서 풀 형식으로 배포를 하고 있고요. 일부 선제
적으로 저희가 공개를 하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박사방사건이라든지, 큰 이슈
가 되고 중요한 사건 이런 정도나 먼저 이렇게 오픈 브리핑을 하고 그렇죠.

기자 1: 옛날에는 경찰서에서 ‘누구 검거했다’고 보도자료 진짜 많이 냈는데, 피사
공 문제 생기면서 보도자료 진짜 안 나와요. 

또한, 지방청 홍보계에 근무하는 경찰관 1에 따르면, 인터뷰를 진행한 2021년 9월

을 기준으로 현재는 언론 보도가 특진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경찰관1은 그 이유에

대해 피의사실공표죄 문제로 인해 피의 사실을 언론에 알리는 것을 조직적으로 자

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경찰이 피의 사실을 매우 신중하게 공개하는 것은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였을

때 피의사실공표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다. 그러나 언론사에 경찰 사건 담당 기자

들이 존재하고, 국민 또한 범죄 사건 기사에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경찰의 소극적

대응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다. 경찰관 3은 경찰이 공식적인 피의사실 공

개를 꺼리게 되면서 오히려 비공식적인 취재 루트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지적하였

다.

경찰관 3: 피의사실공표라는 게, 애매한데, 공표는 적극적인 행위니까, 예를 들어
서, 내가 갑자기 이 사건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이 뭐 이런이런 범행을 했습니
다, 혐의가 인정돼서 내일 송치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피의사실 공표
야. 그런데 반대로 기자가 어느 루트를 통해서든 ‘이 사람이 이런이런 범행을 
저질러서 수사받고 있다는데 맞나요?’ 물어봤을 때 ‘네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
하면 피의사실공표가 아니야. 기자의 질문에 답한거지. 소극적인 행위니까. 그러
니 결국 그런 루트로 알아서 역으로 질문하는 거야. 

기자들이 경찰의 공식적 보도자료 외에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 사건 정보를 얻은

후 경찰에게 사실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다. 경찰관 3은 이러한 사실

확인은 경찰관 입장에서도 부담이 없다고 하였으나, 인터뷰 대상 기자들은 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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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공표죄 문제가 불거진 후 경찰관들이 사실 확인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기자 1: 경찰분들이 과장님들이 항상 피사공 얘기하면서 절대 확인 안 해줘요. 이
게 너무 힘든데, 우리가 뭘 알아가도, 그거는 지금 수사 중이라 알려줄 수가 없
다. 요즘 경찰사건 취재가 쉽지 않아요. 

기자 2: 피사공이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피사공 문제가 불거진 게 거의 2년도 
안 됐을 거에요, 아마. 저희는 사실, 사실을 확인하고 기사를 써야 하는 입장인
데, 사건 담당 경찰이 그걸 확인을 안 해주면 기사를 쓸 수가 없고, 만약 그걸 
그냥 내보냈다가 오보면은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최소한의 사실관계는 확
인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마저 안 해주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앞서 피의사실공표죄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수사공보규칙

의 기준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법 제도는 구

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피의 사실 공개에 있어 경찰의 판

단 재량을 넓게 열어두고 있는데, 이는 곧 경찰의 공개 행위가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여지 또한 폭넓게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형사처벌의 위험을

안게 되는 경찰관 개인은 공식적인 보도자료 배포 뿐만 아니라, 기자의 취재에도

소극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제 2 절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

제1절에서는 경찰의 피의 사실 공개가 내부적으로 어떠한 관행적 기준에 따라 어

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피의자의 신상 정보는 피의 사실 정

보 중 특히 피의자에 대한 인권 침해의 정도가 큰 민감한 정보로서, 수사기관이 공

개할 수 있는 요건을 법률(특강법, 성폭력처벌법 상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로 규정

하고 있다. 제2절에서는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 현황을 검토하고,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심층 인터뷰를 토대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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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 현황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의자 신상 공개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2015년부터

2021년 7월까지 특강법에 따른 피의자 신상 공개위원회 개최 내역은 <표-11>과 같다.

연번 결정일 사건명 공개 여부 피의자

1 ’15. 4. 8.

경기 시흥,

시화방조제

토막살인

O 김하일
(48세, 남)

2 ’15. 10. 5.
부산진, 실탄사격장

총기강취‧살인미수
O -

(28세, 남)

3 ’16. 3. 14.
경기 평택,

의붓아들 살해
X -

4 ’16. 5. 5.

경남마산동부,

무학산女등산객

살해

O -
(47세, 남)

5 ’16. 5. 6.
경기 안산단원,

살인 및 시체유기
O 조성호

(30세, 남)

6 ’16. 5. 20.
서울 서초,

강남역 살인
X -

7 ’16. 6. 2.
서울 노원, 수락산

女등산객 살해
O 김학봉

(61세, 남)

8 ’16. 6. 14.
경기 의정부,

사패산 살인
X -

9 ’16. 9. 20.
제주 서부, 성당

여성 살해
O 첸궈레이

(50세, 남)

10 ’16. 10. 21.
서울 강북,

경찰관 총기살해
O 성병대

(45세, 남)

11 ’17. 7. 3.
경남 창원 서부,

40대女 납치살해
O

심천우
(31세, 남)
강정임
(36세, 여)

12 ’17. 10. 12.
서울 중랑,

여중생 살해
O 이영학

(34세, 남)

13 ’18. 1. 12.
경기 용인,

일가족 살해
O 김성관

(35세, 남)

14 ’18. 8. 23.
경기 과천,

토막살인
O 변경석

(34세, 남)

15 ’18. 10. 22.
서울 강서, PC방

살인
O 김성수

(29세,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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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9. 1. 7.

서울 종로,

삼성병원 의사

살해

X -

17 ’19. 1. 7.
서울 관악,

여자친구 살해
X -

18 ’19. 1. 10.
친부 살해 및

노부부 강도살해
X -

19 ’19. 2. 15.
강원 속초,

동거녀 살인
X -

20 ’19. 3. 25.
경기 안양,

강도살인
O 김다운

(34세, 남)

21 ’19. 4. 18.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O 안익득

(42세, 남)

22 ’19. 4. 30.
경기 양평,

강도살인
X -

23 ’19. 5. 3.
광주, 의붓딸

살인
X -

24 ’19. 5. 21.
울산, 40대 남성

살해
X -

25 ’19. 5. 22.
서울 금천, 남성

2명 살인
X -

26 ’19. 8. 20.
서울 한강 몸통

시신
O 장대호

(38세, 남)

27 ’19. 8. 23.
울산 골목식당

업주 살인
X -

28 ’19. 9. 19.
전북 군산

지적장애인 살인
X -

29 ’19. 12. 16.
경기남 화성

이춘재 연쇄살인
O 이춘재

(56세, 남)

30 ’20. 1. 2.
울산 50대 여성

살인
X -

31 ’20. 5. 20.
전주 완산 여성

2명 살인
O 최신종

(31세, 남)

32 ’20. 5. 26.
울산 울주 외국인

노동자 살인
X -

33 ’20. 5. 26.
울산 남구

존속살인
X -

34 ’20. 5. 28.
경기북 파주

내연녀 살인
X -

35 ’20. 7. 9.
충남 당진 자매

강도살인
X -

36 ’20. 7. 17.
울산 동부

존속살인
X -

37 ’20. 8. 4.
경기남 용인동부

前 연인 살인
O 유동수

(49세,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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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1건의 사건에 대해 피의자 신상 공개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이 중 신상 공

개 결정이 난 사건은 21건이었다. 구체적인 죄명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신상공

개위원회가 개최된 사건은 모두 살인을 저지른 경우였다. 시간에 따른 추세 변화를

살펴보면, 신상공개위원회는 시간이 갈수록 자주 개최되고 있다.

신상공개위원회가 가장 많이 개최된 2019년의 강력범죄의 발생 건수는 2017년의

강력범죄 발생 건수보다 적으며, 살인범죄 발생 건수 또한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53)에서 강력범죄가 자주 발생하여 신상 공개위원회가 자주 개최되었다는

그림 3 특강법 상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후 공개/비공개 결정 건수

38 ’21. 2. 16.
경기남 용인동부

조카 살인
X -

39 ’21. 4. 5.
서울 노원 세모녀

살인
O

김태현
(25세, 남)

40 ’21. 5. 17.
인천 중부 노래방

살인
O 허민우

(34세, 남)

41 ’21. 7. 26.
제주 동부 중학생

살인
O

백광석
(48세, 남)

김시남
(46세, 남)

표 11 특강법에 따른 피의자 신상 공개위원회 개최 내역 (출처: 경찰청 정보공개 청
구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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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추세 변화는 2019년도에 내려진 경찰청 내부 지

침으로 인해 설명될 수 있다.

경찰관 3: 그게 아마 강서 PC방 때, 17년 강남 살인사건 때는 공개를 안 했거든. 
왜냐면 그 사람이 정신질환자였어. 망상에 빠져가지고 막, 여자를 다 무시하고, 
이런 거 때문에. 그때 공개를 안 했는데, 위원회를 열어서 비공개 결정을 한 게 
아니라, 위원회를 안 열었지. 그걸로 비판을 많이 받아서, 19년도에 그러면 일
단 앞에 두 개가 충족이 되면 위원회를 우선 일단 열어라, 열어서 공공의 이익 
관련된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위원회의 판단을 받도록 이렇게 본청에서 
지침이 추가적으로 내려왔지. 

2019년도 이전에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해당 사건이 피의자 신상 공개 요건에 충

족하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형식적으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였다. 2019년도 이

전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건수 대비 신상 공개 결정 건수의 비율은 80%였다. 신상공

개위원회는 외부 위원이 참여하여 세부적인 체크리스트를 통해 판단하게 되는데 이

과정 없이 경찰이 자체적으로 미리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비판이 강해졌다. 2019년도부터 경찰은 이러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이전이라면 신

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을 사건도 신상공개위원회의 판단을 거치도록 하였

다. 따라서 총 41건 중 60%이상이 2019년도부터 2021년 7월까지에 개최되었으며,

그 중 50% 이상이 경찰 내부 지침이 내려온 2019년도에 집중되었다. 동시에 2019

년도부터 2021년 7월까지 신상 공개위원회 개최 대비 공개 결정 비율은 약 34%로

2019년도 이전에 비해 매우 낮아졌다. 결과적으로 공개 결정 건수에 있어서는 연도

별로 큰 변화가 없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의자 신상 공개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는 특강법에 따른 피의자 신상 공개와

마찬가지로 2010년 신설되었지만, 2020년 이전까지는 한 번도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 사례는 없었다. 2020년 초,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하여 많은

피해자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었으며, 조직적으로 범죄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n번방’,

‘박사방’ 사건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었다. 동시에 신상 공개에 대한 여론이 높

아졌으며 이러한 여론이 경찰이 전례 없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을 공

개하게 된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020년 3월 조주빈의 신상이 공

개된 이후로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이 줄줄이 공개되었

53) 경찰청, 경찰범죄통계 (전체범죄 발생 및 검거 추세, 주요 지표범죄의 발생 추세),
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e/publice03_2020.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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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체적인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및 공개 내역은 <표-12>와 같다.

2.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의 문제점

1) 피의자 신상 공개 기준 및 절차의 비공개

법률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민이

그 내용을 명백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성을 갖추어야 한다(정철호, 2012). 법학적

연번 결정일 사건내용
공개

여부
피의자

1 ‘20. 3. 24.
보안메신저 ‘박사방’ 운영자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제작한 성착취물을 판매, 유포

O 조주빈

2 ‘20. 4. 16.
보안메신저 ‘박사방’의 운영 공범으로, 성착
취물을 유포하고 박사방 운영수익금을 ‘박
사’에게 전달

O 강훈

3 ‘20. 5. 13.
보안메신저 ‘n번방’ 운영자로, 피해자들을 협
박하여 제작한 성착취물을 인터넷에 유포

O 문형욱

4 ‘20. 6. 18.
보안메신저 ‘n번방’의 운영 공범으로, 운영자
‘갓갓’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협박 메시
지 발송하고 성착취물을 유포

O 안승진

5 ‘20. 7. 1.
해외메신저 등을 이용, 금전을 미끼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수하며 불법촬영하고, ‘n번
방’ 성착취 영상 등을 유료구매하여 소지

O

※춘천지법에서 신
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되어
미공개

6 ‘20. 7. 13.
보안메신저 ‘박사방’ 유료 회원으로 활동하
며, 피해자들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유
포

O 남경읍

7 ‘20. 7. 14.
SNS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인터넷에 유
포

O 배준환

8 ‘21. 6. 9.
랜덤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과 영상
통화를 하면서 녹화한 불법촬영물을 인터넷
에 게시·판매

O 김영준

9 21 .6. 22
인터넷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과의 영상통화
중 녹화제작한 아동성착취물을 인터넷에 유
포

O 최찬욱

표 12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피의자 신상 공개위원회 개최 내역 (출처 : 경찰청 정
보공개청구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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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 이는 ‘명확성의 원칙’이라 불리는데, 입법자가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일반

인의 관점에서 그 내용이 다의적으로 해석ㆍ적용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만들어야 한

다는 헌법원칙을 말한다. 법의 명확성은 일반 국민에게 법이 규율하는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여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행동기준을 제공하고, 법집행자에게는 객

관적인 판단기준을 주어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법의 해석 및 집행을 방지한다(이

상경, 2015).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특강법 및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피의

자 신상 공개의 기준은 ①잔인성 및 중대한 피해 ②충분한 증거 ③공공의 이익 ④

청소년이 아닐 것이다. 안동대학교 법학과 교수 정철호(2012)는 이러한 요건이 명확

성의 원칙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도대체 어떤 것이 잔인한 범행수단에 해

당하는지, 어떤 그리고 어느 정도의 피해가 중대한 피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일

반 국민이 명백히 이해할 정도의 명확성을 갖춘 객관적 기준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164쪽)”는 것이다.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

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단서 조항 또한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를 크게 열어 두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처럼 법률이 피의자 신상 공개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내부 지침(‘특정강력범죄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지침’)으로

피의자 신상 공개의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다.54) 특히, ‘잔인성 및 중대한 피해’

에 대한 판단 기준은 ‘범죄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요건으로 나누어 15가지가 넘

는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있다. ‘충분한 증거’ 요건 또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 및

범행의 자백 여부 등 여러 가지의 경우에 따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강법

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신상 공개 결정 주체(신상공개위원회)와 절차 및 공개 시기

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구체적 기준 및 운영지침은 경찰의 내부 지침에

불과하며 일반인은 이를 알기 힘들다는 것이다.55) 구체적 기준이 일반인에게 공개

되어야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어떠어떠한 정도로 잔인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신상이 공개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이는 피의자 신

상 공개 제도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 또한, 구체적인 기준과 운영지침이 알려져

야 경찰이 합당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지 않고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을 때 피의자

54) 내부 지침을 직접 검토해 본 결과, 각 요건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
였다고 평가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현직 경찰관으로서 1차 자료인 경찰 내부 지침 원문을 검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원문을 그대로 소개하는 것은 문제 될 소지가 있어 해당 내용을 간접적으로 활
용하였다.)

55) 내부 지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였지만, 경찰청은 실제 내부 지침과 비교했을 때 매우
간략화된 기준만을 공개하였다. 정보공개청구 답변서는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지침’이 공개될 경우, 흉악범들의 신상공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신상공개제도 운영을 포함
한 범죄예방 및 수사 직무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주요 내용으로 대신하여 제공함”이
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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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하자면, 피의자 신상 공개 기준 및 절차는 ① 특강법 또는 성폭력처벌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② 구체적인 사항은 경찰청 내부 지침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며, ③ 일반 국민은 내부 지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그 내용을 정

확히 알기 힘들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수사기

관의 조치(피의자 체포, 구속, 신문 등)는 형사소송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데 비해, 피의자 신상 공개에 관해서는 비공개 자료인 경찰 내부 지침에만 규정되

어 있다.

2) 판단 주체의 문제점

피의자 신상 공개와 관련하여, 법원이 아닌 경찰이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를 결

정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피의자의 신상 공개

는 처벌적 성격이 강하며, 법원이 판단하는 구속영장 발부 또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에 비해 인권 침해의 정도가 덜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학자 정철호(2012)는 신

상공개로 인한 사실상의 불이익(범죄자라는 낙인으로 입은 다양한 생활상의 불이

익)은 형벌에 버금가는 효과가 있고, 실제로 무죄로 확정되는 경우 사실상 이중삼중

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지방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담당하는 경찰

관 3 또한, 현재 피의자 신상 공개는 다분히 처벌적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하였다.

경찰관 3: 현 단계에서 신상 공개는, 따지고 보면 처벌이지. 처벌이야. 왜냐하면 
옛날로 치면 효시해서 걸어둔다 하잖아. 그런 거랑 똑같지 뭐. 저잣거리에 걸어
두는 거랑 똑같애. 언론에 얼굴이 나오는 건. 

피의자 신상 공개의 주요 목적이자 기준 중 하나인 일반적 범죄예방 효과는 ‘내

가 잘못을 저질러도 저렇게 신상이 다 공개될 수 있겠구나’라는 경각심을 고취한다

는 것인데, 이는 피의자 신상 공개를 형사처벌의 일종으로 보는 시각을 여실히 방

증하는 기준이다.

피의자는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원칙에 따라 인권을 보

호받으며, 수사 단계에서의 인신 구속 등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조치는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법학자 김재빈(2021)에 따르면, 영

장에 의한 피의자 인신구속은 그것 자체로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가하는 것이 아니

고, 형사소송의 진행과 증거 확보로서의 의미가 있다. 신속한 재판과 범인 필벌이라

는 사법 정의를 실현함과 동시에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필요악이라는 것이

다. 그러나 피의자 신상 공개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기보다는 처벌의 성격

이 강하며, 인권 침해의 정도가 인신 구속보다 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 72 -

허가 없이 경찰이 결정하고 있다.

특히, 피의자 신상 공개 요건 중 ‘충분한 증거’ 요건에 대해서 경찰이 판단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경찰 내부 지침은 범인이 자백한 경우 그 자백이

신빙성이 있고 자백을 뒷받침하는 보강증거가 있는지, 그리고 범인이 자백하지 않

더라도 명확한 직접증거가 있는지에 따라 해당 요건을 판단한다. 이때 ‘충분하다’는

것은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말한다.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 아무리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확신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는 어디까지나

피의자일 뿐이며,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

다. 물론 경찰이 실무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확실한 증거들을 확보하고 이로 인해

충분히 유죄임을 확신할 수 있는 경우가 더러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유죄

임을 입증하기에 증거가 충분한지는 법원이 판단할 몫이라고 할 것이다.56)

경찰 내부지침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충분한 증거’ 요건을 판단할

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칙적으로 구속영장 발

부 시점 이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피

의사실에 대한 법원의 1차 판단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즉,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피의사실에 대한 법원의 1차적인 판단이라 본 것이다. 그러나 여

전히 구속영장 발부 자체가 피의자가 유죄임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구속영장 발부 요건 자체도 비판을 받고 있으며,57) 인신구속 요건58)은 소송

진행과 증거확보에 초점을 둔 것으로서 처벌적 성격이 강한 피의자 신상 공개와 결

이 다른 조치이기 때문이다.

한편,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와도 비교해 볼 수 있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의 경우

특정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그 신상을 일

56) 「형사소송법」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제307조 제2항은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인을 유죄로 단죄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
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여야 하며, 단지 반대증거보다 우월한 정도의 증명력으로는 부족하다”(대법
원 1982. 12. 28. 선고 82도263 판결;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2006. 3. 9.선고 2005도
8675 판결 등)고 판시하고 있다.

57) 박남미(2018)는 형사소송법 상 구속에 대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며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검찰과
발부하는 법원 간에도 내부 지침이 일치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58) 「형사소송법」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
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2007. 6. 1.>



- 73 -

정 기간 동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조회하거나 근처 주민들에게 고지할 수 있도록

결정한다. 그러나 공개된 신상 정보를 SNS 등을 통해 공유하는 것은 불법이다. 반

면,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의 경우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피

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아닌 경찰이 신상 공개를 결정하고, 게다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플랫폼을 통해서만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을 통해 대국민에게 알려지게

된다. SNS를 통해 공유하는 것 또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피의자 신상 공개는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보다 사실상 침해의 정도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을

법원이 아닌 경찰이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했을 때, 경찰관 3은 애초에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

전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경찰 내부 위원회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을 내리더라도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경찰관 3: 그렇다면 신상 공개 결정도 가처분처럼 신상공개가 필요하다면, 그런 
혐의 부분에 있어서 체포 영장을 받거나 압수 영장, 구속 영장 받듯이, 영장 실
질심사 단계에서 같이 하든지. 신상 공개를 포함해서 심사를 하든. 아니면 별도
의 절차를 경찰이 신청하면. 경찰 내부 결정은 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지. 신
청을 할지 말지. 그래도 최종적인 결정 자체는 법원에서 판단해야 하지 않나. 

3) 절차상 문제점

적법절차 원칙은 국가공권력이 국민에 대하여 불이익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국민

은 자신의 견해를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절차의 진행과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법원리를 말한다. 국민은 국가공권력의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절

차의 주체로서, 자신의 권리와 관계되는 결정에 앞서서 자신의 견해를 진술할 수

있어야만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가 보장될 수 있고 당사자간의 절차적 지위의 대

등성이 실현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4. 5. 14. 2004헌나1결정). 이에 따라, ｢행정절

차법｣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에 대

한 사전통지(제21조 제1항)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함(제22조 제3항)을 규정하

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에 있어서는 법령 뿐만 아니라 내부

가이드라인에서도 당사자에 대한 사전 통지나 의견청취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실

제 2019년 3월 25일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를 이유로 진정을

제기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적법절차 원칙을 보장하도록 내부 가이드라인을 변

경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59)

59) 국가인권위원회(2021.04.01.), 19진정0671200, 경찰의 부당한 신상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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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3: 구속영장을 할 때도 실질심사60)를 하고, 뭐 변호인 없으면 국선변호인 
하고, 근데 이거는 뚝딱뚝딱 위원회 열어가지고, 하면 끝이야 그냥. …예를 들어, 
어떤 절차를 거치고 해야 하는 건지,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친다든지, 
최종변론 같은거, 그런 게 있다든지 해야 하는데 없지. 지금 현재는. 그냥 맡겨
놓은 거야, 알아서 해라 너네가.

신상을 공개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관련 법 제도 및 내부지침이 명확한 기준을 제

시해주지 못하고 있다. 공보규칙 제17조는 피의자 신상 공개 시 “직접 얼굴을 공개

하는 때에는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사진·영상물 등을 공개할 수 있

다.” 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내부지침은 경찰관서 이동 시 ‘자연스럽게’ 피의자의

얼굴을 노출하고, 성명·나이 등은 신상공개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도자료 배포 또는

브리핑을 통해 ‘자연스럽게’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현장에서 경찰관들은 신상 공

개 결정이 내려진 피의자에게 ‘너 마스크 벗고, 모자 벗고 나가’ 라고 요구하고, 피

의자가 이에 따르면 언론에 자연스럽게 얼굴이 노출되는 방식으로 신상 공개가 이

루어졌다. 그러나 피의자가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경찰관이 물리적인 방법

으로 강제적으로 피의자의 얼굴이 드러나게끔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

거가 명확하지 않다.

경찰관 3: 예를 들어 요즘 같은 경우 마스크를 안 벗어. 고유정처럼 머리를 내려. 
그러면 과연 경찰이 법원에서 검증 영장 받듯이, 강제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때 
마스크를 벗긴다든지, 모자를 벗긴다든지, 머리를 뒤로 넘긴다든지 할 수 있냐, 
이거 근거가 없잖아. 경찰은 그때그때 고민하는거야. 이거 어떡하지? 마스크를 
벗겨야 해? 말아야 해?

고유정 사건 이후 도입된 ‘머그샷’ 배포 또한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에, 피

의자가 거부할 경우 현실적으로 주민등록증 사진을 공개하는 방법밖에 남지 않게

되는데, 이는 피의자의 의사에 따라 초상권 침해의 정도가 달라질 여지를 만들게

된다. 내부지침에 규정된 ‘자연스럽게’ 공개한다는 표현도 모호한 부분이다. 이렇듯

피의자 신상 공개 기준뿐만 아니라 공개의 방법에 있어서도 명확한 법적인 근거나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은 매번 판단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60)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및 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심

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판사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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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피의자 신상 공개의 문제점

성폭력처벌법 상 피의자 신상 공개는 2020년 3월 조주빈 사건 이전에는 단 한 번

도 이루어진 사례가 없었다. 그동안 피의자 신상 공개와 관련한 비판 및 논의는 특

강법 상 피의자 신상 공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피의자

신상 공개를 독립적으로 다룬 학문적 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2020년 3월

이후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이 계속해서 공개되고 있는 만큼, 성폭력

처벌법에 따른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해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경찰관 인

터뷰를 중심으로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피의자 신상 공개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첫째는 경찰 내부 가이드라인의 부재이다.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의 규정상 미비

는 최근 약 2년간 처음으로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더욱 문제가 되었다. 기존에 특강법에 의한 신상 공개는 사례가 누적되

어 경찰 내부적으로 지침이 마련되어 있었다. 앞서 언급한 경찰의 내부 지침이 이

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방청에서 피의자신상공개위원회를 담당하는 경찰관 3에 따

르면, 성폭력처벌법에 의한 신상 공개는 독립적인 내부 지침 없이, 특강법에 따른

피의자 신상 공개 지침(‘특정강력범죄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지침’)을 준용하고

있다.

둘째는 형평성 문제이다. 이전의 신상 공개는 특강법에 해당하는 범죄 중 살인죄,

그 중에서도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범행 수법이 잔인한 경우에 이루어졌으나 2020년

부터 갑자기 성폭력처벌법에 의한 범죄에도 신상 공개 결정이 나기 시작했다. 성폭

력처벌법에 의해 신상 공개가 가능한 성폭력범죄 중에서도, 신상이 공개된 9건의

사건 모두 성착취물 제작 ·유포 사건이었다. 두 가지 측면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다. 이전에 크게 사회적 논란이 되지 않아 신상 공개가 되지 않았던 성착

취물 제작·유포 사건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과연 강간 등 다른 성폭력 범죄가 성착

취물 제작·유포에 비해 죄질이 덜하다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경찰관 3은

상대적으로 판단 기준이 명확했던 과거의 신상 공개에 비해, 성폭력처벌법에 의한

신상 공개는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크다고 하였다.

경찰관 3: 그동안 문제가 안 됐던 건, 살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무기
잖아. 사형정도 받는 애들이 다 신상 공개가 돼. 걔들은 이미 인생이 포기
된 애들이고 그 정도의 범죄를 한 애들은. 그동안에는 그냥 그렇게 해 왔었
는데, 가장 논란이 붙은 거는 성특법상 신상 공개지. 조주빈 같은 경우 (형
량을)많이 받기는 했지만, 과연. 그러니 가족들이 센 변호사 붙여서 다투기 
시작하다보니까 논란이 좀 된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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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특강법에 의한 신상공개는 무기징역 정도의 범죄를 저질러 이후 사회의 일

원으로 다시 살아갈 희망이 없는 정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2020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를 저질렀기는 하지만 일정 기간 복역

후 사회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피의자 신상 공개가 확대되었다.

특강법에 의한 피의자 신상 공개에서는 피의자가 문제를 제기한 사례가 없지만, 성

폭력처벌법에 의한 신상 공개의 경우 당사자들이 실제로 이의를 제기한 사례도 있

었다. 일례로, ‘박사방’에서 조주빈을 도와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에 가담한 피의자

(강훈)는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신상 공개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함과 동시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행정지방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경찰의 손을 들어주었다(서울행정법원, 2021. 1. 15.).

한편, 2020년 7월 1일 경찰은 금전을 미끼로 청소년을 성매수하여 불법촬영하고

성착취 영상 등을 구매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해 신상 공개 결정을 내렸는데,

해당 피의자가 변호인을 통해 춘천지방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를

법원이 인용하였다. 법원은 피의자가 이미 구속돼 추가 범행이나 2차 가해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가 중요 범죄를 부인하며 추가 수사가 필요한 점 등을

들어 인용을 결정했다. 또한, 추후 수사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기에 검찰 송치 시점인 단계에서 곧바로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할 정도로 공

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보았다.61)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경찰은 신상 공개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비공개 상태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정보공개 청구 자료에 따르면 이후에 다시 공개되지 않았다. 강훈 사건과 달리 피

의자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범죄의 중한 정도에 있어 차이

가 나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 또한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

은, 성폭력처벌법에 의한 신상 공개에 있어서는 특강법에 의한 신상 공개에 비해

경찰의 결정이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주빈의 신상이 공개되기 이전까지는 살인죄에 대해서만 신상 공개가 이루어졌

으며 해당 피의자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신상 공개에 해당하는

범죄의 범위가 넓어지는 상황에서 피의자의 이의 제기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

할 수 있다. 동시에, 경찰이 이전보다 피의자 신상 공개 위원회를 자주 개최하고 있

으며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는 사전 의견청취 과정이 존재

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의 무분별한 신상 공개가 우려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0.07.01.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이 법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는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해 법원이 제재를 가한 유일한 사건

61) 문화일보 (2020.07.03.), n번방 구매자 신상 비공개…법원 “공익상 긴급한 필요 없어”, Retrieved
10/03/21 from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703MW211131688682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703MW211131688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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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법원이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 권한을 가지며

앞으로도 경찰의 결정을 제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62)

5) 주변인 피해 및 급속한 정보 확산

인터뷰 대상 경찰관들 중 피의자 신상 공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지방청 근무

경찰관3을 제외하면, 대부분 경찰관들은 피의자 신상 공개와 관련한 법 제도 및 규

정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피의자 신상 공개 기준 및 판단 주체

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공통적으로 피의

자 신상 공개로 인한 주변인에 대한 피해 빛 급속한 정보 확산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였다.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당사자에게뿐만 아니라 함께 신상이 공개되는 피의자의 가

족에 대한 침익적 행위이며, 사실상 사회적으로 가족에게도 유죄 판결을 내리고 처

벌을 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당사자에 대한 유죄 판결은 법원의 삼심을 거쳐 신

중하게 이루어지는 데 비해 가족들에 대한 침익적 행위는 법원이 아닌 경찰에 의해

결정되며, 이마저도 법 제도와 절차적 정당성이 미비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관 5: 옛날 같으면 한번 공개되고, 그게 언론을 해서 언론으로 보도되고 그걸
로 이제 끝이 나는데, 요즘은 공개되면은 언론 공개하는 것보다 수십 배 더 확
대가 되거든. … 인터넷 보면은 무섭더라니까. 이게 그냥 재판 징역 몇 년보다 
신상 공개로 인해 가지고 그 주변 초토화되는 게. 그리고 신상 공개 나왔을 때 
가짜 뉴스도 너무 생겨. 보면은 막 만들어내 글을. 얘 삼촌이었는데요, 하면서.

약 20년 동안 경찰관으로 근무한 경찰관 5는 이전보다 피의자 신상 공개로 인해 그

주변 가족들의 신상까지 알려지고 사실상 ‘초토화’를 당하게 된다며, 이러한 변화의 이

유로 인터넷과 SNS의 발달을 꼽았다. 예전에는 피의자의 얼굴이 언론에 공개되어도

그 언론을 직접 접하는 국민에게만 전달되는 것으로 그쳤는데, 최근에는 공개된 신상

정보가 급속도로 인터넷 커뮤니티 또는 SNS를 통해 확산된다. 공개된 신상정보를 토

대로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의 신상도 인터넷으로 파악하기 쉽게 변화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정보 또한 마찬가지로 빠르게 확산된다. 여러 정보가 혼재된 가운데 피의자 또는

가족에 대한 가짜 뉴스도 생산된다. 경찰은 가족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

의자 신상공개 후 ‘가족보호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업무에 시달리는 형사과장 및 일선

팀원을 차출하여 만들어진 가족보호팀이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피의자 또는 가족

에 대한 위해행위 및 명예훼손 행위를 일일이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62) 다만, 법원의 관여는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취소소송이나 가처분 신청을 낼 때에만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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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5: 좀 다르지 않나 싶어. 미국이나 이런 데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잘 파악
되는 나라하고 또 그게 그냥 그 지역 떠나면 아무도 못 알아보는 데 하고. 범죄
자 이렇게 공개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냐, 또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 …아는 사람만 아는 거지 뭐.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그런데 
우리는 이게 공개됐다고 그러면, 최소한 내가 보기에는 국민의 8~90%는 인지
를 한단 말이에요.

정보가 빠르게 확산하는 데에는 우리나라 특유의 환경이 작용한다는 의견도 있

다. 미국처럼 면적이 넓은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좁은 면적에 인구가 많다 보니

상대적으로 사람들 간에 정보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또한, 주(州)별 차이가

큰 미국은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더라도 해당 주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가면 그

지역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 외

에도, 미국처럼 머그샷이 일상적으로 공개되는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십년

간 몇십 건에 지나지 않는, 특히 잔혹하고 잔인한 범죄에 대해서만 피의자의 얼굴

을 공개하니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도 국민의 인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법학자 이무선(2010)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 공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범죄자

의 가족 또한 “피는 못 속인다”는 고정관념으로 바라보게끔 하며, 이는 현대판 연좌

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헌법 제 13조 제3항의 연좌제 금지 규정63)에 위배된다. 범

죄자의 가족은 이미 가족의 범죄 사실로 인해 큰 충격을 받게 되며, 피해유가족 못

지않게 엄청난 피해자임을 부정할 수 없다.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가족들의 신

상까지 알려지게 된다면, 사회에서 소외당한 피의자의 가족들이 세상의 가혹한 냉

대와 따돌림 속에서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음이 자명하다.

결과적으로 이들에 의한 또 다른 범죄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64)

한편, 가족들의 신상까지 공개된다는 부수적 효과까지도 처벌적 성격의 피의자 신

상 공개가 의도하는 효과라고 볼 수도 있다. 잠재적 범죄자로 하여금 ‘내가 범죄를

저지르면 나의 가족들까지도 신상이 공개된다’는 두려움을 심어주어 범죄를 예방하

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가족들의 신상 공개가 피의자에게 가하는 처벌의

일종으로서 처벌의 강화에 따른 일반적 예방효과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63)「대한민국헌법」제13조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

를 받지 아니한다.
64) 형이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을 고지하는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에서도 마찬가지의 문제점이 나
타날 수 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는 언론을 통해 대국민에게 알
려져 그 파급효과가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에서보다 크며,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이 나기 이전에
경찰이 결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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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처벌을 법원이 아닌 경찰이 내리고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막연한 기대

에 불과한 일반적 예방효과에 비해 가족들이 입는 피해가 과도하게 크지 않은지 생

각해 보아야 한다.

3.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에 언론이 미치는 영향

무엇보다도,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는 ‘여론에 의한 신상 공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65)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언론은 특강법을 근거로 하여 피의자의 신상을

무리하게 요구하였으며, 결정기관인 수사기관의 결정은 판단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

해 항상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이혜환·정

지수, 2019). 그러나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에 언론 보도 또는 여론이 영향을 미

치는 것은 단순히 문제점으로 치부할 수는 없으며, 국민의 알 권리 등의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66) 또한, 경찰이 여론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다는 비

판은 데이터나 학술적 연구에 의해 실제로 검증된 바 없다. 여기서는 경찰의 피의

자 신상 공개에 언론 보도가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경찰의 내부 기준 분

석과 심층 인터뷰, 그리고 보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1) 이슈 관리로서의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

우선, 경찰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구체적 결정을 내릴 때 혹은 관련 내부

지침을 수정해 나가는 데에 언론 보도로 대표되는 여론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근본

적인 이론적 배경은 경찰 또한 PR(Public Relations) 활동을 펼치는 하나의 조직이

기 때문이다.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PR 활동이란 조직에 대한 공중의 우호적인 평판

과 태도를 형성해 나가는 활동이다(김영욱, 2005). 경찰은 구체적 사건에서 피의자

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공중의 수요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경찰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확보한다. 또한, 내부 지침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경찰의 결정이 비

일관적이라는 언론의 비판을 피하고 경찰에 대한 평판을 유지하고자 한다.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은 PR 활동 중에서도 ‘이슈 관리’의 일종으로 파악

할 수 있다. 이슈의 개념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견해 차이가 있지만, 이를 종합했을

때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미해결된 문제’를 의미한

다(문빛･김찬석･이철한, 2013). 이슈 관리란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슈들

을 전략적으로 관리함으로써 PR 활동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긍정적

65) 이혁(2018.12.15.) 여론에 밀려서? 상황에 따라서? 갈피 못 잡는 범죄자 얼굴 공개, <파이낸셜 뉴
스>, Retrieved 11/04/21 from https://www.fnnews.com/news/201812141020483396

66)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에 언론이 미치는 영향’을 ‘2.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의 문제점’과 독립
하여 살펴보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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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제반 행위를 의미한다(김영욱, 2003). 조직은 주요 공중들

과의 관계를 둘러싼 이슈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며 이러한 이슈들을 효과적

으로 관리할 때만이 사회적인 합법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Clarkson, 1995;

Donaldson & Preston, 1995).

이형민·박진우·한동섭(2015)에 따르면, 이슈 관리에 있어 언론 보도의 역할은 핵

심적이다.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이 전략적 관리 대상이 되기 어려우므로, 언론 보

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이슈들이

이슈 관리의 중점적인 대상으로 떠오르게 된다(이형민, 2014). 일반적으로 이슈는

잠재(potential)-임박(imminent)-현재(current)-위험(critical)-동면(dormant)의 생애

주기를 거치는데, 어떠한 잠재적 이슈가 다수의 공중이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표명

하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현재(current)의 중요한 이슈로 발전하는 데에는 대중

매체, 즉 언론의 보도로 인한 정보 확산이 결정적이다(Crable & Vibbert, 1985). 특

히 언론은 이슈의 발전 과정 속에서 ①해당 이슈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② 해당

이슈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론 정보를 제공하

는 역할을 한다(Van Leuven & Slater, 1991).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에 있어 이슈는 크게 ① 개별 사건 발생 시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한 찬반 이슈 ②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 관행 전반에 대한 이슈로

나눌 수 있다. 두 가지 이슈 모두 주로 언론 보도(개별 사건에 대한 기사 혹은 경찰

의 공개 관행에 대한 비판 기사)를 통해 다수 공중에게 알려지게 된다. 해당 이슈는

언론 보도에 의해 1차 노출 이후 다양한 사회적 연결망 속의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2차적으로 재구성·재논의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러한 사회적 숙의의 과정

을 통해 전반적인 여론의 분위기가 형성된다(이형민, 2014). 이렇게 형성된 여론은

다시 언론을 통해 보도됨으로써 재생산된다. 예를 들어, 어떠한 강력 사건이 발생하

면 언론이 해당 사건에 보도하고, 피의자의 신상을 보도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

며(국민 청원, 댓글 등), 언론이 이러한 여론을 다시 보도함으로써 전반적으로 피의

자 신상 요구 여론이 증폭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은 ① 어떠한 이슈가 관리의 대상인가 ② 이슈 관리를 어떠한 방향으

로 하여야지 우호적인 여론을 확보할 수 있는가를 판단함에 있어 언론 보도에 의존

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경찰 또한 PR 커뮤니케이션의 주체로서 이슈 관리를 함에 있

어 언론 보도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불가피성을 드러냄과 함께, 조직에 대한 긍정

적 여론 확보를 위해 피의자의 신상 공개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비판을

동시에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경찰이 실제로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을 내림에 있어 언론 보도를 고려하고 있는지 기준상 나타나는 요소와 실

무적으로 체감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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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의자 신상 공개기준이 전제하는 요소로서의 언론 보도

이혜환·정지수(2019)는 어떠한 사건이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 요건 중 첫

번째 요건인 ‘잔인성 및 중대한 피해’ 기준을 충족할 때,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시

킴으로써 자연스럽게 세 번째 요건인 ‘공공의 이익’ 기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았다. 즉, 첫 번째 요건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 경찰의 내부 지침 또한,

‘공공의 이익’에서 ‘국민의 알 권리’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잔인성·연쇄성 등 범죄

의 특성으로 인해 사회불안을 야기하거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경우’를 고려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이혜환·정지수(2019)와 경찰의 내부 지침은 범죄의 잔인성 및 중

대한 피해가 곧바로 국민의 알 권리로 이어진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범죄에 대해 국민이 알아야 할 권리가 당

연히 생기는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경찰수사공보규칙은 피의사

실 공개 시 잔인한 범죄 수법 및 참혹한 피해 상황 등은 사회불안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공개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잔인한 범죄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옳은지, 그리고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차치하고서라도, 한편으로는 공개를 금

지하는 사항이 한편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것은 모순으로 보

인다. 이러한 모순은 언론 보도라는 요소를 고려하면 합리적으로 설명된다.

국민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범죄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국민적 관심을

느끼게 되며, 더 알고자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경찰이 공보규칙으로서 공

개를 제한하는 사항인 잔인한 범죄 수법과 피해 상황에 대해서 국민은 애초에 어떻

게 알게 되는 것일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이다. 경찰이 개인 또는 조직적으로 공보

규칙을 엄격하게 준수하지 않아 언론이 이를 보도한 경우일 수도 있고, 언론이 경찰

외의 다양한 취재원을 통해 범죄 사실을 알게 되어 보도한 경우일 수도 있다. ‘잔인

성·연쇄성 등 범죄의 특성으로 인해 사회불안을 야기하거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경우’라는 세부 기준은 사실상 경찰의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범죄사실이

이미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에게 알려진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의 피의

자 신상 공개 기준에는 ‘언론 보도 여부’ 가 잠재적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혜환·정지수(2019)의 주장과 경찰의 내부 지침에서처럼 범죄의

특성으로 인해 곧바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

라, 언론 보도가 중간 역할이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잔인성·연쇄성 등

범죄의 특성으로 인해 사회불안을 야기하거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경우’라는 기준

은 사실상 ‘잔인성·연쇄성 등 범죄의 특성으로 인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사회불안

을 야기하거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경우’ 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경찰관 3: 이 자체가 국민적 공분에 대한 사회적인 매장, 옛날에 저잣거리에 효
시를 걸 듯이, 그런 행위라고 했잖아. 그런 행위를 하려면 당연한 건 그걸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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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들의 요구가 반드시 필요한 거지. 그래서 언론에 나오고 국민들이 요구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거야. 그게 요건이거든. ‘국민적 필요’, ‘공익적 필요’
에 대한 요건이야. 더 잔인한 범죄 많지. 많지만 언론에 안 알려지고. 공개가 되
지 않아서 국민들이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 굳이 요건에 안 
된거지. … 굳이 수사기관에서 그런 거를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내가 나서
가지고, ‘이거는 잔인합니다, 중대합니다, 혐의도 상당합니다’라고 해서 공개를 
하지는 않거든. 

이처럼 애초에 피의자 신상 공개 기준 자체가 언론 보도를 전제하고 있다. 또한,

내부 지침은 피의자 신상의 공개 시기를 구속영장 발부 시점 이후 공개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①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② 이미 실명이 공개된 피의

자 등의 경우 충분한 증거 확보 시 구속영장 발부 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가

가능하다고 예외를 두고 있다. 이는 피의자 신상 공개의 시기에 있어서도 언론 보

도를 고려하게끔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3)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및 공개 결정에 언론 보도가 미치는 영향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은 신상공개위원회 개최를 통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신상공개위원회는 대부분 공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위원회의 개최 자체가

피의자 신상 공개를 의미하고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 것이 실질적인 비공개 결정

을 의미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따라서 경찰은 2019년도 이후 ‘잔인성 및 중대한 피

해’와 ‘충분한 증거’의 요건만 충족하면 우선 신상 공개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공의

이익’ 요건을 포함한 전체적인 판단을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경찰관 3은 여전히 신

상 공개위원회 개최를 “기계적으로, 아무 관심도 없는데 열 수는 없다”고 하였다.

여기서 ‘관심’이란 국민의 관심, 즉 언론 보도를 통해 형성된 국민적 관심을 뜻한다.

경찰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관5와 경찰관6 또한,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 개최를

결정하는 것은 언론 보도를 통해 표출된 여론의 요구가 있을 때라고 하였다.

경찰관 6: (위원회 개최 시점에 대해)사실 그런 공개 필요나 이런 게 의문이 제기
되는, 요청이 있는 시점은 사실상 얼추 언론에 다 알려졌을 시점, 사실 개요나 
이런 건 다 알려졌을 시점. ‘저 놈 얼굴 공개해라’. 이런 것까지도 요구가 있는 
시점이지. … 얼추 그런 게 관심사가 많이 됐을 때.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끼리 
결정하고 공개하겠다고 한 적은 난 본 적은 없는 것 같고. 그럴 필요도 없고. 

경찰관 5: 실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사실 여론에 달렸지. 여론이 심하면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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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는 거고. 신상 공개가 뭐 어떤 기준 잡아서 하는 것보다는, 어느정도 여론
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상 공개의 요청이 강하다, 요구가 강하다, 그러면 
그때 검토에 들어가는 거고.

이러한 인터뷰 결과를 종합할 때,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 개최에 언론 보도가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이후 피의자 신

상 공개 결정과 언론 보도의 양 간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수행하는 것은 이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연구자는 이혜환·정지수(2019)가 분석한 2019년 5월 이전 사건 중 경찰

의 결정이 비일관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사건을 중심으로 언론 보도의 양이 공개

결정에 영향을 끼쳤는지 분석해 보았다.67)

2016년 3월 발생한 ‘평택 원영이 사건’은 계모와 친부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학대

속에 7세 아동이 사망하고 시신이 야산에 암매장된 사건이다. 이때 경찰은 피의자

와 피해자와의 가족관계를 고려하여 신상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2018년 1월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은 피의자가 자신의 어머니와 계부, 이복동생을 살해한 사건이다.

피의자와 피해자가 역시 가족관계에 있었지만, 경찰은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

자인 김성관의 신상을 공개했다. 평택 원영이 사건의 경우 관련 기사가 70건이었고,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의 경우 관련 기사가 170건이었다. 그러나 이를 언론 보도에

의한 차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라

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원영이 사건에서는 단순한 가족관계가 참작된 것이 아니

라, 피의자에게 또 다른 어린 딸(피해자의 누나)이 있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로 논란이 되었던 사건 중에, 2016년 5월 발생한 ‘강남역 화

장실 살인사건’ 과 2019년 1월 발생한 ‘종로 삼성병원 의사 살해 사건’의 경우 경찰

은 피의자의 정신질환을 이유로 신상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언론 보도 횟수는 각

각 354건과 107건이었다. 2016년 6월 발생한 ‘서울 성북 수락산 여등산객 살해사건’

과 2019년 4월 발생한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의 경우에도 피의자의 정신질환

이력이 있었으나 경찰은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였다. 언론 보도 횟수는 각각 74건

과 219건이었다. 앞의 두 사건과 뒤의 두 사건에서 경찰의 결정이 달라진 것은, 피

의자의 정신질환 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언론 보도의 영향을 받

았다고 볼 수 없다.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의 경우 언론 보도 횟수가 굉장히 많

으며 국민의 관심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피의자가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으며 범행 당시에도 망상이 심한 상태였다고 보아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68) 종

67) 사건 발생일(또는 사건이 처음 언론에 보도된 날짜) 이후 일주일간 보도된 중앙지(경향신문, 국민

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의 기

사를 빅카인즈(https://www.bigkinds.or.kr/)를 통해 검색하였다.



- 84 -

로 삼성병원 의사 살해 사건의 경우에도 정신과 치료 중에 발생한 사건이었다. 반

면, 뒤의 두 사건의 경우 정신질환 치료 이력은 있지만 사물 변별과 의사능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분석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 신상 공개위원회가 이미 개최된 상황에서는 경

찰은 언론 보도의 양에 따라 공개/비공개 결정을 내리기보다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 이는 이혜환·정지수(2019)가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이 대체

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한 것과 일치한다. 언론에 보도된 횟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비공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생기는 배경에는, ‘잔인성

및 중대한 피해’ 요건과 ‘충분한 증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일단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외부위원을 포함한 위원회의 판단을 받도록 하라는 지침 또한 영향을 끼친다.

정리하자면, 언론 보도 여부는 여전히 제도적·현실적으로 피의자 신상 공개위원회의

개최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나, 개최 이후 위원회의 결정에는 언론

보도의 양이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4) 언론 보도를 고려하는 데 따른 문제점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는 내부 지침상의 기준에서부터 언론 보도를 전제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도 언론 보도로 표출된 여론이 피의자 신상 공개위원회 개최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실적으로 피의자 신상 공개에 국민의 요구

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고, 언론 보도가 국민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통

로이므로 경찰의 결정이 언론 보도에 영향을 받는 것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언론 보도가 피의자 신상 공개의 요건이 되고 영

향을 미치는 것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

(1) 언론의 선택적 보도

가장 큰 문제는 언론 보도 자체가 일관성 없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범죄사건과 관련된 여론, 구체적으로 피의자의 신상 보도와 관련한 여론이 형성되

려면 우선 해당 사건에 대한 정보가 알려져야 한다. 일반인이 범죄 사건에 대한 정

보를 입수할 수 있는 경로는 ① 자신이 직접 범죄 피해를 경험 ② 주변인들의 피해

경험을 전해들음 ③ 범죄통계 등 연구자료 활용 ④ 범죄발생에 대한 언론 매체의

보도를 통해서이다. 그러나 앞의 세 가지 경로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사

실상 일반인들은 범죄와 관련한 정보를 대중매체의 보도, TV의 뉴스나 신문의 기

사를 통해 얻고 있다(노성호·이기웅, 1996). 따라서 피의자 신상 보도와 관련한 여론

68) 윤정민(2016.05.22.). 경찰 "강남역 살인 '정신질환에 의한 묻지마 범죄'"…김씨 "난 여성혐오 아냐"

주장, <중앙일보>, Retrieved 08/19/21 from https://news.joins.com/article/2006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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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애초에 언론이 보도한 사건에 한해서만 형성된다. 즉, 비슷한 정도로 잔인하거

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언론이 보도하지 않으면 피의자 신상

공개 여론이 형성되지 않고, 실제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로도 이어지지 않는 것

이다.

언론 보도의 가장 큰 특징은 ‘비대표성’이다(Greer, 2010). 즉, 실제 범죄통계가 나

타내는 것과 언론에 보도되는 사건의 종류에는 큰 차이가 있다. 어떠한 범죄사건을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할지는 전적으로 언론의 선택이다. 그 기준은 주로

조회 수가 많이 나오는 자극적인 사건인 경우가 많다. ‘자극적’이라는 기준이 피의

자 신상 공개의 첫 번째 요건이 ‘잔인성 및 중대한 피해’ 요건과 어느 정도 비슷할

수 있으나,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노성호·이기웅(1996)에 따르면, 기자들이 기

사의 가치를 평가할 때 가장 근본적인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은 ‘흥미 유발’이다. 흥

미 유발이 선정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선정성(자극적인 정

도)은 보도할 사건을 선택하는 데 있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추론할 수 있다.

경찰관 3에 따르면, 언론의 범죄 보도는 대상자가 여성인 살인 사건을 남·여 대립

구도로 이슈화했던 것처럼,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킬 수 있는 사건에 치중된다.

 경찰관 3: (실제로 보도되지 않지만 심각한 사건들이 많나요?) 많지, 많아. 
근데 언론에서 관심을 갖는 건, 대상자가 특별해야 해. 예를 들어,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 같은 경우, 언론에서 남자와 여자의 대립 구도를 (이용
한거지). 꽤 흥미로운 요소였고, 당시에 집회도 하고 이랬거든. 그런데 그
런 노상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하는 살인사건이 많아. 만약 피해자가 여자
가 아니고 남자였다, 그럼 관심도 안 가져. 남자의 죽음에 관심을 갖지 않
아, 언론은. 왜냐하면 남자가 남자를 죽인 건 아무런 관심 대상이 아니거
든69). 아무리 잔인하더라도. 아무 관심을 안 가져. 

형사팀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관 8은 언론 보도가 실제 범죄 예방과 관련된 정보라

기보다는 조회수가 높을 만한 사건에 집중되는 경향이 크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피해가 막대하며 언론 보도를 통해 수법을 적극적으로 홍보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강력사건에 비해 언론 보도가 활발히 일어나

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지방과 수도권에서도 언론 보도에 차이가 난다. 애초에 지방 경찰서에는 수

도권에 비해 기자들이 거의 출입하지 않는다. 경찰관 4에 따르면, 비슷한 사건이어

도 수도권에서 발생한 경우 언론에 보도되지만, 지방의 경우 보도되지 않는 경우가

69) 2018년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경우, 남성 가해자가 남성 피해자를 살인한 사건이었지만 목격자가

많아서 언론 보도가 활발하게 일어났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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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긴다. 방송사 기자 1 또한, 2021년 발생한 제주 10대 살인 사건에 대해, 제주도에

담당하는 언론사와 상주하는 기자들이 적다보니 서울에 비해 이슈화되는 부분이 적

은 것 같다고 하였다.

경찰관 4: 제가 다뤘던 사건 중에 막 택시 내부에서 엄청나게 폭행을 하더라
고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기사도 안 내보냈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끝났
어요. 우리 선에서 수사만 해가지고 조사만 해서 송치를 했는데 서울청에
서 언론 배포를 한 게 있는데, 별로 때리지도 안 했어. 그냥 몇 대 톡 톡 
친 건데. 막 그 영상이 막 나오더라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여기는 지방이
고 여기는 서울이라는 거지. 언론에 이제 가깝게 있느냐 없느냐 이게 차이
가 큰 것 같아요. 항상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많은 곳에 항상 상주하니까 
기자들이. 

또한, 경찰관 5는 경찰관 입장에서 사건에 대해 아는 정보와 비교하면,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은 무조건 피의자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으로 치우쳐 있다고 지

적하였다.

경찰관 5: 기사에 나오는 언론 보도는 죽일 놈 같거든. 일단 피해자 입장이 
많이 들어가고. 근데 사건 하는 사람 입장 보면은, 우리는 피의자의 입장
을 많이 들어. 피해자의 입장도 물론 듣지만은. 또 보면은 (보도) 안 나가
는 내용들도 되게 많거든. 언론에서 막 떴을 때 대부분 모든 사건에 대해
서는 다 공개하라 그러지. 다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고. 만약에 공개했을 
때는 그럼 최소한 이 사람의 또 입장도 같이 나가주는 게 맞는데, 피해자 
쪽 일방 주장만 언론으로 나갈 거 아니야. 

정리하자면, 언론의 범죄 보도는 객관적인 범죄의 양상(중대성, 피해의 정도)과

범죄예방 필요성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보다는, ① 자극적인 사건에 치중하고

② 수도권과 지방 간 차이가 나며 ③ 피의자와 피해자의 입장을 공정하게 전달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편향은 지양해야 할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언론사

가 언론사의 필요에 맞게 기사의 가치를 평가한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다. 언

론의 선택적 보도에 대한 비판은 배제하고서라도, 공기관인 경찰이 언론의 보도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언론사의 상업적 전략

이 피의자의 신상 공개라는 국가의 중대한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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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론 보도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는가?

‘이슈관리로서의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언론은

어떠한 이슈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끼치며 다시 그 여론을 파

악할 수 있게끔 한다. 일반적으로, 언론은 국민의 요구 또는 여론을 전달하는 통로

로 여겨진다. 문빛·김찬석·이철한 (2013)은 뉴스미디어의 언론 보도 성향이 공중의

담론과 여론형성에 일방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언론의 보도 경향은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의견제시와 전달, 열띤 토론 등과 맞물려 쟁점을 확대시

키거나 축소시킨다고 보았다. 경찰이 피의자 신상 공개에서 언론 보도를 고려하는

것 또한 언론이 국민의 요구를 전달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

경찰관 2는 “언론 보도가 크게 난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것이고,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가 그 범죄로 인해서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사회적 파장’은 곧 국민적 관심을 말하며, 이는 언론사

입장에서는 해당 기사의 조회 수로 치환된다. 언론 보도와 사회적 파장은 서로 영

향을 주고받으며 증폭된다.

경찰관 2: 기자들이 붙기 시작하면 어떻게서든 찾아내. 어떻게 해서든. CCTV를 
딴다든지. 왜냐하면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 발생을 하면, 당연히 신고자도 있을 
거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도 있을 거거든. 그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 아냐, 피가 
흥건했는지, 시체 상태가 어땠는지, 다 안다고. 근데 언론의 관심이 없는 상황에
서는 이 사람들을 취재를 안 해. 안 알려지고. 근데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사 조
회수가 올라가면, 기자들이 집요하게 붙어서 취재를 해서, 이걸 습득하면 공개
하고, 관심 높아지고, 더 취재하고, 이렇게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지. 

기사의 조회 수가 높아지면 언론은 해당 사건에 대해 더 취재하여 계속 기사를

생산하게 되고, 밝혀지는 사실이 많을수록 국민은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조회 수

는 더 올라간다. 이러한 메커니즘에 따라 ‘언론 보도의 양(강도) = 국민의 요구’ 라

는 전제가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언론이 국민의 요구를 전달하는가에 대해

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경찰관 3은 피의자 신상 공개뿐만 아니라 경

찰의 수사에도 언론 보도가 큰 영향을 미치는데, 언론 보도의 양이 과연 국민의 요

구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하였다.

   경찰관 3: 언론에 보도되는 횟수가 과연 국민의 요구냐, 그거에 대한 의문이 
드는거지. 그런데 우리는 언론의 강한 요구를 그냥 공익적 요구로 보지. 예를 
들어 아침마다 언론 보도 체크하고, 보도 나가면 조금 더 민감해지고. 한강 사
건 같은 것도, 변사 사건이 과도한, 연쇄살인 급에 준하는 수사를 했거든.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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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의 요구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국민은 언론에 보도된 사건 기사에 대해서는 조회 수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만, 애초에 언론이 보도하지 않기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경로가 없다.

경찰관의 인터뷰처럼, 무수히 발생하는 남성 간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실제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언론사가 기사를 더이

상 생산하지 않기로 판단한 경우 사회적 파장은 사그라지게 된다. 이처럼 언론 보

도의 영향력은 막강하며, 언론이 국민의 요구를 단순히 반영하기보다 언론이 선택

한 사건에 대해 국민의 관심을 조장하는 측면이 강하다.

(3) 여론 재판의 문제

언론은 종종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가 ‘여론에 따른 비일관적인 결정’이라고 비

판한다. 그러나 현재 공식적 공개 기준은 경찰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때 국민

의 요구를 고려하게끔 되어 있으며, 현실적으로 경찰이 국민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경로는 언론 보도를 통해 파악하는 방법밖에 없다. 또한, 언론이 판단의 기준

으로 비판하는 ‘여론’은 언론 자체가 생성해낸 것이며, 때로는 언론 보도 그 자체일

가능성이 크다. 분명 경찰의 공개 결정에도 객관적인 비일관성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개선되어야 할 점이지만, 구조적으로 현재 피의자 신상 공개의 문제는

‘경찰의 비일관적인 결정’이라기보다 ‘비일관적인 여론에 따른 결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현재 피의자 신상 공개는 언론 보도로 대표되는

여론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경찰관 3: 침익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불합리한 거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그정도까지 안 당해도 되는 건데, 언론에서 보도를 많이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추가적인 법익 침해를 받아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신상공개
도 언론에서 보도가 안 되면, 안 돼.    

여론에 의한 피의자 신상 공개의 또 다른 문제는, 언론 보도에 따라 피의자 신상

공개 대상 범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원칙적으로는 살인이 아니어도, 특강법

과 성폭법에 규정된 많은 죄목 또한 피의자 신상 공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잔인

성 및 중대한 피해’ 요건 또한 특별히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이에 따라 신상이 공개되지도 않는 수많은

범죄사건을 접하는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피의자 신상 공개 대상의 범죄가 확대되면

그와 비슷한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수많은 피의자들의 신상 또한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 이전에는 관행적으로 살인 사건 정도여야 피의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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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공개를 논할 수 있었지만, 2020년에 그 관행이 깨지면서 이제는 사실상 강간, 강

도와 같은 범죄에도 피의자 신상 공개가 이루어질 여지가 생겼다. 특히 성착취를 위

한 불법촬영으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과연 실제로 강간한 경우

이보다 덜한 범죄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긴다. 다시 말해, 실제 죄의 경중보다는

여론이 피의자 신상 공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지게 된 것이다.

경찰관 3: 그때도 내가 조주빈 할 때도, 나는 이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하면 안 된
다, 실무자로서는. 근데 위에서는 또 못 버티는 거야. 언론의 그런 집중 포화를. 
그러고 줄줄이 다 공개됐잖아. 불법촬영 하는 애들을 다 공개해야 하는데. 그거
를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애매모호하다. 

경찰관 8: 솔직히 그거는 언론 분위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국민적 요구에 따
라 가는 거죠. …옛날에는 진짜 잔인하고, 지탄받고 그런 사람만 공개가 됐는데, 
그 기준이 좀 더 낮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근본적으로 국가기관의 조치를 비롯한 모든 제도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피의자 신상 공개에 여론을 반영하는 것은 민주주

의에 합치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여론은 언론의 선택적 보도

에 의해 형성되는 경향이 강하다. 언론 보도가 실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다고 하

더라도, 이는 단순히 자극적인 사건에 대한 호기심에 불과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파장이 크다 하더라도, 보도되지 않은 다른 많은 사건에 비해 실제 국민의 안전에

더 위협이 되는지도 확실치 않다. 실제 언론 보도가 국민의 요구, 즉 여론을 반영하

는지를 차치하고서라도, 언론 보도와 여론 모두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

며 그 특성상 비이성적인 집단 심리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 따라서 경찰이 피의자

신상 공개에 언론 보도, 또는 언론 보도가 표방하는 여론을 반영하는 것은 이른바

여론재판의 문제를 내포하게 된다.

(4) 언론의 피의자 신상 보도가 선행할 경우의 문제

위의 논의에서 ‘언론 보도’ 및 ‘여론’은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언론 보도 및 여론 형성을 전제하였다.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 이후 언론

이 피의자의 신상을 보도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의 공식적인

피의자 신상 공개 이전에 언론이 먼저 피의자의 신상을 보도하는 경우도 있다.70)

언론이 피의자의 신상을 보도하는 것은 언론이 기사를 통해 피의자 신상 공개 요구

70) 구체적인 사례는 제5장 제2절 ‘1. 피의자 신상 보도 사례’에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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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을 전달하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에 영향을 끼친다.

언론의 피의자 신상 보도의 영향은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 내부 지침에서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의 이익’ 세부 판단 기준 중 ‘언론에 이미 실명이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국민의 알 권리)’, ‘언론취재 등으로 이미 실명 등이 알려

져 신상 비공개가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나 추측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우(기타 공

공의 이익)’ 와 같은 기준들이다.71) 그러나 언론의 피의자 신상 보도 여부를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 기준에 포함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단순히 언

론이 피의자의 신상을 보도했다고 하여, 피의자의 신상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가 덩달아 커진다고 보기는 힘들다. 둘째, 언론은 경찰과 달리 구체적인 피의자 신상

공개 기준이나 신상공개위원회 등을 운용하고 있지 않다. 셋째, 언론의 보도와 국가기

관인 경찰의 신상 공개는 국민 또는 피의자에게 다가오는 무게와 효력이 다르다.

4. 소결

본 연구는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과정이 경찰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보아

경찰의 신상 공개를 언론의 신상 보도에 앞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는 피의자의 신

상 정보가 소통되는 과정에 대한 표면적이고 단편적인 시각이다. 연구 결과,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 과정의 이면에는 언론의 보도가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

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언론 보도의 영향 또한, 단순히 ‘피의자 신상 공개 요구

여론 → 경찰의 신상 공개’라는 단선적인 인과관계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경찰의 피의자 신상공개 결정 과정에서 언론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핵

심적인 부분은 피의자 신상 공개위원회 ‘개최’ 단계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

도 ‘여부’ 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언론의 보도

가 있을 때에만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한다. 객관적으로 비슷한 정도의 사건

이라 하더라도, 언론에 보도되지 않으면 애초에 신상공개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언론이 어떠한 사건을 보도하는지가 중요한데, 언론의 피의사실 보도는

상당 부분 경찰의 피의 사실 공개에 기반한다. 경찰은 범죄 예방을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언론 홍보를 위한 목적, 언론의 피의 사실 공개 요구에 부응하여 언론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의 사실을 공개한다. 또한, 피의사실

공표죄의 엄격한 적용은 경찰의 피의사실 공개 관행에 영향을 끼친다. 경찰의 수사

71) 한편, 언론의 피의자 신상 보도 여부를 고려하는 위와 같은 기준들은 경찰청이 제공한 정보공개
청구 답변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경찰청이 실제 내부 지침 중 어떠한 기준에 따라 정보를
선별하여 통지한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언론 보도와 관련한 기준들을 공개하기 꺼린
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준들이 알려진다면 자칫 언론이 피의자의 신상을 먼저 보도함으로
써 경찰이 사후적으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등 언론에 의해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는, 경찰이 언론 보도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다는 비판
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91 -

공보규칙은 피의사실공표죄의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성이

떨어지며 경찰관의 판단 여지를 폭넓게 열어두고 있어 실질적 판단 기준이 되지 못

하고 있다. 이처럼 언론의 보도가 이루어져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에 반영

되기까지는 경찰의 선택적 정보 제공, 언론의 정보 공개 요구와 법의 적용 등 여러

요소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선행하는 것이다.

물론 경찰이 언론에 보도된 모든 사건에 대해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아니며, 특강법에 규정된 세 가지 요건 중 ①잔인성 및 중대한 피해 ② 충분한 증

거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일차적 판단이 이루어지면 위원회를 개최한다. 일단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가 개최된 다음에는, 위원회에서는 모든 요건에 대한 내부

지침상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하여 공개/비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의

판단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③공공의 이익 요건에 대한 판단인데, 내부 기준은 해당

요건을 판단할 때 언론 보도를 고려하게끔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분석 결과 언

론 보도의 ‘양’ 자체는 위원회의 공개/비공개 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힘들었다.

그림 4 경찰의 피의자 신상공개 결정까지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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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언론의 피의자 신상 보도

피의자 신상정보의 사회적 소통에 있어 언론 또한 경찰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언론의 피의자 신상 보도 또한 독립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5장

에서는 제4장에서 경찰의 피의 사실 공개를 먼저 다룬 것과 마찬가지로, 제1절에서

언론의 피의자 신상 보도를 포함하는 범죄 보도 일반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았다.

제2절에서는 언론의 피의자 신상 보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사례 분석 및 심층 인터

뷰를 통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3절에서는 언론의 범죄 보도 및 피의자 신상

보도와 관련한 규범 체계를 정리하고 평가해 보았다.72)

제 1 절 언론의 범죄 보도

1. 범죄 보도의 목적

제4장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에서, 피의자의 신상정보는 수사 사건 정보, 즉

피의 사실에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마찬가지로, 언론의 피의자 신상 보도 또한

넓은 의미에서 범죄 보도의 일종이다. 현재까지 범죄는 뉴스 미디어 콘텐츠의 두드

러진 특징이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범죄 뉴스가 특정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도덕적, 그리고 경제적 목적을 수행하기 때문이다(Greer,

2010). 그리어(Greer)는 범죄 보도에 대한 이론적 접근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범죄

보도의 목적을 정리하고 있다. 뒤르켐주의적 기능주의자의 입장에서 범죄 보도는

특정한 범죄를 맹렬하게 비난함으로써 도덕적인 경계(moral boundaries)를 분명히

하고, 준법 시민들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목적을 가진다. 막시스트의 입장에서 범

죄 보도는 ‘법과 질서’의 정당성을 강화하며 권력을 가진 소수의 이익에 대한 집단

적이고 정치적인 동조(mass political consent)를 형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페미

니스트들에게 범죄 보도는 남성에 대한 우위와 여성의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구체화

함으로써 가부장적 질서에 여성을 예속시키고, 불평등한 권력 관계의 근본이 되는

남녀 간 편견을 강화한다.

이처럼 범죄 보도의 목적에 대해 여러 이론적 관점이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보다

72) 제4장에서는 경찰의 피의사실 공개 및 피의자 신상 공개 기준을 각각의 절에서 소개하였는데, 범
죄 보도 및 피의자 신상 보도와 관련된 언론사 및 기자협회의 규범들은 제3절에서 규범 체계에 대
한 논의와 함께 제시하였다. 경찰의 경우 피의 사실 공개 및 피의자 신상 공개의 기준이 독립적으
로 마련되어 있으며 사전적인 판단 기준으로 작동하는 반면, 언론의 경우 범죄 보도와 피의자 신상
보도 관련 규범을 명확히 나누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전적 판단 기준보다는 사후적 제재 수단으
로 작동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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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이고 직관적으로 범죄 보도의 목적을 정리하고자 한다. 최근의 미디어 관행에

대한 오래된 논쟁과 걱정은 주로 저널리즘적 진실성(journalistic integrity)과 뉴스

미디어 조직의 필수적인 경제적 문제(economic imperatives)들 간의 영속적인 긴장

상태에 관한 것이다(Clifford & White, 2017). 신문 또는 방송 산업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공익 매체로서 기능해야 하지만, 동시에 기업으로서의 이윤추구

를 기본 목표로 한다. 보도와 관련된 모든 것은 ‘공공성’이라는 잣대와 기업 활동으

로서 언론사가 가지는 ‘시장성’이라는 척도에 의해 평가된다(김덕모, 2005). 따라서

범죄 보도 또한 저널리즘적 가치에 따른 공익적 목적과 조직의 상업적 가치에 따른

사익적 목적이라는 두 가지 큰 동인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공익적 목적이다. 언론은 범죄 보도를 통해 그 범죄에 대해 평가하고 범죄

예방책을 제시하며, 범죄 혐의를 스스로 찾아내어 사법처리를 요구하기도 한다. 권

력집단의 부정부패 등 일탈행위를 감시하는 환경감시 기능도 수행한다(이승선·김연

식, 2008). 또한, 경찰 수사의 허점이 없었는지를 면밀하게 취재하여 경찰을 견제하

기도 한다. 특히 국가기관인 경찰 또는 검찰은 범죄 사건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데, 이 중에 국민이 꼭 알아야 할 정보가 있다고 생각되면 언론은 이 정보를

취재하고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

둘쩨, 사익적 목적이다. 언론사의 공익적 목적에 따라 기자들에게는 경찰서와 청

출입 등 일반 시민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특별한 권리가 주어지고 있지만, 소수의

공영방송을 제외하면 언론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아니다. 철저히

시청자 수 혹은 조회 수에 따라 수익을 벌어들이는 기업이다. 따라서 기자들은 조

직과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뉴스와 기사를 생산

한다. 범죄 보도는 다른 정보에 비해 자극적이기 때문에, 좋은 기삿거리가 된다. 범

죄 중에서도 특별히 자극적이고 잔인한 범죄를 중점적으로 보도하며, 이때에도 조

회 수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표현이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기도 한다. 언론사

간 빈번하게 나타나는 속보 경쟁도 언론사의 사익 추구 경향을 보여준다.

언론의 범죄 보도는 크게 공익적 목적과 사익적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이 두

가지의 목적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공인과 연예인의 범죄 보도

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공익성을 띠지만, 동시에 같은 정도의 범죄라도

일반인의 범죄보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조회 수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사익적 목

적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또한, 언론이 시청자 수와 조회 수가 높을 것이라 예상되

는 사건에 대해 보도를 하고, 실제로 조회 수가 높은 사건에 대해 후속 보도를 이어

가는 것은 언론사의 사익적 목적뿐만 아니라 공익적 목적 또한 실현하는 측면이 있

다. 조회 수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이 알고자 하는 욕구가 큰 사건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 기관이라고 볼 때, 국민이 알

고자 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보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경찰의 피의 사실 공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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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과 피의자 신상 공개 기준에도 ‘국민적 관심’이 공공의 이익 요건으로 포함되는 만

큼, 언론이 조회 수를 고려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범죄 보도의 목적은 곧 어떠한 사건을 보도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경찰은 피의사실에 대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뒤 특정한 요건을 만족하였을 때 공

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요건 또한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다. 경찰은 업무상 범죄

사건에 대한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이를 선별적으로 공개하는 것이다. 반면,

언론사의 범죄 보도 기준은 특정한 종류의 보도를 금지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금

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보도에 대해서는 기사 가치가 있는지에 따라 기자와 편집

국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경찰은 전체 비공개를 원칙으로 선별적 공개를 한다면,

언론은 습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기사 가치가 있는 한 보도를 원칙으로 하며 선별적

으로 비공개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고려하는 기사 가치가 곧 범죄 보도의 기

준이 된다. 따라서 일선 기자들이 어떠한 사건을 어떻게 보도할지 결정하는 관행적

기준(가치)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기자들은 ‘어떠한’ 범죄 사건을 보도하는가?

저널리즘 학자인 맥스웰 맥콤스와 도널드 쇼의 의제 설정 이론(Agenda-Setting

Theory)에 따르면, 매스 미디어는 중요한 사건을 미디어 의제에서 공중의 의제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McCombs, 1994). 일반 사람들은 미디어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을 곧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판단하게 된다(McCombs & Shaw, 1974). 또

한, 정치학자인 버나드 코헨은 미디어의 기능에 대해 “언론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성공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무엇에 대하여 생각

할 것인가를 말해 주는 데 있어서는 매우 성공적일 것이다(Cohen, 1963, p.13)”고

언급하였다.73)

맥콤스와 쇼의 의제 설정 이론은 주로 정치적 사안에 대한 미디어의 보도가 유권

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위주로 이루어졌지만, 매스미디어의 의제 설정 기능은 범죄

보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코헨의 언급처럼, 언론의 선택적인 범죄

보도는 사람들이 무엇, 즉 어떠한 범죄 사건에 대해서 생각할 것인가를 말해 준다.

범죄를 직접 경험하거나 주변인이 피해를 당하지 않은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

론이 보도하기로 선택한 범죄 사건에 대해서만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

가, 언론은 해당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신상 요구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식의

보도를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피의자 신상 공개 의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 여론

을 발전시키게끔 부추기기도 한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는 해당 사건에 대해 보도

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한정되며, 피의자 신상 정보의 사회적 소통에서는 결국 애초

73) 엠 그리핀(2009). (첫눈에 반한)커뮤니케이션 이론,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김동윤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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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언론이 ‘어떠한 범죄를 보도하기로 선택하는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스티브 칩널(Chibnall, 1977)은 기자들이 보도할 사건을 선택하고 이야기를 구성

하는 데 도움을 주는 8가지 뉴스 가치들을 정리하였다. 시의성(immediacy), 극화

(dramatisation), 개인화(personalisation), 단순화(simplification), 기분 좋은 자극

(titillation), 관례주의(conventionalism), 구조화된 접근(structured access), 그리고

참신함(novelty)이었다. 여러 보도의 유형 중, 특히 폭력(violence)에 대한 보도를 할

때에 기자들은 ① 뚜렷하고 극적인 행동, ② 성적이거나 정치적인 함축, ③ 생생한

설명, ④개인의 병적인 측면, ⑤ (범죄) 억제와 진압 이라는 측면을 강조하여 보도

한다. 다시 말하면, 사건에 이러한 특성이 포함되었을 때 기사의 가치는 높아진다.

노성호와 이기웅(1996)은 우리나라 언론의 범죄 기사가치를 분석하였는데, ①시류

에 부합하는 사건, ②이야기거리를 가진 사건, ③유명인이 포함된 사건, ④상류층이

포함된 사건, ⑤약간의 선정성을 내포한 사건 등이 높은 기사 가치를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TV의 경우 사건 자체의 내용과 관계없이 보여줄 만한 영상이

있는 사건은 기사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뉴스 가치들은 학문적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문서화 되어 있지 않으며, 대부분의 기자들은 뉴스 가치에 대한 질문을 받았

을 때 답변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은 어느

정도의 판단 기준을 내면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엇이 뉴스 가치가 있고 가치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Greer, 2010). 본 연구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한

인터뷰에서도 마찬가지의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기자들은 ‘범죄 사건 보도에 대

한 선택 기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하는 데에 한참 동안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명확하고 문서화된 기준은 아닐지라도, 기자들은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뉴스 가치 판단 기준을 모호하게나마 내면화하고 있었다.

첫째, 기자들이 어떠한 범죄사건을 보도할지 결정하는 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는 것은 ‘이슈가 될 수 있는 사건의 특성’이었다. 여기서 고려되는 사건의 특성은

①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 ②공인·연예인이 관련된 사건, ③신종 수법이 사용된

사건 등을 의미한다. 이는 언론의 공익적 목적과 사익적 목적을 모두 충족할 수 있

는 기준이다. 우선, 이러한 보도의 기준들이 경찰의 피의사실 공개 기준 또는 피의

자 신상 공개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면 공익적 측면을 파악할 수

있다. 즉, 이러한 기준들은 대체로 국민의 알 권리가 인정되는 기준들이라는 것이

다.

기자 1(방송사): 피해의 정도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형사 사건이어도, 사람이 크
게 다쳤다거나. 일반 폭행 같은 거는 보통 안 보내죠. 데이트 폭력이면 당연히 
보도가치가 있으니까 보내고. 사람이 죽었다면은 보내는. 범행 수법도 신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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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면 좀 재밌다, 구체적 설명은 안 해도, 이런 수법이 있으니 시청자들에게 
알리긴 해야 하니까. 재밌는 사건들은 내보내는 것 같아요. 

한편, 국민이 관심을 많이 가질 만한 사건의 특성으로 인해 조회 수가 높아질 확

률이 큰 사건을 보도한다는 점에서 언론의 사익적 목적을 확인할 수 있다. ‘이슈가

될 수 있는가?’라는 가치에 따라 사건을 선택하게 될 경우, 단순히 흥미 위주의 범

죄 보도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내포한다. 기자1의 인터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도하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의 특성을 언급하였지만 결국 ‘재밌는 사건’을 보도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미있는 사건이 곧 이슈가 되는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는

노성호와 이기웅(1996)이 우리나라 범죄 보도의 목적은 ‘흥미 유발’에 있으며, 이에

따라 범죄 보도는 주로 오락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평가한 것과 일치한다. 또한,

저자는 언론이 정보전달, 여론 환기 등 언론의 본원적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오락적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

행된다고 하였다.

흥미 유발의 목적에 따라 범죄를 보도하는 것은 다시 말해 흥밋거리가 없는 범죄

사건은 보도에서 배제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범죄사

건 중 흥미로운 사건만을 선택하여 가장 흥미로운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언론

을 통해 보도되는 범죄의 상이 부분적이고 왜곡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흥미’라는 요소는 대체로 공익적 측면과 대립한다(노성호·이기웅, 1996). 심각하거나

딱딱한 뉴스가 ‘정보오락(infortainment)’ 형식으로 재구성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흥

미 위주의 보도는 상업적으로 어필함과 동시에 시청률 또는 조회수를 확보하기 위

한 목적에 따른 것이다(Clifford & White, 2017).

둘째, 기자들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공

익적 목적으로 특정 사건을 보도하기도 한다. 범죄 보도의 공익적 측면으로는 범죄

예방, 형사정책의 방향 제시, 규범 형성 또는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감시 등을 들 수

있다(노성호·이기웅, 1996). 예를 들어, 경찰이 시행하는 신변 보호 제도 등이 제대

로 실행되지 못하거나, CCTV가 충분히 확충되지 못하여 방지하지 못한 범죄가 일

어났을 경우, 이를 보도함으로써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기자 2에 따르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사들이 해당 사건이 발생

한 지역의 서장 또는 청장에게 보고됨으로써 실제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때도

있다고 하였다. 또한, 단순히 사건 보도에서 끝나는 기사가 아니라 추후 같은 범죄

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대안까지 제시하는 기사가 진정 의미 있는 기사라

고 하였다. 이러한 가치는 언론이 경찰과 마찬가지로 범죄예방이라는 목적이 있으

며, 범죄예방에 있어 경찰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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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2: 뭔가 사건을 보도를 해가지고 단순히 이런 살인 사건이 있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살인 사건이 있었다, 근데 이런 살인 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분 좀 아쉬웠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그것까지 갈 수 있는 기사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
는 게 기자로서도 엄청 자부심이기는 하죠. 

기자 3은 범죄 보도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보도에서 많은 정보 중 어떠한 정보

를 보도할지에 대한 선택 기준은 사람들이 해당 정보를 알게 되었을 때 사회에 도

움이 되는지 여부라고 하였다. 특히 범죄 보도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 뿐만 아

니라 범죄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게끔 하는 것 자체로서 공익적 목적

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사건관계인의 의사 또한 범죄 보도를 할 때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기사를 작성하기에 앞서, 경찰관들이 기자들에게 피해자가 기사화를

원치 않는다고 할 경우, 기자들이 이를 받아들여 기사화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

다. 기자 1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범죄는 사생활 문제가 있어 언론사에서 잘 보도

하지 않으며, 제보자가 피해 당사자이고 기사화에 적극적일 경우에만 보도한다고

하였다.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을 때 사건 영상을 보도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

전화가 와서 보도를 바로 내렸던 적이 있다며, 사건 보도에 있어 피해자의 입장을

항상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기자 2에 따르면, 사건을 기사화하기 전 사건 관계인의 의사를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자들 개인마다 성향이 다르며 기자들이 항상 고민하는 지점이

다. 단독에 대한 욕심이 강한 기자는 사건관계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기사를 내기도

한다.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강력한 기사화 반대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기자들이 모든 사건 기사에 대해 미리 피해자 및 사건 관계인의 허락을 받은

후에 기사화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사건관계인의 의사를 사후적으로 반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사건을 기사화한 후 이를 본 가해자나 피해자 쪽에서 언

론사에 항의 전화가 올 때가 많다고 한다. 가해자가 연락이 올 경우, 가해자의 주장

이 상당히 신빙성이 높으면 기사를 내리기도 하지만 가해자가 단순히 기사를 내려

달라고 할 때는 기사를 내리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와 달리, 피해자가 연락이 올 경

우에는 대부분 기사를 내린다고 하였다. 언론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피해자의 의

견은 고려하나, 보도 내용이 명확히 사실과 다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 기사화에

있어 피의자(가해자)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자 2: 만약에 사실 관계가 되게 극명하게 갈리거나, 기사를 a라고 썼는데 어쩌
면은 가해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b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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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게 b인 경우면은 기사를 아예 내리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아예 그냥 
이거는 오보라고 생각하고. 근데 확실하게 가해자 얘기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경우만 이렇게 하고 가해자가 단순히 막 떼 쓰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안 내리고. 반대로 피해자가 그냥 원치 않는다고 연락이 오면은 이건 십중팔구 
내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편, 비슷한 사건이더라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기사화를 원하고 언론에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 언론은 덩달아 적극적으로 보도하게 된다. 경찰에 비해 정보가 부족

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직접 많은 정보를 제공하면 자연스럽게 보도로 이어진다. 수

사에 의혹을 제기하는 피해자의 입장을 언론이 대변함으로써 수사에 영향을 끼치기

도 한다. 예를 들어, 한강 의대생 실종 사건에서 손정민 군의 유족인 아버지는 단순

실족사가 아닌 살인 사건일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하였다.

실종된 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손정민 군이 살인 사건의 피해자인지 여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으나, 유족이 사건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자 언론은 이 사건

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보도하였다.

  기자 1 : 처음에 언론사들이 손정민 아버지가 되게 적극적이시기도 하고 방송
출연까지 해주겠다고 하니까, 방송사 입장에서도 ‘출연해준다고?’ 하고 욕심이 
생겨서 덜컥 문 것도 있는데, 저희는 하지 말자고 했어요. 이게 아무리 봐도 경
찰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고, 사실 결과도 안 나올 것 같고, 그런 상황이니까 
신중하자는 게 많아서. 

비슷한 사건으로, 성남에서 한 학생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에도 일부

SNS에서 살인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학생의 부모가 기사화하는 것을 원치 않아 손

정민 군 사건에 비해 언론 보도가 많이 나지 않았다. 이처럼 피해자의 의사가 언론

보도에 영향을 미치고, 그 언론 보도가 경찰 수사 및 피의자 신상 공개까지도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경찰관 2는 피해의 중대성이나 범죄의 잔혹성 등 사건의

특성이 피의자 신상 공개된 사건과 견주어 다를 바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언론 보도를 원치 않아 언론에 아예 보도되지 않고, 따라서 피의자의 신상 공개도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경찰이 피의 사실을 공개하거나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때에 피해자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언론의 범죄

보도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가 경찰의 수사 및 사건 공개, 더 나아가 피의자의 신상

공개에까지 간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99 -

3. 기자들은 ‘어떻게’ 범죄 사건을 취재하는가?

1) 기자들의 경찰서·청 출입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언론사의 경찰 사건 담당 기자들은 특정 경찰서 또는 청에

배정되어 출입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2020)의 연구에 따르면, 기자에게 특정

출입처를 배당하는 제도는 거의 우리나라에 유일하며, 우리나라 주요 언론사들은

뉴스 작성에 있어 출입처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출입처 제도의 장점은 ① 기자 당

하루 3건 정도 다량의 기사를 생산할 수 있는 점 ②온라인 기사 상시 마감으로 디

지털 환경에 대응한다는 점, ③검찰 등 출입처에서 나오는 정보를 먼저 배타적으로

확보한다는 점 ④ 출입 기자단에 가입함로써 매체의 평판을 높인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출입처 중심 취재는 기사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주료 공공기관의 일방적 입

장을 전달하는 획일화된 기사를 양산한다는 단점이 있다.

한 팀의 기자들은 캡, 바이스, 그리고 평기자들과 수습기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서울을 기준으로 캡은 서울경찰청에, 바이스는 본청에 출입하며, 평기자들은 서울시

를 여러 권역(라인)74)으로 나누어서 해당 권역에 속하는 경찰서를 출입한다. 해당

경찰서·청에 출입하는 기자들을 통칭하여 ‘기자단’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①공식·비

공식 기자회견 참여 ②기자 간담회 등 각종 공식행사 참여 ③청사 내 경찰 관계자

연락망 제공 ④이메일·문자 보도자료 상시 배포 ⑤기자실 사용, 출입증 배포 등의

혜택을 받는다. 서울경찰청 출입 기자의 경우 하위 경찰서 또한 출입할 수 있다.75)

현재 서울청 기자단에 속한 언론사는 32개인데, 어떠한 언론사가 기자단에 속할 수

있는지는 출입 기자단에서 자체 규약으로 결정한다. 경찰청은 기자단의 결정을 존

중하고, 기자단에 속한 언론사들을 동등하게 대우한다.

또한, 서울청에는 출입 기자들이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기자실이 청 내에 마련

되어 있다. 각 언론사 마다 개인 부스가 정해져 출입 기자들이 자신의 일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한다. 일선 경찰서에도 기자실이 마련되어 있는데, 서마다 기자실의

형태(책상들만 배치 / 취침 공간 마련 등)는 차이가 있다.

주목할 점은, 홍보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경찰관들은 기자실이 없어졌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식은 예전에 비해

기자실에 ‘상주하는’ 기자들이 적어졌다는 점과 기자들과의 상호작용이 줄어들었다

는 것을 반영한다. 실제로 기자 2는 경찰서에 상주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예전에 비

해 크지 않기 때문에 굳이 상주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하였다.

74) 하나의 라인을 출입하는 평기자들은 경력이 높은 일진 기자들과 경력이 낮은 이진 기자들로 이루

어져 있으며, 일진 기자가 해당 라인을 전체적으로 관리한다.
75) 손가영(2021.06.18.). 경찰청 기자단 규약 변경, 가입 까다로워졌다?, <미디어오늘>, Retrieved

08/23/21 from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967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967


- 100 -

2) 일선 기자들의 취재 과정

게이트키핑 이론에서 범죄 보도는 “범죄의 발생 → 피해자의 인지 및 신고 → 경

찰의 범죄인지 → 경찰공보관 → 범죄기자 → 범죄기사의 풀 → 제작자/편집자 →

범죄보도 → 일반인이 접하는 범죄보도” 순으로 구성된다(Sherizen, 1978; 노성호·이

기웅, 1996 재인용). 여기서는 일선 기자의 입장에서 사건 취재 및 확인 과정을 보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가장 먼저, 기자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특정 사건에 대해 최초로 인지하게 된

다. 다른 언론사들은 모르는 사건을 자체 인지를 통해 기사화하면 이는 ‘단독 기사’

가 된다. 알려지지 않은 사건을 자체 인지하는 루트는, 첫째로는 개인적 친분이 있

는 경찰관들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정보를 받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경찰관이 개인

적 친분을 활용하여 비공식적 라인으로 기자와 개별 접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

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앞서

‘경찰의 피의사실공개’에서 살펴본 바와 일치한다. 두 번째는 피해자 등 사건 관련

자가 언론사에 제보하여 사건을 인지하는 경우이다. 제보자가 이미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하여 수사 중인 경우도 있고,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하기 전에 기자에게 먼저

제보를 하는 경우도 있다. 경찰과 제보자 외에도, 소방 또한 정보원이 된다. 화재

사건뿐만 아니라 살인 사건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도 기본적으로 경찰과 함

께 소방에서도 출동하여 현장을 수습하기 때문이다. 게이트키핑 이론에 따른 범죄

보도 모형과 달리, 사건에 대한 최초 인지가 모두 경찰로부터 비롯되는 것은 아니

라는 것을 알 수 있다.76)

일반 기사는 이미 타 언론사에서 보도가 된 사건을 보도하거나, 경찰이 모든 언

론사들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정보 제공(문자풀, 보도자료 배포, 브리핑 등)을 했

을 때 여러 언론사가 동시에 보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 기사는 단독 기사에 비

76) 범죄 기사의 최초 정보원에 대해, 인터뷰 대상 경찰관들은 경찰관이 아닌 피해자나 소방 등인 경
우가 많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인터뷰 대상 기자들은 경찰관들의 비공식적 정보 제공 행위가 피
의사실공표죄 이슈 이후 많이 줄어들긴 하였지만, 여전히 경찰이 정보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그림 5 언론의 범죄(경찰)사건 취재 및 보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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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사건을 인지하게 된 최초 경로가 비교적 명확하다. 다만 타 언론사의 보도를 따

라서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보도한 특정 언론사 입장에서 해당 사건 기사

는 단독 기사이므로, 그 단독 기사의 정보원은 다시 경찰, 검찰, 소방 또는 제보자

중 하나일 것이다.

범죄에 대한 최초 인지 후, 기자는 보도를 위한 충분한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 추

가적으로 사건에 대해 취재한다. 추가 취재는 단독 기사인 경우 더 활발하게 이루

어지며, 일반 기사라 하더라도 타 언론사와의 차별점을 두기 위해 추가로 취재하는

경우도 있다. 추가 취재는 크게 현장 취재와 경찰 취재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장 취

재는 기자들이 사건 발생 주변의 CCTV를 확보하거나 목격자를 인터뷰하는 방식

등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기자1에 따르면, 현장 취재는 시민들이 협조해 주지 않

는 경우가 많아 쉽지 않다. 따라서 기자들은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을 비공식적으로

취재함으로써 해당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자 한다. 뉴스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경찰관계자의 말에 따르면’과 같은 표현은 경찰에 대한 추가 취재의 결과

라고 볼 수 있다. 기자 1은 직접 방문하면 경찰관들이 부담스러워하여 확인이나 취

재는 주로 전화로 한다고 하였다.

기자들은 취재 후, 보도 전에 취재 내용이 사실인지 경찰의 언론 대응 창구인 과

장을 통해 확인한다. 기자와 경찰 간의 가장 긴밀한 상호작용이 나타나는 단계이다.

우선, 일반 기사 작성 시 타 언론사의 보도를 따라가는 경우, 그 기사의 내용이 사

실이 맞는지 다시 한번 과장에게 확인해야 한다. 단독 기사의 경우나, 추가 취재를

하여 다른 언론사는 모르는 정보를 확보한 경우에는 과장을 통해 사실 확인을 하여

야 할 필요가 더욱 크다. 동시에 단독 기사를 내고자 하는 언론사는, 과장에게 사실

확인을 함으로 인해서 해당 정보가 다른 언론사들에 유출되지 않을지 걱정하게 된

다.

  
기자 2: 단독이 있다고 하면은 방송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일 7시에서 8시 사이

에 이제 뉴스가 나가잖아요, 그럼 확인을 적어도 4시 3시 이후에 해요. 왜냐하
면은 그 전에 과장님한테 확인을 하면 그게 언론 예상 보고로 위로 올라가고 
청까지 올라가면은 중간에 그게 새는 경우가 꽤 있어요.

단독 기사는 경찰이 공식적으로 정보 제공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 입장

에서는 언론사가 알아 온 정보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해주어 언론 보도로 이어지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특히 언론의 보도가 수사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사실 확인에 주저하게 된다. 때로는 과장 확인 단계에서 과장과 기자 간에 모종의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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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2: ‘이거 보도 나가면은 지금 아직 용의자 좇고 있는데, 수사 안 되면 너네
가 책임질 거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가끔씩은 쇼부를 봐요. 
저희가 단독 취재를 했으면은 ‘그럼 이거 저희가 범인 잡힐 때까지 안 쓰겠다, 
대신 사이에 다른 언론사가 연락이 와서 이걸 물어보면 우리한테 바로 연락을 
해 달라’ 그때 바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그때 먼저 쓰겠다고. 대신에 우리가 
이걸 취재하고 있다는 거를 다른 기자들한테 알리지 말라, 이런 식으로. 

3) 언론과 경찰의 관계가 사건 취재에 미치는 영향

사건팀 기자들의 범죄사건 취재 과정에는 경찰과의 상호작용이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피의사실을 둘러싼 언론과 경찰의 상호작용에는 양자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언론과 경찰은 한마디로 쉽게 재단할 수 없는 이른

바 불가근불가원의 관계를 맺고 있다. 경찰을 비롯한 정부조직은 주요 정책과 이슈

를 국민에게 전달하고 국민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언론을 필요로 한다.

한편, 언론은 정부와 시민의 의사소통을 매개하는 동시에 국민을 대신하여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한다. 즉, 정부 조직과 언론은 상호의존적인 동시에 상호

견제하는 관계를 맺고 있다(최영재, 2010). 언론을 중심으로 이러한 관계를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경찰에 대한 협력 또는 의존적 관계다. 김영욱(2005)은 언론과 소스 중 어

느 한쪽이 독립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양자가 상호협력하는 관계 속에서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노엄 촘스키(Noam, Chomsky)에 따르면, 기

자들이 매일 기사를 내보내야 하는 바쁜 일정을 소화하려면 꾸준하고 믿을 만하며,

방대한 뉴스 자료를 제공하는 강력한 정보제공자와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

다. 특히 경찰은 기자들에게 ‘특종’의 소재지이다(Chomsky, 2006). 마크 피시먼

(Mark Fishman, 1980)은 언론이 관료조직에 협력 또는 의존하는 관계를 “관료에

대한 친화성 원칙”이라고 불렀다.

언론이 경찰에 협력하는 대표적 예로 경찰의 엠바고 존중을 들 수 있다. 엠바고

는 기자 개인보다는 기자단과 경찰 간 합의로 이루어진다. 엠바고를 지키지 않으면

기자단 차원에서 해당 언론사에 출입 정지 등의 징계를 내린다.77) 보다 일반적으로,

기자들은 취재 대상 경찰관들이 보도의 범위나 표현 방법에 대해 조정하거나 보도

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이를 받아들이기도 한다. 기자

2에 따르면, 특히 피해자가 보도를 원치 않는다고 경찰관이 전달하면 기자들 대부

분은 이를 존중할 것이라고 하였다.

77) 다만, 이는 단순히 언론이 경찰의 요청을 존중해서라기보다는, 엠바고는 언론사 간 단독 기사를
먼저 내지 말자는 약속이므로 이를 어긴 언론사에 다른 언론사들이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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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이 경찰관과의 인맥 형성에 애쓰는 것 또한, ‘관료에 대한 친화성 원칙’이

적용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평소에 경찰관 개인과 얼마나 유대 관계를 잘 쌓아

두는지, 즉 경찰관과의 인맥이 경찰의 취재 협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기

자들은 사건 취재 외에도 경찰관들과 같이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으

며, 이 같은 약속들과 인맥 형성도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

이, 경찰 또한 언론에 피의 사실을 공개하여 기사화함으로써 경찰의 실적과 활동을

홍보하고, 범죄예방 목적을 달성한다. 따라서 언론은 기사화할 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그리고 경찰은 언론을 통한 홍보를 위해 상호의존적 관계를 맺게 된다.

둘째는 비판 및 견제 관계다. 언론은 단순히 범죄사건 정보만을 국민에게 전달하

는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경찰관들의 잘못 또는 경찰관의 비위 행위

를 보도하여 경찰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수행한다. 기자 1은 마포 오피스텔

살인사건을 예로 들며, 경찰은 사건에 대해 최대한 알리지 않으려고 하였고 피해자

유족이 언론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였지만, 몇몇 언론사들이 뛰어들어 밝혀지지

않았던 사실들을 알아내기 시작하면서 경찰 조치가 부족했던 점을 보도할 수 있었

다고 하였다. 또한, 이렇게 경찰이 알리지 않은 정보를 언론이 선제적으로 파헤쳐서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의미 있는 언론의 역할이라고 하였다.

기자 2: 경찰 기자들이 접근을 할 때 ‘경찰 수사 뭔가 이상한데’, 이런 마인드를 
일단 가지고 시작해요. 혹시 잘못된 거 없었나, 이전에 신고 들어왔었던 거 없
었나, 사건의 징조 같은 건 없었나? 이런 걸 항상 갖고 접근하기 때문에.

언론의 보도가 단순히 사실 전달에 그치지 않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언론이 경찰에 비판적 관점을 가지는 것은 정당하다. 그

렇지 않으면 단순히 경찰이 제공하는 보도자료를 받아쓰는 것에 불과할 수 있기 때

문이다. 한편, 인터뷰 대상 경찰관들은 이러한 언론의 비판 및 견제 기능과 해당 기

사가 가지는 영향력 때문에 언론이 경찰에 ‘갑’의 입장에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

한 권력 관계로 인해 경찰관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혹은 언론에 잘 보이기 위해

피의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고 하였다. 즉, 경찰에 대한 언론의 비판적 관

계와 이로 인해 형성된 힘의 우위는 상대적으로 기자들이 경찰로부터 피의 사실에

관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론과 경찰의 관계는 어느 한쪽이 갑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언론이 경찰을 통

해 범죄 사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경찰에 협력적인 태도를 취하는 상황에서는

경찰이, 언론이 경찰을 비판하는 보도를 하는 상황에서는 언론이 갑의 입장이 된다.

그러나 언론이 경찰에 협력하는 관계와 비판하는 관계 모두 최근 들어 약화하는 양

상을 보인다. 인터뷰 대상 경찰관들과 기자들 모두, 이전보다 경찰과 언론이 친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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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교류하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그 친밀함의 정도도 덜해졌다고 느끼고 있었다.

예전에는 사건이 발생하면 기자들과 함께 출동하기도 하였으며, 식사자리 외에도

매년 기관 배 축구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기자와 경찰 간

의 관계는 어느 정도 거리감 있고 사무적인 관계로 변화하였으며, 현재는 일선 형

사들이 기자들과 교류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한다. 기자들은 경찰관들과의 유대 관

계 약화로 인해 취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기자 1은 현재 경찰관과의 유대

관계가 약해졌다며 옛날처럼 “같이 매일매일 술도 먹으면서 형 아우 하면서 허물없

이 지내면서 사건도 알려주고 이러면 좋긴 하겠다”고 하였다.

기자 1: 지금 캡 급이나, 차장님 급들은 후배가 취재가 막히는 게 있으면 아는 사
람이 과장, 서장으로 있다 하면 바로 전화를 걸어서 취재를 해줄 정도로 친한 
관계가 많고 두터운 관계가 많은데. 지금 입사해서 경찰 마와리 도는 기자들이 
그 정도 신뢰관계를 쌓기는 힘든 것 같아요. 벽이 쳐져 있고, 일선 또래 수사관
들이랑 절대 친해질 수 있는 통로가 없고. 

현재까지도 경찰에 대한 언론의 영향력이 크다고 보는 경찰관들이 많았지만, 최

근 경찰은 창구 일원화나 언론 보도 예상 보고 등을 통해 언론의 무분별한 취재에

어느 정도 일관되고 엄격한 대응을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자

들 중에서도 가장 을의 위치에 있는 수습기자들의 태도 변화에서 잘 드러난다. 이

전에는 수습기자들도 경찰에 대해 어느 정도 당당한 태도를 취했다면, 경찰관 5에

따르면, 최근 수습 기자들은 경찰관들이 만나주는 것 자체도 굉장히 고마워하고 ‘열

심히 배우겠다’고 한다고 하였다. 경찰관과 기자들 모두 현재는 수습기자들이 경찰

서를 도는 관행(일명 ‘마와리 돈다’ ‘사쓰마리 돈다’고 표현한다) 자체를 수행하기가

많이 힘들어졌다고 하였다.

경찰의 태도 변화는 피의사실공표죄의 적용으로 인해 언론에 피의사실 공개를 꺼

리게 된 것도 작용하지만, ‘경찰=부패, 언론=정의’라는 전통적 프레임이 약화되었다

는 점 또한 작용한다. 경찰관 7은 이전에는 실제로 경찰 조직 내부적으로 부정부패

도 많고 경찰뿐만 아니라 공직 사회가 약점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시대가 바뀌어

그러한 부정부패가 많이 사라졌다고 하였다. 동시에, ‘기레기’라는 표현처럼 기자들

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 또한 형성되면서 언론이 여론에 있어 압도적인 주도권을 쥐

기가 힘들어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면, 최근 피의사실공표죄 이

슈로 인해 경찰관들이 피의 사실 공개를 꺼리며, 기존에 언론이 경찰에 대해 가지

고 있던 힘의 우위도 약해지면서 언론과 경찰의 관계가 전반적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사건팀 기자들은 사건 취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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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경찰의 관계가 언론의 사건 취재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은 일관성이 부

족한 범죄 보도로 이어질 수 있다. 범죄 사건의 객관적인 요소들에 의해 사건이 보

도되기보다는 언론과 경찰 양 조직 간 관계가 어떠한지, 그리고 기자 개인이 맺고

있는 경찰관들과의 비공식적 친분에 의해 보도 여부가 좌우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

다.78) 이전에 비해 비공식적인 교류가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기자들의 주 정

보원은 친분이 있는 경찰관들이며, 앞서 경찰관들의 인터뷰에서도 지휘부를 중심으

로 비공식적 정보 제공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에 언론 보도 여부가 큰 영향을 끼치며, 피의자 신상 공개 요구 여

론 또한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에서 비일관적인 범죄 보도는

이후 무원칙한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과 언론의 피의자 신상 보도로 이어질

수 있다.

4. 범죄 사건 취재 및 보도의 문제점

1) 경찰 수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경찰관들은 대체로 언론의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 때문에 언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언론에 대한 경찰의 태도와

인식, 구체적으로는 개인 경찰관이 기자들의 취재에 응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결과적으로 어떠한 사건이 어느 정도로 보도되는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심층인터뷰를 통해 다음의 사항들이 확인되었다.

첫째, 일선 수사관들은 언론 보도로 인해 수사에 방해가 될 때가 있다고 지적하

였다.79) 기본적으로 수사는 비공개성을 띠며 특히 수사 대상에 대하여는 기밀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언론 보도는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가

장 직접적으로 수사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경우는 용의자가 검거되지 않았는데 언

론이 사건에 대해 먼저 보도하여 용의자 검거가 더욱 어려워지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통신사 기지국을 활용한 위치 추적으로 용의자를 좇고 있는데, 수사 방법이

언론에 보도되면 용의자가 이를 인지하고 휴대폰을 폐기하거나 번호를 바꿀 수 있

기 때문에 검거가 어려워지게 될 수 있다. CCTV 공개도 마찬가지로 용의자 검거

에 방해를 초래한다.

살인 사건 등의 용의자를 검거할 때뿐만 아니라 유괴 사건에 있어서도 언론의 범

78) 다만, 이는 언론 일방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피의 사실에 관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경찰의 비일관
적·비공식적인 정보 제공 또한 크게 작용한다.

79) 언론의 긍정적 기능에 대해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 인터뷰 대상 경찰관들도, 경찰의 가장 주요한

기능이자 본질인 수사에 언론 보도가 방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는 어조가 다소 격해졌

으며 언론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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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보도가 피해자를 무사히 구출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 유괴 사건에서

경찰은 범죄자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고려하며 유괴된 피해자를 무사히 구출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게 되는데, 언론에 보도가 나면 범죄자가 경찰에 알리거나

대국민적으로 알려진 것에 분노하여 피해자에게 해코지할 가능성이 커진다. 경찰관

6은 옛날에는 언론이 경찰의 엠바고를 존중하지 않아 피해자를 무사히 구할 수 없

었던 경우가 많았다고 보았다.80)

형사팀원으로 근무하는 경찰관 4에 따르면, 횡령 등 조직적인 범죄사건을 수사할

때에도 언론 보도가 수사에 방해가 되기도 한다. 내사 단계에서 수사 대상자에게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었는데, 언론 보도가 나오면 대상자는 압수수

색 등에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경찰의 입장에서는 결정적 증거를 확

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경찰관 4는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여

기자들과 싸우는 경우도 있으며, 기자들에게 어디서 알았냐고 물어봐도 함구하기

때문에 정보원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연예인이 관련된 사건에서,

해당 연예인이 경찰서에 언제 출석하는지가 언론에 보도되어 변호사가 경찰에 항의

를 하고, 출석 일자를 변경한 적도 있다고 한다.

경찰관 2는 이러한 기자들의 과도한 취재 및 보도는 경찰 수사의 기밀성이 보호되

어야 하는 범위를 침범한 것으로 “지네들이 거의 수사를 할 정도로 그 선을 넘어버

린 것”이라고 하였으며, 기자들이 경찰의 수사에 대한 존중 없이 특종만 생각한다고

하였다.81) 앞서 피의사실공표죄의 적용 등으로 경찰관들이 언론의 취재에 소극적이

게 되었다고 서술한 바 있는데, 언론의 보도가 직접적으로 수사에 방해가 되는 점

또한 일선 수사관들이 언론 취재에 대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게끔 한다.

둘째, 경찰관들을 상대로 한 언론의 취재는 수사관들에게 수사 업무와 동시에 언

론의 취재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지워 간접적으로 수사 역량에 영향을 미친다.

기자단을 관리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홍보계에서 담당하지만, 기자들은 공

식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사건의 경우에는 더욱 많은 정보를 요구하며, 브리핑을 하

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알고자 한다. 기자들의 이러한 비

공식적인 문의는 모두 일선 과장이 맡고 있다. 오랜 기간 과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찰관 2는 사건 관련 문의 전화를 심한 경우 하루에 195통 받은 적도 있다며

기자들의 취재 전화로 인해 원래 해야 하는 업무를 전혀 하지 못할 때도 있다고 하

였다.

80) 한편, 인터뷰 대상 기자들은 경찰의 엠바고 요청은 거의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였다. 위의
인터뷰 대상 경찰관들은 수십 년간의 경찰 생활을 바탕으로 이야기하였으나, 최근에 기자들의 태도
가 바뀐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81) 그러나 기밀성이 특히 보장되어야 하는 정보들이 애초에 기자들에게 알려지는 경로에 대해서는
경찰 또한 책임이 있다. 경찰관 6은 수사 기밀이 가득한 사무실을 기자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
게끔 하여 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경찰이 비공식
적으로 기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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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5는 기자들의 전화 문의가 과도하게 많아지는 이유 중 하나로, 이전보다

언론사 수가 급증한 영향이 크다고 하였다. 또한, 사건 관련 정보를 구청이나 소방

에 문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통해서 파악하려고 하는 기자들의 취재 경

향도 원인이라고 하였다. 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확

보해 놓고 있지 않았거나, 기자들에게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면 기자가 경찰에 ‘수사

미진’이라며 따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렇듯 기자들이 경찰의 수사권을 이용하

여 정보를 확보하고자 하며, 경찰이 일종의 ‘취재 대행’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언론 대응 창구가 과장이라고 하여 기자들이 일선 형사 또는 팀장에게 전

혀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는 과장의 지시로 형사들이 기자들의 취재에

응하기도 한다.82) 경찰관 8은 피의자 구속 후 검찰에 인치하기까지 10일 이내에 수

사를 집중적으로 하여야 하는데83), 동시에 기자들의 취재에도 대응해야 하니 수사

에 집중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직접 취재에 응하지 않더라도, 경찰의 브리핑, 보

도자료 등 언론을 상대로 공식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때에도 사건 담당 형사들이 자

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였다. 사건 수사 중 언론의 취재 징후가 있으면 그때그때

언론 예상 보고를 올리는 것 또한 큰 부담이 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사건이 언론에 많이 보도될 경우, 경찰의 수사력 또한 그만큼

많이 동원된다. 경찰관 3은 침익적 행위인 국가기관의 수사가 언론의 보도에 따라

좌우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경찰관 3: 한강 사건 때도 강력팀이 다 동원됐거든. 왜 동원되냐? 기자들이 기사
를 쓰거든. 왜 쓰냐고 물어보면, 조횟수가 많이 나오니까. …이전에 부동산 투기 
사건도, 국민들이 공분이 있어, 언론에서 연일 보도해, 그러면 모든 본청, 중대
범죄수사국과, 각 지역의 지능범죄 수사대, 각 수사대들이 모든 사건을 중단해. 
거기에 다 달라붙는 거야. 온 수사부가. 그게 과연 국민의 입장에서 맞냐 보면, 
아니지. …그런 상황들은 경찰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럽지. 오히려 그걸로 인해
서 다른 건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너무 많지. 서초 같은 경우는 그 사건 수사
하는 동안, 편의점 강도가 터지든, 뭐가 터지든, 신경도 못 써. 

공식적으로 언론 보도에 따라 수사력을 동원하는 규정이나 지침은 없지만, 언론

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하면 지휘부 등 경찰관들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부실 수

82) 경찰수사공보규칙 제9조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수사부서의 장이 수사에 전념할 필요가 있을 때에
는 수사부서의 장 이외의 사람을 공보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릴 필요
가 있을 때에는 공보책임자가 사건 담당자로 하여금 언론사의 취재에 응하도록 할 수 있다.

83) 형사소송법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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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 해당 사건에 수사력을 총동원하게 된다. 이때 언론

이 국민의 요구를 대변한다고 하더라도, 특정 사건에 수사력이 집중되는 것이 정말

국민에게 이익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범죄 보도로 인해 추상적인 알 권리는 충

족할 수 있어도, 해당 사건의 피의자는 과도한 수사로 인한 피해를, 보도가 이루어

지지 않은 사건의 피해자는 불충분한 수사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된다.

2) 수사 단계 보도에 집중되는 범죄 보도

우리나라의 범죄 보도는 수사 단계(수사 개시 전부터 기소 전까지)에 치중되며,

해당 사건이 재판에서 어떠한 결과를 받아 확정되는지에 대한 보도는 지속해서 이

루어지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류영재, 2018). 박용규(2001)는 1930년대부터 1990년대

까지의 범죄 보도를 양적으로 분석하였는데, 80% 넘는 기사가 재판 전 단계를 집중

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외국에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한국의 경우 그

정도가 훨씬 심하다고 평가하였다.

수사 단계 보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피의자를 유죄로 추정한다는 점이다. 수사

단계에서 경쟁적 보도가 이루어지면, 범죄혐의자는 사실상 유죄를 추정받아 그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다시 언론은 이 반론에 대해서 검증하며, 반론이

거짓이거나 의심스럽다고 평가되면 대중은 그 혐의자를 유죄라고 확신하게 된다.

수사 단계 또는 재판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혐의의 입증과 공방이 재판 전 단계

에서 혐의자가 어떠한 방어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언론과 대중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혐의자에 대하여 생성된 유죄 추정의 이미지는 이후 무죄로

판결되었다고 하여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류영재, 2018).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

하고 범죄 보도의 대부분이 수사 단계에 집중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았다.

첫째는 뉴스 가치로서 시의성이 중시되는 문화 때문이다. 뉴스(news)란 말 그대

로 새로운(new) 것, 방금 막 발생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이는 뉴스가 주로 과거의

사건보다는 현재의 사건에, 관성적인 것보다는 변화에, 장기적인 과정보다는 이벤트

성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현실의 많은 중요한 부분들–

예컨대 재판 결과-이 시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Chibnall, 1977). 인터뷰 대상 기자들은 공통적으로 시의성이 범죄 보도의 중

요한 기준이 된다고 하였다.

기자 2: 정치인 비리라든가, 그런 게 아닌 이상 그냥 일반적으로 단순히 폭행 사
건 같은 경우는 두 달이 지난 사건에서는 사실 좀 시기가 너무 많이 지나가지
고. 보도가치가 크게 없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법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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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려면 한 달 이상 최소한 걸리는 건데, … 언론사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7월인
데 5월달에 일어난 사건을 쓰려고 하면은 보통 부장 데스크들이 ‘야 이거 언제
적 사건 가지고 와서 지금 이러고 있냐, 안 돼’ 이런 경우도 많고 그렇죠.

언론사가 시간과 다투는 기업이라고 볼 때, 언론사의 핵심인 뉴스가 시의성을 중

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시의성은 기사 취재, 작성, 그리고 신문 편집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김덕모, 2005). 그러나 문제는 확실성보다 시의성을 중

시한다는 데에 있다.

기자 3: 뉴스라는 게 사실 그 날 지나면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이미 수백 
개의 기사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 새로운 걸 얹지 않으면 내일 쓰는 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안에 처리를 해야 하고, 새로운 게 나한테 들어왔
다면, 하루 더 확인할 것인가, 아니면 여러 추론을 하든, 지르든 간에, 판단을 내
려서 오늘 써야겠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죠.   

기자들은 나름 수사기관의 발표 등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지만, 수사기관이 공

표하는 피의사실은 ‘사실’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의견’에 불과하다. 김봉수(2019)에

따르면 실제로 수사기관의 ‘언론브리핑’ 내지 ‘수사결과보고’의 내용은 객관적인 범

죄사실 내지 정보의 공개라기보다는 피의자를 수사한 수사기관의 의견과 이를 뒷받

침할 만한 정보들(수집한 증거들, 피의자의 진술 및 태도, 수사담당자의 잠정적 결

론 내지 의견, 수사경과 및 수사방향 등)이 혼재되어 있다.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는 무죄로 추정되는 그야말로 ‘피의자’일 뿐이며, 이 단계에

서 사건에 대한 정보는 모두 ‘피의사실’이다. 기사에 담긴 내용이 확정적인 정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의성이 높다는 이유로 수사 단계에 보도가 집중되는 것이다.

어떠한 사건이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으려면 최소 수개월에서 때로는 수년까지 걸

리는데, 그때는 이미 사건의 시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피의 사건으로 관심

이 옮겨간다.

시의성을 중시하는 언론사의 관행을 통해 왜 피의 단계에서 신상을 공개할 필요가

생기는지에 대해 추론할 수 있다. 사건 발생 직후 피의 단계에서 사건에 관한 기사

가 가장 많이 쏟아지며, 따라서 이때 국민의 관심도도 가장 높으므로, 경찰에서도 이

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진 후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면 이미

수년이 지난 사건이라 언론도 국민도 관심을 덜 가질 것이다. 언론의 취재 방식이

변화하여, 재판 기사가 활발하게 작성되는 문화가 조성된다면, 피의자 신상 공개의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다. 이는 반대로, 현재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가 언론의 보

도 관행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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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언론사 간 보도 경쟁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보도 경쟁에서

뒤처지면 시장에서 퇴출된다는 두려움 속에서, 주요 사건에 대한 속보를 지속적으

로 생산함으로써 치열한 보도 경쟁을 벌인다(고승우, 2010). 인터뷰 대상 기자들은

수사 단계에 범죄 보도가 집중되는 데에는 시의성을 중시하는 문화뿐만 아니라 언

론사 간 속보 경쟁이 큰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였다. 언론사 간 경쟁에서 중요한 점

은 다른 언론사보다 빨리, 차별화된 정보를 기사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속보 경쟁은

주로 일반 기사가 아닌 단독 기사를 보도하는 경우에 일어난다.84) 기자5는 언론사

에서 기자들의 단독 기사 작성 건수가 곧 실적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하였다.

 기자 1: 방송사는 문제가 저녁 뉴스가 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걸 사
건을 인지해서 단독으로 쓸 거야, 근데 그걸 쓰는 시간이 저녁이란 말이에요. 그
런데 낮에 신문사나 통신사들이 인터넷으로 먼저 내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
럴 때는 허탈한데. 시간 때문에 ‘물 먹는다’고 하거든요. 너무 중요한 사건이고 
‘이건 금방 어디선가 쓸 거 같아’ 하면은, 저희도 먼저 인터넷 단신으로 짧게 써
요. 쓰고 저녁에 한 번 더 깊게 쓰고 이런식으로. 시간, 속도, 시간 경쟁이죠. 

최근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다른 언론사들보다 빨리 보도하려는 경쟁으로 인해,

재판 단계보다는 수사 단계에 언론 보도가 집중되게 된다. 사건이 발생하면 언론사

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건에 대해 파악하게 되는데, 다른 언론사가 단독 기사

를 먼저 쓸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아직 수사 단계라 정보가 확실치 않다고 하여

재판 단계까지 보도를 미룰 수는 없는 일이다. 또한, 새로운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

생하고 이를 보도하기 위한 언론사 간 속보 경쟁이 심한 상황에서 이전의 사건에서

피의자가 어떠한 판결을 받았는지 일일이 후속 보도하기 힘들다.

속보 경쟁은 결국 정보의 ‘차별성’이 관건으로 작용하는데, 다른 언론사가 알지

못하는 정보를 먼저 보도하는 것이 단독 기사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사건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즉 피의 단계에서 재판 단계로 나아갈수록 사건에

대한 정보가 많이 알려져 차별성 있는 정보를 입수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점점

기사 작성의 동기가 떨어진다. 기자 3은 재판 기사(후속 기사) 작성은 피의자가 진

술을 번복하거나 강압 수사 등의 의혹을 제기하는 등 주로 피의 단계에서 밝혀진

사실과 다른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만 작성한다고 하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재판 기사는 이미 시간이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피의 단계에 비해 관심도나

84) 단독 기사가 아니더라도, 한 언론사가 단독으로 먼저 보도한 사건이거나, 경찰이 보도자료나 문

자풀을 통해 정보를 제공한 사건에 관한 일반 기사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다른 언론사는 알지 못하는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기자들 간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기도 한다. 한편, 기자 2는 단독 기사가 아닌

일반 기사의 경우 기자들끼리 협력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다만 기자들 간 협력 여부는 기자 개인의 성

향에 따라 크게 다르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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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력이 떨어진다고 하였다.

기자4: 재판 단계에 넘어가서 부터는 발생했던 그 시점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
져 있고, 그리고 그 단계부터는 사실 사건 번호랑 사건 관계자 이름 이런 것만 
있으면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재판 단계
에서부터는 그렇게 그 기자가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보도할 수 있는 부분이 되
어버려서 관심이 좀 식는 게 있지 않나.

속보 경쟁은 피의 사실 보도에뿐만 아니라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에도 영

향을 줄 수 있다. 기자 1은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될 경우 신상정보를 바탕으로 취

재할 수 있는 경로들이 더 많아지므로 언론 입장에서는 이를 반기게 된다고 하였

다.85) 다른 언론사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아내어 보도하고자 하는 언론사에서는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을 원하게 될 것이고, 언론 보도를 통해 신상 공개 요구 여

론을 조성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은 다시 속보 경쟁에 불을

붙이게 된다. 이처럼 언론사 간 속보 경쟁은 언론사의 피의사실 보도 관행으로 이

어지며,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과도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

마지막으로, 언론의 범죄 보도가 수사 단계에 치중되는 원인으로 수사기관의 피

의 사실 공개를 꼽을 수 있다. 법원에 비해 수사기관은 비교적 실적 홍보를 위해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적극적이다(형사정책연구원, 1996).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약 3년간 검찰에 출입한 경력이 있는 기자 3은 수사기관이 여론을 이용하여 수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끔 하기 위해 언론에 피의 사실을 알려주기도 한다고 지

적하며, 수사 단계에서의 보도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86)

이에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특유의 출입처 제도로 인해 기자들이 검찰 및 경찰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다는 점(문병호, 1994)이 결합하여 수사기관의 정보 제공이 기사

화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다. 언론 보도 여부가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 개최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제공하여

보도가 나게끔 하는 것은 자족적으로 피의자 신상 공개를 위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측면이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범죄 보도는 수사 단계, 즉 피의자 단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시의성과 속보 경쟁을 중시하며 수사기관의 정보 제공에 지나치게 의

85) 한편, 기자5는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과 언론의 피의자 신상 보도 모두 국민의 알 권리가
아닌 대중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며 피의자 신상 공개 전반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
혔다. 이는 기자들이라 하여도 정보 공개에 무조건 찬성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86) 다만, 기자 3은 최근 몇 년간 검찰에 대해 비판적인 개혁으로 인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관행이
매우 크게 개선되었다고 하였다. 앞서 경찰의 피의 사실 공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문화된 규
정이라 여겨졌던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가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가 생기면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가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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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하는 언론의 관행과,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수사기관의 관행이 결

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수사 단계에 집중되는 범죄 보도는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시의성과 속보 경쟁을 중시하는 언론 문화

는 언론의 피의자 신상 보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 2 절 언론의 피의자 신상 보도

1. 언론의 피의자 신상 보도 사례

이전의 연구들은 언론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사례에 대해 서론에서 짧게 언급

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여기서는 피의자 신상 공개가 제도화된 2010년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의 언론의 피의자 신상 보도 중 주목할 만한 사건을 선정하여 구체적인

보도 내용을 분석하였다. 2010년 4월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가 입법되기 이전의 범죄

사건 사례는 무수히 많기 때문에, 많은 논문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2009년

강호순 사건과 2010년 김길태 사건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강호순 사건과 김

길태 사건은 2005년 이후 경찰이 피의자의 얼굴을 가려 초상권을 보호하고 언론 또

한 경찰의 조치를 존중하던 관행을 깨는 도화선이 되었다.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

입법 이후 제도에 따라 공식적으로 경찰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사례는 2021년 7

월 기준 21건이다. 모든 사례를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어 비교적 최근에 발생하였으

며 신상 공개가 논란이 된 2019년 5월 고유정 사건과 ‘박사방’ 관련 조주빈 사건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조선일보>의 오보가 문제가 되었던 2012년 8월 나

주 성폭행 사건도 함께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 입법 이전에

사건이 발생하여 몇 년 후에 언론에 의해 신상이 공개된 조두순 사건과 이춘재 사

건을 다루었다. 이들은 엄밀히 따지면 ‘피의자’ 신분이 아니지만, 이 또한 언론이 자

체적으로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한 사례이므로 분석에 포함시켰다.

1) 피의자 신상공개제도 입법 (2010.4) 이전 사건

(1) 2009년 강호순 사건

강호순이 2005년 10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장모와

처를 살해한 이래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경기도 서남부에서 연쇄적으로 여성 7명

을 납치하여 살해한 연쇄살인 사건이다. 강호순이 2009년 1월 27일에 체포되면서,

2005년 이래 피의자에 대한 신상 보도를 자제해 왔던 그간의 관행을 깨고 1월 31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피의자의 성명과 사진을 보도하였다. 같은 날 SB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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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8시 뉴스로, KBS는 ‘뉴스9’에서 보도하였으며, 이후 2월 2일 <동아일보>, <국

민일보>, <세계일보>, <서울신문> 등의 신문사와 MBC ‘뉴스데스크’에서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기존의 관행대로 여러 우려 사항들을 고려하여

강 씨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조선일보>의 1월 31일자 “그도 영혼이 있을까 : 군포 살해범 강호순, 여성 7명

연쇄살인 자백”는 강호순이 개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도하며, 강호순의 이름과 나

이뿐만 아니라 범행 수법과 시신을 암매장한 위치까지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다. 또

한, 그의 직업, 평소에 주민들에게 어떠한 평을 들었는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심

지어 그가 살던 집의 책장에 어떠한 책이 있었는지까지 묘사하고 있다. “독자 여러

분께 - 범인 사진을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2005년 경찰의 직무규칙 제

정 이후 범인임이 확실한 경우에도 언론이 중범죄자의 얼굴과 성명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반(反)인륜범죄자들의 얼굴은 마땅히 공

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선진국에서는 중범죄자의 인권보다 국

민의 알 권리를 우선한다는 점, 국민의 알 권리를 피의자의 인권보다 중시하는 경

향이 강하다는 점, 신문윤리실천요강87) 상 언론의 자율적 판단의 범위를 넓혔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신상 공개를 정당화하고 있다.

같은 날 <중앙일보>의 “중앙일보, 공익 위해 연쇄살인범 강호순 이름·얼굴 공개”

라는 제목의 기사는 <조선일보>가 입수한 강호순의 사진과는 또 다른 정면 얼굴

사진을 보도하였다. 조선일보의 기사와 같이, 그간 경찰의 관행에 따라 언론도 적극

적인 신상 보도를 하지 않았지만 “인륜을 저버린 흉악범의 인권보다는 사회적 안전

망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경찰이 책임 추궁을 피하기 위해

훈령을 기계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신상 공개를 결정하기 위해

법조인과 경찰 관계자, 교수 등에게 자문을 구하여 신중히 결정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 파장이 클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을 축소 해석할 수 있다는 법원의 유

권해석도 받았다고 언급한다. 신상 공개에 대한 찬반론을 모두 소개하면서, 이러한

찬반론을 고려한 앞으로도 범죄자가 공인인 경우나 증거가 명백한 연쇄살인범에 대

해서는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이로써 독자들의 제보를 활

용해 경찰의 추가 수사를 돕겠다는 것이다.

87)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⑤ (피의자 및 참고인 등 촬영 신중) 기자는 형사사건의 피의자, 참고
인 및 증인을 촬영하거나 사진 또는 영상을 보도할 때는 최대한 공익과 공공성을 고려해야 한다.
- 출처 : 신문윤리실천요강, 한국신문윤리위원회, http://www.ikpec.or.kr/sub/sub_0102.asp

http://www.ikpec.or.kr/sub/sub_0102.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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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 왼쪽부터 강호순의 <조선일보>, <중앙일보>, <뉴시스>의 보도 사진. 호송 중
에는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이동하여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필두로 다른 방송사들과 신문사들도 강호순의 얼굴

을 공개하였다. 김상철(2009)은 <조선일보>가 흉악범의 얼굴 공개를 계속해서 주장

해 왔음을 감안할 때, 일관된 입장을 보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뒤이어 경쟁

적으로 얼굴을 보도한 많은 신문사와 방송사들은, 별다른 고민 없이 언론계의 굳어

진 관행인 ‘대세 추종’과 ‘면피’ 행태를 되풀이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세적 흐름에 가세하지 않은 언론사도 있었다. <한겨레>는 2월

2일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공인이 아닌 이상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

이 원칙”이라며 “이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그리고 아무리 끔찍한 범죄를 저지

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상 공개는 수사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

다는 인권적 형사법적 측면을 두루 고려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국

민적 합의 아직 충분치 않아 본보, 강씨얼굴 공개 안합니다”라는 명확한 입장을 표

명했다. 당시 <한국일보>는 “사진 공개를 원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분노 역시 정당

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본보는 사진 공개에 따라 얻어지는 공익과 이를

위해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을 둘러싼 국민적 합의가 아직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

다”며 사진 공개를 거부했다. 또한 피의자가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사진 공개를 통

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미미하며, 피의자의 가족에게 보복이 가해지는 등

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였다. 실제로 강호순이 첫째 부인과 결혼해 낳은 두

아들(15, 13세)을 비롯해 둘째 부인 사이에 둔 8살짜리 아들까지 세 자녀가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살게 될 지 등과 관련된 글들이 올라오는 등 주변인에 대한 신변 보

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강호순 사진 공개 이후 그의 아들이 운영하던 미

니홈피에 네티즌들의 무차별 욕설이 난무하여 폐쇄하기도 하였다.

(2) 2010년 김길태 사건

2010년 2월 성폭력 전과자 김길태가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유기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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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다. 경찰은 인권 침해 논란으로 흉악범이라도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던 관례를

깨고, 6년 만에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였다. 현행 제도에서와 같이 피의자의 사진

을 공식적으로 언론에 배포하는 방식은 아니었지만, 피의자 연행 과정에서 피의자

의 얼굴을 가리지 않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언론에 노출시켰다. 당시 김중확 경찰청

수사국장은 “이번 얼굴 공개는 경찰청 지침이 아니라 부산 수사본부에서 결정한 것”

이며 “피해자 몸에서 김의 DNA가 검출되는 등 물증이 확실하고 공개수배 돼 이미

사진이 공개된 점 등의 배경 때문인 것으로 안다”며 2005년 마련된 경찰청 규칙과

다른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해명했다. 또한, 그는 “가능하면 내부 지침대로 피의자

초상권을 보호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이번 경우에 또 얼굴을 가렸다면 국민이 더 분

노했을 것”이라며 국민의 여론을 의식한 조치였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림 7 : 김길태의 <조선일보>의 보도사진 (왼쪽) 과 <노컷뉴스> 보도 사진(오른쪽)  

경찰이 피의자 호송 과정에서 피의자의 얼굴을 가리지 않자, 2010년 3월 11일 주

요 언론은 일제히 범인의 체포 및 연행 현장을 그대로 사진에 담아 기사와 함께 제

공하였다. <조선일보>는 “더 이상 가려주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1면 기사를 통해

경찰이 2004년 이후 처음으로 피의자의 얼굴을 마스크와 모자 등으로 가리지 않았다

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호송 과정에서 드러난 피의자의 얼굴 사진을 매우 크게 실었

다. 이전 강호순의 얼굴 사진을 공개하면서 <조선일보>가 얼굴 공개의 정당성을 강

력하게 피력한 것과 달리, 얼굴을 공개하는 이유는 김희웅 사상경찰서장의 말을 인

용(“김길태의 얼굴을 언론뿐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공개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

단을 수사본부에서 내렸다”)으로 갈음하고 있다. 경찰이 피의자의 얼굴을 가리지 않

았으니, 언론이 이를 그대로 보도하는 데에는 윤리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언론이

적극적으로 공개 여부를 판단해야 했던 강호순 사건과 달리, 김길태 사건의 경우 경

찰이 피의자의 얼굴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강호순 사건 때 얼굴 공개를 하지 않았

던 언론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김길태의 얼굴 사진을 보도하였다.

강호순 사건에서 언론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얼굴을 공개하고, 이어 김길태 사건에

서는 경찰까지도 여론을 의식하여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기 시작하니 피의자의 얼굴

공개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후 현행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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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제도를 제정한 특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0.3.31. 국회를 통과하였다.

2)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 입법(2010.4) 이후 사건

(1) 2019년 고유정 사건

2019년 5월 25일 고유정이 제주도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씨를 살해한 혐의

를 받은 사건이다. 당시 고유정이 범행 당일 제주를 빠져나오면서 강씨의 시신 일

부를 바다에 버리고 이어 같은 달 29일에 경기도 김포에 있는 부모 소유의 아파트

에서 시신을 추가로 훼손한 뒤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 경찰청은 6월 5일 신

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특강법상의 신상공개제도에 따라 피의자 고유정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을 따로 언론에 배포한 것은 아니지만, 실명을 공

개하고 현장검증이나 검찰 송치 등으로 인한 언론 노출 시 마스크를 씌우는 등의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림 8 : 고유정의 2019.06.06 <연합뉴스> 보도 사진 (왼쪽), 06.10. <뉴시스> 보도 사진

그러나 다음날 언론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고유정 본인이 머리를 숙이고 긴 머

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이동 과정에서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다. 분노한 시민

들이 이동 중인 고유정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으며, 머

리카락을 묶게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나 사실상 경찰이

피의자 호송 중에 머리카락을 묶고 고개를 들게까지 할 권한은 없었기에, 이후에도

‘머리카락 커튼’은 계속 문제가 되었다. 6월 7일 고유정이 유치장에서 진술녹화실로

이동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어 보도되었는데, 신상 공개 결정 이후 고유정의 얼

굴이 제대로 공개된 유일한 경우였다. 2010년 김길태 사건에서 마스크 없이 이동하

는 김길태의 사진이 여러 날에 걸쳐 여러 장 보도되었던 것과 달리, 2020년 6월 현

재에도 고유정의 사진은 6월 7일에 촬영된 사진(그림7. 다른 언론사들도 연합뉴스가

배포한 이 한 장의 사진을 보도하였다.)이 전부이기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88) 이

때문에 머그샷이나 신분증 사진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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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 왼쪽부터 <조선일보>의 강호순, 김길태, 고유정 사진 보도

주목할 점은, <조선일보>가 강호순 사건이나 김길태 사건에서 1면에 피의자의

사진을 매우 크게 보도하였던 것과 달리, 고유정 사건에서는 연합뉴스에서 배포

한 고유정의 사진(그림7)을 6면에서 매우 작은 크기로 보도했다는 것이다. 이는

강호순, 김길태 사건과 달리 <조선일보>가 피의자의 사진을 단독 보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쟁의식이 줄어들었다는 점과 경찰이 이미 공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부연 설명이나 정당화가 필요 없다고 보는 태도를 암시한다.

(2) 2020년 조주빈 사건

2020년 3월 24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

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 불법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5)의 신상

을 공개했다. 특강법상의 강력범죄가 아닌 성폭력처벌법 상의 성범죄로 인해 피의

자의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이다.

경찰은 이전과 달리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직접 언론에 배포하였다. 그간 경찰은

피의자의 얼굴을 가리지 않는 소극적 방법으로 피의자의 신상 공개 결정을 이행하

였는데, 고유정 사건 당시 호송 과정에서 피의자의 얼굴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많았다. 경찰청은 강력범이 사진 촬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분증에 있는

얼굴 사진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행정안전부에 의뢰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은 조주빈의 신분증 사진

을 언론에 배포하였다. 언론은 피의자 관련 보도에 있어 경찰청이 배포한 사진과

호송 과정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을 모두 사용하였다.

88) 피의자 호송 중 촬영된 사진은 거의 없지만, 2019년 7월 5일에 방영된 jtbc의 <이규연의 스포트라
이트>에서는 학창시절과 20대시기로 추정되는 고유정의 일상 사진을 공개했다.
- 출처 :권혜림(2019.07.05). 고유정 동창 "말도 잘하고 웃겼던 친구"···새로운 사진 공개, <중앙일
보>. Retrieved 06/21/20 from https://news.joins.com/article/23516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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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 경찰이 배포한 조주빈의 주민등륵증 사진 (왼쪽, 경향신문)과 피의자 
호송 중 찍힌 사진 (오른쪽, 연합뉴스)

‘박사방’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부분은 경찰이 조주빈의 신상공개심

의위원회를 열기 하루 전날 저녁인 3월 23일 SBS가 8시 뉴스에서 조주빈의 실명과

얼굴 등의 신상을 보도하였다는 것이다. SBS는 얼굴을 공개하는 이유에 대해, 이번

사건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성범죄이며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남긴 중대

한 범죄라고 판단했으며 “추가 피해를 막고 또 아직 드러나지 않은 범죄를 찾아서

수사에 도움을 주자는 차원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

과 함께 구속된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BS는 조주

빈이 졸업한 대학을 알아내서, 조주빈이 학보에 게재했던 글에 실린 조주빈의 얼굴

사진을 입수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1 : 2020.03.23 SBS 8시 뉴스 캡처 화면.

SBS 보도 직후 다른 언론사들도 앞다투어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하였다. 주로

‘SBS 8시 뉴스가 조주빈의 얼굴을 공개했다’는 내용과 함께 SBS 8시 뉴스에서 공

개된 피의자의 사진을 함께 보도하는 방식이었다. 반면, <서울신문>은 “사회복지자

원봉사인증관리 사이트에 등록된 조씨의 기록을 보면 그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57차례 자원봉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는 등 그의 행적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보도를 하면서도 아직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는 것을 의식한

것인지 조주빈의 여러 사진(SBS가 공개한 사진 포함)을 모자이크하여 보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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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다음 날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지자, 언론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조

주빈이 봉사활동을 하는 사진, 졸업 사진 등을 보도하였으며 그의 생년월일부터, 구

체적인 학력과 활동 내력 등을 매우 상세하게 보도하였다.

(3) 2012년 나주 성폭행 사건

2012년 8월 30일 범인이 가정집에 침입하여 거실에서 자고 있던 초등학교 1학

년 여아를 납치하여 강간하고, 중상을 입은 피해자를 태풍 속에 장시간 방치하여

목숨을 위태롭게 한 사건이다. 2014년 대법원은 원심의 무기징역을 확정하면서 성

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제도에 따른)신상정보

공개 10년을 명했다. 범인이 피의자 단계에 있었던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에 따른 신상 공개 결정을 하지 않았다.

경찰이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피의자 검거(8

월 31일) 하루 후인 2012년 9월 1일 1면에 “병든 사회가 아이를 범했다”는 기사에

서 피의자의 실명(고OO)을 공개함과 동시에 피의자의 얼굴 사진을 매우 크게 보도

하였다. 그러나 해당 사진은 실제 피의자가 아닌 무고한 사람의 사진인 것으로 밝

혀졌다. 1일 오후 인터넷 포털 게시판에 “제 친구 사진이 나주 성폭행범(고종석) 사

진으로 도용됐습니다. 신문 1면으로 퍼졌어요. 도와주세요”라는 글이 게시되면서 논

란이 일자, <조선일보>는 1일 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정정보도를 통해 오보

를 시인하고 공식 사과했다.

그림 12 2012.09.01.일자 <조선일보> 보도. 왼쪽은 지면의 원본(출처: 한겨레)이며, 오른쪽은 정
정보도 이후 현재 조선일보 DB에 올라와 있는 파일(피의자의 CCTV 화면)이다.

정정보도에서 <조선일보>는 해당 사진을 보도하게 된 경위에 대해, “본지는 초

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한 범인이 조두순, 김수철을 뛰어넘는 반인륜적 흉악

범죄자라 보고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 위해 취재에 나섰습니다. 취재팀은 31일 밤

고종석의 모습이 비친 호송사진과 CCTV 화면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고종석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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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물 미니 홈페이지 등을 검색하던 중 CCTV화면 등에 나오는 고종석과 닮아 보

이는 인물 사진을 찾아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후 사진 속 인물로부터 항의 전화

를 받은 뒤, 즉각 조사에 나섰지만 피의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바로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하였다. 결국 오후 5시쯤 경찰을 통해 고OO 본인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본인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은 뒤에 사진이 잘못 게재되었음을 확

인하였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보도 이전에 경찰관들과 주민들한테서 사진 속 인물이 고씨가 맞

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해명하였다. 실제로 경찰관들이 기자들이 확보한 사진이

해당 피의자와 동일 인물이라고 확인해 주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다.

언론과 경찰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나주경찰서 관계자는 수사 경찰관이 “고씨

사진이 확실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의 증언에 따르면, 8월 31일

오후 <조선일보> 기자가 전남 나주 경찰서에 찾아와 문제의 사진이 피의자가 맞느

냐며 확인을 요청하자, 해당 경찰이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하자 기자는 그냥 돌아갔

고, 이 사진이 그대로 1면에 실렸다는 것이다.

경찰이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피의자

의 신상을 공개했다는 비판을 차치하고서라도, 피의자의 얼굴이라는 중요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면서 충분한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다. <조

선일보>가 정정보도를 하기는 했지만, 오보 이후 피해자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었다. 개그맨 지망생이었던 피해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요즘은 하루 종일

제 정신 못차리고 기사 확인하고 댓글 읽으면서 시간을 다 보내요.”, “김병만처럼

되는 게 제 꿈이예요. 끝없이 노력하는 게 멋있어요. 그런데 이번 일 겪으면서 이미

지에 타격 입을까 걱정이 많이 돼요.”라는 심정을 밝혔다.

한편, 해당 사건의 진짜 피의자인 고OO에 대한 신상 보도 또한 문제점이 있다.

앞서 <조선일보>의 보도 등 여러 언론사들은 피의자의 실명을 보도하였으며, <조

선일보>의 얼굴 보도는 오보로 확인되었지만 이후 호송 및 재연 과정에서 피의자

의 얼굴이 언론에 모자이크 없이 보도되었다. 언론에 보도된 사진을 보면, 피의자는

검은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있지만, 이동 중 드러난 측면 또는 정면 얼굴이 사진

이 찍혀 그대로 보도되었다. 이는 한 언론사가 피의자의 사진을 확보해 먼저 신상

을 보도하고, 다른 언론사가 따라서 보도하기 시작한 2009년 강호순 사건에서의

<조선일보>의 신상 보도와 2020년 조주빈 사건에서 SBS의 신상 보도와는 차이가

있다. 한 언론사(조선일보)가 선제적으로 피의자의 신상을 보도하려 하였으나 오보

로 인해 실패한 상황에서, 여러 언론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동 중 드러난 피의자

의 얼굴을 보도하였기 때문이다.

이동 중에 자연스럽게 피의자의 얼굴을 노출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상 공개 결정

이 내려졌을 때 경찰이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 당시 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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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결정이 없었음에도 마스크 제공 등 보호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 피의

자 신상 공개제도가 2010년에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 내부

지침은 2015년에 마련되었기에 당시 일선 경찰관들의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언론의 관행은 경찰의 공식적 신상 공개 결정이 없을

경우 피의자의 얼굴이 노출되더라도 모자이크하여 보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당시

언론에는 이러한 관행이 정착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강호순 사건이나

조주빈 사건과 같이 특정 언론사의 선구적인 신상 보도에 따른 것이 아닌, 피의자

신상 공개와 관련한 경찰과 언론이 전반적인 기준과 합의 부족으로 나타난 결과라

고 볼 수 있다.

3)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 입법(2010.4) 이전에 발생하였으나, 수년 후

언론에 의해 신상이 공개된 사건

(1) 조두순 사건 (2008년 발생, 2019년 4월 언론 공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장기 파손

등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2008년 당시는 특강법과 성폭력처벌법상 피의자 신상

공개가 제도화되기 전이어서 법이 적용되지 못했다. 또한, 언론 또한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는 경찰의 직무규칙을 따르는 관행을 보였던 시기였기 때문에 얼굴이 공개되

지 않았다.89)

조두순은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에 따라 출소 후 5년간 ‘성범죄자 알림e사이

트’에 얼굴과 주소 등 신상이 공개되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지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하며 출판물과 방송

등을 이용한 공개는 할 수 없다. 또한, 해당 사이트를 통해 조두순의 사진을 캡처해

유포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렇듯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큼에도 불구하고, 2019년 4

월 MBC 프로그램 <실화탐사대>는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둔 조두순의 얼굴을 공

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그의 얼굴을 공개하였다.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한 매

체와의 인터뷰에서 “현행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이미 감안했다”며 “그대로

놔둬선 안되겠다는 절박함이 있었다. 조두순이 출소해도 시민의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 근거가 없다”고 밝히며 공익적 가치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개 결

정을 내렸다고 하였다.

이 사건은 이미 형이 확정된 범죄자에 대해서 형이 끝나가는 시점에 언론이 독자

적으로 얼굴 사진을 보도했다는 점에서, 형 확정 전의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와

차이가 있다. 또한, 형이 확정된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 제도에 따라 사이트에

서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대대적인 언론

89) 2020년 조주빈 사건 이전까지는 경찰이 살인죄에 대해서만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 입법 이후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을 확률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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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를 통해 범죄자의 얼굴이 공개되었으며, 수사기관이나 정부가 아닌 언론이 주

체가 되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연구 주제와 큰 연관이 있다. 이 사건은 아무리

신상 공개 여론이 크다고 하더라도, 형벌불소급의 원칙90)과 조두순이 이미 피의자

의 상태를 벗어났다는 점 때문에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에 따라 경찰이 신상을 공개

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법의 구속을 덜 받는 언론이 그 역할을 대신해 준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2)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1986~1991년 발생, 2019년 9월 언론 공개)

1986~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시에서 10명의 부녀자가 강간·살해 당한 사건으로,

오랫동안 ‘화성 연쇄살인사건’으로 알려져 있었다. 사건 발생 30년이 넘도록 미해결

로 남아 있던 역대 최악의 장기 미제 사건으로 평가된다. 사건 발생 당시 언론과

경찰 모두 피의자의 인권 보호에 대한 인식 없이 관행적으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

했던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의자조차 특정되지 못해 당연히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지 못했다. 당시 살인사건 공소시효는 15년이었기 때문에 2006년 4월 이 사

건의 공소시효가 완료되었다. 그러나 공소시효와 별도로 경찰은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를 계속하였고, 2019년 9월 경찰은 DNA 분석을 통해 이춘재를 용의자로 지목

하였다. 그는 1994년 청주에서 처제(당시 20세)를 성폭행하고 살인한 사건으로 무기

징역을 선고 받아 1995년 10월부터 24년째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이후

2019년 9월 18일에서 10월 1일 사이에 걸친 9번의 대면 조사 과정에서 이춘재 본인

이 범죄를 시인했다.

경찰은 브리핑에서 용의자의 이름과 나이, 수사 진행 상황만을 발표했을 뿐 용의

자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현행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가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된 사건의 용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후 2019년 12월 경찰은 신상 공개위원회를 열어 이례적으로 피의자 신분이 아닌

이춘재의 신상을 공개하였다. 그러나 이전의 방송 보도로 인해 이춘재의 신상은 이

미 보도된 상태였다. 2019년 9월 25일 MBC 프로그램 <실화탐사대>는 이춘재 사건

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당시 경찰 수사에 대한 의혹을 파헤치는 동시에 그의 실제

사진을 공개하였다.91) 앞선 조두순 사건에서의 얼굴 공개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공개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이 자율적 판단에 따라

공개를 결정한 것이다. 이와 같은 언론의 자체적 신상 공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이춘재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반영된 것이며 민간 차원의 징

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무기 징역을 선고 받아 다시 사회로 나올 가능

90) 헌법 제13조 1항과 형법 제1조에 따라 행위시에 그 행위가 범죄로서 형벌을 과하게 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후에 정하여진 법률의 효력을 행위시까지 소급하여 행위자를 처
벌하는 것을 효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 이병태(2016), <법률용어사전>

91) <실화탐사대>의 보도 이전에는 사건 발생 당시 발표되었던 용의자 몽타주만 공개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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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낮은 용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범죄 예방과 관련한 공익적 목적과 무관

하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4) 소결

우선, 7건의 사례들 중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 이후 언론이 이를 따라서

피의자의 신상을 보도한 사례는 2010년 김길태 사건과 2019년 고유정 사건이었다.

수사기관이 신상 공개 결정을 할 경우, 언론은 그에 대한 비판 의식 없이 대부분

더욱 적극적으로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보도하였다. 언론의 피의자 신상 보

도가 문제가 되었던 사건을 위주로 선정하다 보니 2건으로 국한되었지만, 사실상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 입법 이후 언론의 피의자 신상 보도의 대부분은 이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이 신상 공개 결정을 내리기는 하였지만, 경찰의 공개 결정

이전에 언론이 자체적으로 피의자의 신상을 보도한 사건은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과

2020년 조주빈 사건이다. 두 사건은 피의자 신상 보도의 배경에 차이가 있다. 이춘

재 사건의 경우 이춘재가 피의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공개 결정을 주저하

는 사이에 언론이 선제적으로 공개한 것이다. 조주빈 사건의 경우, 경찰 또한 피의

자 신상 공개 제도에 부합한다고 보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한 상황

에서 언론이 하루 먼저 공개한 것이다. 수사기관과 언론이 배치되는 행보를 보인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의 결정에 앞서 언론이 먼저 신상을 공개하였다는 점은 신

상 공개가 제도화된 후에도 언론이 여전히 제도와 관계없이 자율적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자체적으로 피

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사례는 2008년 조두순 사건과 2009년 강호순 사건이었다. 두

사건 모두 당시 경찰의 피의자 초상권 보호 관행과 더불어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

가 입법되기 전이라 명확한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해, 경찰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

개하지 않았다. 2009년 강호순 사건의 경우, 언론은 당시 피의자 신분인 강호순의

신상을 자체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이후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의 입법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2008년 발생한 조두순 사건에서는, 당시 언론이 피의자의 신상을 보

도하지는 않았으나 한참 후인 2019년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언론이 그의 신상을

보도하였다.

또한, 오보로 인해 비록 의도했던 얼굴 공개를 하지는 못하였지만 2012년 나주

성폭행 사건에서 <조선일보>의 보도 또한 경찰의 공개 결정에 앞선 언론의 자체적

판단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힌 대형 오보였으며,

언론의 자율적인 신상 보도가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이다. 피

의자를 직접 대면 수사하는 경찰에 비해, 언론은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잘못 파악

할 확률이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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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를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은 언론의 자율적 판단에 있어서도 각 언

론사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주요 언론사가 신상을 공개하면 다른 언론사들도

얼굴 공개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회피하며 따라 보도하고, 피의자의 신상정보에 대

해 경쟁적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강호순 사건에서 살펴보았듯이

언론사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피의자 신상공

개제도 입법 이후에는 언론사 간의 차이가 옅어졌지만, 조주빈 사건에서 SBS가 먼

저 단독 보도를 한 것처럼 보도 여부 혹은 보도 시점에 대해 개별 언론사 간 판단

이 다를 수 있다.

또한, 언론은 경찰과 달리 피의자의 신상이 일단 공개된 후에는 피의자의 신상정

보를 폭넓게 보도하고 있다. 신상 공개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상’은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이지만, 피의자의 학력, 고향, 주소지, 직업 등도 일반적으로 신상

정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언론은 이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범위까지의 신상

공개가 가능한지에 대해 광범위한 자율성을 누리고 있다. 예를 들어, SBS의 조주빈

의 신상 공개 단독 보도에는 “조 씨는 정보통신을 전공했지만 글쓰기를 좋아해 학

내 독후감 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고 학보사에서 활동하며 편집국장을 맡기도 했습

니다.”, “학보에 기명 칼럼도 여러 편 썼는데 학교생활에서 느낀 감상을 감성적인

글로 옮겼습니다. 4학기 중 3학기 평균 학점이 4.0을 넘을 정도로 성적이 좋아 장학

금도 여러 차례 탔습니다.”, “성적과 교내 활동을 보면 우수 학생 평가를 받을만했

지만 교우 관계가 원만하지는 않았다고 동기와 선후배들은 말합니다.”와 같이, 범죄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신상에 관한 정보들을 보도하고 있다. 고유정 사건에서

는 피의자의 얼굴이 이미 호송 과정에서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프로그램에

서 그의 과거 학창 시절 또는 20대 사진을 여러 장 공개하였다.

2. 경찰의 결정과의 관계

1) 보도 경쟁 수단으로서의 피의자 신상 보도

언론의 피의자 신상 보도가 경찰의 결정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기에 앞

서, 피의자 신상 보도가 언론사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

다도, 피의자 신상에 관한 보도는 하나의 보도 아이템으로서 언론사 간 경쟁의 도구

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언론은 시장압력이 높아지면서 업무의 가치와 사

회적 책임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김경모·신의경, 2013).

언론이 내세우는 ‘알 권리’란 신문사가 기사를 자극적으로 작성하여 판매 부수의 증가

를 노리고자 하는 이른바 “낚시질 수법”(이무선, 2010, 239쪽)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

로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언론은 특강을 근거로 경찰에 피의자의 신상을 무리하

게 요구하였다(이혜환·정지수,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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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이 심한 언론 환경에서 언론이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보도하고자 하는 동기는

피의자 신상 보도를 통해 일화적 프레임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

하여 기사 조회수 또는 판매 부수를 높이기 위함으로 분석할 수 있다. 뉴스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기보다는 현실의 일부분을 선택하고 강조하여 현실에 대한 강

력한 이해와 해석의 틀(frame)을 제공한다(이준웅, 2010). 샨토 아이엔가(Shanto

Iyengar)는 프레임을 일화적 프레임(episodic frame)과 주제적 프레임(thematic

frame)으로 분류하였는데, 일화적 프레임은 사건중심의 단순보도 프레임, 주제적 프

레임은 사건의 원인과 해법 등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다루는 이슈 중심 프레임으

로 정리할 수 있다(Iyengar, 1994; 김은진·강주현, 2020 재인용). 일화적 프레임이 인

간적 흥미(human interests) 요소를 가지고 있어 사람들로 하여금 감정적으로 더 이

입하게끔(emotionally engaging)하며, 주제적 프레임보다 사람들의 관심을 더 쉽게

유도한다(Gross, 2008).

범죄 보도에 있어 일화적 보도는 범죄자 개인을 욕심이 많고, 폭력적이며 반사회

적인 이미지로 묘사하여 범죄에 대한 총체적인 판단보다는 처벌 중심의 보수적인

사법 정의를 재생산하는 데에만 기여한다(Hallstone, 2000). 특히 피의자 신상에 관

한 보도는 범죄 보도의 일화적 프레임 성격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 특정 피의자의

신상을 보도하는 것은 사건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보다는 범죄자로서의 개인에 초점

이 맞추어지기 때문이다. 위의 논의를 종합하면,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와 국민의 요

구를 대변하여 피의자의 신상을 보도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언론이 피

의자의 신상을 정보를 통해 일화적 프레임을 구성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한다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처럼 일화적 프레임으로 보도하는 것은 자

칫 범죄자 개인에 대한 분노만 키울 뿐 범죄가 일어나는 구조적인 원인이나 대책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끔 한다.

 기자 4: 저는 개인의 신상 털기로 가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소위 말해서 ‘얼마나 
악마 같은 사람인가’ 평소에 개인의 스토리를 비추는 식으로 보도가 흘러갔을 
때 놓치는 부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주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막 얘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막 언론 기사의 
헤드라인이 되고 이런 식으로 기사가 흘러갔잖아요. …신상 공개가 되면은 오히
려 사건 기사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비추기보다, 그냥 피의
자 한 명의 그런 스토리를 비추고 끝나는 경우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
거든요. 그리고 좀 속보성 단독 경쟁들도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문사에서 근무하는 기자4 또한, 피의자 신상 보도가 구성하는 일화적 프레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피의자 신상 공개를 언론에 전적으로 맡길 경우 언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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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속보 경쟁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였다. “신상 공개위가 없으면 언론은 일단 무조

건 공개를 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위원회가 언론의 피의

자 신상 보도를 제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았다. 기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경

찰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답답할 때도 있지만, 언론의 무분별한 신상 보도

를 방지한다는 점에서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2) 언론의 자율적 판단에 대한 기자들의 인식

(1) 경찰의 결정 = 언론의 신상 보도 기준

언론의 피의자 신상 보도가 법적으로 경찰의 결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언론은

자율적 판단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 입법 이후, 조주빈 사건과

같이 극히 소수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관행적으로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 여부

가 곧 언론의 피의자 신상 보도 기준이 되고 있다. 앞서 분석한 6건의 피의자 신상

보도 사례에서도, 언론은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보

도에 대한 명분 설명에 다른 태도를 보였다. 경찰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

은 상태에서 언론이 이를 공개할 때에는 언론은 신상 공개를 하는 이유를 역설하며

적극적으로 정당화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그러나 경찰이 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언론은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면서 별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조주빈의 얼굴을 공개한 한 언론사의 기자는 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이유는 없다.

경찰에서 공개하기로 한 거니까, 그렇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뷰 대상 기자들 또한, 대체로 피의자 신상 보도 시 경찰의 결정을 따라야 한

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들은 언론이 경찰의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율적으

로 피의자의 신상을 보도할 경우, 보도 경쟁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주

장하였다. 피의자 신상 보도에 대한 언론의 가이드라인이 있기는 하지만 경찰의 피

의자 신상 공개 기준만큼 구체적이지 않으며 피의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만큼 개별 언론사가 아닌 경찰관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의 위원회에서 절차

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또한, 기자2는 언론이 미리 신

상을 공개할 경우 공기관의 판단 이전에 여론 재판이 내려질 우려가 크며 언론이

자의적으로 신상 공개하는 것이 관행이 될 경우 피의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기자 3은 언론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지만 언론

의 자율적인 피의자 신상 보도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기자 3: 언론사가 수집할 수 있는 증거라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취재를 한다 해도, 공적으로 이 사람의 인생을, 형벌 권한이 없는 언론에
서,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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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은 크게 이슈가 된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도 피의자의 신상을 미리 파악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보통

기자들은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피의자 신상 공개 결

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신상을 보도하지 않고 기다리며, 다만 지인들을 취재하는 등

추가 취재의 목적으로 신상정보를 활용한다. 기자 1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 기자들

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를 보도하지 않는 것

은 ‘경찰과의 암묵적 룰’이라고 하였다. 또한, 기자2는 언론사가 지게 될 혹시 모를

명예훼손죄 고소의 위험 때문에 자체적으로 피의자의 신상을 보도하는 것을 자제하

게 된다고 하였다.

기자 2: 경찰이 언론사에 책임을 지울 수는 없는데, 피의자는 언론사에 책임을 지
울 수 있어요. 명예훼손을 민사도 걸 수 있고, 형사적으로도 명예훼손을 걸 수
도 있고. 왜냐하면은 원칙적으로 피의자 신상 공개 자체가 이제 비공개로 원칙
으로 돼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막말로 따지면은 조주빈도 sbs에 걸 수도 있는 
상황이긴 했어요. 

위의 논의를 종합하면, 언론이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 이후에야 피의자의 신상을

보도하는 관행은 ① 무분별한 보도로 인한 피의자 인권 침해 방지 ② 경찰의 결정

에 대한 존중 ③ 명예훼손죄 고소의 위험 회피라는 다양한 원인이 결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 경찰의 결정에 앞선 언론사의 피의자 신상 보도에 대한 기자들의 인식

경찰이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가 먼저 피의

자의 신상을 보도하는 것에 대해 기자들의 인식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SBS

조주빈 신상 보도 사례를 위주로 기자들에게 질문하였다. 인터뷰 대상 기자들은 조

주빈 사건 당시 이미 기자들이 피의자의 신상을 알고 있었지만, 경찰의 결정을 기

다리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SBS가 먼저 방송에 내보내면서 기자들 사이에

서도 SBS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다고 하였다. 기자5는 SBS가 자극적인 보

도를 내보내는 경우가 많다며 기자들은 “SBS가 SBS한 것”이라고 보았다고 하였다.

기자 3 또한, 조주빈 사건에서 권력 기관에 의해 피의자의 신상이 일부러 은닉되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경찰 또한 피의자 신상 공개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한 상황

에서 SBS가 먼저 공개한 것은 불필요했다고 비판하였다.

기자 1: 기자들이 조주빈이라는 사람을 이미 알고 있던 사람도 있었어요, 커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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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에 ‘아 이사람이래’. 라고 많이 떠돌았던 때라. SBS 가 조금 먼저 가서, 어디 
대학교에 가서 친구들도 지인들도 먼저 만나서 취재를 해왔고, 자기들이 신상 
공개를 해 버렸는데. 제 주변 기자들은 되게 비판적이었어요. 내일 경찰이 결정
한다고 했는데, 굳이? 그리고 우리 기자들이 몰랐던 것도 아니고, 아는 기자들
도 있는데, 어쨌든 경찰 수사 중이고. 경찰이 신상 공개를 심의하는 게 왜 있냐, 
내일 한다고 하는데, 너네가 왜 영웅심리로 공개를 해버리냐. 

기자4는 SBS가 조주빈의 신상을 먼저 보도한 것은 언론이 경찰과의 신뢰를 깨는

행동이었다고 평가하였다. 경찰관 2도, 경찰이 피의자 신상 공개위원회를 개최하겠

다고 하였는데도 언론이 먼저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우리 경찰을 존중하

지 않는 것’으로 느껴진다고 하였다. 특히 SBS가 경찰에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보도를 낼 때가 많고 경찰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춘재 사건이나 조주빈 사건에서처럼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이 나지 않았는데도

어떠한 언론사가 이러한 위험 부담을 안고 신상을 보도하는 것을 기자 2는 ‘총대를

잡는다’고 표현하였다. 한 언론사가 신상을 보도하면 그 이후 다른 언론사들은 위험

부담을 던 채 따라서 보도하게 된다. 기자2는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는다면

보통 언론사들도 신상 보도를 하지 않지만, 조주빈 사건처럼 한 언론사가 먼저 보

도하면 다른 언론사들도 따라서 보도하게 된다고 하였다.

기자 2: (피의자 신상 정보를 확보하고 있더라고 경찰이 공개하지 않으면 보도하
지 않는지?)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근데 만약에 이춘재 살인 사건처럼, 누가 한 
명 썼으면은 또 우수수 쓰긴 했겠죠. 누가 총대를 잡았으면, 얘는 썼는데 우리 
뭐 어떻게 안 쓸 수가 있냐 이러면서. 

총대를 잡은 언론사가 경찰의 결정 이전에 피의자의 신상을 보도할 수 있는 이유

는 단독에 대한 욕심뿐만 아니라, 경찰이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즉, 이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확률이

적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지방청에 근무하는 경찰관 3은 조주빈 사건 당시 SBS

도 경찰 내부와의 교류 등을 통해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단독 보도를 한 것이라고

보았다. 언론사가 신상 보도를 했는데 경찰이 신상 비공개 결정을 내린다면 언론사

에서도 난감할 수밖에 없지만, 경찰도 신상 공개 결정을 내린다면 언론 보도가 합

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자 2는 SBS의 조주빈 신상 보도에 대해 리스크가 적

다는 것을 인지한 SBS가 영리한 선택을 한 것이라고 보았다. SBS는 당시 시청자

들에게 선구적인 언론사라는 인식을 심어주었고, 이후 시청자 제보도 해당 언론사

로 쏠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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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4: SBS가 굉장히, 좋게 말하면, 언론사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무조건 
이거는 신상 공개가 될 걸로 보이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냥 간 크게 치고 나
간 걸로 보였거든요. 

경찰관 3: SBS에서 눈치 챈거지. (공개될 거라고). 다 알고 있었어, 이미 언론에
서는 얘들 다 사진 가지고 있고, 어렸을 때 사진까지 이미 다 확보된 상태였어. 
그 확보한 상태에서 경찰 돌아가는 분위기를 알거든. 왜냐면 기자들이 있으니
까. 간담회하고, 하면 돌아가는 분위기를 알거든. 

3) 피의자 신상 보도 관행이 경찰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

이처럼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과 언론의 피의자 신상 보도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전자는 후자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며, 매우 이례적으로 시간적

선후 관계가 바뀌기도 한다. 앞서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에서 살펴보았듯이, 경

찰이 언론에 이미 신상이 보도된 경우를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삼

고 있다는 것을 보면 피의자의 신상 보도가 역으로 경찰의 결정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기자4는 피의자 신상 보도 관행이 경찰의 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를 언급하였다. 2021년 3월 세모녀를 살해한 피의자 김

태현의 신상이 공개된 후,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은 기자의 부적절한 질문을 지적

한 바 있다. 당시 포토라인에 있는 피의자에게 취재진 중 한 명이 “보고있을 어머

니께 할 말 없느냐”는 질문을 하였고,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은 칼럼을 통해 이러

한 질문은 명백한 2차 피해이며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가 설 자리를 잃을 수도 있

다”고 지적했다.92) 기자4에 따르면 당시 승재현 위원이 기자들에게 문자를 돌려 “이

런 식의 질문이 계속 나온다면, 심사위에서는, 그러니까 본인은 신상 공개를 찬성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다고 한다.

기자4는 당시 취재진의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경찰의 피의자 신

상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지 언론의 취재 행

태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기자4는 일부 취재진의 잘못된 취재

방식이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피의자에 대한 처벌적 목적을 가지는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에 영향을 준다면 사건 간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92) 승재현(2021.04.11.). 김태현 신상 공개와 “어머니께 할 말 없느냐” 2차 피해 [승재현의 법대로] (25).

<세계일보>, Retrieved 10/03/21 from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411506859?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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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을 언론의 보도와 분리하여 파악할 수 없는 것과 마

찬가지로, 언론의 피의자 신상 보도는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기자들은 언론사의 피의자 신상 보도에 있어 경찰의 공개 결정이 가

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밝혔다. 실제 피의자 신상 보도 사례 또한 대부분이

경찰의 공식적인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 이후 이루어졌다.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

개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특히 언론 보도가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는 제4

장에서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언론이 항상 경찰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경우에만, 경찰이 공개하기

로 결정한 정보에 한해서만 피의자의 신상을 보도하는 것은 아니다. 언론은 예외적

으로 경찰이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을 내리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신상

을 보도하기도 한다. 하나의 언론사가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 이전에, 또는

경찰이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피의자의 신상을 보도하면, 다른 언

론사들도 이를 따라 보도하는 경향을 보인다. 언론의 선제적인 신상 보도가 역으로

경찰의 공개 결정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또한, 언론은 경찰의 공개 결정 이후에 피

의자의 신상을 보도하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신상에 관해 경찰이 공개한 정보(얼굴,

이름, 나이)보다 광범위한 정보를 보도하고 있다.

경찰이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려면 해당 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경찰이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이

자체적으로 피의자의 신상을 보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건에 대한 피의 사실 보도

가 선행한다. 피의사실 보도는 다시 경찰의 피의사실 공개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

경찰 외 정보원으로부터 사건을 최초 인지하는 경우도 있으나, 범죄 사건 정보원의

상당 부분은 경찰이 차지한다. 언론과 경찰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 즉 경찰이 언론

의 취재에 어느 정도로 협조하는지에 따라 기자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달라진

다. 따라서 사건팀 기자들은 경찰관으로부터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경찰관들과 친

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인다. 앞서 제4장의 ‘경찰의 피의 사실 공개’에서

살펴본 것처럼 경찰 또한 언론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피의 사실을 공개하는 측면이

있다. 이처럼 언론과 경찰의 관계는 어떠한 사건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정보가 보도

되는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론의 피의자 신상 보도는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경찰의 피의 사실 공개 관행, 언론의 범죄 보도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잡하게 상호

작용한 결과이다. <그림-13>은 이 같은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보여준다.

이 중 언론이 피의자 신상 보도 시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인 규범에 대하여는 절

을 바꾸어 자세히 살펴본다. 피의자 신상 보도와 관련한 언론의 규범은 경찰의 특

강법상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 및 내부지침과 마찬가지로 판단 기준을 제공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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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범죄 보도와 관련된 전반적인 규범은 피의자 신상 보도의 전제가 되는 피의 사

실 보도에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경찰의 공개 기준에 비해, 언론의 규범은

통합된 문서를 통해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3절에서는 범죄 보도

및 피의자 신상 보도와 관련한 규범의 내용, 제재의 수단 등 전반적인 규범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정리하고, 이에 대한 기자들의 인식을 함께 살펴보았다.

그림 13 언론의 피의자 신상 보도 결정까지의 과정 및 경찰과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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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언론의 범죄 보도 및 피의자 신상 보도 규범

언론은 피의사실 또는 피의자 신상 보도에 있어 경찰의 사실확인과 공개 결정에

의존하면서도 자율적인 판단 권한을 가지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 또한, 언론은

경찰이 공개한 피의자의 신상정보의 범위보다 훨씬 광범위한 신상정보를 노출하기

도 한다. 피의자 신상정보를 포함한 피의사실에 대한 보도에 있어 언론의 자율적

판단 권한은 ‘언론의 자유’의 일환이다. 하지만 자유에는 일정한 제한과 책임이 따

른다. 그 수단이 미디어 윤리 규범이다. 미디어 규범의 일차적 본질은 미디어와 그

종사자들이 자신의 소명을 정립하고 돌아보는 도덕적 기준이자, 이들이 사회적으로

약속하는 책무성이다. 또한, 미디어 규범은 저널리즘 현장 일선에서 시시각각 선택

과 판단을 해야 하는 기자들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한다(윤석민, 2020, 178쪽).

자율적 규제가 규범적 효력이 없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하지만(음선필, 2021), 넓

은 의미에서 미디어의 윤리 규범은 국가적 수준에서 엄격하게 제도화된 법규부터,

민영방송사 및 소셜 미디어의 자율적 가이드라인, 그리고 개별 매체사 단위의 자유

분방한 취재원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식적, 비공식적 차원에서의 규범을 포함한

다(윤석민, 2015, 812쪽). 여기서는 언론의 범죄 보도와 관련한 규범 체계를 자율적

규범과 외부적 규범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자율 규제

범죄 보도와 관련하여 기자들이 얼마나 자율적으로 규범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얼마나 실효성 있는 자율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미디어 전문직주의와

연결된다. 할린과 만치니(Hallin & Mancini, 2004)는 미디어 전문직주의의 세부 차

원으로 자율성, 고유한 전문직 규범, 그리고 공공서비스 지향성을 제시한다. 할린과

만치니는 그 중 공공 서비스 지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로 저널리스트 자율 규

제 메커니즘을 들었다. 자율 규제 메커니즘은 국가별 미디어 시스템에 따라 위원회

의 형태로 공식적으로 조직화되어 있거나 비공식적으로 작동하기도 한다(71쪽). 우

선, 우리나라에서 언론이 범죄 보도와 관련한 규범을 위반하였을 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자율 규제 메커니즘과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1) 규제의 수단(기구)

(1) 출입 기자단의 제재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자율 규제는 특정 경찰서를 출입하는 기자들끼리 형성된

기자단 내에서 이루어진다. 출입서 기자단에는 여러 언론사의 기자들이 속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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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주로 이들끼리의 약속을 어겼을 때 자체적으로 제재를 가한다. 예를 들어, 경찰

서에서 엠바고를 걸거나 기자들끼리 특정 시한 이후에 기자들 다 같이 쓰기로 약속

하였는데 기자가 이러한 보도 시한을 어기고 먼저 단독 기사를 쓰는 경우이다. 기

자단의 간사 등 대표급 기자의 주도로 출입 기자들끼리 투표를 하여 제재의 수위를

정한다.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출입 정지 결정을 내리는데, 해당 기자는 단체 카카

오톡방에서 퇴출되며 해당 경찰서의 기자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된다. 기자 2에 따

르면, 사건팀 기자에게 배정된 경찰서에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상당히 큰 타격이

된다고 한다. 출입 정지 외에도, 사안에 따라서 기자실 운영을 위한 벌금형도 있다.

또한, 큰 사건 기사는 아니지만 실수로 온라인 팀에서 먼저 보도를 했다든지 하는

작은 실수일 경우에 다른 언론사 기자들에게 사과하며 간식을 사는 속칭 ‘간식형’도

있다. 경고만으로 그치기도 한다.

출입서 기자단의 자체적인 규제는 근본적으로 언론사 간 약속이 지켜지도록 담보

하기 위함이다. 약속을 어기고 먼저 단독 기사를 쓰는 기자들을 제재함으로써 언론

사 간 과도한 속보 경쟁을 막고, 약속을 지킨 다른 언론사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한

다. 또한, 경찰과 기자단 간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며, 공

익적 이유에서 엠바고가 걸린 경우 이를 준수하도록 기자단 자체에서 규제하는 것

은 공익적 측면에도 부합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는 명확한 규정 없이 이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기자 3에 따

르면, 이러한 제재 해당 요건과 수위에 대한 관행은 ‘오래 전에 정해져 있는’ 것이

라고 하였다. 기자5는 기자단의 자체적인 징계는 규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 비공식

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자들 간의 친분이나 특정 회사에 대한 반감 등

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또한, 출입 기자단의 규제는 경찰서 출입 기자들에게만 유효하며, 비출입사가 해

당 사건에 대해 기사를 쓰는 것은 제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들은 공식적으

로 경찰서에 출입할 수 있는 언론사는 아니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사건에 대한 정

보를 얻어 기사를 작성한다. 이들에게는 애초에 엠바고 등의 공지가 전달되지 않을

뿐더러, 출입 기자단이 내리는 출입 정지와 같은 징계가 아무 의미가 없다.

(2) 언론사 내부 윤리위원회

각 언론사에는 자체적으로 기자들이 윤리 규범을 지키는지 확인하고 윤리 규범을

지키지 않을 시 제재를 내리는 위원회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한겨레>는 ‘취재보

도준칙’의 지속적 이행과 감독, 개선을 위해 ‘저널리즘책무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이 위원회에는 언론사 각 부문을 두루 반영하는 동시에 시민과 독자를 대표할 만한

외부인사 또한 포함한다. 저널리즘책무위원회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저널리즘책

무실에서 심의 요청한 콘텐츠에 대해 심의하고, ‘주의 촉구’, ‘공개 경고’, ‘징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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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시정 사항을 결정한다. SBS는 ‘보도편성위원회’를 설치하여 보도 내용의 공정

성, 객관성, 독립성 등 ‘보도준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한다. 보도

편성위원회는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청탁, 간섭 등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고 신고

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조사할 권한을 가진다. 이 외에도, SBS는 외부의 객관적인

단체 또는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모니터 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이를 취재,

제작에 참고하고 있다.

기자 3: 언론사 내부에 모니터링팀이 있어요. …내용과 무관한 영상이 나갔다, 이
런 것들 검토하고, 또는 언어적 표현, 내용에 대해 비판하는 팀이 있어요. 상도 
주고, 쪽도 주고, 그러는. 모니터링해서 매주 공지해요. ‘이 기사에서는 말도 안 
되는 표현을 썼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썼다’ 이런 식으로. 

기자 3에 따르면, 언론사 내부 모니터링팀이 방송 보도나 기사를 점검하여 매주

공지한다고 한다. 표현상의 실수나 잘못은 이를 공지함으로써 경각심을 주는 것으

로 끝나기도 한다. 이 모니터링팀에 의해 지적을 받으면 상급자인 부장에게도 질책

을 받기 때문에, 일선 기자 입장에서는 큰 징계가 아니더라도 부담이 된다고 하였

다. 취재원의 말을 전혀 다른 내용으로 보도하였다든가, 아예 없는 사실을 허위로

첨가하였다든가 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을 경우 경위서를 받고 징계까지도 이어지기

도 한다. 그러한 경우는 대부분 이해관계자의 불만이 접수되었을 때이며, 소송까지

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기자5: 그거를 계속 경험해 오던 선배들은 그게 되게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시고. 그렇게 회사 내에서 피드백을 주면, 규범을 잘 모르더라도 스스로 좀 
지키려고 하기도 하고. 적어도 회사 내에서 누가 내 기사를 그렇게 평가해 준다
라는 걸 인식하고 있으니까, 좀 더 조심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언론사에서 이러한 내부 윤리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

다. 신문사에 근무하는 기자4는 기자가 형사 입건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경우 일시적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릴 수는 있으나, 상설 설치된 내부 기구가 기자들

의 윤리 규범 위반을 점검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사소한 잘못은 거의 팀 내에서

선배들의 지도에서 그친다고 하였다. 다른 신문사에 근무하는 기자5 또한, 몇 년 전

까지는 사내에 모니터링 기구가 있었으며 이는 윤리 규범 준수에 큰 도움이 되었으

나, 해당 기구가 어느 이유에선지 소리소문없이 사라졌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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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1961년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

협회 등 언론인들이 설립한 우리나라 유일의 언론 자율 감시 기구이다. ‘신문윤리강

령’ 과 ‘신문윤리실천요강’ 등을 통해 범죄 보도를 비롯한 언론의 보도 전반에 대해

윤리 규범을 규정하고 있다. 이사장은 現 매일 신문 사장이며, 위원장을 제외한 8명

의 이사 모두가 언론사 또는 언론사 협회의 사장, 회장, 편집국장으로 이루어져 있

다. 윤리위원회의 윤리위원은 한국신문협회에서 추천하는 신문발행인 2인, 한국신문

방송편집인협회에서 추천하는 편집인 2인, 한국기자협회에서 추천하는 기자 2인 외

국회위원 2인, 변호사 1인, 대학교수 1인, 윤리위원회 추천 인사 4인, 독자불만처리

위원 1인으로 이루어진다.

윤리위원회는 심의실에서 보고된 사건, 제소사건, 윤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건, 독자불만사건 등에 대해 월 1회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한다. 회의에는 1

인 이상의 비신문인 윤리위원이 참석해야 하며, 의결은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으

로 한다.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위반한 신문사 또는 통신사에 대하여 위반

정도에 따라 주의, 경고, 공개경고, 정정, 사과, 관련자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경고

등을 내릴 수 있다. 윤리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언론사

에 대하여 그 회원자격을 정지 또는 제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위반으로 1년 동안 3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해당 언론사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과징금의 액수

는 경고 4회 이상 100만원, 6회 이상 200만원, 8회 이상 300만원, 11회 이상 1000만

원이다. 과징금은 신문윤리강령 중 모든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청소년

의 심신을 그르치게 할 우려가 있는 잔혹 또는 음란한 내용을 게재한 신문사에 대

해 부과한다. 과징금 부과 대상 중 범죄보도와 관련이 있는 규정은 신문윤리실천요

강 제13조 어린이 보호 중 ‘폭력, 음란, 약물사용, 도박 등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청소년과 어린이가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유

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는 규정이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는 한국신문협회 회원사와 비회원사를 통틀어 일간신문 및

뉴스통신 112개사와 온라인 신문 122개 사가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의 준수를

서약하였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정관은 서약사로 하여금 매호마다「본지는 신문윤

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라는 서약문을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

일한 언론 자율 규제 기구인 신문윤리위원회는 일간지와 온라인신문에만 적용되며,

방송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인터뷰 대상 방송사 기자들은 한국신문윤리위원

회에 들어본 적이 없다 하였다. 문제는 신문사 기자들 또한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거의 접해본 적이 없다고 답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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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4:　저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다들 모를 것 같은데. 

기자5: 이름은 들어봤는데... 제가 최근에 윤리위에서 만든 규범 같은 걸 책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회사에 있어서 그거를 그냥 잠깐 봤었거든요, 이
거 말고는 딱히 접해본 기억이 없네요. 

기자들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존재나 활동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방대한 기사 건수에 비해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심의 활

동은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2021년 9월

기준 일간신문의 기사 69건과 광고 40건, 온라인신문의 기사 85건과 광고 41건에

대해 심의하여 주의 및 경고 결정을 내리는 등 나름의 심의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고 있다.93) 그러나 매일 쏟아지는 기사의 수를 생각해 보았을 때, 한 명의 기자

가 실제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확률은 매우 낮다. 둘째, 한국신문윤리

위원회의 제재는 상식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뿐 구조적으로 언론사를 제재할 현실적

영향력이 약하다. 이는 자율 규제가 가지는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다. 실효성을 높

이기 위해 제재의 수위를 높이면 이미 자율 규제가 아닌 외부적, 타율적 규제가 되

어버리기 때문이다. 또한, 규제 기구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바로 규제의 대상이 되어

엄격한 규제가 쉽지 않다(최경진, 2008). 윤석민(2020)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를 비롯

한 미디어 자율규제기구에 의한 심의 활동은 “실효성 차원에서 말 그대로 유명무실

한 실정(372쪽)”이라고 비판하였다.

실제로,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심의 현황을 보면 대부분

이 ‘주의’에 그치고 있으며 ‘경고’ 결정은 극히 적었다.94) 경고보다 높은 수위인 공

개경고, 정정, 사과, 관련자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경고 등의 결정은 단 한 번도 내

려지지 않았다. 사실상 ‘주의’는 언론사가 후속 조치를 할 필요가 없기에, 실질적으

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윤리 규범 준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미미한 영향력은 언론의 자율 규제 체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살펴볼 명예훼손죄 등 외부적 제제가 언론사에 대한

규제 역할의 대부분을 이미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사 자율 기구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피의사실 및 피의자 신상 보도에 관해

93)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ikpec.or.kr/)에는 ‘알기 쉬운 신문윤리 강령’ 에 위배된
기사에 대한 심의 결정 사례를 분류해 놓고 있는데, 2016년 2월 이후 결정은 분류되어 있지 않았
다. 또한, ‘심의결정-기사검색’ 코너에서는 신문윤리실천요강의 구체적 조항에 따른 결정 사례를 검
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검색 결과는 공란이었다. 위원회 측에 문의(2021.9.)한 결과, 홈페이지
정비 문제상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2개월이 지난 현 시
점(2021.11.)에도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 위반 조항별 결정을 분류하는 작업은 중단한 것
으로 보인다.

94)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ikpec.or.kr/) ‘심의결정현황’ 중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결정 현황 합계.

http://www.ikpec.or.kr/
http://www.ikpe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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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외부적 제재가 이루어지고,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선정적 사진 또는 표현을

사용했거나 광고 기사를 일반 기사로 오인하게끔 작성하는 등 주로 표현상의 문제

점에 대해서만 심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 자율 규범의 내용

(1) 범죄 보도 관련 규범

수많은 범죄사건 중 어떠한 사건을 보도할지는 기자와 편집국이 판단한 기사 가

치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는 ‘제1절 언론의 범죄 보도’에서 살펴본 바 있다. 언론사

또는 기자협회 등의 자율적인 범죄 보도 규범은 사건 선택에 대한 기준이라기보다

는 인권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윤리 규범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규범들은 기자

들이 특정 사건을 보도하기로 결정한 후에, 해당 사건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정

도의 범위까지 보도할지에 영향을 미친다.

경찰은 피의사실 또는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피의

사실 공개 또는 피의자 신상 공개의 예외적인 허용 요건을 사전(事前)적으로 규정

하고 있다. 반면, 언론은 공익적 또는 사익적 목적에 따라 많은 정보를 국민에게 알

리고자 하는 집단이다. 따라서 어떠한 사건을 어떻게 보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범

은 주로 금지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즉, 경찰은 ‘공개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한

다면, 언론은 ‘공개하지 말아야 할 요건’을 규정하는 것이다.

한편, 남재일(2006)은 국내외 미디어 전문직 규범을 언론자유(언론이 지켜야 할

추상적 가치), 취재 및 보도 윤리(취재 및 기사 작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윤리), 직

업 윤리(기자들이 평소에 지켜야 할 직업인으로서의 윤리)로 분류하였다. 윤석민

(2020)은 이를 대유목으로 삼고, 국내외 40개 기관과 64개 전문직 규범을 연관성 높

은 유목들을 중유목(34개)과 소유목(112개)으로 분류하였다. 그 과정에서, 한국신문

윤리위원회의 ‘신문윤리강령’과 ‘신문윤리실천요강’의 조항들을 기본으로 삼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미디어 규범 조항들을 추가하였다.

대유목 중 취재 및 보도 규범은 미디어 규범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양질

의 언론을 좌우하는 실질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윤석민, 2020). 특히 범죄 보도

는 보도 대상의 인권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규범의 확립과 실천이 필수적이다. 윤

석민(2020)은 취재 및 보도 규범에 속하는 중유목 중 하나로 ‘범죄·사건·사고 보도’

를 설정하고, 이를 다시 ①피의사실 보도 유의(피의자 명예존중, 사진 촬영), ②미성

년 피의자 신원 보호, ③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신원 보호, ④범죄와 무관한 가족

및 관계자 보호, ⑤재판에 대한 부당 영향 금지, 판결문 보도 주의, ⑥자살 보도 신

중, 6가지의 소유목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윤석민(2020)은 대유목인 취재 및 보도 규범에 속하는 중유목으로서 ‘확인

보도’, ‘취재원 관련’, ‘반론 및 정정보도’를 ‘범죄·사건·사고 보도’와 별도로 설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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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윤리 규범들은 비단 범죄 보도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 일반에 적용되기

때문에, 범죄 보도 규범과 분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각의 구체적 내용을 들

여다보면, 범죄 보도와 관련된 측면이 크다. 또한, 윤석민(2020)이 중유목으로 설정

한 ‘범죄·사건·사고 보도’는 범죄, 사건, 사고 중 범죄와 관련된 소유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자살 보도에 관한 규범과 같이 범죄가 아닌 사건·사고에 대한 규

범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윤석민(2020)의 분류 기준은 범죄 보도라는 특정한 보

도 유형의 규범 체계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윤석민(202)의 분류 기준을 보완하여 범죄 보도와 관련한 국내 자

율 규범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우선, 범죄 보도와 관련한 윤석민(2020)의 6가지 소

유목 중 ①피의사실 보도 유의, ②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신원 보호, ③범죄와 무

관한 가족 및 관계자 보호 기준을 채택하였다. ‘재판에 대한 부당 영향 금지’ 기준

은 ④ 선입관 조장 금지로 수정하였다. 재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선입관을

조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많았기 때문이다. ‘자살 보도 신중’ 항목은 범죄 보

도와 직접적 연관성이 떨어지기에 제외하였으며, ‘미성년자 피의자 신원 보호’는 ⑤

피의자 신상 보도라는 기준을 추가하여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피의자 신상 전반에

대한 규범으로 통합하고자 하였다. 또한, ⑥ 확인 보도, ⑦ 수사기관에 협조, ⑧반론

및 정정보도의 기준을 추가하여, 범죄 보도와 관련한 규범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윤석민(2020)이 정리한 규범 기준에는 제시되어 있지는 않

지만, ⑨ 선정적·구체적 묘사 금지, ⑩ 범죄 미화 금지와 같은 내용이 파악되어 이

를 추가하였다.

연구 대상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윤리실천요강’, 한국기자협회의 ‘인권보도

준칙’95) 등 자율 규제 기구의 윤리 규범과 함께, 주요 언론사들의 보도 규범96)을 살

펴보았다. 모든 언론사가 홈페이지에 보도 규범을 게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기에,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 규범을 파악할 수 있었던 KBS, JTBC, <한겨레>, <조선일

보>, <연합뉴스>의 보도 규범을 정리하였다. 범죄 보도와 관련한 언론사 및 신문

윤리위원회, 기자협회 등의 규범을 살펴보면 <표-13>과 같다. 이 중 피의자 신상

보도 규범은 이 연구와 특히 연관이 깊은 규범이기에 다음 항에서 자세하게 다루었

다.

95) 2011년 9월 한국기자협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하였다. 이는 민법
상 사단법인에 해당하는 한국기자협회가 채택한 보도관련 준칙으로서, 동 협회에 소속된 신문ᆞ통신ᆞ
방송의 기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율적 규제(제한)｣에 해당한다. 인권보도준칙은 신문윤리강령과 더
불어 한국신문윤리위원회 결정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음선필, 2021).

96) 언론사에 따라 가이드라인, 보도준칙, 방송강령, 윤리강령 등 다양한 이름으로 명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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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윤리 규범 내용

1. 피의사실

보도 유의

KBS 방송강령

제19항 범죄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
는 사람이나 피의자라 하더라도 법원에서 유
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범인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8. 취재와 인권

6-1. 모든 범죄의 피의자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범인, 주범, 공범, 일당’ 등
단정적 표현 금지 등)

6-2. 피의자의 인권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보도

한다(인신구속 중인 상태의 피의자 촬영 및

취재 자제, 공적 인물의 공적 사실과 관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한겨레미디어 범죄수사 및
재판 취재보도 시행세칙

1.기본원칙
4)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사안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사회적 관심을 끄는
사건이라는 이유로 본질을 예단하여 무리하게
보도하는 일을 삼가야 한다.

7) 피의자, 피고인 등 수사 대상자 또는
관련자에 대한 보도에 있어, 불필요하고
부당한 모욕감을 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수사 대상자의 사진 또는 영상을 보도할 때는
오랏줄(포승)에 묶이거나 수갑을 찬 상태가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그 모습 자체로
상징하는 바가 클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수사 단계의 취재 보도
2) 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 전 수사(내사
포함) 또는 고소·고발 단계에서는 수사
대상자에게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만큼, 혐의 내용이 확정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거나 제목을 달지 않도록
유의한다.

5) 범죄 혐의를 받는 수사 대상자는 수사
기관 입건 전에는 용의자, 입건 뒤에는
피의자로 표현하되 피의자가 현행범이거나
범죄를 인정할 만한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가
있는 경우, 인질 사건과 같이 범죄행위가
다수에게 공개된 경우에는 범인(인질범,
유괴범, 납치범 등)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조선일보 윤리규범
가이드라인

① 피의자 및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경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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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범죄보도
제1조. 피의사실 보도

사용하는 등 그의 명예와 인격을 존중한다.
다만 피의자가 현행범인 경우와 기소 후
피고인에 대해서는 경칭을 생략할 수 있다.

⑦ 피의자의 인권을 배려하여 수갑을 찬 사진
이나 영상은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JTBC 윤리강령

제 19항 : 범죄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사람이나 피의자라 하더라도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범인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연합뉴스
공정한 보도 및 업무수행에

관한 준칙
3. 주요 보도별 가이드라인

2) 사건·사고 보도

⑦ 피의자라 하더라도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때까진 범인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다만 현행범은 예외로 한다.

⑧ 수사당국이 공표하는 피의자의 혐의사실을
보도할 때 피의자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제2장 인격권

2. 가.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을 다룰 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① (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 존중)
형사사건의 피의자 및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점에 유의하여 그의 명예와
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

2.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신원 보호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8. 취재와 인권

6-5. 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

다(피해자는 원칙적으로 익명 보도)

조선일보 윤리규범
가이드라인

제13장. 범죄보도
제2조. 피해자 보도

② 범죄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해야 한다.
③ 미성년 피해자와 성폭행 피해 여성을 직접
취재하거나 보도하지 않는다.
④ 성범죄·약취·유인·인신매매 사건의 피해자
와 피해자 가족의 신원은 밝히지 않는다.
⑤ 범죄 피해자의 가족과 주변 인물에 관해
불필요한 언급을 삼가한다.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제2장 인격권

2. 라.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범죄
행위를 자세히 묘사하지 않는다.

마. 성폭행 피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피해
상황을 설명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특히
피해자의 상처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
공개하지 않는다.

바. 범죄 발생의 원인이 피해자 측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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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④ 성범죄 사건 등을 보도할 때는 피해자와
가족, 주변인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범죄와

무관한 가족 및

관계자 보호

한겨레미디어 범죄수사 및
재판 취재보도 시행세칙

2. 수사 단계의 취재 보도
10) 수사 대상자를 포함한 사건 관련자의
사생활은 범행 동기 등과 직접 연관되지 않은
이상 보도하지 않는다. 그 가족이나 주변
인물에 대한 취재보도가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항상 경계한다.

연합뉴스
공정한 보도 및 업무수행에

관한 준칙
3. 주요 보도별 가이드라인

2) 사건·사고 보도

⑨ 범죄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용의자나
범인의 가족과 주변 인물에 대한 불필요한
언급을 삼가며 피해자와 관련된 사항도 꼭
필요한 내용만을 보도한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② 형사사건의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 및
증인을 촬영하거나 사진 또는 영상을 보도할
때는 인격권을 존중하되 최대한 공익을
고려해야 한다.
③ 범죄사건을 보도할 때는 범죄와 관련이
없는 가족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조선일보
윤리규범 가이드라인
제13장. 범죄보도

제1조. 피의사실 보도

⑪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피의자의
가족이나 주변 인물에 대한 불필요한 보도를
삼가며, 이들의 사진이나 영상은 사용하지
않는다.

4. 선입관

조장 금지

KBS 방송강령
제21항 방송대상 인물이 전과자라 할지라도
방송내용과 직접 관계가 없거나, 다른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범죄전과는 언급하지 않는다.

한겨레미디어 범죄수사 및
재판 취재보도 시행세칙
2. 수사 단계의 취재 보도

9) 수사 대상자의 수사 기관 출석 또는 출석
연기,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태도 등 혐의와
직접 관련 없는 사안을 보도할 경우엔
독자에게 유무죄에 관련한 선입관을 심어주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보도한다. 수사
대상자의 범죄 전력도 독자에게 선입관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수사 중인 사안과의
연관성을 충분히 고려해 보도 여부를
결정한다. 독자를 잘못된 판단으로 이끌 수
있는 감정적이거나 과장된 표현도 최대한
피한다.

조선일보 윤리규범
가이드라인

제13장. 범죄보도
제1조. 피의사실 보도

⑨ 피의자의 대인 관계 및 성장과정 등의
프로필은 해당 사건의 본질과 배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도한다.
⑩ 사건의 본질 및 배경과 무관한 전과 ‧
전력은 보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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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윤리강령

제 20항 : 법원의 판결이나 공적기관의 판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도나 논평은
신중을 기한다.
제 21항 : 방송대상 인물이 전과자라 할지라도
방송내용과 직접 관계가 없거나, 다른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범죄전과는 언급하지 않는다.

한겨레미디어 범죄수사 및
재판 취재보도 시행세칙

1. 기본원칙

8) 혐의 또는 유무죄 판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수사 대상자 또는 관련자의 국적,
피부색, 지역, 종교, 성별, 학력, 정치적·성적
성향, 질병 등을 밝혀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거나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5. 피의자

신상 보도
‘(2) 피의자 신상 보도 규범’에서 논의

6. 확인 보도

KBS 방송강령

제9항 정부나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진실 여부를 가리
도록 노력하며 그러한 기관의 일방적인 선전
에 이용 되지 않는다.

한겨레미디어 범죄수사 및
재판 취재보도 시행세칙

1. 기본원칙

2) (독립적 취재와 보도) 모든 사안에 대해
사실 확인을 통한 객관적 보도 및 진실
보도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수사기관이나 피의자 또는 다툼이나 분쟁의
관련자들 가운데 어느 한쪽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소홀하게 취재하지 않는다. 또한
그 보도가 어느 한쪽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항상 유의한다.

3) (수사기관 및 법원과의 관계) 수사기관과
법원은 언론의 핵심적 감시 대상이다. 특정
사안에 있어 수사기관 및 법원이 취재원일 수
있지만,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그 권력은 언제나 감시
대상이기도 하다는 것을 유념한다.

조선일보
윤리규범 가이드라인

제13장 범죄보도.
제1조피의사실 보도
③ 수사 당국이 공표하는 피의자의 혐의
사실을 보도할 때도 추가적인 사실 확인
취재를 한다.
④ 피고인 또는 피의자 측에 해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실천요강제3조

보도준칙

⑨ (피의사실 보도)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피의사실은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피의자
측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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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윤리강령

제 9항 : 정부나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진실 여부를
가리도록 노력하며 그러한 기관의 일방적인
선전에 이용되지 않는다.

7. 수사기관에

협조

한겨레미디어 취재보도
준칙

4장 정직과 투명.
2. 취재원 존중

5) (비보도 요청 대응) 비보도(오프 더
레코드) 및 엠바고(보도 유예)가 사실 검증과
진실 추구를 막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유의하여, 취재원이 비보도나 엠바고를 요청할
경우, 약속의 내용과 조건을 분명히 확인하고,
그 내용을 편집국장 등 취재보도 부문 책임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보고해
승낙을 받는다.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8. 취재와 인권

6-4.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보도는 자
제해야 한다. (경찰의 수사상황, 잠복근무나
전화감청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조선일보 윤리규범
가이드라인

제10장. 어린이 및 청소년
제1조. 미성년자 취재
⑥ 미성년자가 유괴된 경우 가족이나 수사기
관의 보도제한 요청에 적극 협조한다.

제12장 품격과 절제
제2조. 선정보도 금지
⑯ 납치․ 유괴․ 인질 사건의 경우 인질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사건과
관련해 추측·과장 보도를 하지 않으며 수사
당국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는 그 요청이 진
실을 은폐하는 것이 아니고 사건 해결에 필요
하다고 판단되면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협조
할 수 있다.

연합뉴스
공정한 보도 및 업무수행에

관한 준칙
3. 주요 보도별 가이드라인

2) 사건·사고 보도

⑭ 납치·유괴·인질사건의 경우 추측과 과장 보
도를 하지 않으며 수사 당국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는 그 요청이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아니고 사건의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되면 편집자의 승인을 받아 협조할 수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실천요강
제6조 보도유예 시한

제6조 보도유예 시한
언론인은 취재원이 요청하는 보도유예 시한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판단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8. 반론·정정

보도

조선일보
윤리규범 가이드라인

제5장. 반론 및 정정 보도
제1조. 반론권 보장
① 보도에 관련된 사람(또는 단체)에게 반론의
기회를 준다. 특히 비판적 내용으로 보도할
경우 자신을 방어하고 변호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기사에 그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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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해야 한다.

④ 범인으로 보도된 후 무죄 판결 또는
무혐의 처리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추후
보도한다.

한겨레미디어 범죄수사 및
재판 취재보도 시행세칙
2. 수사 단계의 취재 보도

8) (반론 보장) 반론과 교차 검증을 거치지
않은 일방의 진술이나 주장만으로는 진실에
닿을 가능성이 낮은 만큼, 반론을 기사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은 어떤 상황, 어떤
단계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한쪽 주장을
길게 나열해 기정사실화한 뒤 짧게 반론을
덧붙이는 보도는 지양하고, 처음부터 충분한
반론을 반영한 종합적 기사를 작성해야 한다.

연합뉴스
공정한 보도 및 업무수행에

관한 준칙
2. 보도

5) 정정과 반론

③ 범죄용의자, 피의자, 피고인의 반론을
가급적 실어야 한다. 당사자의 반론을
불가피하게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
대리인, 기타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다.

⑤ 보도된 범인의 무죄판결 또는 무혐의 처리
사실을 인지하면 신속하게 그 내용을 추후
보도한다.

9. 선정적·구체적

묘사 금지

KBS 방송강령

제18항 인명을 경시하거나 자살과 불륜을 미
화하는 내용을 방송하지 않으며, 범죄의 수단
이나 방법, 악덕, 패륜행위의 내용을 필요이상
으로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는다.

한겨레미디어 범죄수사 및
재판 취재보도 시행세칙

1. 기본원칙

9) 수사 기관이 파악했거나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범행 수법과 과정을 너무 상세하게
묘사하면 모방범죄를 부를 수 있음에
유의하고, 잔인하거나 음란한 내용을 자세히
알리는 선정적 보도를 경계한다. 다만, 사건의
전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경우, 인명 등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사건에서 범죄자
검거에 도움이 되는 경우, 범죄 수법에 관한
정보가 추가적인 유사한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조선일보
윤리규범 가이드라인
제12장 품격과 절제
제2조. 선정보도 금지

⑫ 자살 또는 타살에 사용한 약물의 명칭을
보도하지 않으며 살인․ 폭력․ 자살․
도박․ 사기 등에 이용한 흉기와 수법,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는다.
⑬ 시신이나 사건 현장 등 혐오감을 유발하는
사진은 특수한 경우 외에는 보도하지 않는다.

JTBC 윤리강령

제 18항 : 인명을 경시하거나 자살과 불륜을
미화하는 내용을 방송하지 않으며, 범죄의 수
단이나 방법, 악덕, 패륜행위의 내용을 필요
이상으로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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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피의사실 보도 유의’에 관한 규범은 피의자 신상 보도와도 관련이 높은 내

용으로, 피의자를 ‘범인’으로 단정하지 말 것과, 인신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한 촬영

및 보도 자제, 경칭 사용 등 피의자의 인권과 명예를 존중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피의사실 보도 유의’ 규범의 가장 근본적 원칙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며, 특히 조선

일보와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 외

에도, 피해자 및 범죄와 무관한 사람들의 신원을 보호하고, 필요 이상의 구체적 묘

사와 범죄 미화, 선입관 조장을 금지하며 반론·정정 보도를 보장하는 규범들 모두

언론 자율 규범의 공익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연구는 경찰과 언론의 상호작용을 피의자 신상 보도의 전제 과정으로 보고

있는데, 수사기관과 관련된 언론 규범은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 범죄 사건

취재 시 기자들의 주요 정보원이 경찰이며, 경찰 또한 경찰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제공할 때가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확인 보도와 관련된 규범은 수사기관이 제공한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⑥ (선정보도 금지) 범죄 ‧ 폭력 ‧ 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저속하게 다뤄서도 안 된다.

연합뉴스
공정한 보도 및 업무수행에

관한 준칙
3. 주요 보도별 가이드라인

2) 사건·사고 보도

④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살 또는 타살에
사용한 약물의 명칭을 보도하지 않으며
살인·폭력·자살·도박·사기 등에 이용한 흉기와
수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는다.

⑥ 범죄 내용이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서 보도한다.

10. 범죄 미화

금지

JTBC 윤리강령

제 17항 : 법률을 어긴 행위를 정당화하는
보도나 논평은 하지 않으며, 범인을
영웅시하거나 법인 또는 범죄행위에 대해
호기심을 유발할만한 기사나 영상은 피한다.

KBS 방송강령

제17항 법률을 어긴 행위를 정당화하는
보도나 논평은 하지 않으며, 범인을
영웅시하거나 법인 또는 범죄행위에 대해
호기심을 유발할만한 기사나 영상은 피한다.

연합뉴스
공정한 보도 및 업무수행에

관한 준칙
3. 주요 보도별 가이드라인

2) 사건·사고 보도

②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되 피의자의 발언
등 범죄를 정당시하는 의도된 주장을
보호하지 않는다.

③ 범법 행위를 비호하는 보도나 논평은 하지
않으며 범인을 영웅시하거나 범인 또는
범죄행위에 대해 호기심을 유발할 만한
보도나 논평은 피한다.

표 13 범죄 보도 관련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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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무비판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경계하게끔 한다. 취재원으로부터 얻은 정보가

사실인지 확인하는 과정은 범죄 보도 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 보도에도 적용되지만,

한겨레, 조선일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특히 범죄 보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제

공한 사실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취재원의 엠바고 요

청(보도유예 요청)이 타당한지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한겨레와 한국신문윤리

위원회의 규범은 경찰의 엠바고 요청에도 적용된다. 특히 KBS, 조선일보, 연합뉴스

는 납치 유괴 사건에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경찰의 엠바고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

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범들은 언론이 경찰을 견제하며 피의 사실

의 소통에 있어 자율적인 판단을 내리면서도, 피해자 보호라는 공통된 목적하에 경

찰에 협조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언론의 자율 규범은 모호한 언어와 예외적인 허용으로 인해 판단의 여지를

넓게 열어두고 있다. ‘유의한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 ‘경계한다’, ‘최대한 피한다’,

‘꼭 필요한 내용만 방송한다’는 표현들은 명확한 판단의 기준 또는 규제의 기준이

되기 어렵다. 또한, 예를 들어 한겨레는 수갑을 찬 피의자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을 규정하면서 ‘다만 그 모습 자체로 상징하는 바가 클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예외 단서를 두고 있고, 피의자에 대한 단정적 표현 자제를 규정하면서 ‘피

의자가 현행범이거나 범죄를 인정할 만한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가 있는 경우, 인질

사건과 같이 범죄행위가 다수에게 공개된 경우에는 범인(인질범, 유괴범, 납치범

등)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예외 단서를 두고 있다. 이처럼 예외적인 단서가 포함

된 경우 결국 개별 기자 또는 언론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진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범죄 보도와 관련한 언론 규범은 언론사 및 자율 규제 기구마다 차

이가 있으며 그마저도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언론사 및 기자 간의 연합으로 형성된 한국기자협회 및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규범

이 서로 다르고, 개별 언론사들의 규범과도 차이가 있다. 또한, 범죄 보도와 관련한

규범들을 통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규범은 ‘한겨레미디어 범죄수사 및 재판 취재

보도 시행세칙’이 유일하였으며, 이외의 규범들은 범죄 보도와 관련된 조항들이 체

계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여러 항목에 산재하여 있다. 이러한 한계는 결국 범죄 보

도 규범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

(2) 피의자 신상 보도 관련 규범

범죄 보도에 대한 일반적인 자율 규범은 주로 ‘선정적 보도 금지’, ‘인권 침해 금지’,

‘범죄 미화 금지’ 등 ‘금지’의 성격을 띠고 있는 데 비해, 피의자의 신상 보도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경찰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되 예외적인 허용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범죄 보도에 등장하는 피의자(범죄자)의 유형에 따른 신상 보도 규범을 자율 규제

기구 및 언론사별로 정리하면 <표-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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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자협회는 ‘인권보도준칙’에서 ①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및 피해자, 제보자,

고소․고발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②유죄 판결

을 받은 경우에도 범죄자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 공개에 신중을 기한다는 항목

을 두고 있으며,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기준’에서 언론은 성범죄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 정보가 관련 법률에 의해 공식적으로 공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

적으로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실천윤리요

강’은 ①미성년 피의자의 신원(이름, 얼굴 사진 등)을 보호할 것, ②피의자 등을 촬

영하거나 사진 또는 영상을 보도할 때는 최대한 공익과 공공성을 고려할 것을 규정

하고 있다. 여기서 ‘공익’이라 함은 ① 국가의 안전 보장, 사회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② 공중의 보건과 안전, 환경 보존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③

반사회적 범죄 또는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④ 개

인이나 단체의 주장 또는 행동으로 공중이 오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로 규정한다.

각 언론사별로 살펴보면,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은 ①피의자의 신원 노출은

기관/언론사 피의자
미성년

피의자

심신

장애자인

피의자

범죄자(유죄

판결 후)

한국기자협회 원칙적 비공개. - - 공개 신중

한국신문윤리

위원회

사진·영상 보도

시 공익 고려.
보호 - -

KBS 원칙적 자제.
보호

(예외적 허용)
익명 보도 원칙 -

JTBC - 보호 - -

<한겨레>

당사자 의사에

반해 보도 금지

(예외적 허용).

특히 보호.
-

미성년 범죄자

보호.

<조선일보>
사진·영상 보도

시 공익 고려.

비공개 원칙.

(예외적 허용)
익명 보도.

형을 마친

범죄자의 신상

보도 자제.

<연합뉴스>
초상권 침해

가급적 자제.
보호.

익명 보도

(예외적 허용).

미성년 범죄자

보호.

표 14 피의자 신상 보도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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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자제한다, ② 피의자가 잔혹한 범죄를 했더라도 단순히 흥미를 위해 피

의자 신상을 보도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③심신 장애자가 피의자이거나 피의자

로 추정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익명으로 보도한다, ④피의자의 전과, 프라이버시,

가족관계 등을 보도할 때에는 과연 보도할 만한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소년범의 경우, 피의자를 지칭할 때 소년범

자신과 가족 등 관련자들 전원에 대해 익명으로 처리해야 하며, 방송강령에서도 ‘미

성년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본인의 이름은 물론 인상착의나 직업, 주소, 부모이름,

학교이름 등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과 영상은 밝히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충격이 큰 사건을 일으킨 청소년의 경우나, 범죄피해가 확대되는 것

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체포를 위해 지명수배 중인 소년범 등에 대해서는

실명 사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JTBC의 윤리강령은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해서

는 본인의 이름은 물론 인상착의나 직업, 주소, 부모이름, 학교이름 등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과 영상은 밝히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성년인 피의자의 신상

보도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한겨레>는 ‘범죄수사 및 재판 취재보도 시행세칙’에서 수사 대상자(피의자)의

실명과 얼굴 사진 등은 당사자 의사에 반해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만 정치인 및 고위 공직자(통상 3급 이상) 등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공적 인물의

경우, 범인의 체포 및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수사상 필요한 경우, 다수 언론에 의

해 그 실명이 널리 공개되어 익명 유지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합리적 이유가 있

을 때에는 이를 보도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다.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지에 대

해서는 편집국장 등 취재보도 부문의 책임자가 결정한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신

문윤리실천요강’과 <한겨레>의 피의자 신상 보도가 허용되는 공익적 기준을 살펴

보았을 때, 피의자의 신상을 보도할 수 있는 기준이 사실상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

개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겨레>는 직접적으로 피의자의 신상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공인

이 아니거나 공익적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수사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의 이름,

거주지, 소속 기관, 직위 등을 함부로 보도하여 그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재

보도준칙’에서도, 취재원의 실명 표기를 원칙으로 하나 범죄 혐의를 받고 있거나 유

죄 판결을 받은 미성년자를 기사에 등장시킬 경우 예외적으로 익명으로 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KBS와 마찬가지로 미성년자의 신원 보도에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일보>의 ‘윤리규범 가이드라인’ 미성년자가 피의자인 경우의 신상 보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가 형사 피의자인 경우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공개가 금지되는 신원정보는 ①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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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개인 정보 ②소속 학교명, 학원명 ③거주지 등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등

을 의미한다. 예외적으로, 미성년자가 반인륜적 죄를 범했거나 지명 수배 등 공표된

미성년 피의자인 경우에는 신원을 밝힐 수 있다. <조선일보>는 KBS나 한겨레와는

달리 성인인 형사 피의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반대로 범죄 보도 시 익명으로 보도해야 하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 공개된 재판에서 공표되지 않은 제보자와 증인 ② 반인륜적 죄를 범했거나 지명

수배 등 공표된 경우를 제외한 미성년자의 경우 ③ 참고인 (단,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관련된 경우나 공인 또는 그에 준하는 인사는 예외) ④ 정신장애인 (단, 흉

악범이나 재범이 염려되는 도주자, 알코올·약물·각성제 등에 중독되거나 이상성격·

노이로제 등으로 범행한 사람은 예외) ⑤ 범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물은 익명으

로 보도한다. 또한, 과거의 범죄를 보도할 때 일부 관련자(범법자, 용의자, 증인, 친

척, 피해자 등)가 자신의 신원이나 소재를 밝히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 그들의 신원

이나 소재를 어느 정도 밝힐 것인지에 대해 부서장과 상의한다.

<조선일보>는 익명 보도를 해야 하는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보도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공개를 방지

하는 규정 또한 존재한다. 피의자를 포함한 사건관계인의 사진 또는 영상을 보도할

때에는 최대한 공익과 공공성을 고려할 것과, 피의자의 얼굴 사진이나 영상 남용을

피할 것, 형을 마친 범죄자의 얼굴이나 주소 노출에는 신중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직소 퍼즐 효과’ (각기 다른 매체에 실린 별개의 기사가 서로 다른 세부사항

을 제공해서 관련된 사람의 신원이 드러나는 효과) 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매체의 기사까지 고려하는 규범은 다른 언론사의 규

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유한 규정이다.

<연합뉴스>는 ‘공정한 보도 및 업무수행에 관한 준칙’ 중 실명보도와 관련한

부분에서 사건·사고 보도는 실명보도를 원칙으로 하며 당사자 또는 관련자에게 중

대한 불이익이 생기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익명으로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또한, 정신장애인은 흉악범 또는 재범이 염려되는 도주자와 알코올, 약물,

각성제 등에 중독되거나 이상 성격, 노이로제 등으로 범행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익

명으로 보도하도록 규정한다. 실명 또는 익명 보도 여부는 사실관계가 명확해진 다

음 결정하며, 익명을 쓸 때는 신원이 철저히 보호되도록 주소, 가족관계, 직업, 지위

등의 보도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한다. 미성년자 관련 범죄의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신원 및 주소, 부모에 대한 정보, 학교이름 등 신원을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을 밝히

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에 의해 밝혀지는 핵심적 정

보는 이름, 나이뿐만 아니라 얼굴도 포함되는데, <연합뉴스>의 준칙에서는 성인인

피의자의 얼굴 사진 보도와 직접적으로 관련한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다만, ‘개인

의 초상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사진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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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할 수 있다.

피의자 신상 보도와 관련한 언론의 자체적 규범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의 신상

보도는 자제하거나 신중하게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연구대상이

된 모든 언론사의 윤리규범은 공통적으로 미성년자인 범죄 피의자의 신원을 보호할

것을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피의자의 신상을 보도할 때에는

여러 가지 공익을 따지게끔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 기준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언론의 피의자 신상 보도와 관련한 규범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피의자 신상 보도와 관련한 규범이 독립적이고 종합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

다. 경찰의 내부 지침처럼 피의자 신상 공개와 관련한 종합적인 규정을 두기보다는,

얼굴, 실명, 나이의 보도에 관한 규정들이 따로따로 산재해 있다. 일부 언론사는 피

의자의 얼굴, 실명, 나이 중 얼굴 또는 실명의 보도에 대해서만 직접적으로 규정하

고 있었다. 이마저도 피의자의 신상 보도와 관련한 규정이 아닌 일반적인 보도대상

자의 초상권과 관련한 규정, 익명 보도와 관련한 규정 등으로 나뉘어 있다. 또한,

일반적인 피의자, 미성년 피의자, 정신 장애를 가진 피의자 등 여러 유형에 따른 피

의자 신상 보도 규범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언론사 또는 기구마다

이러한 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둘째, 언론의 피의자 신상 보도 규범은 산재한 규범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경찰

의 피의자 신상 공개 기준에 비해 그 구체성과 명확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경찰

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확히 ‘원칙적 비공개’를 선언한 규

범은 한국기자협회의 ‘인권보도준칙’이 유일하다. 다른 윤리 규범들은 ‘원칙적 자제’,

‘가급적 자제’, ‘최대한 공익과 공공성을 고려’ 와 같은 모호한 언어로 표현되어 있어

사실상 기자와 편집국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판단하게 된다. 특히 한국신문윤리

위원회의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공익’을 판단할 때에 ‘부득이한 경우’라는 표현을 거

듭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성을 띠어야 할 제재 성격의 강령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다. 이러한 강령의 추상성과 모호함은 이후 위원회가 해당 강령을 근거

로 언론사에 제재를 가해도 언론사가 반론할 가능성을 열어두기 때문에 더욱 문제

가 된다(최경진, 2008).

셋째, 언론의 피의자 신상 보도 규범은 사실상 언론의 자율적 판단 범위를 폭넓

게 허용하고 있다. 기준의 추상성과 모호함으로 인해 언론의 판단 범위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규범 자체가 신상 보도가 허용되는 경우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기 때

문이다. 신문윤리실천요강과 <조선일보>는 애초에 피의자의 신상 보도를 금지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사진과 영상을 보도할 때에는 공익을 고려한다는 상

식적 수준의 조항만을 두고 있다. 피의자 신상 보도를 금지하거나 자제하는 윤리

규범들 또한, 예외적 허용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KBS의 ‘방송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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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은 특강법과 성폭법상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에 따른 경찰의 공개 결정

을 고려해야 함을 언급하면서도, 동시에 ‘피의자가 공인인지의 여부, 범죄사건의 중

요성, 비범성(非凡性) 등을 고려하고 개인의 익명성에 대한 이익(인격권)과 공공의

이익(언론의 자유)을 비교형량하여 사회적 중요성의 정도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와 같은 문구는 사실상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한 언론의 자율적 판단

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언론의 피의자 신상 보도에 대한 규범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언론

또한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의 자율적인 주체이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은 외부위원

을 포함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여 세부 체크리스트를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비해 언론사는 그 판단 주체가 언론사 내부 상급자에 한정되므로 규범의 확립이

더욱 필수적이다. 현재 언론은 종합적이고 독립적인 피의자 신상 보도 규범을 마련

하고 있지 못하며, 이마저도 언론사별로 차이가 있으며 구체성이 현저하게 떨어진

다. 특히, 예외 사항 등을 두어 느슨하게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판단 기준으로 작

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97) 기존의 전통적인 미디어의 자율 규제가 제대로 작동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양적으로 급속도로 증가하는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

들의 경우 이 같은 윤리 규범이 작동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3) 자율 규범에 대한 기자들의 인식

범죄 보도 규범에 대한 숙지와 준수는 미디어 전문직주의를 구성하는 세부 차원

중 ‘고유한 전문직 규범’과 관련된다. 범죄 보도 규범을 포함한 윤리 강령은 자의식

적 정체성, 외부에 대한 장벽 등과 함께 직업인들의 자신들을 ‘수평적’으로 조직하

게끔 함으로써 전문직으로 만드는 데에 기여한다(Collins, 1990; Hallin&Mancini,

2004 재인용). 한국 언론은 취재보도 가이드라인, 운리강령 등을 내세워 미디어 전

문직주의를 추구한다고 선언하면서도, 현실은 내실 없는 형식적 관행만을 도구적으

로 차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윤석민, 2020). 김영일(2007)은 한국신문윤리위

원회의 신문윤리요강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개별적으로 채택한 언론윤리

강령이 “서랍 속 보관용” 이외의 효용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12쪽).

그는 언론사들이 기자들에게 언론윤리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 훈련을 제공하지 않

고, 세미나식 특강 등 1회성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하였다.

실제로, 인터뷰 대상 기자들은 위와 같은 범죄 보도 규범에 대해 숙지하지 못하

고있었다. 기자 3은 문서화된 규범은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이 많아 기사 작성

에 실질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해 주지는 못하며, 따라서 문서화된 규범을 일일이

97) 기자가 내부 준칙을 어기면 언론사별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제재를 가하기도 하지만, 애초에 윤
리위원회가 열리는 경우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제재는 가벼운 경고 수준의 형식적인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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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는 기자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 하였다. 또한, 이전에 윤리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크게 의미 있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기자 3 : 아마 수습 때 변호사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 윤리 보도 이런거
에 대해서 한두 시간 짧게 교육을 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게 사실 크게 
의미가 있는 교육이라고 느껴지지는 않고요. 그런 가이드라인을 사내에서 따로 
기사를 쓸 때 참고해서 내보낸다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 같아요.

중앙 일간지에서 근무하는 기자4와 기자5 또한, 자사의 범죄 보도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기자5는 내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범죄 보도를

하기보다는 타사가 보도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기자 5: 저희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선에 있는 기자들한테 제대로 ‘이런 가이드라인을 지켜라’라
고 알려주지를 않거든요. 정말 일부 소수 언론사를 제외하고는 그거를 막 인지
하면서 쓰는 경우는 진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타사 보도를 
많이 의지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인터뷰 결과, 문서화된 윤리 규범 중 뉴스 제작 현장과 상충하는 부분도 있었다.

예를 들어, 여러 언론사들은 공통적으로 범죄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묘

사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모방 범죄를 일으킬 우려와 시청자들에게

폭력성을 심어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자 3은 규범의 취지를 이해하면

서도, 범죄 사건 간 디테일한 차이를 묘사하지 않으면 새로운 뉴스가 되지 못한다

고 하였다. 즉, 사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으면 항상 똑같이 ‘사람이 사람을 죽

였다’ 정도의 보도밖에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기사를 쓰면서 어느 정도로 절충해야

할지 고민이 생기는 경우가 많지만, 시간에 쫓겨 급하게 기사를 작성하다 보면 이

러한 고민을 충분히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실은 시장 경쟁이 심화

된 미디어 환경 속에서 현장의 기자들에게 규범이 ‘사치재’로 인식되고 있음(윤석민,

2020)을 반영한다.

기자들이 범죄 보도 가이드라인을 완벽히 숙지하고 이에 따라 보도하는 것은 아

니지만, 기자들은 관행적으로 어느 정도의 윤리 규범은 체화하고 있었다. 기자들은

주로 문언상의 규범을 숙지하기보다는 선배들로부터의 도제식 교육으로 현장에서

적용되는 여러 규범을 익히게 된다.

  
기자4: 발제를 했는데 안 잡힌다거나, 발제를 했는데 ‘우리는 이런 거 안 써’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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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자극적인 거 잘 안 쓴다’ 라고 하면서 ‘그렇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보도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데스킹 과정에서 어떤 문
구들이 지워지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좀 배우게 되는 것들이 더 큰 것 같아요. 

기자3은 범죄 보도에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것이 양자의 입장을 모두 공

정하게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양측의 입장을 직접 듣지 못하더라도, 수사 관계

자를 통해서 피의자나 피해자의 주장을 전해 듣고, 합리적인 주장인지의 여부와 관

계없이 한 줄이라도 포함해야 한다고 하였다. 피해자의 주장인 경우 그 주장에 담

긴 사실관계를 실제 진실인 양 표현하면 안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행적 규범들

은 실제 언론사의 윤리 규범 문언에 명시되어 있는 것(‘반론 보장’)과 크게 차이가

없다. 또한, 문언상의 선정적·구체적 묘사 금지 규범은 기자들이 관행적으로 잔인하

거나 선정적인 표현을 금지하는 식으로 실천되고 있었다.

 기자 3: 범죄 보도 할 때 ‘죽었다’라는 표현을 못 쓰고요. ‘숨졌다’,라고 해야 하
고. ‘찔렀다’ 보다는 ‘흉기를 휘둘렀다’, 이렇게 잔인한 것 표현할 때 뭉개서 하
는 것들이 있고. 흉기를 구체적으로 ‘일본도’ ‘회칼’이다 라고 하기 보다는 ‘흉기
를 휘둘렀다’ 이런 식으로, 잔인할 수 있는 부분을 눌러서 쓰는 것이 있고. 예를 
들어 장기가 터졌다면, ‘손상됐다’라는 식으로. 

신문사에 재직 중인 기자4는 신문사의 특성상 범죄 사건을 보도하면 구체적인 피

해 상황에 대한 묘사가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폭행 등 민감한 성 관련 범죄

사건은 아예 보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98) 마찬가지로 신문사에 재직 중

인 기자5는 신문사 내부 가이드라인인지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자극적

인 사건은 배제하려고 노력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신문사에 속한 온라인 기자들(인

터넷 상의 기사만 작성하는 디지털 미디어국의 기자들)이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자

극적인 사건도 보도하기 때문에 본인의 노력이 무용지물이 될 때가 많다고 하였다.

한편, 문서화된 자율 규범 전반을 기자들이 숙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

신상 보도와 관련된 자율 규범 또한 알지 못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실제로

기자들은 피의자 신상 보도는 경찰이 공개 결정을 한 경우 언론도 보도한다는 단순

한 관행적 기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는 타 언론사에서 보도한 경우 이

를 따라 보도하기도 하며, SBS의 조주빈 신상 보도처럼 경찰에서 공개할 것이라는

믿음 하에 단독으로 보도하기도 한다.99) 이러한 관행은 자율 규범과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측면이 있다. ‘인권보도준칙’ 중 ‘성범죄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 정

98) 다만, 이는 해당 회사의 경향일 뿐이며 통신사는 성폭행 사건도 단신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99) 이와 관련하여는 제5장 제2절 ‘언론의 피의자 신상 보도’ 중 ‘2. 경찰의 결정과의 관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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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가 관련 법률에 의해 공식적으로 공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보도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경찰이 공개한 경우 언론도 보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한, <한겨레>는 ‘다수 언론에 의해 그 실명이 널리 공개되어 익명 유지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를 실명 보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타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피의자의 신상을 보도한 경우뿐만 아니라 경찰이 신상을 공개하여 타 언론사들이

모두 신상을 보도하기 시작한 경우 또한 포함한다.

종합해 보면, 범죄 및 피의자 신상 보도와 관련하여 기자들은 어느 정도의 기준

을 체화하고는 있으며 자율 규범의 내용과도 일치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는 어디까

지나 관행적 기준일 뿐이라는 한계가 있다. 전문적인 자율 규범에 대한 숙지와 준

수의 결과가 아닌, 도제식 교육의 결과라는 것이다. 이러한 현장 중심의 도제식 교

육은 실무적인 지식을 임기응변으로 전달하는 것이므로 고유의 전문직 규범의 정착

과 체계적인 이론화가 어렵다(김경모·신의경, 201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우

리나라 언론의 범죄 보도 규범 및 피의자 신상 보도 규범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조차도 기자들에게 제대로 내면화되어 있지 않은

것은 범죄 보도 및 피의자 신상 보도와 관련한 언론 규범 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라고 할 수 있다.

2. 외부적 규범

1)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는 2005년 제정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서, 고소 또는 고발 이전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도출하고 언

론사에 시정을 권고하는 기구이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은 재판보다 시간과 비용

이 덜 소모된다는 장점이 있다(언론중재위원회, 2018a). 또한, 당사자가 합의된 사항

을 자진하여 이행할 가능성이 크고, 장래에 비슷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당사자 스

스로 분쟁을 해결할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안유식·김관규, 2020).

언론중재위원회는 잘못된 보도의 유형으로 ① 범죄혐의자나 범인으로 보도되었으

나 수사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② 승낙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

의 초상, 음성, 사생활, 성명을 보도한 경우 ③ 한쪽의 주장만을 전달한 편파보도

④ 전체 사실 중 일부분만을 부각하여 나쁜 인상을 심어준 왜곡·과장 보도 ⑤ 사실

을 그릇되게 과장한 보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종

류로는 명예훼손, 초상권·성명권·음성권·사생활 침해 등으로 보고 있다.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및 중재신청을 하여 정정보도나 반론

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시정권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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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는 당사자의 요청이 없어도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법익을 침해한 언론사에 대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시정 권고 기준 중 상당 부분은 범죄 보도와 관련된 것인

데, 헌법, 형법, 특강법, 성폭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바

에 따라 심의한다.

인터뷰 대상 경찰관들은 먼저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해 질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하고, 언론에 대한 제재수단 중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동

시에 경찰관들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고 보았다. 특히 언론의

자의적인 피의자 신상 공개에 있어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인권과 경찰에 대한 존중으로 자체적으로 피의자 신상 보

도하는 것을 자제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경찰관 4: 언론 중재위원회가 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당연히 시정 조치를 할 
뿐이지. 죄송합니다,라고 한마디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막 방송 나오고 그러잖
아요. 근데 그게 다잖아. 이미 공개 다 됐는데. 

반면, 기자들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활동에 비해 언론중재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서는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 제재에 실효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기자2는

언론 중재위원들이 기사가 잘못되었다는 측과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양측의 입

장을 모두 들어보고 언론의 자유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고소 고발 이전

의 단계로서 양측 모두에게 효과적인 제도라고 하였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언론중

재제도는 높은 조정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다(안유식·김관규, 2020).

 기자2 : 바로 고소 고발로 가면은 사실 서로 힘들어진 경우도 있잖아요. … 그러
기 전에 서로 합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나 그런 제도 자체가 있다는 거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사처벌로 ‘정정 보도 하세요. 아니면 
사과 보도하세요’라고 하는 건 없잖아요. 언중위는 그걸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앙일간지에 재직하는 기자5는 주변 기자들이 언론중재위원회에 불려가는 일이

종종 있으며, 본인의 기사 또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에 부쳐진 적이 있다고 하였

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기사 작성자와 기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측

간에 원만한 합의를 이루도록 하는 기구이지만, 실질적으로 기자들에게는 언론중재

위원회의 중재 과정을 받게 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제재의 일종으로 여겨지고 있

다. 기자5는 대부분의 기자들이 본인이 직접 언론중재위원회에 불려가지 않더라도

주변 사례를 통해 “어떤 걸로든 좀 시비가 걸릴 수 있구나라는 거를 다들 직간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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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나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하였다. 기자4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면 지면이나 인터넷에 이 사실을 공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기자들에

게 부담이 되며, 신경 쓰게 된다고 하였다. 실제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법령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중재 결정은 확정 판

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100)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은 언론사가 상대적 약자인 개인에게 양보를 강요하는 수

단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김영욱·임유진, 2010). 조정은 피해

당사자가 어느 정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완전한 정의를

실현하기 힘든 측면도 있다(김용주, 2011).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

거나 직권조정 결정이 수용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법원에서 피해구제를 받는 경

우가 많다는 점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신속한 합의를 중시하여 피해당사자의 양보를

사법적 판단보다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안유식·김관규, 2020) 경

찰관 7의 발언도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경찰관 7: 언론중재위원회인가 그런 데도 있잖아. 거기에서 그런데 대부분은 경고 
조치하고 사실 큰 뭐, 개인이 어떻게 이기겠어, 언론사를. 방송과 이제 언론쪽에
서는 피의자나 사건 관계자들보다 조직적이고.

반대로, 기자들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신청인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본인에게 불리한 기사이지만 명예훼손죄와 같이 명확하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소

송을 걸 수는 없는 언론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한다는 것이다.

기자5는 주위에서 기자들이 언론중재위원회에 불려가는 대부분의 경우는 어떠한 기

업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썼을 때 사측의 요구로 인해 중재 절차가 개시된 경우

라고 하였다. 기자3은 보도 대상자가 언론중재 제도를 악용하여 독자로 하여금 사

건 내용에 대해 오해하게끔 한 경우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기자3: 그 사람들이 ‘그런 사실 없습니다’, 라고 하길래 ‘그럼 그런 사실 적어드리
겠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보도하기 직전에 아 그거 빼달래요, 그거 넣으면 뭔가 
자기들이 반성하지 않는 것 같대. 그런데 나중에 언중위를 걸어서 반론 보도를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그렇게 한 적 없다고. ‘아니 그거 빼달라면서요’, 
하니까 ‘아니 우리 다시 생각해 보니까 없다고 해야겠어요’. 이거를 언중위에서 
인용을 해 줘요. 그러면 우리는 마치 우리가 그 입장 취재도 안 하고 보도한 것
처럼 된단 말이에요.

100) 시정권고위원회의 시정 권고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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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3은 언론중재위원회의 활동으로 인해 보도 대상자에 대한 권리가 굉장히 넓어

지고 있고, 반대로 말하면 언론이 보도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고 있다고 주장하

였다. 언론중재위원회의 활동이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평가는 배제하더라

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활동은 범죄 보도를 비롯한 언론 보도 전반과 관련한

규범 체계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의자 신상

보도와 관련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사례가 없을뿐더러 중재의 실효성이 적

다. 경찰관들의 주장과 같이, 피의자 신상 정보는 한 번 보도되면 이를 돌이키기 어

려우므로 피의자 신상 정보의 사회적 유통과 관련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소통되는 방송 및 정보통신서비스 콘텐츠101)

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심의를 수행하는 제도적 기구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

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및

통신에 관한 ‘정책’을 심의한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독립된 기구로서 방송·통신

의 ‘내용’이 적절한지 심의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뉴스부터 광고

까지를 망라하는 모든 방송 콘텐츠와, 흔히 언론으로 통칭하는 신문기사 콘텐츠를

제외한 모든 인터넷 콘텐츠를 포함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때에 방송 또는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지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표-15>와 같다.

101) 방심위의 심의 대상은 뉴스부터 광고까지를 망라하는 모든 방송 콘텐츠, 그리고 흔히 언론으로
통칭하는 신문기사 콘텐츠를 제외한 모든 인터넷 콘텐츠를 포함한다.

조항 내용

제21조의2

(범죄사건 피해자 등

보호)

- 범죄사건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신중, 피해자의 인권 고려

- 객관적 근거 없이 범죄 발생의 원인이 피해자에 있는 것처럼 묘사 금지

- 범죄사건의 제보자, 신고자, 고발인, 증인 등의 인적사항을 동의없이

공개 금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가능)

제21조의3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등)

-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 금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로서 어린이․청소년이 아닌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적 정보 자세한 묘사 금지

- 선정적·자극적 보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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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나 언론중재위원회의 심의 규정에 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 자체적인 심의 규정에서 범죄 보도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규정되

어 있다. 특히 제22조 공개금지는 피의자 신상 보도에 신중할 것과 청소년의 경우

신상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주체에게 ① 삭제 ② 정정·수정 또는 중지 ③ 관계자

에 대한 징계 ④ 주의 또는 경고 등의 제재 조치를 내리거나, 권고나 의견제시 등

약한 수준의 행정 지도를 내릴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제재조치 처분을 요청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콘텐츠사업자나 정보통신서

비스제공자에게 제재조치 처분을 명령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독립기구를 표방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심의 결정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

를 통해 실현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분청의 성격을 지닌다(정연부, 2012). 법적

인 강제성이 높으므로 언론에 대한 규제 장치로 확실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동시에, 사실상 국가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법

기관의 판단 이전에 사업자에게 강제적인 처분을 내린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

축시킬 우려(헌법재판소, 2012. 2. 23.) 또한 존재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의 차이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원이

제기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사후 심의하여 해당 언론사에 제재 조치를 내리고 언

- 가해자의 비정상적인 말과 행동 부각 금지

제21조의4

(어린이 학대

사건보도 등)

-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 금지

- 학대행위가 담긴 영상·음향 등을 직접적으로 노출하거나 자극적으로

재연 금지

- 가족 유형에 대해 편견을 조장 금지

제22조

(공개금지)

- 가해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신중을 기할 것, 청소년인 경우 공개 금지

- 가해자의 보호자 및 친‧인척의 인적사항 공개 금지 (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로서 당사자가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

제23조

(범죄사건 보도 등)

-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범인으로

단정하는 표현 금지

-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시효가 만료된 범죄사건을 다룰 때에는 당사

자의 사회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

-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보도할 때에는 수갑 등에 묶이거나 수

의(囚衣) 등을 입은 상태를 정면으로 근접촬영한 장면 등을 통해 피고

인 또는 피의자의 인격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

- 범죄행위가 과장되거나 정당화되지 않도록 유의

- 가해자의 정신건강 관련 정보 공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객관적

근거 없이 정신질환을 범죄행위의 원인으로 단정하지 말 것.

표 15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중 범죄 보도와 관련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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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중재위원회는 주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손해배상, 정정보도, 사과보도

등)를 업무로 한다는 점이다. 기자3은 언론중재위원회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

재 수위가 더 높게 느껴지며, 이는 실질적으로 언론사에 패널티가 가해지기 때문이

라고 하였다.

인터뷰 대상 기자들 중 신문사 기자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신문사에 해당하

지 않으므로 알고 있는 내용이 없다고 하였다. 자율 규제 기구인 한국신문윤리위원

회가 방송사에 대해서 심의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일간

지 및 인터넷 신문은 심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율 규범 영역에서는 방송에

대한 규제의 공백이, 외부적 규범 영역에서는 신문에 대한 규제의 공백이 나타나는

비대칭적인 규범 체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3) 민·형사상 명예훼손

형법의 피의사실공표죄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금지한다면, 원칙적

으로 형법의 명예훼손죄는 언론이 보도대상자의 신상이 추정될 수 있는 보도 행위

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규범들 중 피의자 신상 보도와 가

장 관련이 깊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은 범죄 보도의 일반적 공익성을 인정하면서도,

범죄 보도가 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할 것 ② 진실임이 증명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명예훼손죄의 위

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8. 1. 24).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인한 처벌의 위험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앞서 살펴본 규

범 중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이다. 언론이 경찰의 결정과 관계없이 피의자의 신상

을 보도했을 때 경찰이 직접 언론을 제재할 수단은 없지만, 피의자는 언론사나 기

자 개인을 상대로 민·형사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언론사가

기자가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명예훼손죄는 언론이 범죄 보도에서 피의자의 신상(실명 등)을 보도하여 당사자

가 특정되었을 때에 문제가 된다. 대법원은 언론사가 경찰 수사결과를 토대로 범죄

를 보도하였으나 재판 결과 보도 대상자들의 무죄가 확정된 사안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

을 것이나,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원

고가 공적인 지위에 있거나 공적인 활동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피의사실의 보도에

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특히 피의자의 신상을 보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하

였다(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이에 따라 KBS 방송 제작 가이

드라인은 “공익성 요건의 하나라도 결여된다면 당사자를 불특정 인물로 표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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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자 3은 언론의 자율적인 피의자 신상 보도는 언론사 또는 기자가 책임을 질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판단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내며 그 책임은 곧 법적 책임, 민·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고소될 가능성을 감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기자5

는 언론이 경찰의 결정이 내려진 후에야 피의자의 신상을 보도하는 것은 법적인 책

임을 회피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민·형사상의 고소 및 제재의 위험은 현실

적으로 경찰이 신상 공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언론사들도 피의자 신상 보도를 하지

않는 큰 이유가 되고 있다.

강력사건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정보로 피의자 또는 보도대상자의 신상을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기자들은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 보도 외에도 언론 보

도 전반에서 기자들은 여러 가지 제재 수단 중 민·형사상의 명예훼손죄가 가장 큰

부담이 된다고 하였다. 기자3은 이전에 비해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죄 소송을 거

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보도대상자가 ‘일단 걸고 보는 것 같다’고 하였다. 법원

은 청구인의 주장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높은 배상

액을 결정하는 추세라고 하였다. 기자4에 따르면, 사실상 명예훼손과 관련된 사안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해결되면 가장 좋지만, 최근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신청

을 하지 않고 바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

에서 언론사는 자체적으로 표현을 점검하거나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자료를 배포하

는 등 명예훼손죄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자4: 저희 회사 아카이브 같은 데 들어가면은, 명예훼손이 어떤 때 적용되는지
에 대한 파일 같은 것도 되게 회사에서 자주 올려주고요. 그거는 이제 방송에서
도 이제 따로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신문에서도 마찬가지고. … 그래서 
그 기사 쓸 때도 데스킹 과정에서 사건이나 재판 보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게 이렇게 쓰면 소송 걸린다라고 해서, ‘확인됐다’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나타났다’ ‘전해졌다’ ‘알려졌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들이 진짜 
많고요. 최대한 조심해서 쓰려는 편이기는 하죠.  

언론사들이 피의자의 신상에 대한 보도를 자제하게 되고 단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게 되는 등 명예훼손죄 소송의 위험이 언론에 대한 규범 체계 중 가장 강력한 변

화 동인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자4에 따르면, 최근에는 언론사가 아닌

기자 개인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하는 경우가 많아 기자 개인도 명예훼손죄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게 된다고 하였다.

인터뷰 대상 기자들은 전반적으로 최근 언론이 명예훼손죄를 크게 의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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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사실에는 동의하였지만, 기자5는 사실상 범죄 보도에서는 피의자가 명예훼손

죄로 소송을 거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으며 오히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자

주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주로 일반 사람들의 범죄 사건을 보도하는 사회부보다

는 정치부에 속한 기자들이 국회의원 등 사회의 저명 인사들에 대한 보도를 다루면

서 명예훼손죄로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기자5: 명예훼손죄가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내가 소송을 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혹은 주변에서 그런 걸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가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권력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초반 기사가 억울하게 나가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걸렸다,라는 
얘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근데 정치부에서는 반대로 조그마한 단순한 
오기여도 그거 가지고 시비 거는 경우도 많고. 

기자5에 따르면, 대부분 범죄 사건에서 피의자는 명예훼손죄로 소송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과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결국 명예훼손죄는 변호인단을 선임할

경제력을 가진 권력층만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권력자에 비해 일반인은 공익과

관련이 적을 가능성이 크므로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확률이 크지만, 막상 일반인들

은 명예훼손죄로 다툴 여력이 없는 역설이 나타난다. 기자5는 언론사들은 ‘설마 피

의자가 우리한테 소송을 실제로 하겠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소송을 걸더라

도 ‘국민의 알 권리’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피의자 신상 보도에서 명예훼손죄가

실질적으로 큰 위협이 되지 못한다고 보았다.

명예훼손죄에 의한 언론 제재는 다른 규제 수단에 비해 소송 절차에 시간과 비용

이 많이 소모된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는 소송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피의자만 보

호하는 결과를 낳게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명예훼손죄가 권력자만을 보호한다는

기자5의 의견은 언론 보도 전반에 대해서는 타당한 의견이지만 피의자의 신상이 보

도되는 강력범죄에도 해당하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2010년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가 제정된 이후 언론이 자체적으로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사례(강

호순·조두순·이춘재·조주빈 사건)는 극히 적은데, 언론이 이들 피의자가 단순히 소

송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신상을 보도했다고 보기에는 이들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

이 객관적으로 매우 나빴기 때문이다. 이때 피의자가 소송을 하지 않은 이유는 단

지 소송 여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론을 의식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범죄의 질이 매

우 나빠 법원에서도 언론의 손을 들어줄 확률이 크다고 예상하는 등 다양한 원인으

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기자5의 의견은 다른 기자들의 의견과는 상반된 것으로

서, 실제로 언론이 피의자의 신상을 보도할 때 명예훼손죄의 부담을 얼마나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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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는지에 대해서는 5명 기자들의 인터뷰로는 정확하게 알기 힘들다.

정리하자면, 인터뷰 대상 기자 대부분은 언론 보도 전반에 대한 명예훼손죄 소송

은 늘어나고 있으며 언론사는 이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구체적

으로, 범죄 보도에서 피의자의 실명을 사용하면 명예훼손죄로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으며 해당 판례(대법원, 1998. 7. 14)도 존재하기 때문에 언론은 이를 의식하고 피

의자의 신상 보도를 자제한다. 따라서 언론이 자체적으로 피의자의 신상을 보도하

는 사례는 극히 적다.

그러나 아무리 적은 사례라 하더라도 언론의 인식 변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언론이 자체적으로 피의자 또는 범죄자의 신상을 보도한 사례 중 보도대상자가 언

론의 신상 보도를 문제 삼아 명예훼손죄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없었다. 특히 조주

빈 사건은 죄질이 나쁘고 여론이 매우 악화된 강력범죄의 경우 경찰의 결정 없이

언론이 자체적으로 피의자의 신상을 보도해도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기념비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기자 2는 사실상 조주빈도 언론사를 상대

로 고소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여론이 더욱 악화할 것을 염려하여 언론사를 고소

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하였다. 이러한 여론 자체를 형성하는 것이 언론이기에 피의

자 신상 보도 시 피의자가 고소하기 어려운 여건을 언론이 미리 형성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3. 소결

우선, 범죄 보도 및 피의자 신상 보도와 관련한 자율 규제는 ①기자단의 제재는

명문화된 규약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② 언론사 내부 윤리위원회

또는 모니터링팀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언론사도 있다는 점, ③ 유일한 자율 규제

기구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방송사는 규제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의 한

계가 있다. 또한, 이들 자율 규제 주체들의 판단 기준이 되는 자율 규범의 내용, 특

히 피의자 신상 보도와 관련한 규범이 모호하고 비체계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무엇

보다도, 기자들은 범죄 보도 또는 피의자 신상 보도와 관련한 자율 규범의 내용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관행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있었다.

외부적 규범 체계는 언론중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리고 민·형사상 명예

훼손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특히 범

죄 보도와 관련한 규범(규제의 기준)을 밝히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규정하는 잘

못된 보도 유형 중 ‘범죄혐의자나 범인으로 보도되었으나 수사결과 혐의가 없는 것

으로 밝혀진 경우’, ‘승낙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의 초상, 음성, 사생활, 성명을

보도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22조(공개금지)와 제23조(범죄 사건 보도 등)

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자율 규범의 내용과 상당 부분 비슷하며, 자율 규범과 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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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범죄 보도 규범이 체계적이지 않으며 ‘신중할 것’과 같은 모호한 표현을 사

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신문사를 규제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점에서 외부적 규제 체계의 공백을 낳고 있다.

자율 규제에 비해, 외부적 규제는 규제의 강제성 때문에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기자들은 언론중재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언론

중재위원회의 활동은 언론 보도 전반의 규범 체계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

다. 또한, 방송통신심위원회의 규제는 실제로 언론사에 패널티가 가해지기 때문에

법적 강제성이 크다. 그러나 인터뷰 대상 기자들은 대체로 자율 규제·외부 규제를

통틀어 명예훼손죄가 가장 큰 부담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명예훼손죄로 인한 소송

위험은 피의자 신상 보도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고 하였다. 피의자 신

상 보도와 관련한 규범의 내용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명예

훼손죄로 고소당할 위험이 없는지’가 실질적이고 유일한 판단 기준이 되는 셈이다.

이는 피의자 신상 보도뿐만 아니라 범죄 보도 전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즉,

현재 범죄 보도 및 피의자 신상 보도 규범 체계의 실체는 언론의 자율적 규제 및

규범이 아닌,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있는가’가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를 비롯한 외부적 규제는 사후(事後)적 제재로, 강력범죄 피의

자의 신상 보도와 관련하여 실제로 규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규제의 실효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인터넷상에서 정보가 실시간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특히 사회

적으로 이슈가 된 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처럼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가진 정보는 한

번 공개된 후에는 이를 되돌리기 극히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자율적 규제뿐만 아

니라 외부적 규제 또한, 보도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자

체적인 모니터링 등에 의해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한계로 작용한다. 실

제로, 경찰의 결정 없이 언론이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보도한 사례 중 언론사

가 규제를 받은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기자5는 명예훼손죄가 범죄 보도에 있어

실질적인 규범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소송의 여력이 있는 사람들만 보호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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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논의

1. 연구의 요약

이 연구는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법제도, 경찰, 언론

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경찰과 언론을 피의자 신상 정보의 소통에

관여하는 핵심적인 두 주체로 설정하고, 각각의 판단 근거가 되거나 구속하는 법

제도(경찰의 경우 특강법과 성폭력처벌법 상의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와 피의사실공

표죄, 언론의 경우 법적 근거에 의한 외부 규범 기구 또는 명예훼손죄)를 하위 항목

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피의자 신상 정보의 소통 과정을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으

로 파악하기 위해, 피의자 신상 정보를 포괄하는 피의 사실 전반의 소통 과정 또한

함께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주된 연구 방법으로 심층 인터뷰 방식을 활용하였으며,

경찰관 12명과 기자 5명을 인터뷰하였다. 추가적으로, 정보공개청구,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문헌 연구, 그리고 보도 건수 및 내용분석 등 보완적인 방법들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면 <그림-14 >와 같다.

사건이 발생하면 우선 경찰이 1차적으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게 되며(a),

경찰은 수사공보규칙 및 피의사실공표죄 등을 고려하여 피의 사실을 공개하게 된다

(b). 이때 경찰의 피의 사실 공개는 여러 언론사를 상대로 공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도 있으며, 경찰관 개인이 친분이 있는 기자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도 한다(c). 언론은 경찰 외 정보원을 통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직접 입수하기도 하

지만(d), 여전히 피의 사실 보도의 가장 큰 정보원은 경찰이다. 경찰을 비롯한 정보

원들을 통해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언론은 특정 사건의 피의사실에 대해 보도하는

데(e), 해당 사건에 대한 보도 여부는 경찰이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f). 경찰은 해당 사건이 특강법 및 성폭력처벌법상 규정되어

있는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의 첫 번째, 두 번째 요건에 해당하는지 자체적으로 판단

하고, 이에 더해 해당 사건에 대한 보도가 있을 때에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한다.

신상공개위원회가 개최되면 위원회에서는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의 세 번째 요건인

‘공공의 이익’ 요건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 또는 비공개 결

정을 내리게 된다(g). 언론은 경찰이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을 내릴 경우 이를 그대

로 수용하여 보도하는 모습을 보인다(h). 한편, 언론은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 결

정이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피의자의 신상을 보도하는 결정

을 내리기도 한다(i). 두 가지의 경로 모두, 피의자 신상 정보의 사회적 소통은 최종

적으로 언론의 보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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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피의사실 및 피의자 신상 정보를 둘러싼 경찰과 언론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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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가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애초에 언론 보도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지, 즉 피의 사실 정보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소통되

는지를 살펴보아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언론의 피의사실 보도(범죄 보도)는

기자들이 여러 정보원을 통해 취재한 사건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정보원 중

경찰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경찰의 피의 사실 공개 행위가 일관성 있게 이

루어져야 그 이후의 언론 보도, 그리고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도 일관성 있게 이루

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찰의 피의 사실 공개 행위에 대한 규범으로 작용하

는 피의사실공표죄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수사공보규칙의 기준

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재 언론 대응 창구가 과장으로 일

원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 관계를 맺고 있는 기자들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언론의 피의 사실 보도에는 경찰의 피의사실 공개 행위 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

체적인 보도 기준 또한 중요하게 작용한다. 수사비공개가 원칙인 경찰과 달리 언론

은 보도할 사건을 선택할 기준을 문서화하고 있지 않으며, 기자들은 관행적으로 ①

이슈가 되는지 ②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③ 피해자가 보도를 원하는지 ④ 시의성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사건을 선택하고 있다. 따라서 강력범죄 사건 중에서도 언론

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피의자의 신상이 보도될 확률도 커

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시의성’이라는 뉴스 가치와 속보와 단독 경쟁을 중시하는

언론 문화가 결합하여 언론의 보도는 대부분 피의자 단계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

또한 재판 단계가 아닌 피의자 단계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게 만들어 경찰의 피의

자 신상 공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언론이 특정 사건을 어느 정도의

강도로 보도하는지가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과 언론의 피의자 신상 보도 모

두에 영향을 주는 만큼, 범죄 보도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경찰의 피의 사실 공개 행위와 언론의 범죄 보도에 가장 근본적으로 영향을 끼치

는 요인은 언론과 경찰의 관계이다. 경찰이 언론에 피의 사실 정보를 제공하는 동

기는 크게 ① 범죄 예방, ② 실적 홍보 ③ 언론의 요구인데, 이러한 동기에는 모두

경찰과 언론의 관계가 반영되어 있다. 경찰이 피의 사실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범죄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거나, 경찰의 수사 실적

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는 경찰과 언론의 상호의존 관

계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인터뷰 대상 경찰관들은 언론의 취재 요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피의 사실을 알려줄 때도 있다고 하였는데, 언론의 경찰 비판

및 견제 기능으로 인해 경찰이 언론에 대해 을의 태도를 취한다고 보았다.

언론과 경찰의 관계는 일선 기자들이 경찰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도

영향을 준다. 범죄 사건에 대한 기사를 지속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사건팀 기자들에

게 경찰은 중요한 정보원이므로, 일선 기자들은 경찰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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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노력한다. 또한, 경찰관 인터뷰에서도 나타났듯이 언론이 상대적으로 강한 권

력을 가지고 있으면 경찰로부터 취재 협조를 얻어내기 수월한 측면이 있다. 언론과

경찰의 관계는 피의사실공표죄 및 범죄 보도 규범 등에 의해 다시 영향을 받는다.

경찰의 피의 사실 공개 규범인 피의사실공표죄가 엄격하게 적용되면, 이는 경찰이

언론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꺼리게 만들며 경찰과 언론의 관계를 변화시킨다. 언

론의 범죄 보도 규범도 경찰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데, 예를 들어 언론의 범죄 보

도 규범 중 경찰이 제공한 사실을 무비판적으로 보도하지 말 것과, 경찰의 요청에

협조할 것과 같은 조항들은 경찰과 언론의 관계를 개선 혹은 악화시킬 여지가 있

다.

범죄 보도가 언론과 경찰의 관계에 따라 좌우된다면 이는 일관성이 부족한 범죄

보도로 이어질 수 있다. 범죄 사건의 객관적인 요소들에 의해 사건이 보도되기보다

는 언론과 경찰 양 조직 간 관계가 어떠한지, 그리고 기자 개인이 맺고 있는 경찰

관들과의 비공식적 친분에 의해 보도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은 기

본적으로 경찰로부터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며, 경찰이 범죄 사건에 대한

일차적인 정보를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범죄 보도가 일관적

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찰의 일관적인 피의사실 공개 행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인터뷰 대상 경찰관들과 기자들 모두, 과거에 비해 최근에는 경

찰과 언론의 유대 관계가 약해졌으며 특히 기자들은 개인 경찰관들과의 사적인 인

맥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경찰의 공식적인 수사 발표도 매우 줄어들었

다고 하였다. 2019년부터 경찰관들이 피의사실공표죄로 수사를 받는 사례들이 생기

면서 경찰이 조직적, 개인적으로 피의 사실 공개를 상당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일선 사건팀 기자들의 취재 환경을 어렵게 만들고 있지만, 공개 기준

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경찰이 정보 제공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이다. 특히,

경찰관의 비공식적 정보 제공은 현재의 불충분한 기준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 행위

이므로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경찰이 무조건적으로 피의 사실 공개를 자제하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범죄 예방, 언론의 자유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라도 경찰

의 피의 사실 공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언론 보도의 현실적 영향력을 생각했

을 때, 국민이 경찰 조직에 가지는 태도를 우호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

때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라도 언론에의 협조는 필요하다. 특히 폐쇄성을 띠는 경

찰 조직의 특성상 모든 정보를 감추려고만 한다면 공권력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

은 유명무실해지고 말 것이다. 경찰이 공식적인 수사 정보 제공을 줄이면 오히려

비공식적인 정보 제공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나타난다. 결국, 언론에 정보를 제공하

되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제공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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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경찰관들이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염려 없이 신뢰하고 따를 수

있도록 피의 사실 공개와 관련된 훈령 및 법 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

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공식적 언론 대응 창구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비공식

적인 정보 제공 행위를 경찰 내부적으로 자제해야 한다. 현재 언론 대응 창구로 설

정되어 있는 과장은 일선에서 수사 업무와 언론 대응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어

일관성 있는 언론 대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래의 업무인 수사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언론 대응 창구를 서장 등의 상급자로 변경하거나 수사공보담당을 별

도로 두는 방안 또한 고려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현재 경찰의 비공식적 정보 제공이 언론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

지하여 언론의 비판 및 견제성 보도를 피하기 위한 동기에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

다는 것을 고려할 때, 경찰 조직 및 경찰관 개인의 청렴성과 역량을 제고하여 언론

에 당당한 태도를 취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일 것이다. 설사 잘못을

하였더라도, 이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의 사실 정보를 제

공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 인터뷰 대상 경찰관들이 경찰 지휘부가 언론에 비공

식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지나치게 관대한 경향이 있다고 강조한 점을 고려하

면, 이러한 조직적 변화를 위해서는 대(對) 언론 관계에 대한 경찰조직 내 지휘부의

결단력 있는 판단이 수반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 과정 중 언론과의 상호작용을 직접적으로 확

인할 수 있는 부분은 경찰의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여부’에 해당 사건에 대

한 언론의 ‘보도 여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는 문서화된 기준은

아니지만, 경찰관들의 인터뷰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경찰은 특강법상의 피의자

신상 공개 요건 중 ① 잔인성 및 중대한 피해 ② 충분한 증거 요건에 대한 1차적

판단과 함께, 사건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널리 알려졌을 때 신상공개위원회의

개최를 결정한다.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이후 동 위원회의 결정 기준에 있어서도 언

론 보도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위원회는 주로 피의자 신상 공개 요건 중 세

번째 요건인 ‘공공의 이익’ 요건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경찰의 내부 지침은

‘공공의 이익’을 판단하는 세부 기준으로 언론의 보도를 고려하는 기준들을 제시하

고 있다. 또한, 언론에 이미 피의자의 신상이 보도되어 널리 알려진 경우, 불필요한

오해나 추측을 막기 위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분석 결과 일단 신상공개원회가 개최된 뒤에는 언론 보도의 ‘양’ 자체가 위원회의

공개/비공개 결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언론 보도의 ‘양’이 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더라도, 언론의 ‘보도 여부’

는 신상공개위원회의 개최 여부에 결정적인 기준이 되고 있으며, 내부 지침에도 언

론 보도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경찰의 공개 결정에 대한 언론

보도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경찰관 3은 객관적으로는 공개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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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 같은 사건도 경찰이 ‘언론의 포화를 견디지 못해’ 공개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언론 보도가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

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① 언론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보도할 사건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② 언론이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조

장하고 형성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 ③ 국민의 요구, 즉 여론은 단순히 자극을 좇거

나 호기심에 의한 반응일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이 언론 보도에 영향을 받는 것은 신상 공

개 결정의 구체적 실행자인 경찰의 탓이라기보다는,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점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가 규정하는 피의자 신

상 공개 요건 중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이라는 요건은 객관적인 판단이 상당히 어렵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은 결국 알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가 있는 상황을 전제하는데,

경찰이 이러한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경로는 현실적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가 유

일하다. 경찰은 모호한 법률상 요건에 대해 결국 ‘언론 보도’라는 기준으로 판단하

고 있는 셈이다.

경찰이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 시 언론 보도를 고려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국가의 행위는 국민

이 알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을 전제하며, 이는 보통 언론 보도를 통해 형성되고 표

출되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도 공중을 상대로 PR활동을 펼치는 하나의 조직으로

보았을 때, 피의자 신상 공개라는 이슈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슈가 관리의

대상인지,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언론을 통해 파악할 수밖에 없다. 기자

4는 언론의 피의자 신상 보도 행태가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에 반영되어서

는 안 된다고 비판하였지만, 경찰의 결정 이후 언론이 과도하게 피의자의 신상을

보도하거나 주변인에게 2차 피해를 가한다면 경찰의 결정 시 이를 고려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결국 피의자의 신상 공개 결정은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해 침해되는 피의자의 인권 간 비교형량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현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경찰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이 아닌, 과연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 시 언론 보도를 고려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이다. 만약 피

의자 신상 공개 결정 시 언론 보도를 고려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면, 경찰이 언론 보도를 고려하지 않아도 공개 요건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게끔 법

률상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의 건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정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피의자 신상 공개와 관련한 경찰과 언론의 상호작용을 주로 살펴보았

지만,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와 그 근거가 되는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의 자체적

인 문제점들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피의자 신상 공개 기준 및 절차가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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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경찰은 내부 지침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은 정보공개청구를 하여도

그 내용을 온전히 알기 힘들다. 법률상 요건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현재 마련되어

있는 경찰의 내부 기준을 국민에게 명확히 알려야 경찰의 자의적인 결정이라는 비

판을 피하고 기준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인터뷰 대상 경찰관들은 처벌적

성격이 강한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을 법원이 아닌 경찰이 내리는 것이 과연 옳은

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였다. 다만,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위원회를 폐

지하고 법원에 결정을 일임할 경우 피의자 신상 공개 청구가 오히려 무분별하게 남

용되며 기계적으로 결정될 우려가 있다. 법원의 판사는 혼자 수많은 영장을 처리해

야 하는 상황 속에서 현재 피의자 신상 공개에 경찰이 기울이는 노력과 시간만큼을

투자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피의자 신상 공개위원회를 통해 경

찰이 법원에 신중하게 이를 청구하고 법원 또한 위원회의 구체적인 사정 설명을 참

고하여 판단하는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아 침익적 처분을 당하는 당사자

의 권리는 정당하게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바 있는 만큼, 법률상 개정을 기다리기 이전에 경찰 자체적 지침으로 관련 절차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성폭력처벌법상 피의자 신상 공개는 경찰의 내

부 지침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특강법상의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지침이 준용되고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성폭력범죄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독립적인 내부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터

뷰 대상 경찰관들은 피의자 신상 공개로 인해 피의자 주변인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는 피의자 신상 공개와 관련하여 계속하여 문제가 제

기되어 왔던 부분으로, 주변인에 대한 정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언론

과 협업하여 가족 및 주변인의 정보 유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론의 피의자 신상 보도는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되

는 최종 단계라 볼 수 있다. 피의자 신상 정보의 사회적 소통에 있어 경찰의 결정

에 비해 언론의 보도는 독립적인 요소로 여겨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언론

또한 피의자 신상정보를 보도하는 자율적 주체이며,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한 보도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피의자의 신상을 보도하게 된다. 언론의

피의자 신상 보도에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것은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이다.

대체로 언론은 경찰이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을 내린 이후에 피의자의 신상을 보도

한다. 몇 가지 주요 사례를 살펴본 결과, 경찰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경우 언론은

무조건 이를 보도하였으며, 반대로 경찰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지 않으면 언론도

이를 보도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기자들은 피의자의 신상을 알더라도 경찰의 결

정 이전에는 보도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로 ① 무분별한 보도로 인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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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 인권 침해 방지 ② 경찰의 결정에 대한 존중 ③ 명예훼손죄 고소의 위험 회피

등을 들었다. 특히, 언론은 장기적 관점에서 경찰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경찰의 결정

없이 함부로 피의자의 신상을 보도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이 항상 경찰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경우에만 피의자의 신상을

보도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강호순 사건, 조두순 사건, 이춘재 사건 등에서

경찰이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특정 언론사가 자체적 판단에 따

라 이들의 신상을 보도하였다. 조주빈 사건에서는 경찰이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

겠다고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언론사가 그 전날 피의자의 신상을 보도하였

다. 이로써 언론의 자체적인 피의자 신상 보도가 공익을 위하여만 이루어지는 것만

이 아니라, 사후 문제가 될 소지가 적다는 판단하에 타 언론사와의 단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피의자 신상 보

도는 일화적 프레임을 구성하여 시청자 및 독자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때문에, 보도

경쟁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크다. 이처럼 경찰의 결정이 없더라도 한 언론사가

‘총대를 메고’ 피의자의 신상을 보도하면, 다른 언론사들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줄줄이 따라서 보도하게 된다.

또한, 언론은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매

우 광범위하게 보도하고 있다. 경찰의 공개 결정이 나지 않은 경우, 얼굴, 이름, 나

이 등을 제외하고도 피의자의 신상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들(학력, 지역, 가족관계

등)을 보도한다. 경찰의 공개 결정이 나면, 언론은 더욱 활발히 피의자의 신상 정보

를 광범위하게 노출한다.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가 공개 대상을 피의자의 얼굴, 이

름, 나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적으로 공개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함이다. 피의자

의 신상 공개를 허용한다는 것이 그와 관련된 개인 정보 전체와 그의 사진 전체를

공개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다. 언론의 보도 내용은 원칙적으로 언론의 자유

에 속하는 영역이며 제도에 구속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위와 같은 언론의

보도는 과연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 방지 등의 공익성을 위한 보도라고 할 수 있는

지 의문이다. 오로지 호기심 충족을 위한 자극적인 보도, 특히 피의자 개인에 대해

극적인 스토리를 구성하는 식의 보도는 사건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

대부분의 언론사가 영업행위(보도)를 통해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임에는 틀림없으

나, 그 공익성과 사회성 때문에 언론사는 특별한 헌법적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고도의 공정성이 요구된다(박세화, 2007). 특히 피의자의 신상 정보와 같이 민

감한 정보는 언론사의 사익적 동기가 아닌, 언론 고유의 전문직 규범에 따라 보도

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이 특강법상의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와 경찰의 내부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처럼, 피의자 신상 보도와 관련한

규범은 언론의 자율적 판단의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기자들이 피의자 신상 보도

의 주요한 기준으로 제시하는 ‘경찰의 공개 결정’은 언론의 독립적인 규범적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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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기보다는, 경찰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사후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관행적 판

단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각 언론사 및 자율 규제 기구의 피의자 신상 보도 규범뿐만 아니

라, 범죄 보도 규범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전반적으로, 피의자 신상 보도

를 포함한 범죄 보도와 관련한 자율 규범의 내용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갖추어

지지 않았다. 이조차도 언론사별로 차이가 있으며 모호한 언어로 표현되어 있어 실

질적 판단의 준거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자율적·외부적 규제 중 기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부담을 느끼는 규제 수단은 언론중재위원회

와 명예훼손죄에 의한 외부적 규제였다. 특히 피의자 신상 보도와 관련하여서는, 가

장 강력한 외부적 규제 수단이자 최후의 수단인 명예훼손죄만이 실질적으로 언론사

와 기자들에게 규범적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명예훼손죄로 법원의 제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강력범죄와 관련한 보도에서는

법원이 공익성을 이유로 언론의 손을 들어줄 확률이 높다. 또한, 강력범죄의 피의자

가 실제로 명예훼손죄로 언론사를 고소하여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심도 든다.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 대상 범죄의 종류가 확대되고

2020년 조주빈 사건에서 언론이 자체적으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상황에서 피의

자 신상 보도의 범위는 더욱 넓어질 것이 우려된다. 지금까지는 피의자 신상 보도

사례가 극소수 범죄 사건에 한정되었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신상 보도의

범위가 확대될수록 피의자의 경제적 여력과 사회적 지위 또한 차이가 생기게 될 것

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자5가 지적한 것처럼 언론이 피의자의 소송 여력에 따라

‘강약약강(强弱弱强)’의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곧 아무거나 보도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법

적인 문제가 전부라면 언론윤리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김상철, 2009, 37

쪽)”. 그러나 현재 언론의 범죄 보도 및 피의자 신상 보도 규범은 체계적으로 정립되

지 못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기자들이 자율 규범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 언론사는 자율적 규범에 대한 교육보다는 오로지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만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즉, 명예훼손죄에 의한 외부적

제재 외에는 언론의 규범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로 인

해, 언론이 경찰의 결정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단독 경

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섣부른 피의자 신상 보도로 인해 무고한

사람의 신상이 공개되는 오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범을 정비하고 그 실천성을 강화하여야 한

다. 특히 피의자 신상 보도는 사후적 규제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에서, 사전(事前)적

판단 기준인 자율 규범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또한, 외부적 규제는 그야말로 언

론사에 국가 또는 법원에 의해 강제적으로 가해지는 규제로서, 이러한 외생적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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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존하는 하향식 변화는 한계를 지닌다(윤석민, 2020). 따라서, 자율 규범의 내용

을 정비하고 이에 따른 규범적 실천을 꾀하는 것이 피의자 신상 보도를 비롯한 범

죄 보도 전반의 규범 체계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윤석민(2020)은 미디어 전문직 규범의 실천성 강화를 위해 ① 사회적 차원의 미

디어 정립, ② 미디어 모니터링 활동의 내실화, ③ 규범 중심의 미디어 교육 복원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범죄 보도 및 피의자 신상 보도 규범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구

체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우선, 현재 개별 언론사 및 기관별로 산재해 있는 규범

들을 종합하여 범 미디어 차원의 윤리 규범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보도 대상자

의 직접적인 이의 제기가 없더라도, 자율 또는 외부적 기구의 모니터링을 통해 언

론의 범죄 보도 및 피의자 신상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무

엇보다도, 현재 윤리 규범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등 언론의 전문직화를

위한 언론사의 내부적 제도가 빈약하므로(최석현·안동환, 2012), 재정비한 규범을 미

디어 종사자 개인에게 체계적 교육을 통해 체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추가적으로, 규범의 실천을 위해서는 기자 개인을 넘어 조직적 차원으로 언론 문

화와 관행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언론윤리는 기자의 직업적 현실

을 반영하기 마련이며(남재일, 2010), 단독 경쟁과 선정적 보도 등 기자 사회의 문

화를 기자 일개인의 노력으로만 개선하기는 어렵기(최경진, 2018) 때문이다. 현재

언론은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을 비판하거나, 경찰의 결정에 대한 비판적

여론만을 보도하고 있는데, 언론 스스로도 문제가 없는지 성찰하는 노력이 필요하

다. 마지막으로, 현재 규범 체계는 자율 규제 기구 중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방송사

를 배제하고, 외부 규제 기구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신문사를 배제하는 비대칭

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제재의 수위가 약한 자율 규범 영역에서는

방송사가 배제되고 국가기구의 심의에 있어서는 신문사가 배제되는 것은 비합리적

이며, 매체와 관계없이 언론사 간의 통합된 자율적·외부적 규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피의자 신상 보도를 포함한 범죄 보도 전반에서 언론의 규범 체

계와 그 내용을 정립하고 이를 실천으로 옮길 때, 언론이 피의자 신상 정보 및 피

의 사실의 소통 과정에 관여하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주체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언론의 공익적 소명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의의

이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피의자 신상 정보의 사회적 소통에 대해 종합적인 시각을 제공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종래 피의자 신상 공개와 관련한 학문적 연구는 주로

법 제도적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른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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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 한정되었다. 소수의 연구가 언론의 신상 보도를 다루고 있기는 하나, 법 제도

와 경찰, 언론 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 연구는

피의자 신상 정보의 소통이 법 제도라는 큰 틀 아래 경찰과 언론이라는 두 주체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경찰과 언론이 피의자 신상 공개에 있어

서로에게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이 연구는 피의자 신상 정보의

사회적 소통 과정뿐만 아니라 피의사실 전반의 소통 과정도 함께 살펴보았다. 피의

사실의 소통 과정은 피의자 신상 정보가 소통되기 위한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

처럼 이 연구는 횡적으로는 경찰과 언론 모두를, 종적으로는 피의사실과 피의자 신

상 정보 모두를 다룸으로써 피의자 신상 정보의 사회적 소통 과정에 대한 종합적

그림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단순히 경찰과 언론의 관행을 비판하기보다는 왜 이

러한 관행이 생길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둘째, 이 연구는 심층 인터뷰 방식을 활용하여 각각 경찰과 언론에 속한 구성원

들의 생생하고 솔직한 경험담과 의견을 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들은 대체

로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까지 해도 되나 모르겠다”며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러나 철저한 익명성 보장을 약속하고 일상적 대화를 통해 라포(rapport)를 형성한

결과, 평소에 가지고 있던 솔직한 생각들을 들려주었다. 특히, 경찰은 일반인들이

쉽게 인터뷰하기 힘든 폐쇄적인 집단이라는 점에서, 이 연구는 경찰관들의 개인적

인식과 내부 관행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인터뷰는 면접

자와 응답자가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을 구축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응답자는 단순한 정보 저장고(repositories)가 아니라 연구자와 협력을 통해 의미를

생산하는 지식의 구성자(constructors)라 볼 수 있다(Holstein & Gubrium, 1997). 이

연구에서는 응답자 모두가 진정한 지식의 구성자로서 참여하였다. 응답자들은 단순

히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넘어서 본인이 평소 생각했던 문제점들을 자유롭고 능동

적으로 이야기하였으며, 이는 연구 방향의 설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경찰관과 기자들을 인터뷰하면서 연구 방향이 계속해서 수정·보완되었다.

이는 심층 인터뷰의 장점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이 연구는 문헌 연구와 내용분석 등 보완적 방법들을 활용하여 심층 인터

뷰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경찰 차원에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경찰의 일차자료를 확보하여 활용하였으며, 특히 피의자 신상

공개 내부 지침은 연구자가 확보해 놓은 원자료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내용

을 비교하였다. 빅카인즈를 통한 보도 건수와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을 비교함으로

써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에 언론 보도 ‘여부’와 ‘양’이 끼치는 영향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언론 차원에서는 피의자 신상 보도 사례의 언론사별 보

도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언론이 표면상 내세우는 명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당시

상황이 정확히 어떠하였는지 파악하였다. 또한, 범죄 보도 및 피의자 신상 보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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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을 정리함으로써, 실제 기자들이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인터뷰를 통해 확인

해 볼 수 있었다. 이처럼 이 연구는 연구 대상뿐만 아니라 연구 방법에 있어서도,

연구 대상의 특성에 맞는 유연하고 다양한 방법을 채택하였다.

3. 연구의 한계

이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언론 보도가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에 주는 영향을 양적 분석을 통해 명확

히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언론 보도가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

개 관행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문헌 연구(기준에 대한 분석)와 경찰관들의 주관

적 인식을 위주로 연구하였다. 빅카인즈 기사 검색을 통해 언론 보도 건수와 경찰

의 결정을 비교하여 보기는 하였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인 몇 건의 사례에 한정되

며 양적 연구방법에서 사용되는 수준의 전문화된 통계 기법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후에 양적인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해당 주제에 접근한다면 보다 명확

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둘째, 자료의 접근성에 대한 아쉬움이다. 언론 보도가 없으면 비슷한 정도의 사건

이라도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다는 경찰관들의 증언을 입증하려면

언론 보도가 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비슷한 정도의

잔인성과 피해를 입힌 사건들 중 언론에 보도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에 대한

경찰의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여부를 비교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경찰 사건들에 대한 1차 자료는 비공개 자료로서 열람할 수 없었다. 해당 자

료를 활용할 수 있었다면, 언론이 왜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았는지

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미 언론에 공개된

사건들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큰 한계로 작용하였다.

셋째, 피의자 신상 정보의 사회적 소통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 중 경찰과 언론만

을 다루었다는 한계가 있다. 우선, 일반적으로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은 경찰에 의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특강법과 성폭력처벌법이 피의자 신상 공개의 주체로 설정한

‘수사기관’에는 검찰 또한 포함된다. 또한, 피의자 신상 공개 과정의 전제가 되는 수사

기관의 피의사실 공개 행위는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에 의해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사인(私人)도 피의자 신상 정보의 사회적 소통에 적극적

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기도 한다. 대표적 예로, 2018년 12월 ‘서울 등촌동 살인 사건’

의 피해자인 어머니의 세 딸이 피의자인 아버지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경찰이 신상공

개를 하지 않아서 우리가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네트워크 서비스와 인터넷 커뮤니

티 등의 발달로 인해, 조직이 아닌 개인들도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널리 확

산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 연구의 결론을 참고하여 연

구의 범주를 확대한다면, 보다 거시적이고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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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w is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violent crime suspect

communicated socially?
-Focused on the interaction created by

the legal system, the police, and the media-

Chaeeun Song

Department of Communi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ocial communication of suspect's personal information is a complex process in

which the legal system, the police, and the media influence each other. However,

the conventional discussion related to the disclosure of the identity of the

suspect has developed separately in each field. This study sets the police and

the media as two actors involved in the communication of suspect's personal

information, and comprehensively examines the legal systems and norms that

restrict them. In order to understand the communication process of the suspect's

personal information more macroscopically and fundamentally, the overall

communication process of the facts of suspected crime was also examined.

In-depth interview was used as the main research method. Twelve incumbent

police officers and five reporters were selected through the snowball sampling

method, and semi-structured interviews were conducted about implicit standards

and practices that do not appear in the documents, and the perceptions of

practitioners. Due to the nature of the comprehensive and macroscopic research

topic, in addition to the interview method, literature research such a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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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osure requests, and complementary methods such as search for the number

of reports on Big Kinds website and article analysis were utilized.

First of all, the police are the specific actors in operating ‘the suspect's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under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pecific Violent Crimes and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Violence, and the

police's decision to disclose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suspect has a huge

ripple effect.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media reports influence

the police's decision. In particular, whether or not the case was reported in the

media has a decisive influence on the holding of the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Committee. However, it was hard to say that the amount of media

coverage directly affected the committee's decision. The media also makes

autonomous judgments as an independent subject of disclosure of the suspect's

perosnal information, but rather than judging according to autonomous and

independent norms, they are generally following the decision of the police. In

addition, the media is reporting a wider range of personal information about the

suspect than the police. Among the media's autonomous and external norms

about crime coverage inluding the disclosure of the personal informaion of

suspects, only the risk of being sued for crime of libel has a practical normative

effect. Lastly, the media coverage of the suspected crime plays an important role

as a premise for the disclosur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suspect by

both actors, and the media coverage is mostly based on the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by the police. The police provided facts of suspected crime

to the media by various motives, and the informal provision of information is

not uncommon.

This study has its meanings in ways that it reveals the social communication

of the suspect’s personal information is the result of complicated interaction

between the police and the media through several stages and models those

interactions, that it provides a comprehensive view by including the discussion

on the commun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not only the communic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suspects, that it collects honest experiences and

opinions of the members of both the police and media by utilizing in-depth

interview, and that complementary methods were us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in-depth interview.

Key Words: personal information of the suspect, the suspect's pers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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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the coverage of personal information of the

suspect,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crime of li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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