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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민의 신뢰는 사법부의 존립기반이다. 신뢰는 윤리성과 헌신에 대한 기대로서의 

신용과 기능수행능력에 대한 기대로서의 신임의 두 가지를 요소로 한다. 신뢰의 형성을 

단선구조로 파악하면 ‘객관적 실체→지각→인식→신뢰’의 구조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재판당사자의 기본권, 공개사법이라는 제도적 보장, 일반국민의 알권리라는 3각 

구도의 배경 위에서 각국은 재판의 공개를 추구하여 왔는데, 그 저변에는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이 깔려 있다. 우리나라가 2000년을 전후한 기간 신뢰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추구한 여러 소송법적 제도개혁에는 재판공개의 추구라는 공통점

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신뢰형성의 단선구조를 은연중 염두에 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고 하기 

어렵고 오히려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신뢰형성의 단선구조는 이를 

설명하기 어렵다. 지각과 인식을 통하여 취득하는 정보의 양뿐만 아니라 그 종류와 

성격, 정보의 왜곡현상, 장기신뢰와 단기신뢰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야 비로소 

신뢰형성에 대한 올바른 파악이 가능하다. 이 글은 이를 토대로 신뢰형성의 복합

구조를 제시하였다. 이에 의할 때, 정보의 통제는 단기적으로는 신뢰는 증가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신뢰를 감쇄시킨다. 결국 신뢰형성을 위해서는 정보의 최대

공개가 요구된다.

  그런데 디지털기반의 현대정보사회는 재판의 공개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보호라는 

묵과할 수 없는 과제를 던져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공개의 원칙은 유지되어야 

하며, 다만 그 현대적 변용을 통하여 과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대상정보의 성질에 

따른 일률적 결정이 아니라 공개범위의 질적인 제한과 단계적 차등공개를 함께 고려

하는 것이 그 변용의 구체적인 핵심열쇠가 될 것이다.

주제어: 사법, 법원, 신뢰, 재판, 공개, 기록,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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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자공(子貢)이 공자(孔子)에게 여쭙기를, 정치란 무엇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

기를, 식량을 충분히 쌓고 군사를 튼튼히 하며 백성의 신뢰를 얻는 것이니라. 자공이 

또 여쭙기를, 부득이하여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이 셋 중에서 어느 것을 먼저 버

려야 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사를 버려라. 자공이 다시 묻기를, 남은 둘 

중 하나를 또 버려야 한다면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식량을 

버려야 할 것이니, 자고로 백성의 신뢰를 잃으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1)

국민이 피치자인 시대상황에서 나온 위 공자의 말씀은 국민이 통치의 객체일 뿐 

현실적인 권력을 가지지 못한 체제에서도 국민의 신뢰가 국가 존립의 근간이 됨을 

나타낸다. 그런데, 인류역사를 통시적으로 살펴볼 때 대체로 권력을 소유한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신라,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권력에 접근할 수 있는 계층이 점점 확대되어 왔고 드디어 대한

민국 헌법은 국민 모두를 최고의 권력자인 주권자로 선언하기에 이르렀다.2) 국민

주권주의는 단순한 헌법적 장식물이 아니다. 우리 법체계는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기관들이 갖는 권력이 최종적으로 국민의 신임에 귀속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장을 

하고 있다.

국민주권의 민주체제에서 국가기관은 국민의 신뢰로부터 정당성을 찾는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국가기관은 정당성을 상실하고 국민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져 결국 민

주주의의 고사로 이어진다. 나아가 신뢰의 상실이 극도에 달하는 경우 체제전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민의 신뢰는 국가기관 존립 자체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 등 과학기술의 발달은 대중으로 하여금 상징적인 주권자로 머물지 않고 현

실적인 권력자로 등장하게 하는 수단을 제공하였다.3) 현대에 있어 국민의 신뢰는 

1) 子貢問政, 子曰 足食足兵 民信之矣. 子貢曰 必不得已而去 於斯三者 何先. 曰 去兵. 

子貢曰 必不得已而去 於斯二者 何先. 曰 去食. 自古皆有死 民無信不立. 출처 : 論語 

顔淵篇. 김학주, 논어, 서울대학교출판부(1985), 298쪽에서 인용. 
2)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3) 무바라크 대통령의 퇴진을 불러온 2011. 1. 25.부터 2. 11. 사이의 이집트 민주화 운동

에는 SNS 등을 통한 혁명의 전파가 큰 역할을 하였다. 이 때문에 당시 붕괴 전의 이집트 

정부는 페이스북(Facebook)이나 트위터(Twitter) 등 SNS를 차단하기도 하였다. Egypt 

Protests: Anti-Mubarak Demonstrators Arrested, BBC News Africa, Jan. 26, 2011, at 

http://www.bbc.co.uk/news/world-africa-12289475. 트위터는 이집트 민주화소식을 SNS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파하여 혁명을 주도한 Wael Ghomin의 트윗을 2011년 최고의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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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절실한 생명의 샘이다.

사법부는 국가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사법부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신뢰를 잃지 않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건전하고 유능한 사법부는 민주체제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지지를 형성하는데 필

수적인 요소가 된다.4) 그런데 사법부가 이와 같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법원이 

공정하고 효과적이면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분쟁해결기관이라는 신뢰가 전제

되어야 한다.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으면 재판이 권위를 상실하고 국민은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다른 수단을 찾아 심지어 사력 구제나 폭력에 의존하게 될 

수도 있다. 국회와 입법부에 대한 감시기능이 마비되어 민주적 헌법질서는 약화되

거나 붕괴하게 된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법원은 분쟁해결자로서의 지위도, 

존중받는 형벌선고자로서의 지위도, 의미 있는 심판주체로서의 지위도 모두 상실

하게 된다.5) 반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는 정당성과 힘을 가지게 되어 다른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다른 권력집단에 대

하여 정의의 칼을 사용할 권위를 획득하게 된다. 

그리하여 어떻게 하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불

가결의 문제로 떠오른다. 이러한 당위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존재론적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법신뢰를 

형성하는 요인은 대단히 많고 복합적이다. 이 글은 그 중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투명성을 추구하는 재판의 공개로 파악하고 이 관점에서 사법신뢰형성구조를 발견

하려 한다. 그리고 이 구조로부터 재판의 공개는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 방향성은 디지털사법시대에 어떻게 변용되는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려 

한다.

윗으로 선정하였다. Nadia Gilani, “Twitter’s Top Ten: List of the Best Tweeters from 

around the World Revealed”, Mail Online, Feb. 18, 2012, at http://www.dailymail.co.uk/ 

news/article-2069390/Twitters-List-best-tweeters-world-revealed.html.
4) Cf. Prillaman, The Judiciary and Democratic Decay in Latin America (USA 2000), p.1.
5) Rottman & Tomkins, “Public Trust and Confidence in the Courts: What Public Opinion 

Surveys Mean to Judges”, Court Review, Fall 1999,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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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신뢰의 구조

1. 신뢰의 의미

가. 신뢰의 개념

신뢰(Trust)는 현대 사회학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로 다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

들의 결과 신뢰는 인간관계에 불가결하며 상존하는 요소로서 신뢰 없이는 지속적

인 사회관계가 불가능하다는 데 대체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6) 신뢰는 대상의 특

성이나 행동에 대하여 낙관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an attitude of optimism)7) 또는 

장래 불확실한 타인의 행동에 관한 추단적 기대(a bet)8)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신뢰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집단적 차원에서도 존재한다. 한 사회의 대다수 사람

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기대(expectation)가 그것이다. 국민이 국가기관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국민이 그 국가기관을 신뢰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는 정치적 신뢰(political trust)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국가기관에 대한 

좋은 평가 또는 호감9)으로서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얼마나 잘 기능

하는가에 근거하여 형성된다.10)

신뢰는 1회적 현상이 아니라 시간의 지속을 필요로 하는 지속적 개념이다.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신뢰를 가진다는 것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지속적인 기대를 한

다는 것이다.11)

요컨대, 신뢰란 개인 또는 집단이 어떠한 대상의 특성이나 행동에 대하여 지속적

으로 가지는 긍정적인 기대이고, 국민의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는 국가기관이 국민의 

 6) Sztompka, Trust: A Sociological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Preface ix.

 7) Jones, “Symposium on Trust: Trust as an Affective Attitude”, Ethics, Vol. 107 (1996), 

p.5.

 8) Sztompka, supra note 6, p.25.

 9) Donald E. Stokes, “Popular Evaluations of Governmen: An Empirical Assessment”, in 

Harlan Cleveland & Harold D. Laswell (eds.), Ethics and Business: Scientific, Academic, 

Religious, Political and Military (1962) {Ulbig, “Policies, Procedures, and the People: 

Sources of Support for Government?”, Social Science Quarterly, Vol. 83 (2002), p.792에서 

재인용}.
10) Miller, “Political Issues and Trust in Government, 1964-1970”,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68 (1974), p. 951.
11) Levy, “Judicial Selection: Trust and Reform”, U.B.C. L. Rev., Vol. 40 (2007), 

pp.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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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부응하여 그 기능을 잘 수행하리라는 지속적인 기대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그리고 지속적인 기대는 믿음으로 발전한다.

나. 신뢰의 두 가지 의미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긍정적 기대를 한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특

성과 성질을 기대하는가? 

국가기관의 권한은 국민의 정치적 위임에 기초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는 위임자인 국민을 배신하지 않고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정

직하게 행동하리라는 기대로서 나타난다. 이는 국가기관의 윤리성(ethics)12)과 헌신

(commitment)13)에 대한 신뢰이다. 이 때문에 전통적으로 정치적 의미에서 ‘신뢰’는 

신탁적 개념으로 이해되어, 국가기관은 수탁자로서 신탁자인 국민의 이익을 위하

여 행동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국민에 대한 의무를 이행한다는 믿음이 

신뢰라고 이해되었다.14)

한편 신뢰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국가기관이 그 기능을 유능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기대로서의 신뢰가 그것이다.15)  앞서의 신뢰가 국민을 배신하지 않는

다는 도덕적인 자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면 이것은 정부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competence)는 사실적인 존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앞서의 

신뢰가 국가기관이 가지는 의사(intention)의 정직성에 대한 신뢰라면, 뒤의 신뢰는 

그 의사를 실현할 능력(capacity)에 대한 신뢰이다.16)

위와 같이 신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전자의 신뢰를 ‘신용’, 후자의 신뢰를 

‘신임’이라고 구분할 수 있겠다.17) 신뢰는 신용 또는 신임의 어느 하나만으로는 

12) Stokes, supra note 9 (Ulbig, supra note 9, p.792에서 재인용).
13) Levy, supra note 11, p.203.
14) Ulbig, supra note 9, p.792; Dougherty et al., Evaluating Performance, pp.178-179; 

Barber, Bernard, The Logic and Limits of Trust (1983)(Dougherty et al., 위의 글, 178쪽

에서 재인용); Citrin & Muste, “Trust in Government”, in Robinson et al.(eds.), 

Measures of Political Attitudes (1999), pp.466-468; Citrin, “The Political Relevance of 

Trust in Government”,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68, Issue 3 (1974), 

p.973.
15) Dougherty et al., supra note 14, pp.178-179; Levi & Stoker, “Political Trust and 

Trustworthines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 3 (2000), p.476.
16) Jones, supra note 7, pp.6-7.
17) 영어로는 전자의 신뢰를 ‘Trust’, 후자의 신뢰를 ‘Confidence’로 구분하거나(Dougherty 

et al., supra note 14, p.178), 후자의 신뢰를 ‘Trust’의 ‘제2차원(seconde dimension)’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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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며 양자가 모두 갖추어졌을 때 완전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용과 신

임의 두 가지가 모두 갖추어진 신뢰를 ‘신의신뢰(good faith trust)’라고 하기도 한다.18)

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이러한 토대에서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신용으로서의 신뢰는 법원이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재판을 한다는 믿음으로 

나타난다. 재판당사자로서는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실현시켜주는 

법원을 신뢰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

의 입장을 잘 대변해주는 재판을 하는 법원에 신뢰를 보낼 것이다. 이 경우 당해 

개인이나 집단은 법원에 대하여 동지적 신뢰를 보내는 것이다. 그런데 재판은 한쪽 

당사자의 이익만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정의에 맞게 조정

하는 것이므로 어느 한 세력을 일방적으로 대변할 수 없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동지적 신뢰는 신뢰를 보내는 사람이나 집단 스스로도 윤

리적 도덕적 신뢰는 아니라는 인식을 한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정당성과 존립근거

로서의 신뢰와는 거리가 있다. 오히려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공간에서 불편

부당하고 공정하게 판단을 하는 것이 국민 전체의 신뢰를 증진시킬 것이다. 나아가 

재판당사자의 개별적 차원에서도 공정한 재판은 정당한 권리는 실현된다는 법적 

안정성을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사법부에 대한 신용으로서의 신뢰는 공정성

(impartiality)19)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사법부에 대한 신임으로서의 신뢰는 법원이 정당하고 능률적으로 재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위와 같이 재판은 다양한 이해관

계가 충돌하는 사회적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그 본질이므로 이러한 이해관계가 재

판에 잘 반영되어야 신뢰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 신뢰를 받게 된다. 판사 개인능력의 차원을 넘어 법원 

전체의 시각에서 제도적으로 볼 때, 이러한 능력은 법관의 구성을 다양화함으로써 

광범위한 대표성을 가질 때 형성된다. 이 면에서 본다면 사법부에 대한 신임으로

서의 신뢰는 다양성(diversity)20)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라고 지칭하고 있다(Levi & Stoker, supra note 15, p.476). 
18) Levy, supra note 11, p.211.
19) Levy, supra note 11, p.205.
20) Id. p.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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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뢰형성의 단선구조

가. 신뢰의 구성요소

신뢰받는 바람직한 법원은 어느 나라나 지향하는 이상이다. 이 때문에 각국은 

법원이 지향하여야 하고 법원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들을 개발하고 있다. 

그 중 미국의 국립 주법원센터(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NCSC)와 법무부 

사법지원국(Bureau of Justice Assistance, BJA)의 주관하에 사실심법원 업무기준 위

원회(Commission on Trial Court Performance Standards)가 작성한 사실심법원 업무

기준(Trial Court Performance Standards)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위 위원회는 오랜 연구 끝에 5개 분야에서 사실심법원이 지향해야 할 목표 22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21) 위 5개 분야로 구분된 것은 ① 법원에 대한 접근성

(Access to Justice), ② 신속성과 적시성(Expedition and Timeliness), ③ 평등, 공정, 

정합성(Equality, Fairness and Integrity),22) ④ 독립성과 책임(Independence and 

Accountability), ⑤ 국민의 신뢰(Public Trust and Confidence)이다.23)

위 업무기준은 나아가 ⑤에 속하는 기준으로서, (i) 법원과 재판에 접근할 수 있

다고 인식(perception)할 것(접근가능성에 대한 인식), (ii) 법원이 신속하고 공정하며 

재판결과가 정합성을 가진다고 신뢰할 것(신속, 공정, 정합성에 대한 인식), (iii) 법

원이 독립되어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으며 책임 있는 기관이라고 인식할 것(법원의 

독립성과 책임에 대한 인식)의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24) 그런데 위 (i)은 위 ①을, 

(ii)는 ②,③을, (iii)은 ④를 각 대상으로 하는 인식이다. 결국 ⑤의 기준은 ①〜④에 

대한 국민의 인식(perception)25)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①〜④가 객관적인 

21) Commission on Trial Court Performance Standards, Trial Court Performance Standards 

with Commentary (BJA 1997), pp.7-22; Commission on Trial Court Performance 

Standards, Trial Court Performance Standards and Measurement System (BJA 1997), 

pp.3-6. 이하 이 구분에 관하여 같다.
22) 여기서 정합성(Integrity)은 법원의 절차와 결정이 법규와 윤리에 부합하여야 하며 법원

의 결정내용 대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법규ㆍ윤리 → 법원의 재판

(절차ㆍ결정) →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단계가 모두 정합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합성이 있는 법원은 믿을 수 있는 법원(Reliable Court)으로 이어진다. 

Commission on Trial Court Performance Standards, supra note 21(Commentary), pp.13, 

33 참조.
23) 이 글의 핵심적 진행을 위해서 위 각 요소에 관한 개별적 논의는 생략한다.
24) Commission on Trial Court Performance Standards, supra note 21(Commentary), pp.20-22; 

Commission on Trial Court Performance Standards, supra note 21(Measurement), pp.5-6.
25) 심리학에서는 오관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외부자극(사물, 사상, 현상)을 경험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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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들인데 비하여 ⑤는 주관적인 지표라는 점에서 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26)

이와 같이 신뢰는 ①〜④의 객관적 요소와 ⑤의 주관적 요소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나. 신뢰의 상존요소인 인식

위 지표들은 위 위원회가 오랜 연구 끝에 공식적으로 제시한 것이어서 그만큼의 

무게는 있을 것이지만, 특히 객관적 지표의 내용은 논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

러나 앞서 정의한 바와 같이 신뢰가 대상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믿음27)인 이상 신

뢰가 위와 같은 객관적 지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형성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요컨대, 객관적 지표의 내용은 다양할 수 있으나 어느 지표이든 그것이 신뢰형성의 

요인이 되려면 인식이라는 통로를 거쳐야 한다. 인식은 신뢰의 상존하는 요소이다. 

다만, 인식은 객관적 지표들을 바탕으로 하여 형성된다.28)

감지(sensation, 感知)라고 하고, 감지된 것을 조직화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지

각(perception, 知覺)이라고 한다. 지각의 형성에는 선천적인 능력 및 후천적인 경험과 

학습 등이 영향을 미친다. 정원식, 인간의 인지, 교육과학사 (2010), 17-18쪽; 공정식 

등, Best of Best 심리학, 가람북스 (2010), 71, 87쪽 참조. 한편, 지각보다 넓은 개념으

로서 지, 정, 의를 포함하는 능동적 심적 활동을 통칭하여 인지(cognition)라고 한다. 

공정식 등, 위의 책, 625쪽; 이정모, 인지과학,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8), 38-40쪽 

참조.

위 업무기준은 객관적 지표에 대한 ‘perception’을 신뢰의 지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심

리학적 개념구분의 토대에서 사용하였는지는 의문이다. 위 perception이 객관적 지표에 

대하여 감지하고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심리학적 의미의 지각(perception)에 관련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시 보면 이는 객관적 지표에 대한 단순한 존재론적 지

각을 넘어 ‘객관적 지표에 대한 평가를 통한 주관적 관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는 심리학적 의미의 인지(認知)에 접근하는 것인데, 다만 일체의 심적 활동이라고 하

기는 어려워 인지보다는 좁은 개념이다. 이 글에서는 이를 ‘인식’이라고 표현하였다. 

‘인식(認識)’이라는 용어는 심리학보다는 철학에서 인식론(epistemology)의 대상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그에 관한 철학적 논쟁이 분분하다. Sofia Vanni Rovighi/이재룡 역, 

인식론의 역사,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4), 특히 491쪽 참조. 이 글은 이러한 철학적 

논쟁을 주제로 하지 않는다. 다만, 법원(또는 구체적 특성)에 대하여 어떠한 관념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인식’이라고 표현하였다.
26) 이러한 특징 때문에 신뢰관련 기준(위 ⑤에 속하는 기준)은 법원이 다른 4개 영역에

서의 자신의 업무수행을 국민의 시각에서 생각할 것을 요구한다. Commission on Trial 

Court Performance Standards, supra note 21(Measurement), p.5 참조.
27) 이 글 II.1. 참조.
28) 이 점에서 신뢰는 객관적 지표의 종속변수라고 볼 수도 있다. Commission on Trial 

Court Performance Standards, supra note 21(Commentary), p.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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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뢰형성의 단선구조

이때 인식은 객관적 지표에 대한 평가를 통한 주관적 관념으로서 객관적 지표에 

대한 존재론적 지각을 전제로 하여 생긴다.29) 평가를 위한 객관적 지표들의 현실인 

객관적 실체로부터 신뢰에 이르는 구조는 아래 도표와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이는 

신뢰형성을 ｢객관적 실체 → 지각 → 인식 → 신뢰｣의 단선(單線)구조로 파악한 

것이다.

[도표] 신뢰형성의 단선구조

객관적 실체 (지표1)

객관적 실체 (지표2)

객관적 실체 (지표3)

지각 인식 신뢰

객관적 실체 (지표3)

3. 공개와 신뢰

가. 단선구조의 직관적 추정

신뢰형성의 단선구조가 보여주는 것처럼, 객관적 실체에 대한 지각과 인식으로

부터 신뢰가 형성된다면, 신뢰의 주체인 국민에 대하여 객관적 실체에 대한 지각의 

양을 늘리면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는 직관적인 추정이 가능하다. 그리하여 법원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 신뢰가 증진되기 위해서는 법원에 대한 지각의 양이 증가되

어야 하고, 법원에 대한 지각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법원에 관한 정보가 국민들

에게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여기서 법원에 관한 정보를 국

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요청이 생긴다.

나. 재판공개의 의미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객관적 실체인 사법부의 공개함으로부터 나온다. 사법부의 

공개는 법원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을 의미한다. 법원은 재판작용을 그 

29) 주 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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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 임무로 하고 있지만 행정작용도 하고 있다. 행정작용에는 (i) 재판작용에 

부수하는 행정, (ii) 법원조직과 운영에 관한 행정, (iii)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등의 행정 등이 포함된다. 법원에 관한 정보는 이들 재판작용과 행정작용에 관한 

정보를 포괄한다. 이에 따라 사법부의 공개는 재판작용과 행정작용의 두 분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30)

그런데 사법부의 본질적 기능은 재판작용이고 우리가 통상 사법부의 신뢰를 이

야기할 때에는 재판작용에 대한 신뢰를 주안으로 삼는다. 따라서 사법부의 신뢰와 

관련하여 논의할 공개는 재판작용을 중심으로 하는 공개이다. 이에 재판의 공개를 

재판작용에 관한 직접적인 정보를 공개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법원의 

행정작용은 재판작용과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가 많고 이들에 대한 공개 

역시 재판작용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재판의 공개에 포함시켜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법원에 관한 정보는 ① 재판에 

관한 직접 정보(재판정보), ② 재판과 관련된 행정정보(재판관련 행정정보), ③ 재

판과 무관한 행정정보(순수 행정정보)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한 공

개범위에 따라 재판의 공개를 협의(①에 대한 공개), 광의(①+②에 대한 공개), 최

광의(①+②+③에 대한 공개)로 정의할 수 있다. 사법부 신뢰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재판작용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정보(이하 ‘재판관련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대상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글은 재판의 공개를 광의로 의미 짓고 

논의를 전개한다.31)

다. 재판공개와 신뢰

재판의 공개가 국민의 신뢰에 직결됨은 각국의 판례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

하는 바이다. 재판을 공개하는 취지가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거나32) 

재판을 공개하면 국민의 신뢰가 생긴다고 하고,33) 재판의 공개가 국민의 신뢰에 

30) Herrero & Lopez, Access to Information and Transparency in the Judiciary (World 

Bank Institute, Working Paper, 2010), p.11.
31) 재판의 공개에 관한 논의는 여러 각도에서 있어 왔다. 이하 이 글에서 기존의 논의를 

언급할 때의 재판의 공개는 이 글이 전제하는 재판의 공개와 그 원래의 의미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이 글이 의미하는 광의의 재판의 

공개, 즉 재판정보와 재판관련 행정정보를 국민(재판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측면은 존재한다. 이 글은 이러한 측면의 재판의 공개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

한다. 
32) 日最判 1989.3.8. 民集 43卷 2号 89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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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결한 요소라고 하거나34)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장한다고 하며,35) 투명

성은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좋은 길이라고 하거나36) 재판의 공개는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최선의 수단이라고 한다.37) 또 국민의 신뢰는 열린 법원, 즉 투명한 

사법제도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한다.38)

재판관련정보를 공개하는 열린 사법, 투명한 사법은 민주주의에 불가결하다. 사법이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면 국민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신뢰를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 

비밀은 불의를 감추는 것인데 반하여39) 무엇이 행해지는지 보는 사람은 정의가 행

해지고 있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기40) 때문이다. 

라. 재판공개의 대상 

재판을 공개한다고 할 때 구체적인 공개대상에 따라 범주별로 구분하여 그 범위를 

상정할 수 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은 (i) 법정의 심리를 공개하는 것이다(법정의 

공개방청). 그러나 공개에 관한 논의는 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ii) 법정심

리의 과정을 법정 외부에 공개하는 것(재판과정의 외부공개),41) (iii) 법원의 공식

33) R v. Legal Aid Board, ex p Kaim Todner [1998] 3 All ER 541 판결 및 Open Justice 

and Access to Court Inform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p.151 참조. 법원의 부적절한 

행동을 억제하기 때문에 신뢰가 생긴다는 취지이다.
34) Press-Enterprise I, 464 U.S. at 501 (｢형사재판의 공개는 재판의 공정성과 그러한 인

상을 고양시키는데 이는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불가결한 요소이다｣라고 

판시). Soden,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Fighting Corruption in the Judiciary 

(International Conference & Showcase on Judicial Reforms, 2005), p.2 (｢접근가능하고 

투명한 사법시스템을 유지하는 일은 그 시스템이 구제하려는 사람들의 신뢰(Confidence)

를 유지하는데 불가결하다.｣고 한다). 
35) Poliquin v. Garden Way, Inc., 989 F.2d 527, 533 (1st Cir. 1993) (공개재판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민사든 형사든 모든 사건에서 정의가 법원에 의하여 행해

진다는 일반인의 신뢰를 보장한다고 판시).
36) Barua,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of the Federal Judiciary”, Crim. Law Bulletin, 

Vol 45, No.4 (2009).
37) Scott v. Scott [1913] AC 417 (1913)(｢공개재판은 정순하고 공정하며 효율적인 사법을 

위한 최선의 비결이자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최선의 수단｣이라고 판시). Open 

Justice, supra note 33, p.150에서 재인용.
38) Moon, “Together, Courts and Media Can Improve Public Knowledge of the Justice System”, 

Judicature, 87 (2004), p.205.
39) Open Justice, supra note 33, p.150.
40) Soden, supra note 34, p.2.
41) 기술적인 방법을 통하여 법정 외부에서도 법정상황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법정심리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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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인 재판기록이나 재판서를 공개하는 것(재판문서의 외부공개), (iv) 재판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재판정보의 외부공개)42) 등이 문제된다. (i)과 관련하여서 차

폐장치나 영상시설에 의한 증인신문, 피해자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의 비공개,43) 

법정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대형 강당 등에서 하는 재판44) 등이 문제되고, (ii)와 관련

하여서는 법정메모나45) 법정스케치46)로부터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에 이르는 

여러 가지 형태가 문제되며,47)48) (iii)과 관련하여서는 재판공개의 요청이 재판기록

공개의 요청을 포함하는가,49) 공개의 방법은 열람, 등사, 공표, 인터넷게시 등 어떠한 

방법까지 허용할 것인가50)51) 등이 문제되고, (iv)와 관련하여서는 재판관련 정보 

42) 재판진행정보, 재판관련 통계, 재판기구 등 재판관련 행정정보가 이에 해당한다.
43) 일본 형사소송법 제290조의2가 규정하는 비닉결정(秘匿決定)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44) 독일에서는 당사자를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구경의 대상으로 전락시킨다는 근거에서 

법정이 방청희망자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더라도 공회당이나 대형 강당, 홀, 극장 등에서 

공판을 열 수는 없다고 한다. Meyer-Goßner, Strafprozessordnung, 53., neu bearbeitete 

Aufl., (München, 2010), GVG § 169 Rn. 5 참조.
45) 일본 판례는 방청하는 재판을 인식, 기억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한 메모가 허용된다고 

한다. 日最判 1989. 3. 8. 民集 43卷 2号 89頁.
46) 미국에서 스케치 화가에 의한 법정스케치는 절차를 방해하거나 재판참여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한 허용된다고 한다. KTTC Television, Inc. v. 

Foley, 7 Media L. Rep. 1094 (Minn. 1981) 참조. 다만, 배심원에 대하여는 판사가 재

량으로 불허할 수 있다. KPNX Broadcasting Co. v. Arizona Superior Court, 459 U.S. 

1302, 1308 (1982) 참조.
47)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뉴스매체가 뉴스나 일반공표를 목적으로 공개법정의 절차에 

대하여 하는 방송, 전자기록, 촬영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Massachusetts 

S.J.C. Rule 1:19 참조. 물론 공개로 인하여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제한된다. 같은 조 (a)-(j) 참조.
48) 독일에서는 라디오나 TV방송 또는 공중에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녹음, 녹화 또는 그 

내용을 공표하는 것이 금지된다. 독일 법원조직법(Gerichtsverfassungsgesetz, GVG) 제169조 

제2문 참조. 이와 관련, 녹음, 녹화, 방송중계 등이 허용되는가에 관하여 논쟁이 있다. 

Meyer-Goßner, supra note 44, GVG § 169 Rn. 8-16 참조.
49) 앞서 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재판기록의 공개도 헌법적 요청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III.1.가. 참조), 일본에서는 헌법적 요청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 판례이다

(III.1.나. 참조). 독일에서는 민사소송기록은 당사자와 법적이익을 소명한 제3자에게

(ZPO § 299), 형사소송기록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변호인에게(StPO § 147, 406a) 기록을 

열람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확정된 기록의 일반에 대한 공개는 행정절차법(VwVfG)

에 따라서 하고 있다.
50) 여기서 열람과 등사는 특정인에게, 공표(인터넷 게시 이외의 방법을 말함)와 인터넷 

게시는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개하는 것인데, 열럼-등사-공표-인터넷게시의 순서로 공개

범위가 넓어진다.
51) 미국에서 기록에 대한 접근은 열람과 메모뿐만 아니라 등사도 포함한다. Supreme 

Judicial Court’s Judiciary/Media Steering Committee, Guidelines on the Public Righ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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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공개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이들에 대한 공개기준은 다른 재판정보와 

동일하게 할 것인가 등이 문제된다.

재판의 공개를 광의로 이해할 때, 위 4가지 범주 모두 재판공개의 영역에 포함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들 모두 제한이 문제될 수 있을 뿐이지 처음부터 공

개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은 아니다.52)

4. 재판공개의 당위적 요청

가. 재판공개의 원칙

(1) 개관

세계 각국은 재판공개의 원칙을 당위적 요청으로 하고 있다. 특히 재판의 공개를 

헌법적 요청으로서 명시하고 있는 나라들도 많다.53) 헌법전에 명문규정을 두지 않

더라도 재판공개는 헌법적 요청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예컨대, 독일 기본법은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재판의 공개가 헌법상의 원칙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54)

(2) 우리나라

우리 법제는 재판공개의 원칙을 헌법적 차원에서 요청하고 있다. 우리 헌법의 

재판공개에 대한 요청은 3가지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 첫째는 재판당사자의 기

본권으로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관점이다.55) 헌법 제27조 제3항 제2문이 이를 

Access to Judicial Proceedings and Record (Massachusetts, 2000), p.5; New Boston 

Garden Corp. v. Board of Assessors of Boston, 24 Mass. App. Ct. 122, 125 (1987) (서

류에 대한 접근권은 일반적으로 등사할 권리를 포함한다고 판시); Direct-Mail Service, 

Inc. v. Registrar of Motor Vehicles, 296 Mass. 353, 356 (1937) (열람권은 통상 등사권

을 포함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열람권이 사실상 무가치하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판시).
52) 이상원, 결과 기록의 공개, 그리고 투명한 사법, 경인문화사 (2012), 141-145쪽 참조.
53) 네덜란드 헌법 제121조(심리와 판결의 공개); 덴마크 헌법 제65조 제1항(재판의 공개); 

미국 수정헌법 제6조(형사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벨기에 헌법 제96조(재판의 

공개); 이집트 헌법 제169조(심리와 판결의 공개); 일본 헌법 제37조(형사피고인의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 제82조(대심과 판결의 공개); 스페인 헌법 제24조 제1항(모든 국민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제120조(재판절차와 판결의 공개); 오스트리아 헌법 제90조 

제1항(민사ㆍ형사 사건의 심리 공개); 포르투갈 헌법 제211조(심리의 공개) 등.
54) Knerr, Die Veröffentlichung von Namen in gerichtlichen Entscheidungen, (Marburg, 

2004), pp.66-67.
55) 헌법 제27조 제3항은 형사피고인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제109조와 함께 고

려할 때 형사피고인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재판에서 인정되는 것이라고 함이 타당하다. 

이상원, 앞의 책(주 52), 12, 13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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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는 비밀재판을 배제하고 일반국민의 감시 하에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받음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56) 둘째는 재판당사자 외의 제3자의 기본권으로서 알권리라는 관점

이다. 알권리는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를 의미하는데 헌법 제21조가 

규정한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 이해되고 있다.5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이와 관련된 법률이다.58) 셋째는 제도보장으로서의 공개재판주의이다. 헌

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이 공개된다는 공개재판주의를 천명하고 있다.59)

(3) 영미

재판공개의 원칙은 영미 보통법에서도 인정되었다.60) 보통법상 재판공개의 원칙은 

다른 이익보다 매우 중시되었다.61) 이와 같이 재판공개의 원칙을 인정하게 된 데

에는 재판을 공개할 경우 허위증언의 위험이 줄어들고 사용가능한 증거가 늘어난

다는 점, 법원의 부적절한 행동을 억제함으로써 국민이 신뢰를 하게 되고 사법이 

공정하게 행해진다고 알게 된다는 점, 법원에 대한 비평이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

확한 비평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한 고려가 배경에 있다.62) 미국에서도 형사

재판이나 민사재판에 일반인이 접근(방청)할 권리가 보통법에서부터 인정되어 왔

다고 이해되었다.63)64) 또 재판기록에 대한 접근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65)

56) 헌재 2005.12.22. 2004헌바45; 헌재 1998.12.24. 94헌바46; 헌재 1996.12.26. 94헌바1; 

헌재 1996.1.25. 95헌가5; 헌재 1994.4.28. 93헌바26 등.
57) 헌재 1991.5.13. 90헌마133; 헌재 1989.9.4. 88헌마22; 대법원 2004.12.9. 선고 2003두

12707 판결 등.
58) 대법원 2004.12.9. 2003두12707.
59) 이 밖에 재판의 공개를 특히 소송기록의 공개와 관련하여 학문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파악하려는 견해도 있다. 福島至 編, コメンタール 刑事確定訴訟記錄法, 現代人文社

(東京: 1999), 23頁(梅田 豊 집필부분). 
60) 영국귀족원은 1913년 Scott v. Scott [1913] AC 417 판결에서 법원은 재판을 공개적으

로 하여야 한다는 보통법상의 원칙을 확인하였다. Open Justice, supra note 33, p.150 

참조.
61) “공개변론을 하면 당사자와 증인이 고통스럽고 창피할 수 있고, 윤리에 반하는 경우

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감내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공개재판은 정순하고 공정하며 

효율적인 사법을 위한 최선의 비결이자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최선의 수단이기 

때문이다.”라고 한 위 Scott 판결 참조(Open Justice, supra note 33, p.150에서 인용).
62) R v. Legal Aid Board, ex parte Kaim Todner [1998] 3 All ER 541 판결 및 Open 

Justice, supra note 33, p.151 참조.

63) SJC Committee, supra note 51, p.1.
64) Boston Herald, Inc. v. Superior Court, 421 Mass. 502, 507 n.7 (1995) (민사재판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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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미국에서 재판공개는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된다. 일반인의 형사절차에 

대한 접근권66)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인

정된다고 해석되고,67) 민사재판에 대한 접근권도 같은 조문에 근거하여 인정된다

고 해석되고 있다.68)69) 재판기록에 대한 접근권도 수정헌법 제1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는데,70) 국민이 재판기록에 접근할 수 없으면 재판절차를 완전

히 알 수 없고 그 결과 수정헌법 제1조의 근본취지인 재판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

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이다.71)

자유로운 접근은 보통법에 확립되어 있다고 판시); Globe Newspaper Co. v. Commonwealth, 

407 Mass. 879, 884 (1990) (｢영연방의 전통은 법정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다. 법률, 

법원명령, 판례 등에서 비공개를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 법정은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시).
65) Nixon v. Warner Communications, Inc., 435 U.S. 589, 597 (1978) (재판기록과 서류를 

열람ㆍ등사할 보통법상의 권리가 역사적으로 인정되어 왔다고 판시); San Jose Mercury 

News, Inc. v. U.S. Dist. Court, 187 F.3d 1096, 1102 (9th Cir. 1999) (연방항소법원들은 

이러한 보통법상의 권리가 형사 및 민사 모두에 적용된다고 일치하여 판단하고 있다고 

판시).
66) 재판공개를 재판에 접근하는 일반인의 권리 측면에서 파악하여 접근권(right of access)

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67) Richmond Newspapers, Inc. v. Virginia, 448 U.S. 555 (1980) (수정헌법 제1조는 일반

인이 형사공판을 방청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판시); Globe Newspaper Co. v. Superior 

Court, 457 U.S. 596, 603 (1982) (성범죄사건의 미성년피해자 증언은 반드시 비공개로 

하도록 하는 원칙을 폐기); Press-Enterprise Co. v. Superior Court (Press-Enterprise I), 

464 U.S. 501 (1984) (형사공판에 대한 수정헌법 제1조의 접근권을 배심원 선정심문(voir 

dire)에 적용); Press-Enterprise Co. v. Superior Court (Press-Enterprise II), 478 U.S. 1 

(1986) (형사공판에 대한 수정헌법 제1조의 접근권을 예비심문(preliminary hearing)에 

적용). 위 4개의 판결이 미국법상 재판공개의 원칙의 기본을 수립한 판결로 평가받고 

있다. SJC Committee, supra note 51, p.16 참조.
68) Publicker Industries, Inc. v. Cohen, 733 F.2d 1059 (3d Cir. 1984) (수정헌법 제1조는 

일반인과 언론이 민사절차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판시); Brown & Williamson 

Tobacco Corp. v. F.T.C., 710 F.2d 1165 (6th Cir.), reh’g denied, 717 F.2d 963 (6th 

Cir. 1983), cert. denied, 465 U.S. 1100 (1984) (같은 취지).
69) 연방대법원도 같은 입장으로 이해된다. Richmond Newspapers, U.S. at 580 n.17 (민사

재판에 대한 헌법상 권리가 쟁점은 아니었지만, “역사적으로 민사와 형사공판은 공개

로 추정되어 왔다”고 판시) 참조.
70) SJC Committee, supra note 51, pp.4-5.
71) Globe Newspaper Co. v. Pokaski, 868 F. 2d 497, 502 (1st Cir. 1989); In re Globe 

Newspaper Co., 729 F.2d 47, 52 (1st Cir. 1984); United States v. Antar, 38 F.3d 1348, 

1359-60 (3d Cir. 1994) (“법정은 공개되면서 재판기록은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상하다. 법정문을 비집고 들어간 사람들에게만 인정된다면 도대체 접근권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가?”라는 취지로 판시).



322   �서울대학교 法學� 제53권 제3호 (2012. 9.)

한편 형사피고인은 미국 수정헌법 제6조에 의하여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수정헌법 제1조에 기한 일반인의 권리가 해석에 의하여 인정되는 데 비하여 형사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는 수정헌법 제6조에서 명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72)

(4) 독일

독일에서 재판공개의 원칙은 원래 국가기관을 통제하고 국가기관의 자의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국가이론의 관점에서 인정되었다.73) 그런데 오늘날에는 국가이

론의 관점보다는 일반대중의 정보이익의 관점이 강조되면서 언론공개가 전면으로 

떠오르고 있다.74)

(5) 일본

일본 헌법은 제37조에서 피고인의 기본권으로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는 

한편, 제82조에서 사법제도로서의 재판의 공개를 규정하고 있다.75)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적으로 행하도록 규정한 일본헌법 제82조 제1항의 취지는 재판을 일반

에게 공개하여 재판이 공정하게 행해지는 것을 제도로서 보장하고 나아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데에 있다고 이해되고 있다.76) 또 일본헌법 제21조 

제1항77)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로부터 알권리가 도출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78)

일본 형사소송법 제53조는 종결된 형사사건의 소송기록 열람권을 일반인에게 부여

하고 있다.79) 이 규정에 관하여 일본의 다수설과 판례는 일본헌법 제82조를 확장

72) Waller v. Georgia, 467 U.S. 39, 46 (1984).
73) Meyer-Goßner, supra note 44, GVG § 169 Rn. 1.
74) 위의 곳.
75) 松原光宏, “裁判公開と犯罪被害者の保護”, ジュリスト 別冊 187号 : 憲法判例百選 II, 

2007, 427頁. 일본헌법 제37조 제1항은 우리 헌법 제27조 제3항에, 일본헌법 제82조는 

우리 헌법 제109조에 상응한다. 
76) 日最判 1989. 3. 8. 民集 43卷 2号 89頁.
77) 우리 헌법 제21조 제1항에 상응한다.
78) 日最判 1989. 3. 8. 民集 43卷 2号 89頁(｢각자가 여러 가지 의견, 지식, 정보에 접하고 

이를 취득할 기회를 갖는 것은 그 사람이 개인으로서 자기의 사상 및 인격을 형성, 

발전시키고 사회생활 가운데 이를 반영하여 나감에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 될 것이며 

민주주의사회에서 사상 및 정보의 자유로운 전달, 교류의 확보라는 기본적 원리를 실

효 있게 하기 위하여도 필요하므로, 이처럼 정보 등에 접하고 이를 취득할 자유는 위 

규정의 취지, 목적으로부터 그 파생원리로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다.｣라고 판시).
79) 일본 형사소송법 제53조 제1항 본문: ｢누구든지 피고사건의 종결 후 소송기록을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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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재판의 공정을 담보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는 규정이기는 

하지만,80) 헌법상의 권리로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81)82) 이에 대하여 일본

헌법 제82조 제1항에 기한 헌법상의 권리라고 하는 견해,83) 일본헌법 제21조 제1항

에 기한 헌법상의 권리라고 하는 견해,84) 위 두 조항에 기한 헌법상의 권리라고 

하는 견해85)가 있다.

나. 재판의 공개와 공공기관의 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를 규정하는 법률로서86)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

정이 없는 한 적용되는 일반법의 지위를 가진다.87) 법원도 국가기관으로서 공공기

관에 해당하므로 법원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대하여 위 법률이 일반법

으로서 적용된다.88)89)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을 지닌 이 법률이 법원의 

할 수 있다.｣. 한편 1987년 제정된 형사확정소송기록법(刑事確定訴訟記錄法, 1987. 6. 

2. 법률 제64호)이 확정된 형사기록에 대한 열람 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하고 있

는데, 이것이 위 형사소송법 규정을 대체한 것인지(伊藤, 주석형소, 377) 구체화한 것

인지(押切, 기록법, 76)에 관하여 논의가 있다.
80) 伊藤榮樹 等, 注釋 刑事訴訟法(新版) 第一卷, 立花書房 (1996), 377頁(香城敏麿 집필

부분); 押切謙德 等, 注釋 刑事確定訴訟記錄法, ぎょうせい (東京: 1988), 39頁.
81) 宮澤俊義, 全訂日本國憲法, 日本評論社 (1978), 698-699頁; 佐藤幸治 編, 要說 コメン

タール 日本國憲法, 1991, 334頁(內野正幸 집필부분); 樋口陽一 等, 注釋 日本國憲法 

(下), 靑林書院 (1988), 1295頁(浦部法橞 집필부분), 1295; 山名學, “紀錄の開示”, 岡垣

學/野田愛子 編, 講座 實務家事審判法, 1989, 157-158頁 등.
82) 日最決 1990. 2. 16. 判例時報 1340号 145頁(｢헌법의 위 각 규정(헌법 제21조, 제82조)

이 형사확정소송기록의 열람을 권리로서 요구할 수 있는 것까지도 인정하는 것이 아

님은 당재판소 대법정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명백하다｣고 판시).
83) 杉原泰雄, 憲法 II 統治の機構, 有斐閣 (1989), 393頁; 內野正幸, “裁判を受ける權利と

裁判公開原則”, 法律時報 66卷 1號 (809號) (1994. 1.), 日本評論社 (1994), 64頁 이하; 

松井茂記, 裁判を受ける權利, 日本評論社 (1993), 306頁.
84) 浦部法穗, “訴訟記錄の公開と憲法”, コメンタール 刑事確定訴訟記錄法, 現代人文社

(東京: 1999), 197頁 이하.
85) 松井茂記, マスㆍメディア法入門 (第二版), 日本評論社 (1998), 211頁; 田宮裕, 注釋 

刑事訴訟法, 有斐閣 (1980), 75頁.
86) 위 법률 제1조 참조.
87) 위 법률 제4조 참조.
88) 김배원, “‘재판기록 및 재판정보의 공개방안’에 대한 검토”, 사법 선진화를 한 개 : 

사법제도개 추진 원회 자료집 제13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2006), 454, 456쪽; 

이상원, 앞의 책(주 52), 99쪽. 위 법률 제9조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진행 중이 아닌 재판정보는 그 적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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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도 적용된다는 것은 알권리의 실현에 있어 재판정보를 일반정보와 기본적으로 

같이 취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90)

그러나 재판정보를 특별히 취급하는 입법례도 있다. 일본에서는 행정기관이 보유

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과 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들은 형사소송에 관한 서류 및 압수물, 그리고 그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91)

유럽의 각국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규정한 입법을 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이 

정보를 공개할 공공기관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나라마다 같지 아니하다. 이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법원이 공개할 공공기관에 포함되어 있는 나

라로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에스토니아, 그리스, 

헝가리,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웨덴, 영국이 있다. 둘째, 법원이 그러한 

공공기관에서 제외되어 있는 나라에는 독일, 이탈리아, 라트비아,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92) 스페인, EU가 있다. 셋째, 절충적인 입장을 취하는 나라로서 덴마크

(형사만), 아일랜드(재판기록은 제외, 사법행정은 포함), 슬로바키아(재판절차는 제외, 

사법행정은 포함)가 있다.93)

미국에서 기록에 대한 접근을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에는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 5 U.S.C § 552)과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 5 U.S.C. § 

552a)이 있고, 회의에 대한 접근을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에는 연방자문위

원회법(Federal Advisory Committee Act, FACA, 5 U.S.C.App.)과 햇빛정부법

(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 5 U.S.C. § 552b)이 있다.94) 그런데 이들 법률이 

상이 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89) 판례도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가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이라고 하고 있다

(대법원 2011.11.24. 2009두19021; 대법원 2010.12.23. 2008두13101; 대법원 2007.6.1. 

2006두2058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가 ‘진행 중인 재

판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재판관련정보도 위 법률의 적용대상

이 됨을 전제로 그 중 일부를 배제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90) 재판관련정보는 이해관계인의 기본권이 함께 문제되어 기본권 충돌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 행정정보보다 매우 많다. 이 점을 고려하여 특별법 규정을 둠으로써 일반

법을 배제할 수는 있다. 예컨대,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참조.
91) 일본 형사소송법 제53조의2 참조.
92) 포르투갈은 재판의 비밀을 보호하는 특별법이 있다.
93) Musar, Access to Court Records and FOIA as a Legal Basis-Experience of Slovenia, 

pp.1-2.
94) 이에 관한 설명은 Ginsberg, Wendy R., Access to Government Information in the 

United States (CRS Report for Congress, 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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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공공기관(agency) 에는 법원이 제외되어 있어95) 이들 법률이 재판정보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재판정보는 이미 헌법적으로 공개가 보장되어 있어 

이와 같은 사정이 재판정보의 공개를 특별히 제한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

인다.

이와 같이 본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법제상의 원칙으로는 재판정보라는 

이유로 일반 공공기관의 정보에 비하여 재판정보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아 유

럽의 일부국가나 일본보다 보다 넓은 공개를 추구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다. 소결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재판공개의 당위적 요청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방향에서 

파악할 수 있다. 첫째, 비밀재판은 공정한 재판을 실질적으로 담보하지 못하고 기

본권의 제약과 희생이 뒤따를 위험이 높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국민을 이러한 위

험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기본권 보장의 요청이다. 둘째, 민주주의 국가에서 재판작

용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국민의 지위를 보장하는 제도로서의 공개재판제도 수립의 

요청이다. 셋째, 국민이 개인의 발전과 민주사회의 발현을 위하여 재판작용에 관한 

정보를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요청이다. 요컨대, 재판의 공개는 재판당사자의 기본권

(공정한 재판)–제도적 보장(국민의 감시)–일반국민의 기본권(알권리)이라는 3각 

구도의 당위로서 요청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재판공개의 당위적 요청의 기저에는 사법신뢰의 증진에 대한 직관적인 

기대가 놓여 있다. 신뢰형성의 단선구조는 재판공개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지각의 

증대와 인식의 제고를 가져와 신뢰형성의 밑거름이 된다는 구조로써 위와 같은 각

국의 재판공개 요청의 타당성과 효용성을 설명할 수 있다.

5. 근자의 사법제도 변화와 재판공개

가. 변화의 개요

2000년을 전후한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에는 커다란 변화들이 있었다. 

첫째, 구술심리에 의한 민사재판으로의 전환이다. 해방 이후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던 재판의 구조에 근본적인 개혁을 가하려는 시도가 2001. 3. 1.부터 전국법원에 

95) 5 U.S.C § 551 (1)(B)는 공공기관(agency)의 개념에서 법원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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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된 ‘새로운 사건관리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이는 2002. 7. 1.부터 시행된 

민사소송법에 반영되어 규범적인 방식이 되었다.96)97) ‘신모델’이라고도 불리는 위 

‘새로운 사건관리방식’은 종래 서면을 위주로 한 형식적인 절차를 지양하고 ‘말로 

하는 재판’을 의미하는 ‘구술심리’에 의한 절차를 지향함을 그 핵심으로 하였다.98) 

이러한 절차는 구술심리를 통하여 실체가 형성되어가는 과정을 당사자에게 드러냄

으로써 재판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당사자본인이 진술하거나 

신문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당사자본인이 재판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

게 한다. 이로써 재판의 과정이 당사자에게 실질적으로 공개되는 것이다.

둘째, 공판중심주의 형사재판의 수립이다. 공판중심주의는 우리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추구되었던 이념이다.99)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이념과 달리 종래의 

민사재판과 궤를 같이하여 서면심리에 의한 재판(이른바 ‘조서재판’)이 주를 이루

었다.100) 이러한 형태의 재판을 탈피하고자 하는 노력이 법원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는데, 1982년 제정된 형사소송규칙에 공소장일본주의를 규정하고101) 1996년 개

정으로 그 내용을 강화하여102) 규범적 선언을 하였으며, 2002년경부터 법정심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실무적 노력들을 하여,103) 2003년 새로운 형사재판 

 96) 법원행정처, 구술심리 운 실무, 2006, 25쪽; 서울지방법원, 새로운 민사사건 리방식 

운 백서, 2002, 1쪽.

 97) 이러한 사건관리방식은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시도되어온 집중심리방식을 더욱 발

전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96년에 발간된 법원행정처, 집중심리방식 시범실시결

과보고서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을 잘 보여준다.

 98) 법원행정처, 앞의 책(주 96), 19-28쪽.

 99) 형사소송법 제정당시 법전편찬위원회에서 심의한 형사소송법요강안은 제7항에 ｢소위 

공판중심주의(당사자주의)를 채택하여 공판수속을 공판청구서로부터 시작하고…｣라고 

성안하였고 법전편찬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성문(成文)후 원안 검토하기로 가결하였다. 

신양균 편, 형사소송법 제․개정 자료집(상),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9), 14쪽 참조. 

여기서의 공판중심주의는 당사자주의와 연결되어 논쟁을 불러왔지만 그 기본정신은 

우리 형사소송법의 제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이 요강안의 의미에 관하여 

신동운, “제정형사소송법의 성립경위”, 형사법연구, 제22호 (2004. 12.), 162-165쪽 참조.
100) 수사기록이 ‘남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과도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 존재’라는 인식에 

관하여 차정인, 공판중심주의 실현방안 연구: 개정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와 전문법칙 

규정의 해석론과 입법론, 부산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09), 6쪽 참조.
101) 구 형사소송규칙(1982.12.31. 대법원규칙 828호) 제118조 제2항.
102) 공소장에 예단위험 서류를 인용하는 것도 금지. 형사소송규칙(1996.12.3. 대법원규칙 

제1441호) 제118조 제2항. 법원행정처, 형사소송규칙해설 (전정증보판), 1997, 138-140쪽 

참조. 
103) 법원행정처가 2002년 ‘새로운 형사재  실무’, 2003년 ‘새로운 형사재  운 방식’ 책

자를 발간한 것이 이러한 노력의 초기 결정체이다.



사법신뢰형성구조와 재판의 공개 / 李祥源   327

운영방식의 도입, 2005년 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범실시 및 2006년 전국법원에 확

대실시 등을 하였다.104) 사법개혁위원회105)의 건의에 따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

회106)에서 마련한 초안을 토대로 2007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는데,107)108) 개

정법의 큰 특징은 조서재판을 벗어나 공판정에서 재판의 실체가 형성되는 공판중

심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109)110) 법원의 실무변화를 규범적으로 규율하

게 되었다. 한편 그동안 헌법의 규정111)에도 불구하고 형사절차에서 소외되었던 

피해자의 지위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는데112)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

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들을 마련하였고113) 최근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

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변호인제도를 도입하여114) 피해자의 절차참여를 확

대하였다. 종래의 ‘조서재판’하에서는 사건의 실체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 불투명

하여 당사자로서는 판결이 선고되는 마지막 시점까지도 재판의 실체가 어떤 방향

으로 형성되어 있는지를 알기 어려웠다. 형식적인 재판의 공개는 이루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베일 속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형사재판을 공판

중심주의로 하려는 변화는 위와 같은 베일을 걷어내고 재판절차를 투명화함으로써 

재판의 실체형성과정을 당사자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피해자에게 재판참여의 기회를 

확대한 것도 이들에 대한 재판의 실질적 공개를 의미한다.

104) 법원행정처, 사법운 의 황과 과제, 2006, 82-83쪽.
105) 사법개혁위원회규칙(2003.10.24. 대법원규칙 제1851호) 제1조 참조.
106)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규정(2004.12.15. 대통령령 제18599호) 제1조 참조.
107)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으로 2008. 1. 1.부터 시행되었다.
108)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그로 인한 검찰실무의 변화에 관하여 하태훈 등, “형사재판편”, 

사법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상), 사법발전재단 (2008), 686-687쪽(이상원 집필

부분) 참조.
109) 공판중심주의의 개념에 관하여 대법원은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죄ㆍ무죄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대법원 2006.11. 

24. 2006도4994; 대법원 2010.6.24. 2010도3846 등).
110) 실무적 절차의 개요는 김현석,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한 법정심리절차”, 사법 3호, 

사법연구지원재단 (2008) 참조.
111) 헌법 제27조 제5항은 피해자진술권을 보장하고 있다.
112) 박광민, “범죄피해자의 양형절차에의 참가”, 형사법연구, 21권 4호, 한국형사법학회 (2009), 

177-178쪽 참조.
113) 개정 형사소송법의 피해자보호규정에 관한 개괄적 설명은 박광섭, “개정 형사소송법

상 피해자보호에 관한 규정의 평가와 향후 입법과제”, 법조, 57권 3호 (2008. 3.), 

90-103쪽 참조.
11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9.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의6 참조.



328   �서울대학교 法學� 제53권 제3호 (2012. 9.)

셋째,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도입이다. 종래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함이 없이 검사가 

송부한 서류나 자료를 토대로 판사실에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는 취하고 있

었다. 그러다가 1995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여 심

문한 후 구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영장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되었다.115) 영장실

짐심사제도는 그 후 몇 차례의 변경이 있은 후116) 2007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

하여 전면적 영장실질심사제도로 정착되었다.117) 영장실질심문은 구속 피의자가 

판사를 대면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로써 최소한 자신의 의견을 판사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 인신에 관한 재판절차에 참여하게 된다. 이는 

그만큼 인신구속의 재판이 공개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이다. 그동안 배심제 또는 참심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118) 2007년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119)

이 제정되어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되었다. 국민참여재판은 재판절차를 국민에게 열

어주는 재판공개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민이 직접 재판관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는 방식으로 재판절차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재판공개의 가장 강력한 형

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배심원의 수는 원래 5〜9인이지만,120) 5인 이내의 예비

배심원을 둘 수 있고121) 최근 법원에서 법적 의미가 있는 배심원은 아니지만 그림

자배심원을 추가로 두어 재판에 참여하는 인원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확대는 재판

공개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의미를 가진다.

다섯째, 양형기준제도의 도입이다. 2007년 법원조직법의 개정122)으로 양형위원

회가 설치되고123) 여기에서 양형기준을 설정하여 오고 있다. 2012. 8. 현재 살인 

등 19개 군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다.124) 양형기준은 종래 법관의 

고유영역으로 여겨져 왔던 양형과정에 대하여 법관 외의 기구가 그 기준을 설정하

115) 구 형사소송법(1995.12.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제201조의2.
116) 구 형사소송규칙(1996.12.3. 대법원규칙 제1441호로 개정된 것) 제96조의4; 구 형사소

송법(1997.12.13. 법률 제5435호로 개정된 것) 제201조의2.
117) 우리 인신구속제도의 연혁적 개관에 관하여 하태훈 등, 앞의 책(주 108), 655-674쪽

(이상원 집필부분) 참조.
118) 법원행정처,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2007, 12쪽 참조.
119) 2007.6.1. 법률 제10256호. 형사소송법과 함께 2008. 1. 1.부터 시행되었다.
120) 위 법률 제13조.
121) 위 법률 제14조.
122) 2007.1.26. 법률 제8270호. 2007. 4. 27.부터 시행되었다.
123) 법원조직법 제8편.
124) 양형위원회, 2010 연간보고서, 2011; 양형위원회, 2012 양형기 , 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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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것으로서 재판절차의 일부를 외부에 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양형기

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반드시 판결서에 명시하여야 하

고125)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통상 그 이유를 밝히고 있으므로 이로써 양형과정을 

국민에 공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섯째, 판결문과 재판기록의 공개에 관한 규범적 확대이다. 그 동안의 판결문 및 

기록의 공개는 신청에 의한 제공 및 제한적 범위의 제공을 특징으로 하였다. 근자의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126)은 재판정보의 제공에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법은 (i) 원칙적인 공개범위를 모든 사건으로 확대하였다는 점, (ii) 신청에 의한 

공개에서 인터넷에 게시하는 일반 공개로 성격을 바꾸었다는 점, (iii) 형사사건에서 

판결서뿐만 아니라 증거목록 등 일정한 재판기록까지 일반 공개하도록 하였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127) 이러한 특징은 정보의 공개범위에 질적인 확대를 가져온다.

나. 소결

2000년을 전후한 사법제도의 변화 속에는 재판공개의 확대라는 공통된 특징이 

발견된다. 이에 재판공개의 범위와 의미를 기준으로 변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128)

[표] 사법제도 변화와 그 의미

제도의 변화 공개의 상대방 공개의 의미
공개의 

방법

규범변화의 

시기

영장실질심사제도 구속 피의자 판사 대면권 보장 참여 1997〜2008

구술심리 민사재판 당사자 재판절차에 참여 참여 2008

공판중심 형사재판 당사자, 피해자 재판절차에 참여 참여 2008

국민참여재판 일반국민 판단주체로 참여 참여 2008

양형기준제도 일반국민 판단과정의 공개 정보제공 2009

판결문과 기록공개 일반국민 재판내용의 일반 공개 정보제공 2011

125)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126) 2011. 7. 18. 법률 제10859호로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가 신설되었고(2015. 1. 1. 후 

최초로 판결이 확정되는 사건부터 적용), 2011. 7. 18. 법률 제10864호로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이 신설되었다(2013. 1. 1. 또는 2014. 1. 1. 후 최초로 판결이 확정되는 사

건부터 적용).
127) 개정법의 의미 분석에 관하여는 이상원, 앞의 책(주 52), 165-175쪽 참조.
128) Lee, “Trust and Confidence in the Judiciary”, UT Soft Law Review, 2012. 4., pp.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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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제도의 변화의 저변에는 기실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129) 이러한 정책에는 앞서 본 신뢰형성의 

단선구조에 직관적․무의식적으로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III. 신뢰형성구조 모델

1. 단선구조와 현실

가. 서언

직관적으로 바라본 신뢰형성의 단선구조에 의하면 재판의 공개는 법원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킨다.130)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이 재판공개를 추구하여 온 것은 

공개가 신뢰를 증진시킨다는 믿음에 기초하였다.131) 그러나 현실은 반드시 그렇지 

않았다.

나. 경험적 조사분석

(1) 객관적 지표에 대한 인식과 신뢰도의 관계

미국 조지아 주 대법원이 국민신뢰위원회(Commission on Public Trust and Confidence)

를 조직하여 2000년에 조지아 주 법원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하였고,132) 이에 대한 

분석을 한 연구133)가 있다.

129) 이를 시사하는 대법원 판례들도 발견된다. 예컨대,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하여 대법원 

2009.10.22. 2009도7436(전합)(대법관 김영란, 박시환, 김지형, 전수안의 반대의견은 

｢예단의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진행된 재판과 그렇지 않은 백지 상태에서 진행된 

재판은 공정성과 재판의 신뢰 면에서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하고, 대법관 

김영란, 김지형의 반대보충의견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로 인하여 실

제로 예단이 생기거나 그로 인하여 재판의 공정을 해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부정

할 수 없다면, 공정한 재판, 특히 재판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이러한 가능성

마저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데, 다수의견도 이 부분에 관하여 견해가 다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대법원 2010.3.25. 2009도14065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진

행된 형사공판절차｣라고 판시) 참조.
130) 이 글 II.3.가. 참조.
131) 이 글 II.4.다. 참조.
132) Judicial Council of Georgia, FY 2000 Annual Report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Courts of Georgia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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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사는 ① 공정성(Fairness), ② 능률성(Efficiency), ③ 접근성(Access), ④ 지각

(Citizen Awareness), ⑤ 정부기관 일반에 대한 지지도(Support for Government 

Institution in General)의 5분야를 독립변수로 상정하고 법원에 대한 신뢰도134)를 

종속변수로 하여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위 독립변수에 관하여는 

각 그에 속하는 수개의 척도(measures)를 설정하여 이를 구체적인 설문조사의 내용

으로 하였다.135)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객관적 독립변수에 대하여도 결국에는 응답

자의 인식(perception)이 평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136)

여기서, ① 공정성은 ‘절차적 공정성(procedural fairness)’과 ‘배분적 공정성(distributive 

fairness)’으로 구분하여 조사되었다.137) 절차적 공정성은 법원의 절차가 공정한가, 

또는 판사들이 소송당사자나 사건에 따라 차별대우하지 아니하고 공평하게 대하는가 

하는 것을 의미하고, 배분적 정의는 재판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법원이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한 결론을 내리는가 하는 것을 의미한다.138)139) 위 조

사에 대한 분석은 배분적 정의에 대한 평가는 법원에 대한 신임도(confidence)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신용도(trust)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절차적 정의에 

대한 평가는 신임도와 신용도 모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

렀다.140) ② 능률성은 법원이 사건을 처리하는 능력과 신속성을 의미한다.141) 위 

133) Dougherty et al., supra note 14.
134) 신용(trust)과 신임(confidence)으로 구분하였다.
135) Dougherty et al., supra note 14, pp.182-84.
136) 예컨대, 접근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i) 법원직원이 도움이 되고 친절한가, (ii) 법원이 

사건처리를 위하여 잘 준비되어 있는가, (iii) 법원을 이용하려면 개인적인 시간이 많이 

드는가, (iv) 법원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이 있는가, (v) 판사가 모든 이를 차별 없이 

존중하는가 하는 5가지의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로 하여금 각 1(매우 긍정)부터 4(매우 

부정)까지의 단계 중 하나의 답을 하게 하였다.  
137) 공정성을 위와 같이 구분하는 글로는, Lind & Tyler, The Social Psychology of Procedural 

Justice (USA 1988); Tyler, “What is Procedural Justice? Criteria Used by Citizens to 

Assess the Fairness of Legal Procedures”, Law and Society Review, Vol. 22 (1988); 

Governing amid Diversity: The Effect of Fair Decisionmaking Procedures on the 

Legitimacy of Government”, Law and Society Review, Vol. 28 (1994); “Governing amid 

Diversity: The Effect of Fair Decisionmaking Procedures on the Legitimacy of 

Government”, Law and Society Review, Vol. 28 (1994); “Individual and Corporate 

Dispute Resolution: Using Procedural Fairness as a Decision Heuristic”,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 38 (1993) 등이 있다.
138) Dougherty et al., supra note 14, p.179.
139) 여기서의 ‘① 공정성’은 ‘독립성’을 포함하여 위 가.항에서의 ‘③ 평등, 공정, 정합성’ 

및 ‘④ 독립성과 책임’에 상응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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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대한 분석은 능률성에 관하여 법원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능력이 있

는지는 신임도와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사건처리가 지연된다는 점은 그다지 

큰 영향력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142) ③ 접근성은 가용성(affordable)과 편의성

(user-friendly)의 면에서 파악하였다. 전자는 비용 면에서 감당할 만한가 하는 것을 

의미하고 후자는 법원의 이용이 편리한가 하는 것을 의미한다.143) 위 조사에 대한 

분석은 가용성에 대한 평가는 신임도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신용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편의성에 대한 평가는 신용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에 이르

렀다.144) ④ 지각(awareness)145)은 관심(attentiveness),146) 지식(knowledge),147) 참여

(involvement)148)의 3가지 개념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위 조사에 대한 분석은 

관심과 지식이 많다고 하여 법원에 대한 신임도나 신용도가 높은 것은 아니지만 

배심원으로서 법원에 대한 직접 경험이 있는 경우 현저하게 신임도와 신용도가 높

다는 결론을 얻었다.149) 이 결과는 언론매체나 기타 2차 자료로부터 얻은 지식만

으로는 신뢰에 영향을 미치기에 부족하고 직접 경험하여 얻은 1차 정보가 신임도를 

증가시킴을 시사한다.150) ⑤ 정부기관 일반은 법원 외에 의회나 행정부를 포함한 

정부기관 일반을 의미한다. 위 조사에 대한 분석은 정부기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140) Dougherty et al., supra note 14, pp.184-86. 절차적 정의에 대한 평가가 신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은 의외인데, 이에 대하여 응답자 중에 법원의 절차에 

대한 직접 경험이 없는 사람이 많았고 이러한 경우 절차적 정의에 대한 관심이 적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다(위 글, 187).
141) 여기서의 ‘② 능률성’은 위 가.항에서의 ‘② 신속성과 적시성’에 상응한다고 할 수 

있다.
142) Dougherty et al., supra note 14, pp.185-86. 즉, 처리속도보다는 처리능력을 중시한다

고 할 수 있다.
143) 여기서의 ‘③ 접근성’은 위 가.항에서의 ‘① 법원에 대한 접근성’에 상응한다고 할 

수 있다.
144) Dougherty et al., supra note 14, pp.185-86.
145) ‘awareness’의 통상 용례는 ‘의식’이라고 이해함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관심, 지식, 참여 등을 통하여 국민이 법원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는 개념

으로서 앞서 본 심리학적 의미의 ‘지각’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글에서는 ‘지각’이라고 표현하였다.
146)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신문, 잡지 등으로부터 법원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자주 

받는가 하는 설문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하였다.
147) 법원에 대하여 스스로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설문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

하였다.
148) 배심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는가라는 설문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하였다.
149) Dougherty et al., supra note 14, pp.185-86.
150) Id. p.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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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하는 사람들은 법원에 대한 신임도나 신용도도 높다는 결론에 이르렀다.151)

직관에 의하면 위 ①〜⑤의 각 속성과 신뢰도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현실의 실증조사는 반드시 그렇지 않았다.152)

(2) 지각과 신뢰도의 관계

앞서 본 신뢰형성의 단선구조에 의하면 지각의 양과 신뢰도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위 (1)의 조사 중 ④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원에 대한 참여도만 

이 직관에 부합하고 관심과 지식은 그렇지 않았다.

이에 관하여는 위 연구 외에도 서로 상충하는 여러 연구들이 있다. 법원에 대한 

관심과 법원에 대한 지지 사이에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보고153)가 있는가 

하면,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다.154) 또 법원에 대한 지식이 많을

수록 법원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연구결과155)가 있는가 하면, 법원에 대한 

151) Id.
152) 위 조지아 주의 조사에 따라 객관적 지표에 대한 인식과 신뢰도 사이의 관계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에서 〇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를 나타낸다.

구분번호
독 립 변 수 종 속 변 수

분류 척도 신임도 신용도

① 공정성
절차적 공정성 × ×

배분적 공정성 ○ ×

② 능률성
업무처리능력 ○ ○

업무처리속도 × ×

③ 접근성
가용성 ○ ×

편의성 ○

④ 지각

관심 × ×

지식 × ×

참여 ○ ○

⑤ 정부기관에 대한 일반적 지지도 ○ ○

153) “The Etiology of Public Support for the Supreme Cour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6 (1992). 이는 미국 연방대법원에 관한 연구결과이다.
154) Olson & Huth, “Explaining Public Attitudes toward Local Courts”, Justice System 

Journal, Vol. 20 (1998); Lehne & Reynolds, “The Impact of Judicial Activism on 

Public Opin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22 (1978). 이는 지역법원

(local)에 관한 연구결과이다.
155) Dougherty et al., supra note 14, p.1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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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이 많을수록 법원에 대한 신임도가 낮다고 하는 연구결과156)도 있다. 그리고 

참여(involvement)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법원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신임도를 

낮춘다는 연구결과157)가 있는가 하면, 영향이 없다는 연구결과158)도 있고,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며,159) 법원에 대한 지지도를 상승시킨다는 연구

결과160)도 있다.

만일 지각과 신뢰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없다면, 재판의 공개를 통하여 법원에 

대한 지각을 높이더라도 법원에 대한 신뢰의 증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재판공개의 노력은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위한 수단을 

제공한다는 당위적인 요청의 의미만 있을 뿐 사법부의 신뢰를 향한 의도는 모두 

허상이 되고 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다. 소액재판

1997년 법규의 개정으로 소액사건의 범위가 종래 소송물 가액 1,000만 원 이하

였던 것이 1998. 3. 1.부터 2,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다.161) 이에 따라 소송

목적의 값이 1,000만 원을 초과하고 2,000만 원 이하인 사건은 종래 단독사건에서 

소액사건으로 관할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통상 소액사건에 대한 항소율은 단독사

건162)이나 합의사건163)에 비하여 항소율이 낮다(아래 표 참조). 소송목적이 소액이

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그만큼 치열하지 않다는 사건의 특성이 그 이유 중 하나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단독사건 중 일부가 소액사건으로 편입되면 

156)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How the Public Views the State Courts: A 1999 

National Survey (1999), p.18.
157) 위 조사는 법원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많을수록 법원에 대한 지식이 많다는 결과

를 제시하였는데(Id.), 이 결과로부터 지식이 많을수록 신임도가 낮아진다는 앞서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론할 수 있다.
158) Kritzer & Voelker, “Familiarity Breeds Respect: How Wisconsin Citizens View Their 

Courts”, Judicature, Vol. 82 (1998).
159) Howell, Citizen Evaluation of the Louisiana Courts (1998).
160) Olson & Huth, supra note 154.
161)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가 1997. 12. 31. 대법원규칙 제1507호로 개정되어 1998. 

3. 1.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위 조항은 2002. 6. 28. 다시 개정되었으나 그 내용이 

‘소송물 가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변경한 것이어서 실질적인 의미는 없고, 결국 

소액사건의 범위는 1998. 3. 1. 이후 현재까지 소송목적의 값 2,000만 원 이하를 유

지하고 있다. 
162) 소액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으로서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
163) 지방법원 합의부가 심판하는 민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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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전체에 대한 상소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그런데 실제는 

예상과 달리 상소율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아래 표 참조).164)

[표] 1998년을 전후한 상소율의 변화 (소액사건 중심)

사건구분 심급 상소율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소액사건

제1심

판결건수 217,728 245,937 294,178 479,147 495,021 392,690 273,055

항소건수 5,632 5,799 5,930 8,506 12,523 10,375 9,802

항소율(%) 2.6 2.4 2.0 1.8 2.5 2.6 3.6

제2심

판결건수 3,020 3,311 3,034 3,351 6,365 5,799 6.061

상고건수 822 823 723 740 1,480 1,250 1,772

상고율(%) 27.2 24.9 23.8 22.1 23.3 21.6 29.2

단독사건
제1심 항소율(%) 13.6 10.8 9.8 9.6 11.5 10.8 11.7

제2심 상고율(%) 35.3 35.8 34.7 35.1 32.3 30.3 38.4

합의사건
제1심 항소율(%) 33.4 29.8 30.8 30.0 35.8 34.3 41.8

제2심 상고율(%) 41.9 43.9 39.4 43.9 44.4 40.9 45.5

한편 1998. 3. 1.은 합의사건의 소송목적의 가액도 상향조정된 날이기도 한데, 종래 

3,000만원 초과이던 것이 5,000만원 초과로 변경되었다.165)166) 위 표에 따르면, 합의

사건에서 1998년 사물관할 변경의 효과가 나타나는 1999년 이후에 항소율이 다소 

증가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단독사건이나 합의사건에서도 항

소율에 있어 커다란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할 것이나, 이 글에서는 그 중 이 글의 주

제와 관련되는 소액사건의 항소율에 주목하여 본다. 위와 같이 단독사건의 일부가 

소액사건으로 편입되었음에도 소액사건 전체의 상소율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은 

164) 사법연감(1996), 560쪽; 사법연감(1997), 578쪽; 사법연감(1998), 430쪽; 사법연감(1999), 

462쪽; 사법연감(2000), 412쪽; 사법연감(2001), 404쪽; 사법연감(2002), 436쪽 참조. 
165)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가 1997. 12. 31. 대법원규칙 제1506호

로 개정되어 1998. 3. 1.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166) 2001. 3. 1.부터는 다시 소송목적의 가액 1억 원 초과로 변경되었다(2001. 2. 10. 대법원

규칙 제1693호 개정). ‘소송목적의 가액’은 현재 ‘소송목적의 값’이라고 한다(2002. 6. 

28. 대법원규칙 1772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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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으로 편입된 단독사건의 상소율이 종래에 비하여 낮아졌다는 것을 시사한다. 

아래 표는 소송목적의 값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인 사건의 심급별 접수

사건의 변화를 나타낸다.167) 이로부터 상소율을 직접 도출할 수는 없지만, 불복의 

정도를 대략 추정해 볼 수 있는 비율을 산정할 수는 있다(아래 표의 ‘비율’란 참조).168) 

이에 비추어 보면 1998년을 전후하여 불복비율이 현저히 낮아진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표]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민사사건 접수건수 비교

심급 사건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제1심
단독 (a) 51,834 69,752 82,528 20,826 14,200 14,353 13,643

소액 (b) 174,593 162,575 140,654 125,660

항소심
1심 단독

1심 소액
(c) 3,069 3,009 3,358 4,220 4,914 5,422 5,067

상고심
1심 단독 514 906 723 687 713 609 633

1심 소액 21 422 554 572

비율 c/(a+b) (%) 5.92 4.31 4.06 2.15 2.77 3.49 3.63

소액사건과 단독사건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판결서에 판결이유를 기재하는가 

하는 점에 있다. 그렇다면 판결이유의 기재를 생략한 것이 항소율을 낮추는데 기

여를 한 것이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다. 항소율이 낮은 것이 판결에 대한 신뢰도가 

높음을 나타낸다고 이해한다면, 판결이유 기재를 생략함으로써 판결에 대한 정보

제공을 줄인 것이 신뢰도를 상승시켰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판결서에 판결이유를 

기재하는 것은 주문만을 기재하는 것보다 재판에 대한 정보를 보다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서 재판공개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위와 같이 판결이유의 기재를 생략함

으로써 재판공개의 범위를 줄였을 때 항소율이 낮아졌다면, 재판의 공개를 통하여 

재판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킨다는 신뢰형성의 단선구조는 허

상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167) 사법연감(1996), 555쪽; 사법연감(1997), 573쪽; 사법연감(1998), 425쪽; 사법연감(1999), 

457쪽; 사법연감(2000), 407쪽; 사법연감(2001), 399쪽; 사법연감(2002), 431쪽 참조. 
168) 접수건수이므로 후에 취하 등으로 종결된 사건수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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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법원 신뢰도의 현주소 

(1) 통계조사

법원행정처가 2010년 외부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대국민설문조사169) 결

과에 따르면, 일반국민의 56.6%가, 법원이용객의 72.4%가 법원을 신뢰한다고 응답

하였다.170) 종래 일반국민의 신뢰비율은 2006년 53.9%, 2008년 55.5%로 조사된 바 

있어 신뢰비율이 조금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요기관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뢰비율이 학교(68.8%) > 병원(67.8%) > 시민단체(59.2%) > 군대(58.6%) > 법원

(56.6%) > 대통령(55.5%) > 행정공무원(50.1%) > 경찰(45.9%) > 노조(45.6%) > 검찰

(43.8%) > 대기업(43.2%) > 국회(21.6%) > 정당(18.5%) 순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과반수가 사법부를 신뢰하여 법원이 국민의 상당한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특임장관실이 2011년 외부 조사기관의 의뢰하여 전국 성인남녀 1,0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제시된 8개의 집단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받고 있는 집단은 어디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학계(22.3%) > 

언론(20.6%) > 대기업(15.6%) > 공무원(10.2%) > 검찰․법원(8.1%) > 청와대

(3.4%) > 경찰(2.9%) > 국회(2.9%)의 순으로 나타났다.171) 법원․검찰이 제시된 집

단 중 5위를 차지하였는데 이 결과는 법원이 상당한 신뢰를 받고 있다는 위 법원

행정처 조사와는 다소 다른 의미를 나타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법원행정처의 

조사결과를 들어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영화로부터의 추정

2011년 9월 개봉된 영화 도가니는 일찍이 없었던 사법제도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 관심은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부정적인 모습, 분노의 

형태로 나타났다. 또한 2012년 1월 개봉된 부러진 화살도 유사한 현상을 낳았다. 

법원은 무언가 사실과 다르다는 항변을 하였지만 국민들의 귀에는 잘 들어가지 않

았다.

영화 도가니와 부러진 화살에 열광하는 현상은 국민들 가슴에 사법부에 대한 깊은 

169) 일반국민(표본조사), 법원이용객(표본조사), 전문가집단 1(법관 전수조사), 전문가집단 2

(검사, 변호사, 법무사 표본조사)를 대상으로 2010. 10. 25.부터 2010. 12. 8.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이다.
170) 법원을 신뢰하는지 여부를 답하도록 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171) 특임장관실, 한국인의 가치  여론조사 결과, 2011. 4., 8, 16, 37, 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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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이 담겨 있다가 그것이 영화를 계기로 타오른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172) 

결국 위에서 본 법원행정처의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매우 깊고 신뢰도가 낮다고 평가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고 생각된다.

마. 소결

위와 같이 신뢰형성의 단선구조는, 서로 엇갈리는 경험적 조사의 존재로 인하여

(위 나.), 오히려 반대로 보이는 우리 소액재판의 경험으로 인하여(위 다.), 재판의 

공개를 추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낮은 신뢰도로 인하여(위 라.) 더 이상 

타당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위하여 재판의 공

개를 요청할 필요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인가?

2. 구조 설정을 위한 기본고려들

가. 정보와 신뢰

(1) 이론

사람은 구체적 정보가 없는 대상에 대하여도 일정한 정도의 신뢰를 가진다. 여

기에 대상의 신뢰성에 관한 긍정적인 정보가 주어지면 신뢰도는 상승하고 반대로 

부정적인 정보가 주어지면 신뢰도는 감소한다(이하 이를 [이론 1]이라 한다).173) 

이처럼 판단의 자료가 되는 정보가 없이도 기대하는 신뢰를 ‘일반적 신뢰’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정보에 기초하여 형성하는 신뢰를 ‘정보의존적 신뢰’라고 할 수 

있다.174)

일반적 신뢰도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에 따라 새로운 정보가 제

공되었을 때 반응하는 민감도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 연구는 일반

적 신뢰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구체적 평가대상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주었을 때 대상에 대한 신뢰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관한 실험을 하였는데, 

172) 사람들은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념, 기대, 추측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성향이 있는데, 이를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라고 한다. 영화가 

제공하는 사실과 법원이 항변하는 사실 사이에서 국민들이 영화의 사실에 귀를 기울

였다는 것은 영화가 묘사하는 법원, 즉 신뢰할 수 없는 법원이 국민의 마음속에 가

지고 있던 법원상이었음을 드러낸다. 확증편향의 의미에 관하여 Nickerson, Confirmation 

Bias: A Ubiguitous Phenomenon in Many Guise,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Vol 

2., No. 2. (1998), p.175 참조.
173) 山岸俊男/김의철ㆍ박영신ㆍ이상미 역, 신뢰의 구조, 교육과학사 (2001), 83쪽.
174) 위의 책, 1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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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하여, (i) ｢대상에 대하여 아무런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 신뢰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대상의 신뢰성을 높게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 (ii) ｢대상

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가 주어질 때 두 집단 모두 대상에 대한 신뢰성 평가가 높

아지지만 그 상승의 정도는 두 집단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iii)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가 주어질 때 일반적 신뢰도가 높은 사람은 대상에 대한 신뢰성 평

가를 크게 감소시키지만, 일반적 신뢰도가 낮은 사람은 신뢰성 평가를 적게 감소

시킨다.｣는 세 가지의 결과를 발견하였다(이하 이를 [이론 2]라 한다).175)

법원에 대한 일반적 신뢰도는 법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 

일반에 대한 신뢰와 유사한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법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의 종류에 따라 그것이 긍정적이면 신뢰도가 증가하고 부정적이면 신뢰도가 

감소할 것이다. 이때의 신뢰도는 정보의존적 신뢰도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 

신뢰도가 높은 사람은 부정적 정보를 접할 경우 보다 큰 폭으로 신뢰도가 감소할 

것이어서 정보에 대한 민감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 [이론 1]의 적용

일반적 신뢰도를 50이라고 하고 추가로 정보 1, 정보 2가 차례로 주어졌다고 가

정할 때 신뢰도의 증감을 [이론 1]에 따라 예측해 본다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176)

[도표] 정보량과 신뢰도

175) 위의 책, 81-86, 217-34頁.
176) 위의 책, 83頁; Lee, supra note 128, pp.28-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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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동일한 일반적 신뢰도에서 출발하더라도 추가로 주어지는 정보 1, 정보 2가 

법원에 대한 긍정적 정보일 경우에는 정보의존적 신뢰도가 양이 되어 전체적인 신

뢰도가 증가할 것이고(위 도표에서 기울기가 양인 실선의 그래프), 반대로 추가로 

주어지는 정보 1, 정보 2가 법원에 대한 부정적 정보일 경우에는 정보의존적 신뢰

도가 음이 되어 전체적인 신뢰도가 감소할 것이다(위 도표에서 기울기가 음인 점

선의 그래프). 

그렇다면 재판의 공개가 언제나 신뢰도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긍정적인 

정보를 공개하였을 때에만 신뢰도가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본 연구들이 재

판의 공개가 신뢰도를 증가시키는가에 대하여 서로 엇갈린 결론에 이른 것177)은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론 1]에 국한하여 볼 때, 법원의 신뢰성을 높이는 객관적 지표를 향상시킴으

로써 긍정적 정보를 생성하든가 공개되는 정보를 통제하여 긍정적 정보만 국민에게 

제공되도록 한다면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른다.178)

(3) [이론 2]의 적용

일반적 신뢰도가 50인 사람 A와 40인 사람 B를 상정하고, 이들에게 긍정적 정

보가 주어졌을 때와 부정적 정보가 주어졌을 때 신뢰도의 변화를 [이론 2]에 따라 

예측하면 아래와 같다.

[도표] 정보탄력성과 신뢰도

177) 이 글 III.1.나. 참조.
178) 그러나 정보통제에 관한 본문의 결론에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이 글 III.2.라.에서 살

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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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사람들을 몇 개의 집단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

째는 ‘일반대중(general public)’으로서 이들은 법원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은 거의 

없는 집단이다. 두 번째 집단은 ‘여론주도 인사들(opinion leaders)’로서 신문편집인, 

법조출입기자, 경찰간부, 국회의원, 법원에 영향력이 있는 정부기관 대표, 학자들, 

사법감시단체 위원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는 법원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은 

사람들로서 변호사, 소송당사자, 그 대리인이나 가족, 배심원, 증인, 피해자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법원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가지게 된다. 넷째는 법관

이나 법원직원 등과 같이 법원 내부의 시각을 가지는 사람들이다.179) 이들 각 집

단의 법원에 대한 인식은 독자적으로 형성되면서도 서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하여 형성된 최종 인식의 총화가 바로 법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구성하고 이것

이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구성하게 된다.

그런데 위에서 여론주도 인사들은 대체로 비판적 시각을 가진 집단으로서 이들의 

일반적 신뢰도는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론 2]에 따르면 위 도표의 B에 해

당하는 집단으로서 긍정적 정보에 대하여 일반인과 같은 정도로 신뢰도가 상승하

지만 부정적 정보에 대하여는 일반인보다 완만하게 신뢰도가 하락함으로써 상황에 

따라서는 일반인보다 신뢰가 높은 경우도 생길 수 있다(위 도표에서 정보 2의 경

우가 이에 해당한다).

흔히 부정적 정보가 공개되었을 때 비판적 집단에 의한 거센 비난이 예상되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정보의 공개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비판적 집단의 신뢰도 하락은 완만하기 때

문에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180) 긍정적 정보가 제공될 때 일반인과 같은 정

도로 신뢰도가 상승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비판적 집단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 

오히려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나. 정보의 왜곡

(1) 실체를 압도하는 인식

정의는 실제로 행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보이기도 해야 한다(Justice should 

179) 이들 집단의 구분은 Commission on Trial Court Performance Standards, supra note 

21(Commentary), p.20 참조.
180) 물론 비판적 집단의 일부 인사가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경우는 신뢰도에 악영향을 끼

칠 수 있겠지만, 이는 별개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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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only be done, but should be seen to be done)는 격언은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

뢰는 실제로 법원이 정의를 실현한다는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법원이 정의를 실현

한다고 생각하는 주관적인 믿음에 기초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법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법원이 실제로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는가를 반영한다는 보장은 없

다고까지 평가되기도 한다.181)

세상을 바꾸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일지도 모른다. 

영화 도가니에서 제기된 사법부에 대한 비판점의 주요 요지는 전관예우와 관대한 

형벌이라는 관점이었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전문가 집단에서는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영화의 영향력은 전 국민을 울렸고 급기야 사법부를 강타

하기에 이르렀으며, 현실적인 제도개혁으로 이어졌다. 우선 전관예우와 관련하여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이 있었다.182) 

형벌이 관대하다는 비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을 낳았는데, 

특히 장애인과 13세 미만자에 대한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183) 또 성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의 수정도 가져왔다. 양형

기준은 범죄군별로 순차로 제정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른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

준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제정된 양형기준을 수정한다는 것은 예외

적이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양형기준은 2009년 제정된 이후 이미 2차에 

걸쳐 수정된 상태였는데,184) 영화 도가니로 촉발된 사회적 여론과 이에 따른 법률의 

개정은 양형기준을 다시 수정하게 하였다.185)

위와 같이 영화 도가니는 단지 하나의 영화가 아니라 세상을 바꾼 힘이었다. 이 

힘은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피해자의 울부짖음을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듣게 하였다. 

그 기저에는 영화를 통하여 국민들이 사법제도에 대하여 부정적인 정보를 취득하고 

이것이 국민의 인식에 영향을 미쳐 사법제도에 대한 비판적 여론으로 이어진 메커

니즘이 존재한다. [이론 1]에 따르면 부정적 정보가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 저하로 

181) Commission on Trial Court Performance Standards, supra note 21(Commentary), p.20. 

이는 실체 자체가 아니라 실체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신뢰가 형성된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실체는 어떤 형태로든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위 

표현을 실체와 인식이 전혀 관계가 없는 별개의 것이라고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다.  
182) 변호사법(2011. 5. 17. 법률 제10627호로 개정된 것, 공포일 시행) 제31조 제3항, 제4항. 
183) 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어 공포일부터 시행되었다.
184) 1차는 2011. 6. 29. 수정되어 2010. 7. 15.부터 시행되었고, 2차는 2011. 3. 21. 수정되어 

2011. 4. 15.부터 시행되었다. 2012 양형기  (주 124), 33쪽 참조.
185) 2012. 1. 30. 수정되어 2012. 3. 16.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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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졌고 위 제도개혁은 이를 만회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위 메커니즘을 ｢객관적 실체 → 지각 → 인식 → 신뢰｣로 이어지는 단선

구조에 비추어 보면 국민의 지각이 객관적 실체(사건의 진상)로부터 직접 형성되지 

아니하고 영화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객관적 실체 

→ 영화 → 지각…｣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영화 도가니와 부러진 화살이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자 법원은 영화 속에 묘사된 사실은 실제의 사실과 다르다는 입

장을 표명하였고, 관련 자료를 보면 그와 같이 진실과 다른 면이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186) 그리하여 제도의 변혁을 가져온 힘은 객관적 실체에서 나온 것이라기

보다는 영화 속 사실에 대한 지각과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187) 인식이 실체를 압

도한 것이다.

(2) 실체에 대한 평가절하 경향

인식은 실체에 비하여 평가절하될 위험이 있다. 우선 위 영화가 그 실례 중 하나

이다. 극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영화에서는 사실을 단순화하고 과장할 여지가 있고 

이 과정에서 객관적 실체가 평가절하될 위험이 있다. 언론도 유사한 위험이 있다. 

법원에 대한 직접 경험을 가진 사람은 상대적으로 소수인 까닭에 국민의 법원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언론을 통하여 형성된다.188) 따라서 언론이 법원에 대한 국민

의 인식에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언론이 재판사건이나 법원업무에 관한 내

용을 전달함에 있어 사람들의 의구심이나 정의감과 같은 감정에 호소하는 방법을 

사용할 위험이 있다.189) 특히 경쟁체제가 심화된 사회구조 속에서 대중의 관심이 

힘의 근원인 언론기관으로서는 사실을 보다 극화하려는 유혹을 떨쳐버리기 어렵

다. 영화나 언론만이 그런 것은 아니다. 대저 인간의 인식작용 자체가 사태에 대한 

186) 영화 도가니 관련 판결: 광주지법 2006.4.27. 2005고합383, 광주고법 2006.7.13. 2006

노151; 광주지법 2006.1.24. 2005고합383, 광주고법 2006.5.18. 2006노55; 광주지법 

2008.1.28. 2006고합496, 광주고법 2008.7.10. 2008노51. 영화 부러진 화살 관련 판결: 

서울지법 1996.7.5. 95가합96142, 서울고법 1997.5.27. 96나31439, 대법원 1997.12.23. 

97다25477; 서울동부지법 2007.10.15. 2997고단203, 373(병합), 서울동부지법 2008.3. 

14. 2007노1060, 대법원 2008.6.12. 2008도2621. 구체적인 상위점에 관한 논의는 이 

글의 핵심과 거리가 있어 다루지 않는다.
187) 물론 영화가 전부 허구라는 취지는 아니다. 일부 진실과 일치하지 않은 점이 있지만, 

영화의 메시지는 진실과 무관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반향이 있었다.
188) Cambell & Lee, The Australian Judicia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p.247; 

Soden, supra note 34, p.3. 
189) Soden, supra note 34,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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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화된 의미부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실체보다 과장된 형태로 인식이 

되는 경향이 있다. 요컨대, 대중의 인식은 지각하는 수단(영화, 언론 등)의 특성은 

물론 인식작용 자체의 특성으로 인하여 대상에 대하여 실체보다 과장되는 경향이 

있다.

단순화되고 과장된 인식은 평가절상과 평가절하의 양방향이 모두 가능하다. 그

런데 기존의 평가가 부정적이었던 대상에 관하여 복합적인 정보가 주어졌을 때 이

를 부정적인 쪽으로 인식할 확률이 높다. 이는 자신과 반대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

하는 대상에 대하여도 유사할 것으로 생각된다. 권력의 상대편에 서 있다고 느낄 

국민들은 권력기관에 대한 인식과정에서 평가절하 쪽의 단순화를 택할 확률이 높다. 

라틴 아메리카의 사법부 사건처리 속도에 대한 의식조사가 있었다.190) 이 조사에 

의하면 일반국민은 사법부의 사건처리가 매우 느리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실제 사건처리 기간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느리지는 않았다.191) 

이렇게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없는192) 

상황에서193) 법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은 실체보다 평가절하하여 형성될 가능

성이 높다. 따라서 인식을 실체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실체와 인식 사이의 간극을 

줄이면 법원에 대한 평가가 상승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실체에 관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위 라틴아메리카의 사례에서 만일 법원이 사건처리에 

관한 통계를 공개하였더라면 그와 같은 오해는 없었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음194)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3) 인터넷과 집단극화

인터넷의 보편화로 대중적 토론의 장이 현실화되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광장이 제공된 것이다. 이에 소셜미디어(social media)195)가 가세하면서 그 범

190) Lynn Hammergren, “Uso de la investigación empírica para el reenfoque de las reformas 

judiciales: Lecciones desde cinco países.” América Latina Hoy, Nº 39, Ediciones 

Universidad de Salamanca, Salamanca, Spain (2005). Herrero & Lopez, supra note 30, 

p.3에서 재인용.
191) Herrero & Lopez, supra note 30, p.3.
192) 위 III.1.라. 참조.
193) 일제 강점기 이래 권위주의 정부를 거치면서 생겨난 국가기관에 대한 전반적 부정의

식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194) Herrero & Lopez, supra note 30, p.3.
195) SNS(social network service)가 대표적인 소셜미디어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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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현장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수많은 사실과 의견이 서로 충돌

하고 검증되는 과정을 통하여 진실과 진리가 가려진다고 믿는 사상의 자유시장(the 

market place of ideas)의 꿈이 실현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이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마련되었다는 기대도 받고 있다.196)

그런데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는 참여자들이 3차원의 현실공간이 아닌 가상공간

(cyber space)에서 접촉한다는 특색이 있다. 이러한 접촉은 사회적 실재감을 감소시

키게 된다. 익명으로 접촉하는 경우는 물론 상대를 아는 경우에도 시각적인 단서

가 없는 경우 사회적 실재감이 떨어지면서 참여자들이 양극의 집단으로 몰리는 현

상이 있다는 실험연구가 있다.197) 이와 같이 집단토론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들의 

의견이나 사고가 보다 더 극단화하여가는 경향을 집단극화(group polarization)현상

이라고 하는데 가상공간에서 이러한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198) 가상공

간에서 참여자들은 상대방과 자신의 사회적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이때 한 번 

가깝다고 지각된 상대와 더욱 가까워지고 반대의 경우는 더욱 멀어지는 과정이 반

복되면서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간다.199) 가상공간에서 개인은 

소속집단을 매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자신의 견해와 유사한 사람들의 존재를 

찾아 그들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점차 자신의 견해에 대한 확신을 강화하는 한편 

다른 견해의 집단을 피하고 배척하면서 한쪽으로 수렴해 가는 현상이 발생하며, 

집단압력과 개인의 동조 및 사회적 비교를 통하여 중도적 의견은 점차 사라지고 

양극으로 쏠리게 된다.200) 이러한 집단극화현상으로 인하여 서로의 소통이 의견의 

수렴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이견과 불일치, 그리고 갈등의 증폭으로 이어진다.201) 현

실공간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극단적 사고나 행위가 가상공간에서는 쉽게 표출되고 

전파된다.202) 자극적인 것이 더욱 매력적으로 된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여론형성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커질수록 집단극화현상이 

196) 김은미 등, SNS 혁명의 신화와 실제, 나남(2011), 303쪽 참조.
197) Siegel et al., “Group processes in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Vol. 37 (1986).
198) 김은미/김현주, 인터넷상에서 사회적 의사소통 양식과 합의 형성, 정보통신정책연구

원(2004), 33쪽. 
199) 같은 곳.
200) 김은미ㆍ김현주, 앞의 책(주 198), 34-35쪽; 이준웅ㆍ김은미, 인터넷 게시판 토론과 

정치 토론 효능감, 한국언론학보, 50권 3호 (2006. 6.), 394-395쪽 참조.
201) 이준웅ㆍ김은미, 앞의 책(주 200), 395쪽.
202) 김은미ㆍ김현주, 앞의 책(주 198),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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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형성에 차지하는 비중 또한 커진다. 사법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때 이에 대한 

부정적이며 자극적인 비평이 쉽게 관심을 끌게 되고 이것이 집단극화현상을 통하여 

강화되며 이 과정에서 정보는 선택적으로 수집되고 편집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

민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가상공간에서는 소수에게 소통이 

집중되는 현상이 있는데(이른바 ‘소수의 법칙’),203) 이 소수가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권력층으로 등장하고 말없는 다수는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권력

층에 휘둘려 여론이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204) 이에 따라 소수의 권력

층이 부정적 편향을 가진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이 오히려 신뢰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가능성은 정보의 왜곡이 가능한 토대 위에서 더욱 강화된다. 

정보의 왜곡은 정보의 부족에서 용이하게 자라난다. 단편적 정보나 통제된 정보가 

제공될 경우 제공되지 않은 불투명한 부분은 제한 없는 착색이 가능하고 이에 따

라 제공된 정보를 토대로 한 선택적 편집을 용이하게 한다. 정보의 왜곡을 막는 

최선의 방책은 정보의 제한 없는 제공이다.205)

다. 투명성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비밀스럽고 불투명한 법조문화, 사법작용에 대한 국민들의 

무지, 사법에 대한 정치권력의 심각한 간섭 등으로 사법부와 사회가 유리되어 있고, 

그 결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고 한다.206) 법원은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에 집착하는 문화토양에서 법원업무에 관한 정보를 사회에 전달

하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고 언론도 보도할 능력이 부족하여 국민들은 법원업무에 

관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207) 이러한 라틴아메리카의 현상에 대하여 

203) 세계적인 소셜미디어 분석회사인 Sysomos사의 보고서에 의하면 1,150만 개의 트위터 

계정을 분석한 결과 2009년 트위터 사용자의 85.3%가 트윗을 하루 평균 1개도 올리지 

않았고 사용자의 21%가 트윗 게시를 한 번도 하지 않았으며 단 5%의 사용자가 전체 

트위터 활동의 75%를 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Cheng & Evans, An In-Depth 

Look inside the Twitter World (Sysomos Inc. 2009) 참조.

또 트위터 전체 글 중 90%가 10%의 사용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한다. Brown, 

Working the Crowd: Social Media Marketing for Business (BCS, UK 2010), p.132 참조.
204) 김은미ㆍ김현주, 앞의 책(주 198), 255쪽 참조.
205) 법원에 대하여 국민인식이 왜곡되거나 불명확하여 신뢰가 낮은 경우 홍보나 교육프로

그램을 통하여 개선할 수 있다는 의견도 같은 전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Commission 

on Trial Court Performance Standards, supra note 21(Commentary), p.21 참조.
206) Herrero & Lopez, supra note 30,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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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의 개혁을 하고 투명성을 실현함으로써 시민과 사법시스템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불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진단이 있다.208)

사법부의 투명성은 법원의 업무가 장막 너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개

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효과

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투명성은 (i) 국민이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

(신청에 의한 정보공개)뿐만 아니라 (ii) 법원이 정보를 국민에게 자발적으로 제공

하는 것(공표, publicity)을 함께 포함한다. 전자를 소극적 사후적 투명성이라 한다

면 후자를 적극적 사전적 투명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투명성의 핵심은 오히려 후

자에 있다고 할 수 있다.209)

재판정보를 공개하고 사법부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은 이중의 효과를 가져온다. 

첫째, 공개와 투명성은 사법부의 객관적 실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210) 투명한 

절차에서는 국민의 감시가 용이하고 국민의 감시 아래에서는 부패와 자의는 설 땅을 

잃고 청렴과 합리가 그 자리를 채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211) 객관적 실체가 긍

정적으로 변화되면 이에 대한 지각과 인식을 거쳐212) 긍정적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신뢰도가 증가한다.213) 둘째, 공개와 투명성은 국민들로 하여금 사법부에 호감을 

가지게 하고 사법부를 지지하게 한다.214) 무엇이 행해지는지 눈으로 보는 사람은 

정의가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215) 사법이 공정하게 행해진다고 인식하게 

되기216) 때문에 신뢰도가 증가한다. 즉, 공개와 투명성 자체가 신뢰도 증가로 이어

지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불투명성은 신뢰도를 감소시킨다. 불투명한 부분은 앞서 본 평가절하

경향과 이에 터 잡은 집단극화현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될 뿐만 아니라 비밀은 통상 

부정의를 감추기217) 때문에 불투명이 존재한다는 자체에 의구심을 보내기 때문이다.

207) Id.
208) Id. p.9.
209) Id. pp.9, 10 참조.
210) Id. p.3.
211) R v. Legal Aid Board, ex parte Kaim Todner [1998] 3 All ER 541 판결(절차의 공공

성이 법원의 부적절한 행동을 억제한다.)
212) 신뢰형성의 단선구조 참조.
213) 위 [이론 1] 참조.
214) Herrero & Lopez, supra note 30, pp.9-10.
215) Id. p.2 참조.
216) 주 211의 판결 참조.
217) Open Justice, supra note 33, 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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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보의 통제

법원에 대한 긍정적 정보만을 제공하고 부정적 정보는 통제한다면 앞서 본 [이론 

1]에 따라 신뢰도 증가의 요인만이 작용하므로 사법신뢰는 증가할 것이다.218) 그

러나 영원한 비밀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정보를 통제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종당에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부정적 정보가 알려질 것이고 오

히려 정보를 통제하였다는 사실까지 폭로되게 된다.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으로서 

윤리적 신용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어서219) 강력한 부정적 정보로 작용하여 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게 된다. 결국 정보의 통제는 단기적으로는 

신뢰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220)

오히려 부정적 정보라도 이를 통제하는 것보다 공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신

뢰도를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부정적 정보를 공개하는 법원으로서는 다시 유

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게 되고 이는 긍정적 발전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부정적 정보의 제공이 단기적으로도 부정적 의미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부정적 정보임에도 법원이 이를 공개한다는 사실은 법원이 투명한 

법원을 추구한다는 이미지를 주고 부정적 사태가 법원이 의도적으로 일으킨 것은 

아닐 것이라는 동정심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는 다른 측면에서 긍정적 정보로 작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긍정적 측면이 부정적 정보의 단기적 효과를 상쇄시

키지 못하는 경우라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부정적 정보까지 공개하는 신뢰할만한 

법원이라는 긍정적 정보는 쌓이고 있는 것이다.221)

요컨대, 정보의 통제는 단기신뢰도는 증가시킬 수 있으나 장기신뢰도는 감소하며, 

부정적 정보를 포함한 투명한 정보공개는 투명성이 가져오는 신뢰도 증가효과222)로 

부정적 정보로 인한 신뢰도 감소효과를 상쇄할 수도 있다.

마. 주체적 참여

주체적 참여는 참여대상과 동질의식(동료의식)을 형성하게 한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은 법관과 유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사람은 대체로 유사한 처지에 

218) 이 글 III.2.가.(2) 참조. 
219) 신뢰를 구성하는 신용성의 상실을 의미한다.
220) Lee, supra note 128, p.29 참조.
221) Id.
222) 이 글 III.2.다. 참조.



사법신뢰형성구조와 재판의 공개 / 李祥源   349

있는 사람에 대하여 공감(共感, empathy, sympathy)을 가진다. 배심원은 법관의 입

장을 이해하게 되고 법원과 동질의식을 가지게 되며, 이는 법원에 대한 지지의 감

정으로 이행하게 된다.

배심원만큼 강한 주체적 참여가 아닌 경우에도 유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재판절차에서 소송당사자와 독립된 제3자가 전문가로서 서면을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 영미에서 법정조언서면(Amicus Curiae brief)이 이에 

해당한다.223) 이 제도는 당해 문제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이 있는 기관, 민간기구, 

학계, 개인 등이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돕고 한편으로는 

법원이 중요쟁점을 간과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이를 통하여 중요한 사회

문제에 대하여 법원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이 모두 참여하여 결정하는 통로가 형

성되고 투명하고 열린 법원이 된다.224)

나아가 사법감시를 위한 학계와 시민단체 활동의 긍정적 기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225) 이들은 기본적으로 비판적 눈으로 사법부를 바라볼 것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들에 대한 정보의 공개로 인한 신뢰도의 감소는 비탄력적이므로 이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은 반면,226) 법원의 문을 열어 참여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게 함으로써 오는 신뢰도의 증가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바. 선순환의 상호작용 

어떤 대상을 신뢰하는 것(trust)과 그 대상이 신뢰할만하다는 것(trustworthiness)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227) 신뢰할만한 객관적 실체는 긍정적 정보로서 국민들

에게 지각되고 인식되어 신뢰를 받게 된다. 한편 신뢰를 받는 기관은 신뢰에 부응

하여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로부터 더욱 신뢰할만한 실체로 나아가고 이는 다시 

신뢰도를 증가시킨다. 이처럼 객관적 실체와 신뢰도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객관적 실체와 신뢰도의 상호작용은 공개와 투명성을 통하여 촉진된다. 공개와 

투명성은 시민들이 법원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진실을 알게 하고 법원이 당면한 문

223) Amicus Curiae는 축어적으로는 법원의 친구(friends of the court)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미국 연방항소절차규칙(Federal Rules of Appellate Procedure) 제29조, 연방대법

원규칙(Supreme Court Rules) 제37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는 예이다.
224) Herrero & Lopez, supra note 30, pp.31-32 참조. 
225) 시민사회가 사법작용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의 실현에 

기여한다. Herrero & Lopez, supra note 30, pp.32-34 참조. 
226) 이 글 III.2.가. 참조(특히 [이론 2]). 
227) Levy, supra note 11, p.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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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있다면 학계와 시민단체들이 이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민이 사법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감시․분석하는 일방 사법기관이 이에 

대하여 책임 있는 대응을 함으로써 양자 사이에 피드백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하여 

선순환이 형성된다.228)

사. 소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신뢰형성의 구조에는 (i)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와 정보수령

주체의 정보탄력성, (ii) 정보의 왜곡, (iii) 투명성, (iv) 정보의 통제, (v) 주체적 참여, 

(vi) 객관적 실체와 신뢰도의 상호작용 등 여러 가지 고려요소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고려요소들은 각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

하기 때문에 단선구조만으로는 신뢰형성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신뢰

형성은 이러한 고려요소들을 충분히 반영한 복합구조로 파악하여야 한다.

3. 신뢰형성의 복합구조

가. 복합구조모델

(1) 기본구조

앞서의 논의로부터, 신뢰형성에는 ｢객관적 실체 → 지각 → 인식 → 신뢰｣의 단선

구조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229) 이 구조의 구성요인들이 양의 상관관계로 

이어진다는 직관적 언명들에도 불구하고230) 이에 반하는 현실의 존재로 인하여 단선

구조가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다.231) 그러므로 신뢰형성의 복합

구조는 단선구조를 토대로 하고 위에서 본 고려요소들232)을 참고하여 그 구성요인을 

확장하고 수정함으로써 완성될 수 있다.

이에, 우선 신뢰형성의 단선구조와 위에서 본 정보와 신뢰에 관한 [이론 1], [이론 

2]233)를 고려할 때 신뢰형성의 기본구조를 다음 도표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28) Herrero & Lopez, supra note 30, p.3.
229) 이 글 II.2.다. 참조.
230) 이 글 II.3.다. 참조.
231) 이 글 III.1. 참조.
232) 이 글 III.2. 참조.
233) 이 글 III.2.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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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인식 신뢰지각

주관적 경험

(타인의 의견 등)(과거의 사적 경험)

일반적 신뢰관련 정보

선천적 능력 신념, 가치관 정보탄력성

[도표] 신뢰형성의 기본구조

위에 의할 때, 신뢰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소가 모두 긍정적일 때 신뢰도가 

높아진다. 예컨대, 법원의 업무처리능력과 같은 객관적 실체에 해당하는 표지를 높

인다면 신뢰도는 증가할 것이다. 또 신뢰형성 주체(국민)가 사법절차에 주체적으로 

참여할수록 긍정적 정보에 대한 탄력성은 높아지고 부정적 정보에 대한 탄력성은 

낮아질 것이어서234) 신뢰도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긍정적 정보와 신뢰형성

긍정적 정보는 이를 공개할수록 신뢰도의 증가를 가져온다. 비공개 부분은 실체에 

대한 평가절하 경향으로 그만큼 신뢰도를 감소시킬 것235)이기 때문이다. 한편 정보

공개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투명도는 높아질 것이고 그만큼 신뢰도는 상승할 것이다.236)

아래 도표는 항상 일정한 양의 긍정적 정보를 유보하고 그 밖에 추가로 생성되는 

긍정적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신뢰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237)

234) 이 글 III.2.마. 참조.
235) 이 글 III.2.나.(2) 참조.
236) 이 글 III.2.다. 참조.
237) 정보의 변화에 따라 신뢰도가 변화하는데 편의상 일차함수의 관계로 상정하였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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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긍정적 정보의 공개와 신뢰도

위 도표에서 긍정적 정보가 완전히 공개되는 경우는 긍정적 정보와 일치하는 객

관적 실체에 상응하여 (a)선을 따라 신뢰도가 증가한다. 긍정적 정보를 일부 비공

개할 경우 그만큼만 신뢰도가 감소하고 일부공개한 부분에 상응하여 (b)선을 따라 

신뢰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체에 대한 평가절하 경향238)으로 신뢰도는 

그것보다 더 낮아져 (c)선을 따라 형성되고 집단극화현상이 일어날 경우 그 하락

도는 심화된다.239)

따라서 긍정적 정보는 이를 최대한 공개할 때 신뢰도가 최고로 된다.

(3) 부정적 정보와 단기 신뢰형성

단기적으로 부정적 정보는 이를 통제할수록 신뢰도의 하락을 방지하여 높은 수

준의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다.240) 그러나 한편, 통제의 정도가 상승함에 따라 불

투명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점이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힘으로 작용한다.241)

아래 도표는 일정한 부정적 정보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통제의 정도가 상승

함에 따라 신뢰도가 변화하는 모습을 시점의 변화 없이 나타낸다.

238) 이 글 III.2.나.(2) 참조.
239) 이 글 III.2.나.(3) 참조.
240) 이 글 III.2.가.(2) 참조.
241) 이 글 III.2.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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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부정적 정보의 통제와 신뢰도(단기)

부정적 정보를 전혀 통제하지 않고 완전히 공개하였을 때의 신뢰도를 0이라고 

하면 정보통제의 정도를 높임에 따라 신뢰도는 (a)선을 따라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불투명도의 증가는 이 신뢰도에 대하여 (b)선을 따라 음의 요소로 작용하여 

정보통제의 정도는 (a)선 만큼 상승하지 못하고 그보다 완만한 (c)선을 따라 증가

하는데 그친다. 그 증가폭은 (a)선과 (b)선의 기울기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만일 

(a)선을 따라 증가하는 양보다 (b)선을 따라 감소하는 양이 많다면 오히려 부정적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는 경우보다도 낮은 신뢰도에 이를 수 있다.

(4) 부정적 정보와 장기 신뢰형성

장기적으로는 결국 통제된 정보가 공개(탄로)될 것이다. 이때 공개된 부정적 정

보로 인한 신뢰하락과 불투명성으로 인한 신뢰하락에 배신으로 인한 신뢰(신용) 

하락이 더하여져 큰 폭의 신뢰하락이 발생한다.242)

아래 도표는 초기에 효과적으로 통제된 부정적 정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례

하여 공개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신뢰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242) 이 글 III.2.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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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정보통제의 탄로와 신뢰도(장기)

부정적 정보를 완전히 통제하여 형성된 초기 신뢰도가 100이라고 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탄로되는 정보통제의 양이 (a)선을 따라 변하고, 점점 더 정보통제의 

사실이 밝혀지면서 불투명도는 높이 평가되고 이에 따라 (b)선을 따라 신뢰도는 

감소하며, (c)선을 따라 부정적 정보의 증가로 인한 신뢰도 감소가, (d)선을 따라 

배신도의 증가에 따른 신뢰도 감소가 일어나서, 종합적으로 (e)선을 따라 신뢰도가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이는 초기 부정적 정보를 완전 공개하였을 때보다도 훨씬 

열악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위 각 선의 기울기는 정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고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감소

하는 신뢰도의 정도와 그리하여 나타나는 최종 신뢰도 변화가 달라지겠지만 대략의 

추세는 위와 같이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결국 부정적 정보라도 이를 공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신뢰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물론 영원히 

효과적인 정보통제가 이루어진다면 위 단기 신뢰형성의 효과만이 존재할 것이나, 

이러한 가정은 특히 민주주의가 발달한 정보사회에서는 비현실적인 희망일 뿐이다.

(5) 공개의 정도와 신뢰도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보공개와 신뢰도 사이의 관계를 찾아본다. 신뢰도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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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종속변수로 하고, 독립변수로서 긍정적 정보 X1, 부정적 정보 X2, 투명도 X3, 충

성도 X4
243)를 설정할 때, 다중회귀모형(Multiple Regression Model)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는 추정되어야 할 회귀계수이며, 는 서로 독립이고 동일한 

분포  을 따르는 오차항이다. 는 아무런 정보가 없었을 때 주어지는 일

반적 신뢰도이다. (j=1,…,4)는 j번째 독립변수 Xj의 회귀계수(기울기)를 의미하는

데, Xj를 제외한 다른 모든 독립변수의 값이 고정된 상태에서 Xj의 값이 한 단위 

증가할 때의 Y값의 평균 변화량을 나타낸다. 그리고 Xji는 독립변수 Xj의 i번째 관

측치를 의미한다. 독립변수는 2차항 이상의 고차항이나 독립변수들 간의 교호작용

(interaction)항을 포함시키지 않고 1차항만 포함시켜 모형을 단순화하였다. 이때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뢰도(Y)와 긍정적 정보(X1), 투명도(X3), 충성도(X4)는 양의 상관관

계에 있으므로 회귀계수 는 양수가, 신뢰도(Y)와 부정적 정보(X2)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회귀계수 는 음수가 관측될 것이다. 한편 투명도(X3)

와 충성도(X4)는 정보의 종류를 가리지 아니하고 주어지는 정보의 총량(X1+X2)에 

비례하므로 이로 인한 신뢰도는 정보총량에 비례하여 상승할 것이다. 즉, X3+X4 = 

f(X1+X2)의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하여 x축의 변수 X1, X2, X3, X4 중 X1, X2만

으로도 신뢰도 총량을 표시할 수 있다.

다음 도표는 편의상 =0이라고 가정하고 평균에 대한 모형만을 전제로(따라서 

=0) 정보공개의 정도(X1, X2)와 신뢰도(Y) 사이의 관계를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243) 여기서 충성도는 배신하지 않는다는 의미(배신도의 대응하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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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정보공개의 정도와 신뢰도

위 도표는 부정적 정보(X2)로 인한 신뢰하락( )보다 긍정적 정보(X1)로 인한 신

뢰상승( ) 및 투명성(X3)과 충성도(X4)로 인한 신뢰상승( )이 더 큰 경우를 

전제한 것이다. 구체적인 회귀계수는 사회나 정보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관측될 

것이어서 경우에 따라 다른 결과에 이르겠지만 그 기본적인 틀은 같다. 

여기서 공개의 방법이 주체적 참여에 의한 경우라면 위 회귀계수 이 보다 크고

(기울기가 더 가파르고) 회귀계수 는 보다 작아(기울기가 보다 완만해)질 것이므로244) 

정보공개를 통한 긍정적인 효과는 더욱 증가한다. 나아가 정보의 공개로 신뢰도가 

향상하면 선순환의 상호작용으로 객관적 실체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245) 이것이 

긍정적 정보로 작용하여 회귀계수 이 더욱 증가할 것(기울기가 더욱 가파르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신뢰도 Y는 더욱 상승한다. 

(6) 소결

신뢰형성의 복합구조에 의하여 장기적인 분석을 하면, 재판의 공개는 신뢰도를 

244) 이 글 III.2.마. 참조.
245) 이 글 III.2.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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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키거나 적어도 비공개로 인한 신뢰도 하락을 완화시키거나 방지할 수 있다

는 결론에 이른다. 신뢰형성의 단선구조는 장단기 구분 없이 전자의 결론에 이른 

것이어서 경우에 따라 정확하지 않은 결과에 이른 것이지만, 재판공개가 신뢰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기본골격은 타당하다. 요컨대, 신뢰형성을 위해서는 부정

적인 정보를 포함한 완전한 공개가 통제나 비공개보다 유익하다.

나. 모델에 비추어 본 모순점들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뢰형성의 단선구조는 구체적 현실에서 발생한 현상을 설명

하지 못하였다.246) 복합구조 모델은 이들을 설명할 수 있다. 

(1) 상반된 경험조사

재판의 공개를 통하여 법원에 대한 지각을 높일 때 신뢰도가 높아지는가에 관하여 

경험적 조사연구들은 서로 엇걸리는 결론을 제시하였다.247) 이것은 응답자들이 긍

정적 정보에 많이 노출되었는가, 부정적 정보에 많이 노출되었는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전자의 경우에는 지각이 신뢰도를 높이는 쪽으로, 후자의 경우에는 

지각이 신뢰도를 낮추는 쪽으로 작용한다. 그 밖에도 신념, 가치관, 관련 정보, 정보

탄력성 등의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 때문으로 생각된다.

(2) 소액재판의 경험

소액재판의 경험은 우리의 독특한 경험이다. 판결이유의 기재를 생략함으로써 

재판공개의 정도를 줄임에 따라 항소율이 낮아졌다는 사실은 재판공개가 신뢰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추정하게 한다.248) 

그러나 판결이유의 공개에는 단순히 하나의 대상에 대한 공개정도의 증가라고 

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는 당사자는 판결주문에 승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판결이유에 승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통상 주문이나 

이유에 대한 판단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때 주문에 대한 불복도는 이유에 

대한 불복도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도표는 판결이유 중 불복하는 이유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불복도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246) 이 글 III.1.마. 참조.
247) 이 글 III.1.나. 참조.
248) 이 글 III.1.다. 참조.



358   �서울대학교 法學� 제53권 제3호 (2012. 9.)

[도표] 판결이유의 개수와 불복도

불복하는 판결이유에 1개에 대한 불복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불복도가 30(항

소임계점)을 넘어서면 항소를 한다고 할 때, 판결주문에는 만족하고 판결이유에만 

불만인 경우 불복하는 판결이유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판결에 대한 불복도는 (a)

선을 따라 증가한다. 만일 동일한 상황에서 판결주문에 대하여도 불만이 있고 그 

불복도가 15라면 (b)선이, 판결주문에 대한 불복도가 항소임계점인 30이라면 (c)선이 

불복도의 변화를 나타낸다.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결주문에 대한 

불복도가 항소임계점을 넘어서야 항소를 하게 되는데 판결이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판결주문에 대한 불복도는 물론 판결주문에 대하여는 전혀 불복이 없더라도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으면 항소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위 도표에서 M선보다 위의 

영역은 항소임계점을 넘어 항소를 하게 되는 영역을 나타낸다. 판결이유를 상세히 

기재하면 할수록 확률적으로 그 중 불만이 있는 이유의 수는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판결에 대한 불복도도 증가하며 항소율도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판결에 대한 

신뢰도는 반드시 이와 같지 아니하다. 오히려 위 (a), (b), (c)의 각 선의 기울기는 

일정하고 이것이 바로 신뢰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신뢰도가 같다고 하더라도 

평가객체가 많아짐에 따라 불복하는 사건이 늘어나는 것이다.

소액사건으로 판결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경우 주문에 대한 불복도만이 항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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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므로249) 항소율은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판결에 대한 신뢰도가 함께 낮아졌다고 할 수는 없다. 소액재판의 예는 재

판공개가 신뢰도를 감소시킨다는 결론보다는 주문 외에 이유가 부가됨으로써 불복 

여부를 정할 대상이 늘어나서 생긴 현상이라는 추정에 이르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한다.250)

(3) 법원 신뢰도의 현실

앞서 본 바와 같이 근자에 여러 가지 제도개혁을 통하여 재판공개를 추구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51)

그러나 이로부터 재판의 공개가 신뢰도를 낮춘 것이라는 추론을 도출할 수는 없다. 

위 현상은 정보의 왜곡, 실체에 대한 평가절하 경향, 집단극화 현상 등이 함께 작용

하여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252)

법원행정처의 2010년 대국민설문조사253)의 결과에 의하면 일반국민이 법원을 

신뢰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2006년 53.9%, 2008년 55.5%, 2010년 56.6%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절대치에는 어느 정도의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할지

라도 적어도 증가하는 추세만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그 동안의 

제도개혁이 신뢰도 증가로 이어졌다는 추론도 가능하게 한다.

재판의 공개를 보다 확대하였더라면 정보왜곡현상이 약하여 영화에 의한 급격한 

신뢰도 저하는 완화되거나 방지될 수 있었을 것이다.

다. 소결

신뢰형성의 복합구조에 의하여 분석하여 볼 때, 재판공개가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것처럼 보였던 현상들은 단기적 현상이거나 다른 요인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서 

재판공개가 신뢰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기본골격에 배치되는 현상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부정적인 정보를 포함한 모든 재판정보를 공개하고 사법부를 투명

하게 유지하면 할수록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깊어진다. 따라서 사법신뢰 형성을 

위해서는 최대한으로 재판공개를 하여야 한다.

249) 판결이유의 기재가 없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불만은 무시한다.
250) 물론 합리적인 판결이유의 기재를 요구하는 자료로서는 의미를 가진다.
251) 이 글 III.1.라. 참조.
252) 이 글 III.2.나. 참조.
253) 이 글 III.1.라.(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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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재판공개의 기준

1. 공개기준의 기본

가. 최대공개의 원칙

재판의 공개는 헌법적 당위로서 요청되는 한편254) 사법신뢰의 형성을 위하여서도 

요청되는255) 이중의 요청을 받고 있다. 이 점만을 고려한다면 재판은 완전하게 공개

되어야 한다. 그러나 재판공개를 둘러싸고 고려하여야 할 요청은 이들만이 아니어서 

재판공개의 원칙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어느 나라나 일정한 경우에는 공개가 

제한됨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공개와 비공개(제한)를 결정하는 기준(공개기준)

이 필요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판례에 의하여 재판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권이 헌법적 권리로 인정

되면서 재판의 일반공개에 대한 기준도 판례에 의하여 형성되어 왔다. Richmond 

Newspapers 판결에서 Brennan 대법관의 보충의견에서 제시된 이후 Globe Newspaper 

판결과 Press-Enterprise I 판결을 거쳐 Press-Enterprise II 판결에서 이원기준이 확립

되었다.256) 이원기준의 제1기준은 역사기준으로서 당해지역의 당해절차가 역사적

으로 공개되어 왔는가하는 것이고,257) 제2기준은 논리기준으로서 일반의 접근이 

당해 절차의 기능에 상당히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가하는 것이다.258) 위 두 기준이 

선택적인가 중첩적인가에 대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의 입장이 모호한 가운데 하급심 

법원들이 서로 엇갈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259) 선택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재판의 공개를 넓게 하는 해석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 제1기준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것은 없다. 재판공개의 제한을 

두고 있는 개별 법률이 공개의 기준을 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헌법이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헌법의 기준은 논리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미국의 

254) 이 글 II.4. 참조.
255) 이 글 III. 참조.
256) Dulude, “Unlocking America’s Courthouse Doors: Restoring a Presumption of Frist 

Amendment Access as a Means of Reviving Public Faith in the Judiciary”, Roger 

Williams U. L. Rev. Vol 11 (2005), p.196; SJC Committee, supra note 51, p.16.
257) 접근을 허용해 온 전통이 있다면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경험적 판단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Press-Enterprise II, 464 U.S. at 8 참조.
258) Id.
259) Dulude, supra note 256, pp.205-2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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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준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적어도 규범적으로는 우리나라 재판공개의 범위가 

미국보다 좁을 이유는 없다.

미국의 경우 재판공개의 제한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인정되고 있다. 비공개가 

정당화되려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260) 비공개가 보다 높은 가치를 위하여 

불가피하다는 점과 비공개 범위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만큼으로 제한되

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261) 그리하여 예컨대 비공개이익이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인 경우 비공개를 하면 방지할 수 있는데 공개를 하면 위 권리가 

침해된다는 점 및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262) 또 아메리카 인권법원은 정보 접근에 대한 제한은 긴요한 공

익에 근거하여야 하고, 그러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여러 개인 경우 최소

한의 제한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263)

우리 판례가 재판정보에 관하여 공개기준으로 삼은 것의 중핵은 공개이익과 비

공개이익의 비교형량인데,264)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 및 기본권 조항들에 기반을 

두고 있다.265) 그런데 우리 판례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266)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다.267) 이에 의하면, 위와 같은 비교교량을 

함에 있어 가급적 공개하는 쪽으로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판공

개의 기준의 기본위치는 모든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고 예외적으로만 

제한될 수 있다는 “최대공개의 원칙(principle of maximum disclosure)”에 설정되어

야 한다.268)

260) Globe Newspaper, 457 U.S. at 606-607.
261) Id.; Press-Enterprise I, 464 U.S. at 502, 510. 
262) Press-Enterprise I, 464 U.S. at 510; Press-Enterprise II, 478 U.S. at 14. 
263) Inter-America Human Right Court, “Case Claude Reyes and others vs., Chile”, Sentence 

from September 19, 2006, Series C, No. 151, par. 90, 91 & 92. Herrero & Lopez, 

supra note 30, p.12에서 재인용.
264) 판례가 설정한 구체적 공개기준에 관하여는 이상원, 앞의 책(주 52), 90쪽 참조.
265) 독일에서도 국가안보장, 공적 질서유지, 공서양속, 관련자들의 개인적 인격권 등이 

비공개사유로 제시되고 있다. Knerr, supra note 54, p.417.
266) 대법원 2010. 12. 23. 2008두13101 등.
267) 대법원 2008. 6. 1. 2006두20587 등.
268) Herrero & Lopez, supra note 30,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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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개의 추정

최대공개의 원칙은 소송법적 측면에서 공개의 추정으로 나타난다. 즉, 최대공개의 

원칙은 소송법적으로 공공단체가 보유한 모든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추정, 그

리고 이 추청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269) 비

공개를 주장하는 측에서 비공개사유의 존재를 증명함으로써 위 추정을 깨뜨려야 

비로소 비공개가 허용된다. 재판정보의 공개는 사법부 기타 법집행기관(국가기관)

에게 요구하는 것이므로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이 정당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을 국가가 부담한다.270)

미국에서는 일찍부터 공개의 추정(presumption of openness)이 인정되어 왔다.271) 

공개의 추정은 정책입안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2002년에 미국 국립 주법원

센터(NCSC)와 사법행정협회(JMI, Justice Management Institute)가 주관하여 주법원

장회의(CCJ, Conference of chief Justices) 및 사무국장회의(COSCA, Conference of 

State Court Administrators)를 위하여 재판기록 공개에 대한 종합적인 지침으로 작

성한 CCJ/COSCA 지침(guidelines)은 재판기록에 대한 공개의 추정을 출발선으로 

하여 작성되었다.272)

캐나다에서도 사정은 유사하다. 캐나다 대법원은 공표와 공개에 대한 강한 추정을 

인정하고 있으며,273) 캐나다 사법위원회 역시 같은 입장을 취하여 모든 재판기록에 

대한 공개의 추정을 인정하고 있다.274)

269) Article 19, The Public’s Right to Know (London, 1999), p.2.
270) Herrero & Lopez, supra note 30, p.12.
271) Richmond Newspapers, U.S. at 580 n.17 (“역사적으로 민사와 형사공판은 공개로 추정

되어 왔다”고 판시); Press-Enterprise I, 464 U.S. at 502, 510 (공개의 추정은 보다 높은 

가치를 위하여 비공개가 불가피하고 그 이익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만큼만 비공개한 

경우의 우월한 이익에 의해서만 깨질 수 있다고 판시).
272) Steketee & Carlson, Developing CCJ/COSCA Guidelines for Public Access to Court 

Records: a National Project to Assist State Courts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 

Justice Management Institute, 2002), p.4. 이의 후속편인 Steketee & Carlson, Public 

Access to Court Records: Implementing the CCJ/COSCA Guidelines Final Project 

Report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 Justice Management Institute, 2005), p.42도 

같다.
273) Eltis, “The Judicial System in the Digital Age: Revisi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rivacy and Accessibility in the Cyber Context”, McGill LJ, Vol. 56, No. 2 (2011), 

p.18은 Nova Scotia (AG) v. MacIntyre, [1982] 1 SCR 175 at 189, 132 DLR (3d) 385 

판결을 거시하면서 위와 같이 평가하고 있다.
274) 캐나다 사법위원회(Canadian Judicial Council)가 2005년 작성한 재판기록 공개에 관한 

규준(Model Policy for Access to Court Records)은 “Members of the public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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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개와 투명을 위한 노력

위와 같이 재판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 그 기준의 

기본은 최대공개 및 공개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야 한다. 이는 재판공개의 요청이 

헌법적 당위로서 요청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법신뢰 형성을 위한 불가결한 전제

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세계적으로 재판공개와 투명한 사법을 추구하는 

공식적, 비공식적 노력들이 있어 온 것도 이러한 토대 위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러한 노력은 국가 단위275)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다.

IFES(국제선거제도재단,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Electrol Systems)에서 사법부 

투명성 점검 목록(Judicial Transparency Checklist)을 작성한 바 있다.276) 또, Article 

19라는 기구에서277)에서는 각국의 법률이 공식정보에 대한 접근을 진정으로 허용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9개의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278)

2. 시대변화와 공개기준

가. 종이기반 사법시대

재판공개와 관련하여 수많은 이익이 충돌한다. 이러한 이익들은 공개를 추구하는 

공익과 사익, 비공개를 추구하는 공익과 사익으로 구분할 수 있다.279) 재판공개는 

이러한 이익의 충돌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설정하게 되는데 그 공개의 기

본기준을 최대공개의 원칙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 앞서의 논의이다.280)

그런데 재판공개와 충돌하는 대표적인 이익 중 하나가 프라이버시 보호이며,281) 

프라이버시는 재판공개를 제한하는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것은 공익을 위

presumptive right of access to all court records.”라는 규준을 제시하였다. Judges 

Technology Advisory Committee, Model Policy for Access to Court Records in Canada 

(Canadian Judicial Council, 2005), p.10 참조.
275) 미국 주법원 사무국장 회의에서 2008년 작성한 백서는 투명한 사법부를 위하여 각 

주법원이 하여야 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Conference of State Court Administrators, 

White Paper on Promoting a Culture of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Court System 

Performance Measures (2008), pp.14-15.
276) Henderson et. al., Judicial Transparency Checklist (IFES 2003). 이 목록은 크게 사법

위원회(Judicial Council), 법관인사, 법관의 신분보장, 예산과 사법행정, 법원윤리와 부패, 

사법과 정보에 대한 접근, 감시와 평가, 사법부의 독립, 기타(국민 인식, 법관회의)의 

9분야로 나누어 투명성을 점검하는 항목을 설정하였다.
277) 영국에 본부를 둔 표현의 자유를 추구하는 기구로서 홈페이지는 www.article19.org 

이다.
278) Article 19, supra note 269, pp.2-11. 원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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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본권 제한이 아니라 기본권 사이의 충돌이 문제되는 상황이므로 반드시 최대

공개의 원칙이 보장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와 미국 등에

서는 재판공개의 요청이 프라이버시 보호보다 우월하다고 여겨져 왔다. 캐나다 대

법원은 국민이 열린 법원(투명한 사법)을 요구할 권리를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면

서 이 권리가 기본권인 프라이버시보다 우월하다고 한다.282)283) 그리하여 투명한 

사법은 재판기록에 대한 완전한 공개를 요청하며 소송당사자의 프라이버시는 통상 

이 요청을 거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한다.284) 공개의 추정은 소년사건, 가사사건, 

구분 원칙 요지 원칙 내용

원칙 1 최대공개 정보자유 입법은 최대공개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원칙 2 공표의무 공공기관은 핵심 정보를 공표할 의무를 진다.

원칙 3 열린 정부의 추진 공공기관은 열린 정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원칙 4 제한적 범위의 예외
예외는 명백하고 협소하게 정해져야 하며, 엄격한 “위

해”와 “공익” 기준에 따라야 한다.

원칙 5 접근을 촉진하는 절차
정보에 대한 청구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

며 공개거부에 대한 독립적인 심사가 제공되어야 한다.  

원칙 6 비용 비용이 과다하여 정보청구를 하지 못해서는 아니 된다.

원칙 7 회의의 공개 공기관의 회의는 공중에 공개되어야 한다.

원칙 8 공개우선
최대공개의 원칙에 배치되는 법은 개정되거나 폐지되어

야 한다.

원칙 9 정보제공자의 보호
비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제공자-는 보호되

어야 한다.

279) 구체적인 내용은 이상원, 앞의 책(주 52), 154쪽 참조.
280) 이 글 IV.1. 참조.
281) Steketee & Carlson, supra note 272, p.7.
282) The Attorney General of Nova Scotia v. Macintyre, [1982] 1 S.C.R. 175; The Attorney 

General of Alberta, [1989] 2 S.C.R. 1326; Canadian Broadcasting Corp. v. New 

Brunswick (Attorney General), [1996] 3 S.C.R. 480; Dagenais v. Canadian Broadcasting 

Corporation, [1994] 94 C.C.C. (3d) 289 (S.C.C.). 캐나다 변호사협회의 공식의견으로 

채택된 Canadian Bar Association, Submission on the Discussion Paper: Open Courts, 

Electronic Access to Court Records, and Privacy (2004), p.2는 위 판결들을 들어 캐나다 

대법원의 입장을 본문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캐나다 사법위원회가 작성한 규준 역시 

같은 입장에 있다. Judges Technology Advisory Committee, supra note 274, vii-ix 및 

Pink et al., Session 5 Panel: Access to Judgments (Abstract of presentation delivered at 

the 8th International Conference Law Via the Internet, Lexum, Montreal, October 26, 

2007) 참조.
283) 미국에 관한 평가는 Eltis, supra note 273, p.18 참조.
284) Eltis, supra note 273,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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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한 제3자 보호, 상업적 비밀 등과 같은 아주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깨진다고 

한다.285) 이에 의할 때, 프라이버시도 최대공개의 원칙을 막는 사유는 되지 못한다.

나. 디지털기반 사법시대

(1) 정보의 디지털화

컴퓨터의 발달과 정보사회가 심화되면서 점점 더 많은 양의 정보, 점점 더 많은 

비율의 정보가 종이가 아닌 디지털의 형태로 저장되고 있다. 디지털은 가상공간을 

만들어 디지털 정보의 무한한 교류를 가능하게 하였다. 재판사무가 디지털화하고 

디지털을 통한 재판정보의 접근은 이미 세계적인 현실이 되었으며, 2011년 우리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은 이를 규범적 차원으로 고양하였다.286)

(2) 디지털시대 재판공개의 특징

디지털시대는 재판공개의 개념에 질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는데, 대체로 아래와 

같은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대상정보의 방대성이다. 종이기반 사법시대에는 공간의 제약을 벗어날 

수 없으므로 작성되는 재판정보(서류) 자체에 한계가 있고 이미 작성된 정보도 보

존 장소의 한계로 인하여 시간이 지나거나 보존가치가 적은 순에 따라 주기적으로 

폐기된다.287) 그런데 디지털시대에는 이러한 제약이 없으므로 방대한 정보가 작성

되고 그대로 저장되어 재판정보로 보관되어 있는 까닭에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

량이 방대하다. 또한 구체적이고 세세한 내용까지 그대로 보관된다.

둘째는 공개의 무제한성이다. 디지털시대의 재판정보 공개는 사실상 시간적으로 

영원히, 장소적으로 전세계에, 인적으로 누구에게나(심지어 익명의 누구에게나) 무

차별적으로 공개된다. 과거 종이기록은 공개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사실상 비공개”의 보호를 받는 면이 있었다.288) 아무리 강한 프라이버시 침

해가 있더라도 시간은 서서히 기억의 저편 속으로 이를 감춘다. 디지털공개의 무

제한성은 종이기록이 제공하던 “사실상 비공개”라는 보호를 더 이상 제공하지 못

285) Id.
286) 이 글 II.5.가. 참조.
287) Scheindlin & Capra, Electonic Discovery and Digital Evidence (2009), p.44 참조.
288)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v. Reporters Committee for Freedom of the Press, 

489 US 749, 762 & 780 (1989)이 전과기록의 공개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사실상 비

공개(practical obscurity)”란 표현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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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289) 시간이 흘러 잊혀질 권리290)를 막아버린다. 

셋째는 공개정보의 유동성이다. 디지털정보는 원본과 다를 바 없는 복사본을 손

쉽게 다량으로 제작할 수 있으며(복제성)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가변성). 유동성은 무제한성과 맞물려 통제 불가능성을 낳는다. 종이기록은 

법원의 관리와 통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된다. 그러나 디지털정보는 한 번 

공개되면 복제와 편집의 공장에서 인터넷 가상공간으로 퍼져 무제한으로 공개된다. 

법원은 잘못된 공개를 하더라도 이를 거두어들일 수 없고 사후의 수정이 이미 퍼진 

자료까지 수정하지 못한다.

(3) 디지털시대 재판공개의 위험

디지털시대의 재판공개는 위와 같은 특징으로 인하여 종이시대와는 다른 위험이 

발생한다.

첫째, 강력하고 광범위한 프라이버시 문제를 야기한다. 정보의 디지털화는 인터

넷을 통한 검색을 가능하게 하였고 인터넷검색엔진은 인터넷공간에 존재하는 수많은 

단편적 정보를 수집하여 집적함으로써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게 한다. 이로써 정보

주체의 프라이버시는 완전히 벗겨지는 결과가 된다. 재판공개의 원칙이 대량검색

엔진에 의하여 왜곡된 것이다.291) 수집된 정보는 언제까지나 잊혀지지 않고 프라

이버시 침해의 문제가 지속된다.

둘째, 정보왜곡의 심각한 위험이 있다. 전혀 별개의 정보조각으로서 가상공간을 

떠돌던 정보조각들이 특정 개인을 중심으로 조합되어 그 사람에 대한 종합적인 프

로필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부정확한 조합 또는 악의적인 왜곡조합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아무런 정보가 없는 경우보다 일부의 정보가 있는 

경우가 더욱 위험한 데이터 집적(aggregation of data)의 문제가 발생한다.292) 정보의 

과다 속에서 어떠한 정보를 취사선택하는가가 핵심문제로 떠오르면서 허위정보나 

289) Eltis, supra note 273, p.15; Sudeck, “Placing Court Records Online: Balancing Judicial 

Accountability with Public Trust and Confidence: An Analysis of State Court Electronic 

Access Policies and a Proposal for South Dakota Court Records”, S.D.L. Rev., Vol. 51 

(2006), pp.89, 117.
290) 최근 ‘잊혀질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함인선, “‘잊혀질 권리’에 관한 고찰”, 

인권과 정의, 제427호(2012. 8.), pp.51-67 참조.
291) Makin, “Online Tribunal Evidence Leaves Citizens' Data open to Abuse”, The Globe 

and Mail (August 20, 2008), A5.
292) Solove, Digital Person, 1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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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정보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293)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편적 정보조각의 

원래 출처가 법원이라는 미명하에 허위나 왜곡된 편집정보마저 법원의 공식기록이

라는 가면을 쓰고 강한 사실상의 설득력을 가진다.294) 두려운 것은 조지오웰이라

기보다 카프카적 프라이버시 악몽이다.295)

이러한 위험은 재판부에 관하여도 존재한다. 인터넷에 떠도는 판사에 관한 단편

적인 정보조각을 수집하여 판사의 출신학교, 종교, 성향, 당사자나 변호사와의 관계 

등에 관한 정보를 편집할 수 있다.296) 나아가 판사에 대한 이러한 정보편집은 판사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넘어 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왜곡을 가져와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297)

셋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할 위험이 있다. 재판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할 경우 익명의 

사람이 사적 정보에 접근하게 된다. 사적 정보의 공개로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것은 물론 명예훼손, 폭력, 협박, 사기, 도용 등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례로 법원에 제출된 피체포자의 답변내용을 전자화한 문서를 PACER298)에 게시

하였는데 이 내용에서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이 ‘쥐새끼 고발꾼’이라는 게시물을 

사방에 뿌려 협박한 미국의 사례가 있었다.299) 피해는 소송당사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증인이나 단순히 사건의 스토리에만 등장하는 제3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정보브로커와 같은 검은 시장이 그러한 피해를 증가시킨다.300) 

(4) 디지털시대 재판공개와 신뢰

디지털 정보공개는 사법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목적

에서 이루어진다. 2011년 우리 소송법 개정으로 판결서 등의 인터넷공개를 규정한 

것301)도 같은 취지이다. 그런데 앞서 본 디지털 공개의 위험은 이러한 의도를 좌절

293) Mackaay, “What’s so Special About Cyberspace-Reflections on Elkin-Koren and Salzberg”, 

Lex Electronica, Vol. 10, No. 3 (2006), p.5.
294) Eltis, supra note 273, pp.17-18.
295) Solove, The Digital Person Technology and Privacy in the Information Age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4), p.55.
296) Eltis, supra note 273, pp.9-10.
297) Id.
298) 미국의 전자사법기록 공개서비스(Public Access to Court Electronic Records Service)로서 

이를 통하여 재판기록이 공개된다. http://www.pacer.gov/ 참조.
299) Snyder, “Nonparty Remote Electronic Access to Plea Agreement in the Second Circuit”, 

Fordham Urb. L.J., Vol. 35, No. 5 (2008), p.1264 참조.
300) Citron, “Sometimes It Really Is Big Brother”, 2/24/10 BLOGS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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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다. 사법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사적 정보가 보호받지 못한 채 저잣거리를 

떠도는 동안 국민들은 점점 더 사법제도의 이용을 주저하게 되고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는 하락하게 된다. 이에 디지털공개를 통하여 추구하고자 했던 원래의 목적은 

오히려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302)

3. 디지털시대의 공개기준

가. 서언

위와 같이 디지털시대에는 재판의 공개가 공개된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고 

나아가 오히려 사법신뢰의 하락까지 가져올 위험이 매우 크다. 이러한 위험을 고려

하면 디지털시대에는 재판공개를 축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한편 인류의 경험과 이성적 사유가 제시하는 재판공개 원칙의 당위성과 최

대공개의 원칙 및 공개의 추정이 제공하는 신뢰형성에의 기여는 디지털시대에도 

다르지 아니하다.

이처럼 디지털 시대의 재판공개에는 공개축소의 요청과 최대공개의 요청이 상충

하고 있다. 따라서 종래 종이기반 사법시대의 최대공개의 원칙을 디지털기반 사법

시대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게 되었다. 여기에서 제3의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생긴다.

 

나. 현대적 의미의 최대공개의 원칙

공익을 위한 공개제한에 관하여는 최대공개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303) 헌법 

제37조는 최소제한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프라이버시와 같은 기본권이 문제

되는 경우는 기본권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이다. 종래 재판공개의 요청이 

프라이버시 보호보다 우월하다는 논리304)는 디지털시대 재판공개가 가져오는 위

험을 고려할 때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다. 이에 최대공개의 원칙은 규범조화적 해

석을 통하여 충돌하는 기본권을 균형있게 보호하는 한도에서 의미지어야 한다.305)

301) 이 글 II.5.가. 참조.
302) Eltis, supra note 273, p.27 참조.
303) 프라이버시에 대한 두려움으로 재판공개가 사법신뢰를 저하시키는 면은 그 자체로 

최대공개의 요청을 약화시키는 것이 되지만, 이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통하여 해결할 

문제이지 이를 이유로 공익을 위한 재판공개의 요청이 완화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304) 이 글 IV.2.가. 참조.
305) 이상원, 앞의 책(주 52), 1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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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개범위의 질적 제한

재판만큼 민감한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곳도 없다. 더구나 이러한 수

집을 국민들이 거부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306) 따라서 법원은 재판공개의 원칙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정보를 무책임하게 방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모든 

자료가 전자화되고 인터넷에 게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디지털시대에는 개인

정보를 보호할 법원의 책임은 본질적인 것이 되었다.

종래 입법과 판례는 프라이버시와 밀접하게 관계되는 정보는 애초 공개의 대상

에서 제외하는 등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 초점을 맞추어 그 성질에 따라 공개 여

부를 결정하여 왔다. 디지털시대에도 공개 여부를 공개대상의 성질에 따라 정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상정보의 성질에 따라서만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최악의 상태를 대비하여 공개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공개로 인한 위험이 증대된 디지털시대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딜레마는 최대한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이때 발생하는 위험을 무해화하는 

조치를 하는 방법을 통하여 타파할 수 있다. 정보의 성질에 따른 공개 여부를 결정

함에 있어 당해 정보 전체에 대한 일률적인 흑백의 결정이 아니라 공개대상에 대한 

보호조치를 한 후 제한적 공개를 하는 등 공개범위를 질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

하다. 판결서의 익명화작업,307) 데이터의 편집제공308)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공개

대상 범위의 제한은 양적이 아니라 질적인 접근을 하여야 한다.

라. 단계적 차등공개

(1) 차등공개의 필요성

재판공개로 인한 위험은 공개로 정보를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발생한다. 공개 받는 

사람의 지위나 성격과 정보취득의 목적에 따라 위험의 정도와 내용도 달라진다. 

그러므로 공개 받는 사람에 따라 공개의 범위를 차등적으로 정하는 방법이 요청된다. 

사건관련자와 제3자는 공개의 범위가 달라야 할 것이다. 제3자의 경우도 공익목적

이나 학술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와 사적인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및 부정한 목

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는 공개 여부 및 그 범위를 달리하여야 할 것이다. 이들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면, 재판공개가 추구하는 본

306) Sudeck, supra note 289, p.116.
307) 이상원, 앞의 책(주 52), 176-189쪽 참조.
308) 위의 책, 160-16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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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의 목적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309) 가장 소극적인 판단하에 전면 비공개를 

하지 않는 한 부당한 이용의 가능성도 막을 수 없게 된다.

(2) 차등공개와 평등원칙

이러한 차등공개에는 평등원칙 위배의 문제가 있다. 종래 종이기반 사법시대에 

공개를 요구하는 사람은 평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던 것310)은 이런 

연유에서이다. 그러나 재판공개의 추구와 그로 인한 위험방지를 균형 있게 조화하

기 위하여 위험의 정도에 따라 개별화하여 공개여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

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다. 더욱이 법원의 책임이 더욱 강조되는 디지털시대에 

차등공개는 단순한 법원의 재량이라기보다 법원의 의무이라고도 할 수 있다.

(3) 차등공개의 예

이와 같은 차등공개는 공개 여부와 공개범위뿐만 아니라 공개방법에도 적용된다. 

이용목적과 지위에 따라 재판기록에 접근하는 수준을 달리하는 것이나 인터넷 접속

범위를 달리하는 것311) 또는 공개의 강도를 달리하는 여러 공개방법312)을 마련하고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것 등의 방법이 예가 된다.

(4) 차등공개의 부작용 및 대책

차등공개는 적어도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종래 비공개로 분류되었던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 수 있게 한다. 이 경우 취득한 정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위험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정보취득자에 대하여 비공개서약이나 징계나 민․형사 제재를 

생각할 수 있고 정보제공자(법원담당자)에 대하여 징계나 민․형사제재를 생각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통상 공개를 허용함에 있어 판단과오가 있는 경우인데 이에 

대한 제재는 공개를 위축시키므로 중대한 경우가 아니면 면책된다고 보아야 한다.

309) 예컨대, 법리의 변천을 연구하는 학자에게 심리불속행의 판결이라 하여 판결도 기록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다고 하여 사안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로만 공개하는 경우는 재판공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310) 예컨대, Steketee & Carlson, supra note 272, p.7.
311) Sudeck, supra note 289, p.119.
312) 예컨대, 열람, 복사, 법원내부에서의 인터넷접속, 전자우편, 원격접속 등. 이상원, 앞의 

책(주 52), 159-16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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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1. 이 글의 의미

국민의 신뢰는 사법부의 존립기반이다. 2000년을 전후하여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괄목할 만한 신장이 있었고 사법부에도 여러 변화와 개혁이 시도되었다. 이러한 

변화와 개혁 속에서 재판공개의 추구라는 공통점이 발견되는데 이는 국민의 신뢰를 

향한 처절한 몸부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법부는 여전히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신뢰가 형성되는 복합적인 구조를 설명하는 모델을 제시하여 위와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한편 신뢰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여야 하는지를 구조적 관점

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여전히 최대공개의 원칙, 공개추정의 원칙이 신

뢰를 형성하는 최고의 길임을 밝혔다.

한편 디지털기반의 사법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종래의 재판공개 원칙에 대하여 

본질적 재고가 요청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공개의 원칙과 공개추정의 원칙

은 기본을 이루어야 한다. 다만 시대변화에 따라 위 원칙은 현대적 의미로 변용되

어야 하며, 대상정보의 성질뿐만 아니라 공개받는 사람의 지위나 이해관계를 고려

하여 질적인 범위제한과 단계적 차등제한을 함으로써 공개와 보호의 균형점을 찾

아야 한다.

덧붙여, 사법의 투명성과 공개성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과 더불어 법관임용절

차가 변화됨에 따라 특히 중요하게 되었다. 종래 비교적 단순한 기준과 경로로 법

관임용이 이루어지는 것에 비하여 새로운 제도에서는 보다 다양한 기준과 경로가 

불가피하게 되었는데, 이는 자칫 법관임용절차의 불투명성을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313) 법조구성의 변화는 사법문화의 핵심을 바꾸어 놓는다. 사법의 투명성

과 공개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이다.

2. 이 글의 한계

당위를 고민하는 법학의 특색은 종종 법학적 논변을 신념의 잔치로 흐르게 한다. 

하늘에 별이 반짝이는 것과 같이 내 마음에 반짝이는 도덕률은 때론 서로 다른 신

313) 사법부 투명성과 관련하여 투명한 법관인사의 중요성에 관하여는, Herrero & Lopez, 

supra note 30, p.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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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만나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평행선을 달리게 한다. 이 글은 이러한 위험을 

피하고자 가급적 객관적 사실에 터 잡아 논의를 전개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다보니 

외국의 자료를 많이 참조할 수밖에 없었다.314) 외국의 자료가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사회로서 공통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우리상황에 맞추어 변용함으로써 최대한의 적합성을 추구하여, 

사법신뢰형성모델을 제시하였다. 다만, 이 글이 제시한 모델을 우리상황에서 다시 

검증하는 작업을 이 글은 포함하지 못하였다. 이는 또 하나의 연구가 필요한 거대한 

작업으로서 후일을 기약한다. 그래서 이 글이 제시하는 모델은 가설모델이다.

투고일 2012. 5. 9      심사완료일 2012. 8. 31      게재확정일 2012. 8. 31

314) 사법신뢰형성구조를 직접적으로 다룬 학문적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드물었다. 

다만, 외국에서는 관련되는 실증조사와 논의를 어느 정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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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blic Trust Building Structure of the Judiciary 

and Access to Justice

Lee, Sang Won*

315)

No Judiciary can stand still without public trust. Trust in a broad sense consists of 

trust in a narrow meaning as ‘an expectation of ethics and commitment’ and confidence 

as ‘an expectation of the ability’. It is crucial to portray the structure how a 

judiciary gets the public trust. A simple understanding can draw it as ‘Real Object 

→ Perception → Cognition → Trust’, which can be named as a simple structure of 

public trust building.

Many countries pursue open justice and protect the right of access to the justice. 

This is based on the constitutional right to public trials of the parties, guarantee of 

an institution, and the constitutional right to know of the public. All of these aim to 

strive to acquire public trust. Korea has witnessed several reforms in civil and 

criminal procedure, which can be characterized by making efforts toward building an 

open judiciary, expecting to earn public trust. According to the simple structure 

theory, the Korean Judiciary should have gotten more trust from the public.

However, in reality it has less trust, or rather, more mistrust than any prior 

periods of history. Trust building has complex structure, which consists of not only 

the quantity of the information but also the quality and species therof, distortion of 

information, and short/long term trust. This article presents a hypothetical model of 

trust building on the basis of compound structure. This model will explain why open 

justice results in decrease of trust at one time and increase in another. In any case, 

for long term trust, it is essential to have open justice.

Open presumption has confronted a big problem in the Internet age. Privacy issue 

*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Law/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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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Internet is totally different from that on papers. Traditional standards of 

disclosure are no longer valid. The principle of maximum disclosure and open 

presumption needs to be adjusted to the modern context, the limit of access to 

judicial information needs to be under qualitative control rather than quantitative 

control, and differential standards should decide the scope of disclosure, even if they 

might have some equality problems.

Keywords: justice, judiciary, court, trust, confidence, open trial, open justice, records, 

access, public tri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