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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먼저 오늘 학술대회를 멋지게 준비하여 주신 호문혁 사법정
책연구원장님과 여러가지 바쁘심에도 기꺼이 축사를 하여주시
는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2월의 둘째 날에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아쉬움과 기
대감입니다. 늘 그러하듯 기다려주지 않고 쏜살같이 흐르는 지
난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큽니다. 이제부터 비록 바람이 세차고
산하가 차가움으로 황량하겠지만 그래도 또 일으켜 세워야 하
는 희망이 있어 새로운 한 해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가져 봅니
다. 이 자리에서 아쉬움과 기대감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손난로같이 따뜻한 인사를 올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그 구성에 있어서나 그 내용의 면면에 있어
서나 기획단계에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던 더욱 많은 의미
를 가지는 학술대회가 되었습니다.
첫째, 내용면에서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해야 하는 것
과 반드시 하는 것은 늘 괴리가 있게 마련입니다. 꼭 해야 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서 반드시 하게 될 때에 그 사회는 기능적으로
잘 작동하는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 오늘 주제로 하고 있는 “직
무상 비밀에 대한 헌법상 보호”는 헌법에서는 꼭 짚어 보아야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다룬다
는 점에서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을 피하지 않고서 하게 된 것입
니다. 그런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참가자의 폭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실무연수로 참여
하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환영합니다. 두 사람만 어깨를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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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나란히가 되는데, 이렇게 한 자리에서 함께 모여 논의하고 토론하여 다각도의 지혜를
나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러할 기회가 잘 없었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함께하기
를 서로가 바래왔습니다. 학계는 이론을 발전시키고 실무는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이론
과 실무의 접맥인 것입니다. 실무에 적용되지 않는 이론은 공허하고 이론을 바탕으로 하
지 않는 실무는 일시적인 것이 됩니다. 오늘 학계, 법조계, 언론계가 함께 한다는 점에
서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견해와 지혜를 나눈다는 점에서 가일층 그 의미가 빛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함께 하여 아름다운 것을 넘어 생산적인 논의와 토론이 있으리라 확신합니
다.
셋째, 교류의 면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의견을 준다.’라고 말하지 않고 ‘의견
을 나눈다 또는 내놓는다.’라고 말합니다. 의견은 어떤 물건을 주듯 그렇게 주는 것이 아
니라 상대에게 예우를 갖추어 나누거나 또는 살피기 위하여 내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이렇게 학계, 법조계, 언론계가 함께 자리이니 만큼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서로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활발한 교류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 이와 같은 교류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래봅니다.
끝으로 성가심과 수고로움 마다하지 않으시고 발제, 사회,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께도
더욱 큰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 수고로움이 있었기에 오늘 더욱 멋진 학술대회가 된 것
입니다. 아울러 이번 학술대회가 이처럼 멋지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
여 주신 사법정책연구원의 관계자분들과 늘 적극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회무를 담당하
고 있는 학회의 집행부와 직접 수고를 다한 학술팀에 대하여서도 무한의 감사를 드립니
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지적 충만함과 건승하심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 12. 2.
한국헌법학회 회장

정극원

개회사 ❚

7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사법정책연구원장 호문혁입니다.
정극원 한국헌법학회장님,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님, 그리고
여상훈 서울가정법원장님과 김문석 서울행정법원장님을 비롯
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직무상 비밀에 대한 헌법상 보호』를 주제로
하여 한국헌법학회와 사법정책연구원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학
술대회에 참석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사법부를 뒷
받침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제시하고, 사법부가 장기적으로 추
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을 설계하는 것을 소임으로 하는 연구
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법정책연구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
의 실현을 위한 실천적이고도 구체적인 과제를 연구하고 있고,
사법부가 풀어가야 할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하여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학술대회 또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입
니다.
기자가 취재원으로부터 얻게 된 직무상 비밀은 헌법상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의 하나인 언론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얻게 된 직무상 비밀 또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위와 같은 직무상 비밀
또한 헌법상 기본권 못지 않게 보호할 필요가 크다고 할 수 있
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자나 변호인이 취재원이나 의뢰인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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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얻게 된 구체적 정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확인할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
우 직무상 비밀보호의 필요와 수사상 혐의사실 확인의 필요가 충돌하게 됩니다.
기자의 증언 거부권이 문제되는 경우나 언론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에 위와 같은 헌법적 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고, 이 때문에 최근 언론사 기자에 대한
검찰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이나 법무법인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직무상 비밀의 보
호와 관련하여 적잖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충돌을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직무상 비밀의 헌법상 보호의 범위와 한계
를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사법정책연구원은 헌법 분야의 전문 학술단체인 한국헌법학회와 함께 법조계,
언론계, 학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직무상 비밀과 관련된 여러 헌법적 쟁점들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지혜를 모으기 위하여 이번 학술대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학술대회의 논의결과는 향후 재판과정이나 사법정책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는 것이니만큼, 오늘 참석한 전문가들께서는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주시고 기
탄 없이 토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들과 바쁜 일정 중에서도 발제와
토론을 맡아 주신 각계 전문가 분들, 이번 학술대회를 기획하고 준비하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에게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12. 2.
사법정책연구원장

호 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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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존경하는 정극원 한국헌법학회장님, 호문혁 사법정책연구원
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헌법학회와 사법정책연구원이 오늘 『직무상 비밀에 대한
헌법상 보호』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
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헌법학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한국헌법학회와 사법
부의 중추적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헌법적 이슈에 관하여 이러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의가 매우 크고, 우리 사회의 헌법적 성찰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드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그동안 사법부는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한 기본권 보장의 책
무를 다하기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
하면서도 실질적 법치주의가 확립될 수 있는 헌법적 판단기준
을 제시하고 실무운영을 개선하는 등 많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습니다.
헌법상 핵심적인 기본권인 언론·출판의 자유와 변호인의 조
력을 받을 권리는 언론인이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변호인이 의뢰인을 통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의 보호를 전제
로 하고 있고, 이러한 직무상 비밀은 사적인 영역을 넘어 헌법
상 중요한 가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두터운 헌법
상 보호가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취재원 보호나 의뢰인의 비밀보장은 또 다
른 중대한 공익인 비밀 공개를 통한 형사사법절차의 적정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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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필요성과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직무상 비밀에 대한 헌법적 보호 요청과 공익상 제한 필요 간의 갈등관계에
서 발생하는 규범충돌의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무상 비밀에 대한 헌법
상 보호의 범위와 한계를 다각도로 조망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의 재판제도나 실무가 적절하게 기능하면서 헌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직무
상 비밀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도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헌법학회와 사법정책연구원이 각계의 전문가들로부터 직무상
비밀에 대한 헌법적 보호와 관련한 오랜 연구와 실무경험, 진지한 성찰에서 우러나온 귀
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수렴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은 대단히 뜻 깊고 시의적
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학술대회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법부의 노력에 의미 있는 촉
매제가 되고, 이를 바탕으로 직무상 비밀의 헌법상 보호에 관하여 바람직한 기준이 정립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학술대회를 주관하여 훌륭하게 준비해 주신 한국헌법학회 및 사법정책연
구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고, 발표와 토론을 맡아 주신 전문가 여러분과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12. 2.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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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발제문

헌법상 언론의 자유와 취재원 보호
- 기자의 증언거부권과 언론에 대한 압수·수색을 중심으로 -

조 재 현*
1)

I. 들어가며
취재원의 보호에 관한 논쟁은 개별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
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학계에서는 취재원의 보호와 관련한 많은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취재원의 보호를 위한 입법적 노력도 경주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취재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연방법률에 의하여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미
국의 경우도 대다수의 주가 취재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연방차원에서도 취재
원 보호를 위한 법안들이 지속적으로 제출되었으나, 아직 통과되지는 못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과거 취재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었던 적이 있다. 2015. 4. 17.에는 취재원 보
호 법안(배재정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이 법안은 임기만료로 인하여 폐기
되었다.
취재원 보호의 공적 담론은 정보의 유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열린사회를 추구
하기 위해 정보의 유통을 증가시키는 것이 취재원 보호의 목표이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
통은 다양한 정보제공자의 존재와 그들의 역할에 기댈 수밖에 없다. 언론인은 정보제공
자의 신원을 묵비함으로써 그들의 신분과 자유로운 정보제공을 보장한다.
취재원의 보호는 취재원 묵비권, 취재원 비닉권, 언론인 또는 기자의 특권으로서 논
의된다(이하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론인의 특권’으로 통칭한다). 언론인은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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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정보에 직접 접근하거나 자신들에게 제공된 정보를 기초로 뉴스를 제공한다. 뉴
스의 소재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정보는 비밀스러운 정보제공자에 의하는 경우가 많다.
뉴스 소재로서 제공되는 비밀정보와 정보원은 그 자체로서 언론의 공적 담론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비밀스러운 정보의 근원(confidential source)이나 그것의 정체성을
보호하는 것이 언론인의 특권 논쟁에서 중심적 이슈가 된다. 정보의 근원이나 정체성을
보호하는 것은 공공에 대한 정보의 파급효과를 유지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필수적 요소로 인식된다. 정보를 제공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공개될 경우
심각한 법적 중요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원의 신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
는다면 정보제공은 기대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와 그들의 신원
을 보장하는 것은 정보의 유통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종래에는 취재원의 보호와 관련하여 어떠한 정보가 왜 보호되어야 하는지가 중요한
관심사였다. 취재원 보호를 위한 언론인의 특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형사사법정의를 위
해 범죄와 관련한 정보원이 공개되어야 하는 것인가. 정보제공자의 신원공개를 밝히기
위하여 편집공간을 포함한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허용되는가에 관한 문제 등이다.
지금도 그와 같은 문제는 여전히 취재원 보호에 관한 주요 논제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취재원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어느 범위까지 취재원이 보호되어야 하는가에 관
한 문제로 접근방법이 변하고 있다.
언론인의 특권 인정여부는 언론의 역할과 관련하여 헌법이론으로 발전해오고 있다.
오늘날 언론의 기능은 단지 정보를 수집하고 유포하는 기능에 한정되지 않는다. 언론매
체는 잠재된 부패를 드러내고, 변화를 주도한다. 언론은 정보의 유통 기능뿐만 아니라 입
법, 행정, 사법을 통제하는 제4의 특수한 조직으로 설계되었다. 언론과 정부의 긴장관계
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며, 이러한 긴장관계 속에서 언론의 새로운 기능을 발견할 수 있
다. 언론의 확대된 기능 속에서 취재원 보호의 논제는 이제 그것의 인정여부에서 더 나아
가 그것의 확대를 위한 방향 전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II. 취재원 보호의 역사
취재원의 보호의 오랜 역사는 미국의 헌정사에서 발견된다. 미국에서 언론인의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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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정헌법 제1조, 주헌법과 법률 등에 의해 발전해오고 있다. 취재원의 보호는 수정헌
법 제1조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 속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수정헌법 제1조는 그들의 정보
원에 대하여 밝히거나 증언을 해야 하는 강제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언론인의 특권으로
해석된다. 언론인의 특권은 수정헌법 제1조하에서 미국 정부가 잘못하거나 행정의 부적
절·비효율적이고 은밀한 작용에 관한 정보를 누설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대다수의 주는 언론인의 특권을 인정하는 법률을 두고 있다. 연방차원의 입
법적 시도는 있었으나, 아직 통과되지는 못하였다.
독일의 경우 증언거부권과 관련한 논의는 약 100여년의 역사 속에서 발견된다. 취재
원에 관한 증언거부권은 처음에는 신문의 자유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1874년의 독
일제국신문법(Reichspreßgesetz)이나 1877년의 독일제국형사소송법 (Reichsstrafproze
ßordnung)에서 증언거부권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한 시도는 채택되
지 못하였고 1926년의 바이마르공화국의 형사소송법 제53조에서 처음으로 증언거부권이
도입되었다. 도입 당시 증언거부권은 그 주체가 신문의 종사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으로 많
은 제한이 있었다. 증언거부권의 내용에 있어서도 편집인의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었다. 1945년 이후부터는 바이에른 주나 헤센 주 등이 증언
거부권을 규정한 주 신문법을 공포하였고, 연방차원에서의 증언거부권은 1950년 연방형
사소송법 제53조 제1항 제4호와 1953년 연방형사소송법 제5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통하여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과거 우리나라에도 언론기본법에서 취재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2015. 4. 17.
에는 취재원 보호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 법안은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신원파악으로부터 취재원을 보호하고, 그것에 관한 특례를 규정할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실이 작성한 내부 문건이 언론사에 의해 보도되자, 검찰
은 내부문건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통화내역 조회 등 강제수단을 통원하
여 취재원의 신원파악과 문건유출의 문제에 주력하였다. 이를 계기로 취재원보호 법안에
서는 취재원의 비밀과 제보자의 익명성 보호, 보도 내용의 기초가 된 사실 확인이나 수사
를 목적으로 하는 취재원에 대한 압수·수색 금지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
한 보호를 누리는 언론인은 법원이나 국회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법
안은 언론인에 대한 증언거부,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한 보호규정을 두면서도 형
사사법 정의를 위하여 심각한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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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취재원 보호에 관한 논의
취재원의 보호는 주로 범죄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 정보제공자의 신원이 공개되어
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와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 우회적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언론사
에 대한 압수수색이 허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가 주요한 논의의 대상이었다.

1. 범죄정보와 관련한 취재원은 공개되어야 하는가?
(1) Branzburg사건
사회감시자로서 언론의 기능을 빼놓을 수 없다. 언론은 사회적 문제에 관하여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세상에 알림으로써 부패와 비리를 확산을 방지한다. 사회적 비리
나 부패현상에 관한 언론보도는 때로는 제3자의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
언론보도는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등과 관련된 민·형사상의 법적 문제로 발전한
다. 언론인이나 정보를 제공한 자는 형사소송의 피고인이나 민사소송의 증인 등이 되기
도 한다. 취재원의 보호는 주로 형사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민사사건(Civil case)에서는 취재원의 보호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민사사건에
서 언론인이 정보와 정보원을 누설함으로써 얻게 되는 소송당사자의 이익이나 불이익은
언론인의 특권보다 중시되지 않는다. 언론인에게 정보를 제공한 정보원 간에 비밀유지약
속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심지어 그러한 비밀유지 약속이 없는 경우에도 언론인의 특
권을 인정한다. 비밀유지 약속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언론인의 특권 인정에 있어서 본질
적인 문제는 아니다. 비밀유지 약속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정보원에 접근해서 얻을 수
있는 언론인의 독립적 지위 때문에 언론인의 특권이 인정된다. Branzburg사건 이후 민
사적 보도와 관련해서는 언론인의 특권이 존재한다는 것이 다수의 법원의 태도이다. 연
방 하급법원은 Branzburg사건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해 왔다. 법원은 민사사건에서 정
보가 사안과 관련성이 있는지, 정보가 다른 대안적 수단에 의해 획득될 수 있는지, 정보
를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압도적 이익이 있는지를 고려를 한 후 언론인의 특권을 인
정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형사사건인 Branzburg사건에서 이러한 심사기준을 적용하
지 않았는데, 법원은 Branzburg사건이 민사사건에서 이러한 세 가지 심사기준을 적용하
거나 언론인의 특권을 인정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형사사건에서 취재원 보호의 인정여부는 견해가 대립한다. 범죄정보는 형사사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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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실체적 정의를 밝히기 위해 공개가 불가피하다. 범죄정보 제공자의 신원 등을 공개
하도록 하는 것은 취재원의 보호와 갈등·긴장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취재
원 보호는 주로 형사사법절차에서 범죄의 정보를 제공한 취재원이 보호되어야 하는지가
관한 문제로 귀착된다.
미국에서 범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취재원이 보호되는가와 관련하여 연방대법원에
서 최초의 판단을 받은 것은 Branzburg v. Hayes사건이다. Branzburg사건에서 연방
대법원은 5 : 4의 다수결로 취재원을 밝히지 않을 헌법상의 특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연
방대배심 앞에서 기자가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
는 것이 아니며, 기자들도 대배심의 증언요구나 출석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어떠한 특권
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기자가 갖는 조건부 특권을 주장하였다. 기자들이 보유한 정
보가 범죄와 관련이 있고 그러한 정보를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경우에 그것을 공
개함으로써 수정헌법 제1조의 이익에 대한 침해를 압도할 수 있다면, 그것을 밝히지 않
을 특권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으로 증언을 위해 출
두해야 할 상황이 줄어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언제 또는 어떠한 경우에 증언을 위해
소환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미리 예측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으며, 증언거부권
이라는 특권을 인정하여 그 특권이 인정되는 범위를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판시하였다.
Branzburg사건은 연방대법원이 취재원의 보호와 관련하여 최초로 자신의 의견을 표
시한 판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청구인들은 대배심에서 증언을 거부할 기자의
특권이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연방대법원은
기자의 특권은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스튜어트(Stewart) 판사는 반대의견에서 제한적인 기자의 특권을, 더글
라스(Douglas) 판사는 절대적인 특권을 인정하였고, 파웰(Powell) 판사는 법정의견에 동
의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기자의 특권을 긍정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반대의견
이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스튜어트 판사는 다수의견이 대배심에 소환된 기자에게 취재원
을 보호할 수정헌법상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기
능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파웰 판사는 대배심에 증언을 위하여 소환된 기자라
고 할지라도 뉴스를 수집하거나 그들의 정보원의 보호에 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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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 배제된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취재원의 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였다.
Branzburg사건은 언론인의 특권을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설명
한다. Farber사건은 주 보호법과 헌법규정과의 관계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Farber사건
에서 뉴저지(New Jersey) 주 대법원은 주 보호법도 수정헌법 제6조의 공정한 재판을 받
을 권리와 형사피고인과 관련된 주의 헌법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취재원의 보
호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Branzburg사건에 기초해서 취재원 보호문제를 다시 촉발시킨 것이 리크게이트
(Leak Gate)사건이다. 리크게이트 사건은 Matthew Copper기자와 Judith Miller기자
가 범죄사건 수사와 관련한 취재원의 공개를 요구한 특별검사의 요청을 거부하였다는 이
유로 법정모독죄로 기소된 사건이다. 연방대법원은 법정모독죄로 기소된 Copper기자와
Miller기자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건을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이 사건은
이전의 연방대법원이 내린 Branzburg사건에 근거하여 결정하고 있다. 2005년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은 대배심의 소환에 있어서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한 기자의 특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2) Branzburg사건 이후 판례의 경향
Branzburg사건은 과거의 많은 선례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렸다. 하급법원들은
Branzburg사건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하면서, 많은 선례를 적용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Branzburg사건에서 적용에 있어서 연방순회항소법원(The federal circuit
Courts of Appeal)의 견해는 일치하지 않는다. 제1, 제2, 제3, 제4, 제5, 제10, 제11
순회항소법원과 컬럼비아특별구 연방항소법원(District of Columbia Circuit)은 모두 언
론인의 특권을 인정한다. 특권의 인정범위는 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LaRouche
test를 적용하는 경향이다. 형사사건에서 대배심에서 증언을 거부할 언론인의 특권은 정
보가 범죄와의 관련성이 있고, 그러한 정보가 다른 방법으로는 획득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것을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를 압도할 수 없다
면 언론인의 특권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법원은 기자의 증언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재원
을 공개할 압도적 이익이 있거나 다른 방법으로는 그러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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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언론인의 특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인의 특
권을 인정하고 있는 법원은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차별하지 않는다. 비밀정보에 관하여
증언을 해야 하는 기자의 이익은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에서 차이를 이끌어낼 만한 법적
원칙으로서의 이익이 아니라고 한다. 언론인의 특권은 민사사건의 당사자로서의 권리보
다 형사사건에서 오히려 더 중요한 헌법적 권리로서 인정된다는 것이다.
Branzburg사건 이후 취재원의 보호를 인정한 법원의 특징은 LaRouche test를 적
용했다는 점이고, 대표적 사건이 Branzburg사건에 대한 도전으로 이해되는 United
States v. Sterling이다. 스털링(Sterling)사건에서 법원은 LaRouche test를 적용하여,
기자에게 취재원을 밝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입증책임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첫째 기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범죄와의 관련성이 있다는 것, 둘째, 범죄
정보가 다른 대안적 수단 즉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덜 제약하는 방법에 의해 획득될
수 없다는 것, 범죄 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수정헌법 제1조의 표
현의 자유를 압도할만한 긴절한 이익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기자에게 취재원에 대한
증언을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6 순회법원(Sixth Circuit)은 언론인의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7 순회법원도
언론인의 특권이 헌법과 법률적 차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심각한 의문을 제
기하고 있고, 제8 순회법원도 언론인의 특권 인정을 위한 정확한 규칙을 만들지 않는다.
제9 순회법원은 언론인의 특권을 인정하면서도 대배심절차에서는 언론인의 특권을 인정
하지 않는다.
연방 하급법원은 다양한 해석을 통하여 언론인의 특권과 관련하여 의견이 일치시키
지 못하고 있다. 언론인의 특권의 존재와 부존재로 하급법원의 분열이 나타난 것은
Branzburg판결이 취재원의 보호와 관련한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였고, 취재원 보호에 대
한 답을 주었다기보다는 보다 오히려 많은 질문을 함으로써 지금과 같은 법원의 분열을
가중시켰다고 평가된다. 하급법원의 취재원 보호와 관련한 분열과 부조화경향은
Branzburg판결을 잘못 해석한 것에 그 원인이 있으므로,

연방대법원이 다시

Branzburg판결을 재검토하고 오늘날 미국사회에서 언론인의 특권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일정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된다.
Branzburg사건 이후 법원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취재원의 보호
문제를 수정헌법 제1조 언론의 자유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한다. 대다수의 법원은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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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권은 적어도 수정헌법 제1조의 어떠한 형태의 하나라는 것을 인정한다. 수정헌법
제1조가 기자의 취재원보호를 위한 특권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자유로운 표현은 민주주
의에서 필수불가결 한 요소이며, 사상의 자유시장이론은 경쟁적이고 다양한 정보와 의견
이 최대한 유통되어야 하며, 진실이 인정될 수 있는 기회가 극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하급법원에서 나타나는 분열은 언론인의 특권 인정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특
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나타난다. 어느 범위까지 언론인의 특권이 적용되는지, 어떠한 보
도에 대하여 특권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보도가 있는지에 관하
여 나타난다.

2.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은 언론사에 대한 압수ㆍ수색은 가능한가?
범죄와 관련한 정보는 직접적인 증언이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방법 외에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의 방법에 의하기도 한다.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직접적으로 취재
원에 대한 증언을 강요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회적으로 취재원
에 대한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 최근 검찰은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실에서 작성한 내부문
건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하여 압수·수색의 방법으로 취재원의 신원파악을 시도하였다.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범죄정보 제공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자 하는 것이다.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취재원과 언론인 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
릴 뿐만 아니라 언론사의 편집과정에 관여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가져
온다.
미국에서 취재원의 보호와 관련하여 언론사의 압수수색이 문제된 사건은 Zurcher
v. Stanford Daily사건이다. 1971년 4월 9일 스탠포드대학에서 일어난 폭력적 시위에
서 경찰관 9명이 부상을 입었다. 폭력적 시위에 가담한 두 명의 학생은 현장에서 확인되
었고 나머지는 도주했다. 학교신문인 ‘스탠포드 데일리지(the Stanford Daily)’는 시위학
생과 경찰이 충돌하는 사진을 찍기 위해 그 현장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지방검
사는 그 사건의 필름 때문에 데일리지의 사무실을 수색하기 위해서 법원에 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그 영장은 범인의 신원과 필름 등의 증거물이 데일리지의 건물구내에 있을 것
이라는 상당한 이유와 합법적인 근거에 의하여 발부되었다. 신문사의 사무실은 몇몇 직
원이 참석한 가운데 수색되었으며 이미 보도된 사진들에 한해서만 조사되었는데 어떤 증
거물도 사무실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1971년 5월에 데일리지와 몇몇 직원들은 팔로·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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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경찰서(Palo Alto Police Department)의 서장, 담당 경찰, 지방검사를 상대로 수정헌
법 제1조와 제4조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연방지방법원과 항소심에
서는 신문사 내에서의 수색은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연방대법원은 5 : 3의 다수결로
하급심의 판결을 파기하였다.
이 판결에서 다수의견은 수정헌법 제5조 형사상 자기의 불리한 진술거부권이라든가
취재원이나 편집상의 비밀을 규정하고 있는 보호법도 수정헌법 제4조의 규정 하에서 수
색영장의 합법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부적절하며, 소유자가 범죄혐의와 관련이 없다
고 해서 주정부로 하여금 압수나 수색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
다.
반대의견은 신문사 편집실에서 경찰이 수색을 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와 제14조에
의하여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으며, 신문사의 정상적인 업무의 수행을
어렵게 하여 뉴스보도를 위한 정보의 수집이나 편집, 발행 등의 활동을 침해한다고 하였
다. 다만, 신문사 수색의 경우와는 달리 소환장을 발부하는 것은 신문사가 보도를 위한
기사와 자료에 관하여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보도된 자료에 관하여 청문
의 기회가 주어지므로 소환장의 발부는 허용된다고 하였다.
독일의 경우 취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한 언론사의 압수·수색 허용여부는 언론의 자
유의 보호영역과 그것에 대한 일반법률에 의한 제한의 상호관계 속에서 이해된다. 독일
헌법은 제5조에서 언론의 자유를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일반법률에 의한 제한 가능성을
정하고 있다. 공영방송국이 촬영한 폭력적 시위장면을 담은 필름의 압수·수색을 명한
법원 명령에 대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된 사건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언론의 자유는 정보
의 습득, 정보제공자와 방송의 신뢰관계, 편집활동의 신뢰관계를 보호하기 때문에 취재
원 보호도 언론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고 한다. 다만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보호는 무제한
적일 수 없으며, 헌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일반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고 한다.
독일 연방형사소송법(StPO) 제53조 제1항 제5호와 연방민사소송법(ZPO) 제383조
제1항 제5호은 증언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연방형사소송법 제57조 제5항은 증언거부
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언론사에 대한 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97조
제2항 제3호는 증언거부권의 주체나 대상이 범죄와 관련된 경우에는 압수를 허용하고 있
으며, 형사소송법에는 제94조 제1항은 범죄수사 증거자료에 대하여 압수를 허용하고 있
다. 범죄관련 증거자료의 압수를 허용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94조 제1항은 언론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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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제한사유로서 일반법률에 해당한다.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언론의 자유라고 하
더라도 일반법률의 제한에 의하여 보호법익의 조정과정을 거친다. 범죄와 관련하여 증언
거부권이나 압수·수색 금지를 인정하거나 확대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법치
국가적 과제에 배치될 수 있다는 고려를 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의해 편집상의 비밀보장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증언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 쟁점이 되었다. 언론인에 대하여 취재원에
대한 증언을 직접 강요하지는 않지만, 우회적으로 언론사의 편집실을 압수·수색하는 것
은 헌법상 언론의 자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헌법상의 합리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뜻하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긴급하고 절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신중한 사법적인 이익형량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생각건대, 취재원을 밝힐 목적으로 언론사를 압수·수색하는 경우 취재원의 보호는
어렵다. 반면에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거부할 경우에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사법 정의가 무너질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형사사법 정의를 이유로 언론
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하고 있으며, 독일은 증언거부권의 주체나 대상이 범죄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증언거부권이나 압수·수색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이 허
용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현행법상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해당 영장이 절차상 명백한 흠결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자체
로 무효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영장의 내용에 대해 그 당부를 가려가며 집행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원에 의해 영장이 발부된다면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거부한다
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기본
권은 법률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이익형량과 비례성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결국 수사기관이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의 방법을 선택하고, 법원이 영장을 발
부하게 된다면 현행법상으로는 취재원보호는 어렵다. 그 때문에 영장의 청구나 발부에
있어서 취재원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법집행이 요청된다. 취재원에 대한 제한적인
법집행으로부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인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불가피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집행당국은 덜 침해적인 방법을 선택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그러한 덜 침해적인 법집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 취재원보호를 위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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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이드라인의 제시하는 것도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IV. 취재원 보호의 목적과 범위
미국에서는 Branzburg사건 이후 취재원의 보호와 관련하여 언론인의 특권이 인정되
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과 학계의 주류적인 입장이다. 취재원 보호를 위하여 언론인의 특
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취재원 보호의 대상이나 목적, 범위와 관련해서는 다
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취재원 보호의 관점을 정보제공의 대상, 목적에 두는가 아니
면, 정보의 유통 과정에 두는가에 따라 취재원 보호의 범위도 달라진다.

1. 정보의 대상 또는 목적의 보호
언론인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성격에 따라 특권의 인정여부는 달리 이해된다. 언론인
의 특권은 공적 관심사와 관련한 보도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이 있다. 정부와 관련
되거나 정치적 특성을 지닌 전형적인 공공의 관심사를 포함하는 공적 정보를 보도하는
언론인에게만 특권이 적용된다고 한다. 로렌스 알렉산더(Laurence Alexander)교수는
언론인의 특권은 오락이나 전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취미, 레크레이션, 스포츠, 상품이
나 서비스의 세일 등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여 보도하는 언론인에게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정보제공의 대상을 공적 관심사로 두는 경우에만 특권을 인정하게 되면, 취재원 보호
의 범위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접근법은 이론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
다. 공공 관심사 또는 뉴스가치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 언론인의 특권 인정여부가 달
라진다. 어떠한 보도가 공적 관심사와 관련된 것인지, 어떠한 보도가 뉴스가치가 있는 것
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더글라스 판사는 공적 관심사(public affairs)라는 것
은 단순히 정치적 관심사 그 이상의 것으로 이해한다. 과학, 경제, 경영, 예술, 문학 등에
관한 모든 문제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될 수 있으며, 공공에게 보도가 될 수 있는 일반적
인 이익은 모두 공적 관심사라는 것이다.
언론인의 특권을 정보유통의 의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인정여부를 달리하기도 한다.
In von Bulow v. von Bulow사건에서 제2 순회법원(the Second Circuit)은 정보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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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과정 초기단계에 공공에게 정보를 전파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는 사람에게는 수정헌법
제1조의 언론인의 특권이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법원은 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당
시에 공공에게 정보를 유통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 기사를 쓰기 시작
한 것이라면 그러한 기사는 궁극적으로는 취재원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
다. In Shoen v. Shoen사건에서도 기본적으로 Bulow사건에서 주장한 관점과 같은 맥
락에서 출발한다. 뉴스가 공공에게 전달되는 매체와는 관계없이 언론인의 특권은 수정헌
법 제1조에 의하여 보호되도록 설계되었으며, 그가 정보를 수집할 때 공공에게 그것을
전파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특권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정보수집 초기단계에서 정보
전파의 의도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권을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정보수집 초기단계에 정보제공의 목적을 가진 경우에만 언론인의 특권을 인정하는
접근법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취재원 보호의 범위가 달라진다. ‘최초의 정
보제공 목적’이라는 점을 중시한다면 취재원 보호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 반면에 ‘정보제
공 목적’을 가진 경우에는 언론인의 특권이 인정된다고 순기능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전문
적 언론인 외에도 그 밖에 새로운 미디어나 시민언론에게도 그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2. 언론과정의 보호
취재원 보호의 목적을 정보의 유통에 있다고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 린다 버거
(Linda Berger)는 언론인의 특권은 언론작업과정(journalistic work process)에 종사하
는 누구에게나 적용된다고 한다. 취재원 보호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유통과정에는 세 가
지 본질적인 요소가 있다. 공공에 대한 규칙적인 정보의 전파, 언론 내부의 검증수단, 언
론과정(출판, 편집 과정)의 투명성이라는 세 가지의 요소를 갖춘다면, 이러한 언론과정에
종사하는 누구에게나 특권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에 의하면 언론인의 특권
은 전형적이고 전문적인 언론인에 한정하지 않고 비전문적 언론인 등에게도 특권이 적용
가능 한 것으로 되어 그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오늘날 언론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그 범위도 확대되었다. 오늘날 언론인은
언론조직에 종사하는 전문적 언론인 외에도 지역신문을 발간하거나 블로그를 작성하는
비전문적 시민언론을 포함하는 영역으로 확대된다. 언론인의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어렵
게 되면서, 언론인, 기자 등 특권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을 양적으로 극대화하는 것이 불
가피해졌다. 공적 논쟁에 정보가 제공되고, 그들이 민·형사상 사건에서 피고인이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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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전문적·비전문적 언론인에게도 특권의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반 대중에게 정보를 전파하는 언론과정에 종사한다면 언론인의 특권은
그러한 개개인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인 특권의 인정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다. 언론인의 특권은 전문적 언
론기관에 종사하는 언론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공인되지 않은 미디어나 일반에
게 확대하는 것은 불확실하고 부정직한 기사 등이 남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
직업적 언론인에게만 특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권이 인정되는 범위를 좁게 정
의함으로써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개인을 연방대법원이 선정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본질적이라고 판단한다. 미국의 정보유통법안에서도 언론인의 범위를 확
대하지 않고 있다. 정보유통법안은 취재원의 보호를 위하여 연방차원에서 일반적이고 지
속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되지
만, 언론인의 범위가 좁게 한정되어 있다. 비전형적인 언론인인 블로그, 프리랜서, 웹사
이트 제공자 등은 이 법안에서 보호하지 않는다. 이들은 뉴스나 원래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뉴스를 수집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종합하거나 통합하는 기능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지 수집되거나 종합된 정보를 유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의회가 언론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블로그나 트위트 등에게 언론인
의 특권에 의한 보호를 허락하는 것은 기사에 대한 편집기능이나 정확성을 담보하는 기
능이 상대적으로 약하므로, 자칫 언론인의 특권과 관련한 상당한 의미를 상실할 수 있다
고 지적한다.
전문적·직업적 언론인에게만 특권을 인정하게 되면 블로그 등 다른 시민언론은 특
권으로부터 배제된다. 상당수의 시민언론은 헌법적 보호를 받는 언론사의 전문적 기자나
편집인과 같은 헌법적 보호를 누리지 못한다. 취재원 보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새로운 미
디어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Branzburg사건에서 스튜어트(Stewart) 판사가 밝힌 원리
를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그는 수정헌법 제1조의 언론(the right of publish)은 민주적
헌법국가에 근본이며, 취재원 보호는 정보가 수집되고 공공에게 제공되는 과정을 보호하
도록 설계된 것이지, 그것을 수집하는 개인이나 조직의 지위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
니라고 하였다. 언론인 특권의 근본적인 목표는 언론과정이며, 그러한 과정에 참여하는
개별 언론인에게 부여된 특권을 제한해서는 안되며, 특권의 인정범위를 공공 관심사에
관한 보도로 한정해서도 안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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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하급법원도 기자들의 특권에 의해 보호되는 미디어를 확대해오고 있다. 일부는
수정헌법 제1조하에 전통적 미디어에 특권을 인정하지만, 일부는 새로운 전기통신매체에
의한 인터넷이나 블로그 등 시민을 포함하는 영역에 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법원은 뉴스
가 보도되는 양식이나 방법보다는 뉴스를 보도하는 의도를 살펴서 특권을 인정여부를 결
정한다. 정보전파의 의도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다양한 시민언론이나 디지털 언론을 보
호하기에 충분하다. 제2 순회법원 역시 매체가 특권의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
는 아니라고 본다. 역사적으로 정보나 의견을 전파하는 수단으로 모든 종류의 출판물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통적 미디어인 신문, 방송, 잡지뿐만 아니라 책, 공적·사적 미디어,
광고전단지와 같은 것들도 정보전달의 방법으로 의도될 수 있으며, 특권이 인정될 수 있
게 된다. 언론인과 정보원의 관계, 특권의 적용 여부 등은 정보를 전달이나 유포하고자
하는 의도에 기초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언론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것은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요청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대를 막론하고 언론의 자유의 보호영역에서 개인을 배제하는 것은 바
람직하지 못하다. 언론인의 특권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언론인에게 우선적 특혜가
부여되어서는 안되며, 언론인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형사사법절차의 소환에 응하
거나 법원에 출석해서 증언을 해야 한다는 사고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과정은 민
주사회에서 불가결한 요소이며, 공공에 대한 정보의 전달 및 유포과정은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 물론 공공에게 정보를 전파하는 전 언론과정에 특권을 확대하는 것은 신중
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안된다. 형사사법절차의 소환이나 재판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
로 정보를 보도하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특권의 적용여부가 신중해야 한다.

3. 언론인과 정보제공자의 신뢰관계 보호
제퍼리 스톤(Geoffrey Stone)교수는 취재원 보호의 목적이 언론과정에서 비밀정보
로서의 정체성을 보호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언론인의 특권을 인정하는 주요한 목적으로
언론인과 정보원과의 신뢰관계를 들 수 있다. 정보제공자가 제공한 비밀정보로서의 정체
성을 보호함으로써 언론인과 정보원의 신뢰관계는 보호될 수 있다. 그것은 정보의 유통
과정의 필수적 전제가 된다. 정보가 가지는 비밀정보로서의 정체성과 비밀가치가 유지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믿음이 있다면, 언론인과 정보제공자의 신뢰관계가 유지되고, 공공에
게 다양한 규칙적 정보의 흐름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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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 보호 목적을 언론인과 정보원 간의 신뢰관계로 볼 경우 언론사 스스로가 수
집한 정보에도 언론인의 특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언론사가

스스로

수집한

정보(selbstrecherchierte

Material)는 언론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만, 증언거부권의 대상으로부터 제외된
다는 입장이다. 취재원 보호의 규범목적이 언론인과 정보제공자 간의 신뢰보호에 있기
때문에 외부의 정보제공자에 의한 정보보호에 한정되고 내부의 직원에 의하여 직접 형성
된 자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보제공자와의 언론인의 신뢰관계 보장도 취재원 보호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이유로 언론사 스스로 수집한 정보를 증언거부권의 대상에서 제외하려
고 시도는 취재원 보호의 목적과 방법을 혼동하고 있다고 하는 비판이 있다. 언론의 자유
의 보호목적은 방해 없는 자유로운 정보수집에 있고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정보제공
자가 언론사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언론사의 자
기정보와 스스로 수집한 정보가 구별하기 쉽지 않고, 언론인에 의하여 수집된 정보라고
하여 보호가치가 더 작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취재원 보호의 목적이 언론인과 정보제
공자 사이에 존재하는 신뢰관계 자체도 보호하지만, 언론인의 독자적 지위에서 자신의
정보원을 밝히지 않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다.
언론의 자유는 정보수집의 전 과정을 보호한다. 제3자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뿐만 아
니라 언론사 스스로 수집한 정보도 언론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실
제로 외부에서 제공된 정보와 언론사 스스로가 수집한 정보가 결합된 경우에 이것을 분
리하여 특권의 인정여부를 달리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심지어 정보제공자에 의한 정보와
자기수집정보가 분리 가능한 경우에도 취재원 보호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된다. 정보제
공자와 언론인 간의 신뢰관계의 보호는 언론인에게 제공된 비밀정보로서의 정체성을 보
호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언론사 스스로 수집한 정보에 대한 취재원 보호 배제사
유가 되지는 않는다.
비밀정보로서의 정체성을 보호라는 것은 취재원 보호범위와 관련하여 또 다른 의미
를 가진다. 취재원 보호의 목적이 자유로운 정보수집과 그것의 전파과정에 있고, 비밀정
보로서의 정체성 보호는 그러한 과정을 촉진시킨다. 언론인과 정보제공자 사이의 비밀정
보라는 주관적 관점에 기초한다면, 언론인의 특권은 전문적·직업적·조직적 미디어 종
사자에게만 한정할 필요가 없게 되고, 시민언론인에게도 특권이 확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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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취재원 보호의 입법적 노력과 방향
1. 취재원 보호의 입법적 노력
우리 학계에서는 취재원 보호의 필요성이 많이 주장된다. 그러한 경향과는 달리 이를
위한 입법적 노력은 미미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독일은 취재원 보호와 관련한 연방
차원의 규율이 있다. 미국은 Branzburg사건 이후 주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취재원 보호법
이 도입되었다. 취재원 보호법의 제정은 미국 사회의 언론의 자유에 관한 가치가 진전하
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미국에서 연방차원의 취재원 보호를 위한 법안은 Branzburg사
건 보다 앞서서 제안되었다. 1929년 캔사스(Kansas) 상원의원이 언론인의 특권을 내용으
로 하는 법안을 제출하였다. Branzburg사건 이듬해 71개의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채택되
지 못하였고, Branzburg사건 6년 후 99개의 연방 취재원 보호법안이 하원에 제출되었으
나 통과되지 못하였다. 취재원 보호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언론인의 정의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한정된(qualified) 특권이 아닌 절대적 특권을 입법화
하려고 했던 미디어의 주장 때문이었다. 그 이후에도 연방 취재원보호법은 1970년대와
1980년에 주기적으로 제출되었으나, Branzburg사건 직후의 법제정을 위한 긴급성은 감
소되었다. 왜냐하면 연방하급법원(federal circuits)이 그 사건의 해석으로부터 한정된 취
재원보호권을 인정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연방취재원보호법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었다. 밀러 기자가 취
재원으로부터 정보의 비밀포기 각서를 확인한 후 대배심에서 증언을 할 것을 동의하기까
지 구속되었던 리크게이트사건을 계기로 의회는 정보유통법의 제정을 시도하였다. 2005
년, 2007년, 2009년, 2013년에 각각 제출 된 정보유통법안이 그것이다. 정보유통법안은
입법화되지 못하였다.
정보유통법안은 언론인의 특권이 인정되는 언론인의 정의에 관심을 두고 있다.
상원의원 크리스 도드(Chris Dodd)에 의해 제안된 2005년 법안에서는 뉴스나 정보
의 수집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뉴스나 정보의 수집 의도를 가지고, 이를 공공에게 전파
하는 사람을 법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하원의원 부쳐(Boucher)과 상원의원 루거
(Lugar)에 의해 각각 2007년에 제안된 정보유통법에서는 법적용대상에 다소 변화가 있었
다. 하원법안에는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 그의 감독자, 고용주, 부모 등으로, 상원법안에
는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언론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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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9년 법안은 2007년의 하원법안이 그대로 발의되었다. 오바마 행정부도 공식적으
로 찬성을 하였다. 이 법안의 심의과정에서 법적용대상자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수정
안이 제출되었다. 수정안에 의하면 법적용대상은 실질적으로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부
터 종사하는 지위로 초점이 바뀌었다.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급료를 받는 종사자, 독립
적 계약자 등의 독립체가 적용대상으로 되었다. 결국 이 법안도 통과되지 못하였다. 2013
년에도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정보유통법안이 발의되었다. 상원법안(Senate Bill 987)은
상원의원 찰스 슈머(Charles Schumer)에 의해, 하원법안(House Bill 1962)은 하원의원
테드 포(Ted Poe)에 의해 발의되었다. 상원법안의 법적용대상은 매우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신문, 소설, 전파, 뉴스통신, 뉴스 웹사이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다른 뉴스나
정보서비스를 수단으로 뉴스나 정보의 전달을 유포하는 고용인, 독립계약자, 기관 또는 서
비스하는 사람 등이 법적용대상으로 규정되었다. 뉴스나 정보를 공공에게 유포하기 위하
여 소재를 찾거나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주요한 목적으로, 그러한 정보 등의 수집과정의
초기에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정보를 수집한 자 등이다. 하원법안의 법적용대상은 재정적
이익이나 생계를 위하여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그들의 감독자, 고용인,
부모, 자회사와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그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보유통법의 제정은 실패하였지만, 아직도 이러한 시
도는 계속되고 있다. 연방차원의 취재원 보호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나 언론인에게 다양한
형태의 정보원의 보호를 위한 전형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노력
은 계속되고 있다.

2. 취재원의 보호의 전제와 방향
(1) 입법적 해결
형사사법의 영역에서 범죄정보를 제공한 취재원 보호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입
법적 해결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법률의 부재는 언론인의 특권과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을 약화시킨다. 잠재적 정보원은 그가 정보를 제공한 언론인과 자신이 어떻게 될 것
인지에 관해 사전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보제공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취재원
보호법의 제정으로 취재원 보호를 위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안정적이고 예측가능 한 정보의 유통을 촉진할 수 있는 할 수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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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재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정보의 수집과 자유로운 유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취재원 보호법의 제정 여부에 관
계없이 취재원의 보호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고, 언론인의 특권 인정이 중요하다는 것
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취재원의 보호는 언론인의 의무가 기본적인 전제가 된다. 저널리즘의 첫 번째 의무는
진실이다. 언론인은 우선적으로 진실 또는 진실이라고 믿은 사실에 대하여 알려야 할 의
무가 있다. 저널리즘은 일반 국민에 대한 충실해야 하며, 진실에 대한 확인의무가 그 본
질이다. 전문가로서의 양심을 증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언론인은
그들의 보도와 관련되는 사람들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언론은 정보의 제공뿐만
아니라 자신들에 대한 공공의 비판을 위한 공적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전문가로서 언론인의 직업적 양심이나 의무가 기본적으로 전제된다면, 자신에게 정
보를 제공한 취재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들의 특권은 무시되어서는 안된다. 법집행당국
은 법률적 보호가 완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언론의 자유의 가치를 고려하여
취재원의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1970년 이후 언론매체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할 경우 법무부 가이드라인을 제
정하여 이에 따르고 있다. 미국 연방규정(28 Code of Federal Regulations)에서 취재원
의 보호를 위한 비교적 상세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우리 사법행정당국의 법집행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이드라인은 언론인에 대한 소환장 발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사안마다 정
보유통의 공공의 이익과 정당한 법집행이 가지는 공적 이익을 형량 하도록 하고 있다. 법
무부는 언론인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 전에 다른 방법에 의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를 먼
저 고려해야 하고, 언론사, 대배심, 법원 등과 다른 대체적인 방법을 찾기 위한 협의를
하도록 요구한다.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무부는 언론의 자유의 원칙상 민사사건이든 형사사건이든 뉴스 정보를 수집하는 언
론활동의 자유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어떠한 법적용으로부터 그들의 구성원에 대한 보호
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언론사와 언론인으로부터 정보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국가안보,
공공의 이익, 정당한 법집행, 언론의 자유의 역할 등 핵심적 가치를 형량해야 한다.
법무부장관이 언론인에 대하여 소환장을 발부할 권한이 있는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고려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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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이 뉴스정보 수집활동으로부터 또는 그러한 과정에서 위반한 범죄와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위반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뿐만 아
니라 소환장을 발부해야 할 권한 등 관련 사실 모두를 제시해야 한다. 범죄사실과 관련하
여 범죄를 유발한 공적 정보 또는 비언론적 출처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가져야 하
며, 그러한 정보가 검찰의 기소나 조사에 본질적으로 필요해야 한다. 소환장은 지엽적이
거나 비본질적인 그리고 추측에 의한 정보에 발부되어서는 안된다. 민사사건에서도 이와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정부는 다른 대안적인 비언론출처로부터 그러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정부는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나 생명·신체의 안전 등과 같은 이유
로 조사의 압도적인 필요성을 결정하지 못한다면 언론인과 협상을 추구하여야 하고, 조사
의 특성상 특별한 경우에는 조사나 기소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여야 한다.
발부된 소환장은 일반적으로 보도된 정보의 정확성과 관련한 주변 상황이나 정보의
확인에 제한되어야 한다. 소환장의 발부는 뉴스정보 수집활동을 방해하거나 괴롭혀서는
안되며, 아주 신중하게 직접적으로 정보와 관련된 자료 및 합리적인 시간 등을 지키면서
발부되어야 하고, 광범위한 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해서도 안된다.
위반행위와 관련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언론인에게 통지해야 한
다. 그리고 조사나 체포, 기소 등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행하도록 하고 있다.

VI. 나가며
지금까지 취재원이 보호되어야 하는가,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으로부터 취재원은
보호해야 하는가를 두고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취재원의 보호는 자유로운 언론과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취재원 보호 없이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기대할 수 없다. 전
문가로서의 언론인의 직업적 양심과 의무가 전제된다면, 취재원은 보호되어야 한다. 취
재원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더 나아가 취재원 보호범위의 확대문제가 논의될 필
요가 있다. 취재원의 보호가 자유로운 언론과정의 보호에 있다면 보호범위를 전문적·직
업적 언론인에게 한정할 필요는 없다. 물론 취재원 보호의 확대는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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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입법적 해결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잠재적 정보제
공자와 언론인 간에 그들의 언론과정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입법
적 완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언론의 자유의 의미와 가치를 인식한다면, 사
법행정당국은 법집행에 있어서 취재원의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 법무부의
가이드라인은 법집행에서의 취재원의 보호를 위한 일정한 지침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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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토론문

헌법상 언론의 자유와 취재원 보호

양 재 규*
1)

취재원 보호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헌법적 이슈이고, 취재원 보호 관련 논의를
총론적인 관점에서 균형감 있게 조망할 수 있게 해준다. 이와 동시에, 취재원 보호는 기
자가 다른 사람의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취재원에 관한 사항을 증언할 것을 요구받
는다거나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다양한 법 적용 내지 법 집
행 국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취재원 보호와 충돌하는 각각
의 민사법이나 형사법 상의 개별 규정에 대한 정교한 해석과 적용을 필요로 하는 각론적
인 문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취재원 보호의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헌법상 언론의 자
유와 취재원 보호의 문제에 대한 소견을 개진해보고자 한다.

1. 우리 법제 하에서 ‘언론의 자유’가 차지하는 헌법적 지위와 그 의미
발제문에서는 취재원 보호에 관한 미국에서의 논의와 사례를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발제문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미국은 언론의 자유에 관한한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
는 수정헌법 제1조의 나라다. 취재원의 보호 문제가 이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언론 자
* 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홍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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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취재원 보호에 관한 ‘언론인의 특권’
이라는 표현 또한 자연스럽다. 이러한 언론의 자유에 관한 미국적 시각은 취재원 보호를
포함한 언론 자유에 관한 여러 논의를 풍성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법체계가 다
른 우리나라에 미국에서의 언론의 자유 내지 취재원 보호에 관한 논의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신중한 논의를 필요로 하는 문제가 아닐까 싶다.
수정헌법 제1조에 의거, 언론의 자유에 관한 어떠한 제한도 허용하지 않는 미국과는
달리 우리 헌법 제21조에서는 언론 자유의 내재적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즉, ‘언론·출
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헌법 제21조 제4항). 이러한 헌법의 규정을 고려할 때,
언론의 자유와 더불어 개인의 명예나 인격권,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는 원칙적으로 동등
한 존중을 받는다고 볼 수 있으며 언론의 자유에 여타의 다른 기본권이나 권리를 능가하
는 우월적 지위 내지 특권을 인정한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
법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정치에 있어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
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권리의 상충을 해결하는 원칙으로서 비
교형량의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1) 언론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역시 이와 크
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즉, “두 기본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헌법의 통일성을 유
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이다.2) 결국, 우리 헌
법에서 언론의 자유가 가지는 지위가 제시하는 하나의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우월적 지
위 내지 특권의 보장이 아니라 다른 기본권과의 조화로운 보장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를
위해 권리의 충돌이 발생하는 개별적인 사안에서의 비교형량 과정은 필수적이며 따라서
취재원 보호의 문제 역시 문제되는 사안마다 취재원 보호로써 달성될 수 있는 이익과 공

1)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2) 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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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로써 달성될 수 있는 다른 측면의 이익을 섬세하게 비교형량해야 할 것이다.

2. 취재원 보호가 문제되는 민·형사상 쟁점에 대한 검토3)
현재까지 취재원 보호가 주로 문제되었던 사안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첫째, 기자가 증인으로 채택되어 취재원에 대한 증언을 요구당하는 경우다. 이때 취
재원 보호에 대한 논의는 증언거부권 인정 여부의 문제로 귀결된다.
둘째, 기자가 수사절차상 참고인으로 소환되어 취재원에 대한 진술을 요구당하는 경
우이다. 이 문제는 수사절차에서 참고인이 차지하는 일반적인 지위와 관련이 있다.
셋째, 기자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여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는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다. 여기서의 관건은 ‘입증책임의 소재’이다.
입증책임의 원칙상 기자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기자 자신이 쓴
기사의 공공성과 진실성 내지 상당성을 입증하는 데에 성공해야 한다.
넷째, 수사기관에서 기자가 소유·소지하고 있는 취재원 관련 물적 증거를 압수·수
색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취재원의 육성이 그대로 담긴 USB라든가, 취재원의 이름이 적
혀 있는 취재수첩, 그리고 취재원과의 통화 내역이 담긴 휴대폰·통화기록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하고자 하는 경우다.

(1) 타인의 소송절차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자가 취재원에 대한 증언을 거부한
경우
소송법에서는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절차 공히 증인에게 출석의무, 선서의무, 증언의
무를 부과한다. 이러한 증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절차법에 의거 몇
가지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다. 여기서 특히 논의되어야 할 점은 ‘증언의무’다.
민사소송법 제315조에 따르면, 증인이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세무
사·의료인·약사,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직책 또는 종교의 직책

3) 여기서의 내용은 토론자의 기존 논문(‘취재원 공개를 거부한 기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검토’, 언론중재 2005년
겨울호)을 발췌, 요약한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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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거나 이러한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증언
을 거부할 수 있다(제1항 제1호). 또한,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
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같은 항 제2호). 이 중에서 기자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좀 더
큰 조항은 민소법 제315조 제1항 제2호이다. 물론, 기자에게 있어 취재원의 신원 등은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여 같은 항 제1호 전단의 적용을 주장해볼 수도 있겠
지만, 위 규정의 적용 대상은 모두 법령에서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들이다.
현재 기자의 취재원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이나 신문윤
리 실천요강 등이다. 이와 같은 윤리강령 내지 실천요강 상의 취재원 보호의무는 그야말
로 윤리적인 의무일 뿐 법령상의 비밀준수의무는 아니다. 그러므로 직무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자에게 해당 규정(민소법 제315조 제1항 제1호)을 적용하는 것은 해석상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기자에게 있어 취재원이 위 규정 제2호상
의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인지 여부이다. 현재까지 이에 관한 판례는 없고 학계에서
의 논의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 현행법 하에서도 취재원은 원칙
적으로 민사소송법 제315조 제1항 제2호상의 ‘직업의 비밀’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기
자라는 직업상 취재원은 공개되어서는 안 될 비밀에 속하기 때문이다. 또한, 개별적인 민
사소송의 목적은 진실 발견에 있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며 개인의 권리를 확정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절차에서 기자에게 원칙적으로 취재원을 공개하도록 의무지우는 것은 결코
타당한 결과가 아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의 경우는 어떠한가. 형사소송절차상 증인의 증언거부권에 대해
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49조는 민사소송법 제315조와는 달리 증언거부의 가능
성을 더욱 좁히고 있다. 즉,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
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
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
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은 증언거부권자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형소법 학자들은 그 열거의 성격을 대체로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형사법의 목적을 희생하면까지 그 업무의 보호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
다. 그렇다면, 위 규정에 들어가 있지 않은 기자로서는 취재원이 단지 업무상의 비밀이라
는 이유만으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증언을 거부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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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인의 수사절차에 참고인으로 소환된 기자가 취재원에 대한 진술을 거부
한 경우
참고인이란 피의자 아닌 제3자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타인에 대한 범죄사건 수사에
서 기자가 소환된 경우, 기자는 형사절차상 참고인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형소법 제
221조 전단).
참고인에 대한 수사는 강제적인 방법으로 실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참고인 조사는
‘임의수사’에 속한다. 또, 참고인에게는 반드시 진술하거나 수사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없
으므로 수사기관은 참고인에 대한 조사 시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형사피의자에 준하여 참고인에게도 진술거부권은 그대로 보장된다.
결국, 참고인은 수사기관에 대하여 출석할 의무도 없고, 진술을 해야 할 의무도 없
다. 그런 까닭에 참고인에 대한 수사는 참고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의 하에서만 이루어
져야 할 것이고, 참고인에게는 수사에 협조할 것인지 여부가 전적으로 자신의 선택에 달
려있다. 굳이 취재원 보호를 이유로 하지 않아도 참고인이라는 법적 지위의 특성상 타인
의 수사절차에서 취재원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
도 가해질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기자가 취재원에 대해 묻는 수사관에게 “말할 수
없다”고 진술 자체를 거부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때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 그러면
기자가 취재원을 알면서도 “모른다”거나 취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는 취지로 진
술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에 관해서는 수사방해의 일종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
행방해’라든가 ‘범인도피죄’ ‘증거위조죄’ 등의 성립 여부가 검토될 수는 있지만 대체로 형
사처벌에 해당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3)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기자 자신의 소송에서 취재원 공개 거부를 이유로
입증을 거부하는 경우
기자가 타인의 소송절차에 증인으로 소환되는 경우가 아닌 기자 자신이 소송의 주체
가 되는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취재원 공개가 문제되는 거의 모든 언론보도들은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 까닭에 보도에 언급된 당사자는 기자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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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언론사뿐만 아니라 기자 개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형사고소라든가, 민
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에 따른 결과로 기자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는 ‘피고인’이라는, 민사소송(손해배상소송)에서는 ‘피고’라는 소송 당사자의 신분을 차지
하게 될 것이며 자신의 위치에서 소송을 이기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런
데, 이와 같이 기자 자신이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 취재원 공개 거부에 따르는 불이익이란
타인의 소송에서의 취재원 공개 거부에 따르는 그것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즉, 그것은
‘소송의 패소’라는 좀 더 직접적인 불이익이라 할 수 있다.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민사
소송에서 기자는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며, 형사소송에서는 죄의
경중에 따라 징역형·벌금형 등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사실, 타인의 소송절차에서의 취재원 공개 거부에 따르는 불이익은 일개 처벌조항 또
는 제재조항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 당사자가 된 기자가 패소라는
취재원 공개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느 한 규정 때문인 것은 아니며,
‘입증책임’ 또는 ‘거증책임’이라는 소송의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해 발생한다. 입증책임이
란, 간단히 말해서, 소송상 어떤 요건 사실의 존부에 대한 증명이 불충분할 때 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는 불이익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러한 입증책임이 소송당사
자 중 누구에게 있느냐는 소송의 승패를 달리지게 할 수도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다. 그
런데,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에서 흔히 핵심적인 쟁점이 되곤 하는 언론보
도의 공공성·진실성 내지 상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나 검사에게 있
지 않고 피고 또는 피고인에게 있다.4)
기자가 명예훼손의 가해자로서 민·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는 아무도 취재원
을 공개하라고 직접적으로 강요하지는 않는다. 명예훼손의 경우에 특수한 위법성조각사
유, 특히 언론보도의 진실성 내지 상당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기자 본인이 취재원
을 공개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기자가 취재원에 대한
신의를 지키고자 언론보도의 진실성 내지 상당성을 확실히 증명해 줄 수 있는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면 입증을 하지 못한 소송상의 불이익을 받게 될 뿐이다.
4) 물론,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의 근거 규정에 해당하는 형법 제310조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하여 이를 거증책임 전환에 대한 규정으로 보지 않는 견해도 있다. 이 견해는 형법 제310조가 ‘진실한 사실로
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
고 증명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위 규정을 거증책임의 전환에 관한 규
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뿐만 아니라 위법성조각사유가 존
재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검사가 입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학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언론보
도의 공공성·진실성 내지 상당성에 대한 입증은 피고인이 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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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우선, 기자가 취재원 보호를 주장하는 경우
언론보도의 진실성 내지 상당성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을 입법적으로 모색해 보는 것이
다.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의 원고라 할 수 있는 피해자로 하
여금 언론보도의 허위성 내지 상당성 부존재까지 입증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 법원에서 불특정한 일시, 장소에서의 부존재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전환시
키고 있는데 참고할 만한 취재원 보호에 관해서도 참고가 될 만하다 생각한다.
가장 현실적인 대책으로는 기자 스스로가 이와 같은 문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다양한 취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취재원 보호를 약속하지 않은 제2, 제3의 취재원이
있다면 그만큼 취재원 보호에 따른 패소의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4) 물적 형태의 취재원 공개를 기자가 거부한 경우
이상에서 살펴본 취재원 공개 거부가 기자의 기억 속에 존재하고 있는 무형의 취재
원에 대한 증언 내지 진술 등의 강요였다면,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취재원 공개 거부의
문제는 물적 형태로 존재하는 유형의 취재원에 대한 것이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취재원은 기자의 취재수첩이라든가 다른 문서, 혹은 취재원의 육성이나 모습이 담겨있는
파일이 담긴 USB 등의 형태로도 존재할 수 있다. 기자가 취재원이 누구인지 증언을 하
거나 진술을 하지 않아도 이러한 형태의 취재원이 공개되면 취재원의 신원이 드러난다는
점에 있어서 앞에서 살펴본 취재원 공개와 효과 면에 있어서 동일하다. 그러므로 물적 형
태의 취재원 공개 거부는 일반적인 취재원 공개 거부의 문제와 동일선상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물적 형태의 취재원에 대한 공개가 문제되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민사소송절차에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받는 경우이다(민소법 제
344조). 이 경우에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증언거부
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과태료 부과를 명령받을 수 있다(민소법 제351조). 다른 하나는
물적 형태의 취재원에 대한 법원·검찰의 압수처분이다. 법원과 검찰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물을 압수할 수 있다(형소법 제106조, 제215조). 이러한 압수처분은 취재원을 보호
하고자 하는 기자에게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압수처분에 대해서 거
부할 수 있는 압수거부권자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12조를 볼 때,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증언거부권자에 관한 규정이 그러했던 것처럼 기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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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에 대한 압수를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왜냐하면, 기자는 위 규정
에 열거된 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자들 중에 어느 것에도 해당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가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라도 압수처분을
저지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기자의 행위는 형법 제1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

(5) 소결
이상의 내용을 검토할 때, 현행법 하에서 기자의 취재원 보호가 특히 문제되는 경우
는 (1)과 (4)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는 ‘취재원 보호
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검토해볼 만하다. (3)의 경우에는 공적인 사안에 관한 언론보도
에 관하여 기자가 취재원 보호를 주장하는 경우, 보도 사실의 진실성 내지 상당성에 관한
적극적인 입증책임의 전환을 시도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3. 토론사항
(1) 취재원 보호를 공적 관심사와 관련한 보도에 한정해서 인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와 관련해 질문을 드리고 싶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공적
관심사에 관한 보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취재원 보호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인가? 아니
면, 공적 관심사의 범위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정부나 정치 관련 보도)보다 넓을 수
있다는 정도의 의미인가?

(2) 최근의 언론 환경 변화로 인해 언론 내지 언론인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지 않은
가 생각한다. 지난 6월 30일 헌재에서 내린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관련 결정문을 보
면, 공직선거법 내 해당 조항을 위헌으로 선고한 이유 중 하나로 ‘인터넷신문을 포함한
언론매체가 대폭 증가하고, 시민이 언론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보편화된 오늘날 심판대
상조항들에 해당하는 언론인의 범위는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2013
헌가1). 또 많은 사람들이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고 있고 팟캐스트, 뉴스 큐레이션,
소셜미디어, 블로그 등 전통적인 언론매체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가진 새로운 매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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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언론 혹은 기자 개념을 제한적이고 닫힌
개념으로 사용하기보다 열린 개념, 탈매체중심적 개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
되고 있는 실정이다.5) 이러한 상황이 취재원 보호에 관한 논의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보
시는가?

5) 박아란, ‘뉴미디어 시대 언론 개념의 특성 및 한계’, 언론과법 제14권 제3호, 한국언론법학회

토론문 - 제1주제: 헌법상 언론의 자유와 취재원 보호 ❚

43

제1주제 토론문

취재원이 노출될 가능성이
취재와 보도에 미치는 영향

이 범 준*
6)

제가 참여한 <직무상 비밀에 대한 헌법상 보호> 토론회의 제1주제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와 취재원 보호’입니다. 언론사의 취재원 비닉의 이익과 이에 따른 민·형사 절차의
불이익을 형량하여, 언론사가 보호받아야할 직무상 비밀의 범위를 합의하는 것이라 이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역 언론인인 저의 역할은 취재기자들의 현실과 언론사의 입장
을 전달 드리는 것 같습니다. 민·형사 절차에 관해 언급할 필요도 없고 언급할 위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기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취재를 하는지, 취재원이 드러
날 경우 어떤 제약이 예상되는지 소상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1.
대한민국 대부분의 기자는 출입처에 불리한 기사를 작성하면 취재원 색출 시도가 뒤
따른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 전부터 출입하고 있는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조차 그런 시도가 있고, 제 자신이 경험도 했습니다. 다른 기업이나 행정
부가 어떠할지는 미루어 짐작이 가능합니다. 제 경우 2010년 사법연수원의 법관연수의
강사를 문제 삼아 판사들 사이에 보이콧 움직임이 있다는 기사를 썼습니다.

* 경향신문 기자, 법조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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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연수에 청와대·여당 초빙 논란 | 2면3단 | 기사입력 2010-06-12 03:05

대법원이 법관 연수에 청와대 관계자와 한나라당 대변인을 강사로 초빙하려 했다 법관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사법연수원은 청와대 행정관과 한나라당 대변인인 정미
경 의원을 오는 28일 시작하는 제3차 경력 단독판사 연수에 강사로 초빙했다.
청와대 행정관이 7월1일 오후 2시부터 1시간40분 동안 ‘국가정책 결정 과정의 이해와 소통’
을, 정미경 의원이 오전 10시부터 1시간50분에 걸쳐 ‘입법부에서 바라본 사법부의 모습’을
강의키로 했다. 청와대 행정관은 판사들에게 국토해양 분야 담당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이 통보된 뒤 해당 법관들이 공식 항의를 위한 의견수렴에 들어가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일부는 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7월1일 수업에 불참하기로 의견
을 모았다. 판사들은 “청와대 관계자가 판사들에게 강의한다는 게 가당키냐 한 일이냐”며
“특히 국토해양 분야 정책이라면 (재판 중인) 4대강 홍보인데, 황당하고 기가 막힌다”고 말
했다.
경향신문이 10일 취재에 들어가자 사법연수원은 “청와대 행정관은 계획에 없으며 여야 균
형을 위해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섭외됐다”고 했다. 그러나 우 의원은 10일에
야 연수원으로부터 연락받았고 이날 밤 11시30분까지도 강의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취재
됐다. 연수원은 11일 오전 청와대 행정관을 우 의원으로 대체한 새로운 수업 계획표를 보냈
다. 그리고 11일 오후 정치인 강의 계획을 전면 취소했다.
김상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실무 법관들이 강사를 섭외
하면서 신중치 못해 벌어진 해프닝이며, 그럼에도 오해 소지가 있어 계획을 수정하고 또 취
소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연수원 관계자는 “법관 연수를 다양화하기 위해 새로운 강사를
모시려 했고, 일단 가까운 분들을 섭외 대상으로 삼았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오해를 빚었다”
고 설명했다.
‘경력 단독판사 연수’는 해마다 경력 8년차가 되는 판사 전원이 1주일간 받는 연수로, 올해
는 3차로 나눠 진행된다. 앞서 1·2차의 경우 김영란 대법관, 진정구 국회전문위원, 여운국
사법연수원 교수 등이 강사로 나왔다.
경향신문

이 기사가 나가자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취재원을 거의 확인했다. 나이 많은 여자 판
사이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저는 대법원이 취재원 색출을 시도하고 이를 취재 기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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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적으로 알리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날 대화를 빠짐없이 메모하여 이동근
대법원 공보관에게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취재원 색출을 막는 것을 첫째 조건으로 해서
대법원을 통해 협상을 했습니다. 취재원 색출 시도 등에 대해 기사화해서 문제 삼겠다,
색출을 포기한다고 약속하면 더 이상의 후속보도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틀간의
협상 끝에 취재원 색출 포기를 약속 받고 저도 후속 보도를 접었습니다. 이제 와서 말씀
올리지만 사법연수원은 취재원에 대해 잘못 짚은 것이었습니다. 취재원은 일찍 사법시험
에 붙었기 때문에 나이가 적으면 적었지 절대로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취재원이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른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2.
기자가 취재원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취재원 비닉이 되지 않을 경우 취
재와 보도라는 직업수행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 기자가 셀 수 없
이 많지만 출입처의 핵심 정보를 확보하는 일은 드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중요한 정보는
사람을 통해서만 흘러나오는데 제보자로서는 제보 사실이 드러날 위험을 생각하기 때문
입니다. 제보를 하는 사람이 기자를 고르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고등학교 후배도, 술을
마신 기자도, 친분 있는 기자도, 널리 알려진 기자도, 글을 잘 쓰는 기자도 아닙니다. 믿
을 수 있는 기자입니다. 다시 말해 취재원을 보호해줄 기자입니다. 취재원을 비닉하지 못
하는 기자는 정보를 얻기기 힘듭니다. 이를 확대하면 취재원 지켜지지 않는 사회의 언론
은 권력을 감시할 정보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자는 커다란 사안이 아니라도 평소부터 취재원 보호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제 경우 취재원과의 통화를 녹음하지도 따라서 녹취록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혹시라도
대화가 외부로 드러날 경우 취재원들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을 우려해서입니다. 녹음하지
않으면 워딩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멘트를 기사에 담아야할 경우에는 취재원에게
기사를 보여주고 확인하는 방법을 씁니다. 취재원들이 다소 번거로워 하시면 저는 통화
를 녹음되지 않는다고 말씀 올립니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문서를 확보한 경우에
는 일부러 뭉뚱그려 씁니다. 문서가 유출됐다고 출입처에서 확신하면 취재원을 찾으려

46 ❚ 한국헌법학회·사법정책연구원 공동학술대회 - 직무상 비밀에 대한 헌법상 보호

더욱 애쓰기 때문입니다. 기사가 세밀하지 않다는 평가를 듣는 한이 있더라도 취재원이
위험에 처하는 일을 막습니다.

검찰 출입기자 휴대폰 통화내역 조회 | 기사입력 2003-10-06 17:42 | 최종수정
2003-10-06 17:42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가 일부 출입 기자들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10여 차례 조회한 사
실이 밝혀져 적법성 여부 및 언론자유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6일 대검 등에 따르면 중수부
는 4월부터 소속 검사 및 직원과 일부 출입기자의 휴대폰 착ㆍ발신 번호를 서로 대조하며
수사내용 유출자를 색출해왔다.
중수부는 또 검사 및 직원들에게 평소 알고 지내는 기자들을 적어 내도록해 언론사별로 리
스트를 작성하고, 수사정보 유출시 형사처벌을 감수한다는 ‘보안각서’까지 받았다.
대검 관계자는 “내부 보안을 유지해온 수사상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 유출 경
위를 일부 확인한 사실이 있다”며 이 같은 사실을 시인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범죄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수사검사가 이동통신사에 통신사실 확인조회를 하되, 반드시
관할 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수부의 출입기자 휴대폰 통화내역 조회가 불법적인 것인지, 적법하다면 기자들
을 정식 수사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정식 내사를 벌인 만큼 불법
조회는 아니다”면서 “직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출입기자 통화 조회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수부의 이 같은 조치는 언론의 취재행위를 제한하고,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
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수부가 언론에 ‘엠바고’(보도시점 제한)를 요청한 사안에 일부 다른
사건을 끼워넣는 마당에 언론의 감시조차 차단하려는 것은 검찰권 남용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송광수 검찰총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중수부에 앞으로이 같은 일을 금지하
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중수부는 지난 7월 현대비자금 수사와 관련, 김영완(50ㆍ미국체류)씨와 함께 일한 관련자들
의 출국금지 사실을 제3자에게 알려준 한 수사관을 정식입건 조사하고 수도권 지청으로 전
보 조치했다.
한국일보

2003년 사건입니다. 저와 가까운 중앙일보의 한 선배가 통화내역을 조회 당했습니
다. 하지만 선배는 이 얘기가 언급되는 것을 너무나 불편해 했습니다. 이게 알려지면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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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와 통화를 하겠느냐고 했습니다.

3.
취재자료가 강제로 공개되는 것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지난해 4월 <경향신
문>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전화로 인터뷰하였습니다. 성 전 회장은 인터뷰를 끝으로 스스로 목
숨을 끊었습니다. <경향신문>은 4월 10일자 신문에 인터뷰 내용의 일부를 보도했고, 후
속 보도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4월13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권성동 새누리당 의
원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빨리 압수수색을 해서라도 (녹음파일을) 확보해야 한다”고
한 것으로 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성 전 회장과의 통화 녹음파일을 검찰에 넘겨주겠다
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또 2014년 12월에는 <세계일보>가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뒤 청와대가 검찰을 통해 언론사를 압수수색하려 했습니다. 이 기
사를 보도한 기자는 매우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휴직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취재정보가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는 기사의 질을 하락시킵니다. 가령 언론사
에는 정보보고가 있습니다. 보도할 만큼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지만 공유해 장기적으로
진위를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나마 안전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이 사내 서버에
올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킹이나 유출의 우려를 생각하게 되면 기자는 소극적이 됩니
다. 가공되지 않은 정보가 외부로 나가면 취재원이 드러날 수 있고 기자는 신뢰를 잃습니
다. 내밀한 수준의 얘기가 많아 기사에서 취재원이 드러나는 것보다 문제가 큽니다. 정보
유출을 경험한 기자들은 정보보고에 소극적이 되고 내용도 세밀하지 않습니다. 언론사의
취재력이 전체 기자들의 취재력의 산술적인 합을 넘지 못합니다. 시너지 효과가 없는 것
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의 머릿속에 압수수색의 가능성이 들어오면 기사의 질까지 떨어지
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드러나지 않은 진실을 접하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
다. 지금 드러난 것과 같은 치명적인 부패는 한국과 같은 수준의 나라에서는 좀처럼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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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일입니다. 하루하루 새롭게 드러나는 최순실 게이트 보도를 보고 있자면, 그동안
수많은 언론사와 기자들이 얼마나 무능했는지 가슴 아프게 알 수 있습니다. 권력의 정점
이자 공인 중의 공인인 청와대와 대통령의 비위가 이렇게 묻혀 있었으니 언론의 기능은
마비된 것이었습니다. 대통령 보다 작은 권력에 대한 감시가 작동하지 않은 것은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취재원이 드러날 수 있다는 자기검열은 사실을 기록하고 정보를 유
통하는 일을 주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권력 감시가 작동하지 않으면 사회는 조
금씩 마비에 빠져듭니다. 비리와 문제는 곪고 곪은 다음에야 터지고 맙니다. 시민들이 희
생을 감수하고 직접 광장에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퇴행적인 사회로 돌아갑니다.

만약 법정에서 취재원을 밝히지 않았다고 법률상 불이익을 당하거나, 신문사와 기자
의 취재내역이 압수수색을 상시적으로 당한다고 생각하면 취재와 보도 활동은 매우 위축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기관과 기업들이 취재원을 밝히겠다고 말하는 것도 나름의 예
방적 효과를 위한 엄포라고 생각합니다. 제보와 취재와 양면에서 냉각효과(Chilling
Effect)가 광범위하게 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언론사도 대한민국의 사법체계
안에 있는 이상 강제수사의 완전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밀행성이 속성인 취재
활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취재원 비닉권을 법률이나 판례로 인정해주고, 압수수색의 경우
에도 현재 수사기관 등을 상대로 하듯이 임의제출의 형태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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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토론문

헌법상 언론의 자유와 취재원 보호

김 주 경*
7)

1. 헌법상 언론의 자유와 취재원 보호
우리 헌법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한다(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는 사회구성
원 상호간에 의사접촉을 가능하게 하고 여론형성을 촉진시킴으로써 민주주의 통치질서가
성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된다. 한 나라의 민주주의의 성숙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언론·출판의 자유가 중요한 가치척도로 작용하는 이유이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의사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알 권리), 보도의 자유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취재원묵비권’ 또는 ‘취재원 보호’는 보도의 자유의 불가결한 내용이자
전제가 되는 ‘취재의 자유’에 속한다. 취재원을 밝히지 않을 권리는 신문의 진실보도·사
실보도 및 공정보도를 위한 불가결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보를 자유롭게
유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공적인 이익의 측면에서도 취재원묵비권은
헌법적 보호가치가 있다.
우리나라의 학설도 대체적으로 취재원묵비권을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언론인의 ‘취재원 보호’는 취재원이나 언론인의 신분·경제·사회적 불이익 방지라는
사적인 영역에서의 보호가치를 넘어 헌법상 보호의 대상이 된다.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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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상 취재원 보호의 한계
가. 취재원 보호의 실무상 쟁점
실무상 취재원 묵비권은 ‘기자의 증언거부’ 및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에
중요한 헌법적 쟁점으로 부각되는데, 언론법 분야에서는 고전적 주제 중 하나로 인식될
정도로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위와 같은 논쟁의 핵심은 헌법상 보호되는 취재원 묵비권과 또 다른 헌법상 원리인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한 법치주의 실현과의 충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있고, 이
는 필연적으로 ‘취재원 묵비권의 범위와 한계’ 설정의 문제로 귀착된다.
아래에서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이를 해결할 바람직한 방법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나. 우리나라의 구체적 사례 및 입법 현황
(1) 취재원 보호가 문제가 된 구체적 사례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일보와 동아일보 기자들의 정부 조직개편 관련 기사에 대한 취
재원 묵비권 행사(1958년)를 필두로, 대한일보 기자의 재건국민운동요원 관련 기사에 대
한 취재원 공개거부(1962년), 중앙일보 기자의 ‘박영복 사건’에서의 취재원 공개거부
(1974년), SBS 기자의 ‘분유발암보도사건’에서의 취재원 공개거부(1996년), 서경원 의원
방북사건 관련 한겨레신문 기자의 취재수첩 압수(1989년), 청와대 부속실장 향응사건 보
도 관련 SBS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2003년), 최태민 보고서 보도 관련 동아일보에 대
한 압수·수색 시도(2007년), 최근 조선일보 기자의 스마트폰 압수(2016년) 등이 있었다.

(2) 입법 현황
1980년 제정된 구 언론기본법(1987. 11. 28. 폐지)은 취재원 보호와 관련된 명시적
인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제8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언론인은 그 공표사항의 필자, 제보자 또는 그 자료의 보유자의 신원이나 공표내용의
기초가 된 사실에 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나, ㉠ 범죄를 구성하는 내용이 공표된
때(다만, 기자 등 언론인이 그 공표를 이유로 처벌된 때에는 이를 예외로 한다), ㉡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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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는 범죄로 공표의 기초가 된 자료 또는 정보를 입수한
때 및 ㉢ 필자, 제보자 또는 그 자료의 보유자가 공표내용에 비추어 사회안전법 제2조 각
호가 규정하는 죄를 범하였음이 명백한 때는 예외로 한다(제8조 제1항).
진술거부권이 있는 자가 보관하는 자료는 공표사항의 필자, 제보자 또는 그 자료의
보유자를 수사하거나 공표내용에 기초가 된 사실을 확인·증명 또는 수사할 목적으로 압
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제8조 제2항).
한편 구 언론기본법은 언론의 검열과 등록취소를 규정한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1987. 11. 28. 폐지되었고 이후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한 다수의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흡수되었으나, 취재원 보호에 관한 사항은 명시적인 규
정이 없어 현재까지도 입법공백 상태에 있다.
다만, 법원의 실무는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적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성과 취재결과를 증거로 압수함으로써 보도의 자유가 방해되는 정도
및 장래의 취재의 자유가 받는 영행 등의 사정을 비교·형량하여 압수의 허부를 판단하
도록 하고 있다.

다. 미국
(1) 기자의 증언거부권
미국 연방대법원은 1972년 마약을 제조하고 이용하는 범죄자들을 인터뷰한 3명의
기자들에게 범죄자들의 신원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기자들이 이를 거부한 사건
(Branzburg v. Hayes)에서 5:4의 의견으로 수정헌법 제1조에 근거한 언론의 특권은 인
정될 수 없으며, 언론인도 형사범죄의 증인으로서 증언요구나 대배심의 출석요구를 거부
할 수 있는 어떠한 특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취재원 보호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위 Branzburg 판결에서 수정헌법 제1조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각 주(州)는 기자의 특권을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이는
각 주 의회가 기자의 특권을 인정하는 ‘shield law’ 제정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고, 연
방차원의 ‘shield law’는 여러 차례 입법안이 제출되었지만 언론인의 범위와 관련된 이견
등으로 아직까지 제정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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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워싱턴 D.C.를 비롯한 39개의 주가 ‘shield law’를 보유하고 있는데, 절반 이상
이 Branzburg 판결 이후에 제정되었고, 이들의 다수는 Branzburg 판결에서 Stewart
대법관이 소수의견으로 밝힌 3가지 항목 판별법(3-part test)과 유사한 규정을 담고 있
다. 그 내용은 “언론인에게 증언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 언론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해당 사건에 명백히 관련되는(clearly relevant) 정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 해당 정보를 다른 수단을 통하여 얻는 것이 불가능할 것, ㉢ 해당 정보가 매우 중
대하고 결정적인(compelling and overriding) 정보임을 증언을 강제하는 쪽에서 입증할
것” 등이다.

(2)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
미국 연방대법원은 1971년 스탠포드 대학 내의 폭력시위로 경찰관 9명이 부상을 입
는 사건이 발생하자, 학교신문인 ‘스탠포드 데일리(The Stanford Daily)’가 촬영한 불법
시위 현장 필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위 신문사 사무실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사건(Zurcher v. Stanford Daily)에서, 법원은 압수나 수색을 위한 정
당한 이유 내지 합리성이 있는 경우 영장을 발부하여 압수·수색할 수 있으므로 수정헌
법 제5조의 형사상 불리한 진술거부권이나 취재원 또는 편집상 비밀을 규정하고 있는 보
호법도 수정헌법 제4조의 규정하에서 합법적 수색영장의 집행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Zurcher 판결은 연방의회로 하여금 수사기관의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입법적인 방법으로 제한할 필요성을 제기하여,

1980년 ‘Privacy

Protection Law’가 제정되었다. 위 법률은 편집국이나 기자 등이 보유한 취재물이나 기
타의 서류 등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제한하면서도, “㉠ 기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 자료를 압수하는 것이 상해나 죽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믿는 경우, ㉢ 자료에 담긴 내용이 연방 간첩법(Federal Espionage Laws)
에 규정된 국가방어(national defense), 기밀정보(classified information) 또는 접근이
제한된 데이터(restricted data)에 관련되는 사항일 때, ㉣ 증인 소환장을 발부하였으나
이를 언론인이 거절한 상태이고 증인을 소환하려는 추가적인 노력이 수사나 재판의 진행
을 지연하여 정의구현에 방해가 될 경우 등에는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예외규
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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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방가이드라인(Federal Guidelines) 마련
미연방 법무부는 기자에 대한 소환이나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에 적용되
는 연방규정(28 C.F.R. § 50.10) 및 매뉴얼(U.S. Attorney’s Manual) 등을 마련하여
정부의 법 집행이 취재활동을 불합리하게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위 규정 및 메뉴얼의 목적은 수사기관이 언론기관의 구성원으로부터 정보나 기록을
입수함에 있어, 열린 사회(open society)를 만드는 데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유언
론의 보장과 국가안보, 공공질서 및 효율적이고 공정한 사법정의의 실현과의 균형을 달
성함에 있다.
이에 따르면, 기자에 대한 소환장이나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은 당사
자의 동의가 있거나 해당 정보가 취재활동 등과 관련이 없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검찰총장의 승인(authorization)을 받도록 하되, 수사의 진실성에 대한 명백하고 잠재
적인 위협,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해, 현존하는 급박한 생명 또는 심각한 신체손상 등
의 위험이 없는 한, 승인 이전에 대체적인 정보원(alternative source)으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한 모든 합리적이고 대체적인 시도(alternative attempt)가 있어야 하고, 관련 언
론기관 종사자들과의 협상(negotiation)을 거쳐야 하며, 관련 언론기관 종사자들에게 적
절한 통지(appropriate notice)를 하여야 한다. 검찰총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관련 언론종
사자들에게 합리적(reasonable)이고 적절한 시간(timely)을 두고 통지하여야 한다.
소환장 또는 압수·수색의 대상이 언론인 또는 언론기관일 경우에는 헌법이 보호하
는 언론·출판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한편, 위 규정 및 지침은 취재활동에 근거하지 않거나 취재활동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로 범죄수사의 대상이 된 언론기관 종사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라. 독일
(1) 연방형사소송법(StPO)의 관련 규정
독일은 ‘기자의 증언거부권’ 및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연방형사소송
법에 명문의 규정을 둠으로써 이와 관련된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정기간행물 기타 방송의 준비·제작·배포에 직업적으로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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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자는 관련 기사나 기타 기록 및 전달이 편집활동을 위하여 문제되었던 범위 내에서 증
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정당화된다(제53조 제1항 제5호).
증언거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자나 편집인, 출판사, 인쇄업자 또는 방송사가
점유하고 있는 서류, 음향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자기테이프 그 복사물 기타 표현물에 대
한 압수는 허용되지 않는다(제97조 제5항).1)
한편, 독일 연방형사소송법은 증언거부권자가 공범, 범죄비호, 은닉, 장물죄의 혐의
가 있는 경우 또는 범죄행위를 통하여 제작된 물건, 범죄행위를 행하는데 사용하거나 사
용하기로 특정된 물건 또는 범죄행위에서 유래하는 물건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압수제한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제97조 제2항 제3문)을 동시에 두고 있다.

(2)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연방형사소송법의 개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87년 시위현장 보도를 위하여 방송사가 촬영한 것으로서
방영되지 않은 필름에 대한 압수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사건에서, 당시 적용되는
연방형사소송법 제97조 제5항 및 제5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압수금지는 외부정보원
이 제공한 정보의 보호에 한정되므로 언론종사자가 직업상 스스로 작업한 자료는 보호받
지 못하는데, 입법자가 위와 같이 자기취재한 자료들에 대한 압수를 일반적으로 금지시
켜야 할 헌법적 의무는 없으며, 중대 범죄의 해명은 법치국가의 본질적 과제이므로 언론
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입법적 결단은 헌법상 문제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BVerfGE 77, 65).
독일은 연방헌법재판소의 위 결정(BVerfGE 77, 65) 이후 연방형사소송법개정을 통
하여 언론인이 스스로 취재한 자료들에 대하여도 증언거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압수
가 금지되는 것으로 압수금지 범위를 확대하였다.

마. 일본
(1) 최고재판소의 판례
일본 최고재판소는 체포영장의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에 소환

1) 독일 연방민사소송법(ZPO) 제383조 제1항 제5호는 언론관련 종사자들의 증언거부권과 관련하여 연방형사소
송법 제53조 제1항 제5호와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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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아사히 신문기자가 취재원 묵비권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
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취재원에 대한 증언거부권 인정여부는 입법 정책의 문제라는 이
유로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 규정을 기자에게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최고재판소 1952.
8. 6. 판결) 판시한 이래, 법원이 방송사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 현장을 촬영한 취재필름
전부에 대한 제출명령을 내린 사건(일명 ‘하카다驛’ 사건)에서 공정한 형사재판의 실현을
위하여 취재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되는 것은 감수할 수밖에 없고(최고재판소 1969.
11. 26. 결정), 법원이 방송사에 대하여피의자가 피해자를 협박하는 현장을 촬영한 비디
오테이프에 대하여 압수허가장을 발부한 사건에서 향후 취재 곤란 등과 같은 방송사가
입은 불이익은 용인해야 하는 것이라고 결정하였다(최고재판소 1990. 7. 9. 결정).
한편, 최고재판소는 위 ‘하카다驛 사건’에서, “공정한 형사재판의 실현 보장을 위해 보
도기관의 취재활동 결과물이 증거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재의 자유가 어느 정도
의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한편으로 심판대상 범죄의 성
질, 태양, 경중 및 취재결과물의 증거로서의 가치, 공정한 형사재판의 실현을 위한 필요성
유무를 고려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취재결과물을 증거로 제출함에 따라 보도기관의 취
재의 자유가 방해받는 정도 및 이것이 보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
을 비교 형량하여 결정해야 하며,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도 이로 인해 보도기관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필요한 한도를 넘지 않도록 배려
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보도용 자료 압수에 있어 상당성 요건 판단시에 ‘보도의 자
유’라는 가치를 고려할 것이 요청된다는 취지의 다소 진전된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후, 최고재판소는 2006년 ‘NHK 기자 증언거부사건’에서 민사사건의 증인이 된 기
자가 일본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취재원 관련 증언을 거절할 수
있는지는 ‘해당 보도의 사회적 의의, 장래에 동종 취재가 방해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
익의 내용·정도 등과 그 민사사건의 사회적 의의, 증언을 필요로 하는 정도, 대체 증거
유무 등 제반사정을 비교 형량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 해당 보도가 공공의 이
익에 관한 것으로, ㉡ 취재방법이 형벌법령에 저촉된다거나 취재원이 비밀의 개시(開示)
를 승낙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으며, ㉢ 해당 민사사건이 사회적으로 중대하고 공정
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증언이 필요불가결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취재원
비밀을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시함으로써(최고재판소 2006. 10. 3. 결정), 민사사건에
서 기자의 증언거부권이 일정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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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계의 입장
학계에서는, 취재는 기자와 정보제공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취재원 묵
비권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정보 보유자는 보도기관에의 정보제공을 주저하게 됨으로써
보도기관의 활동범위는 크게 훼손되고 더 나아가 보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근거에서
취재원 묵비권은 일정한 헌법상 보호를 받는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한편, 최고재판소의 위 ‘하카다驛 사건’ 판시 내용에 대하여도 취재의 자유에 대한 제
약은 추상적 성질을 갖는 반면, 증거상실의 불이익은 구체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후자
가 항상 우월하다고 평가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들어 위와 같은 ‘상당성 판단’의 틀 자체
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3) 입법 현황
일본에서 기자의 증언거부권이나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이를 규정하
고 있는 개별 법률은 존재하지 아니한데, 이는 앞서 살펴 본 우리나라와 사정과 동일하다.

3. 바람직한 해결방안 : 입법을 통한 해결
가. 개요
취재원 묵비권이 헌법상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다른 기본권 내지 헌법원
리와의 충돌현상이 발생하는 헌법적 문제를 야기하므로, 이에 대한 일정한 제한은 불가
피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가장 원칙적인 방법은 공공의 이익
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입법권자가 제정하는 법률로써 기본권
을 제한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도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
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제37조 제2항)’는 법률유보 조항을 두고 있다.
현재까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취재원 보호의 범위와 한계 등과 관련한 명시적인 판
결 또는 결정이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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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의 관련 법률 개정 또는 단행 법률 제정 등과 같은 입법적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다.

나. 소송법상 언론인 등을 증언, 압수 거부 주체로 추가하는 방안
(1) 형사소송법의 증언거부 및 압수거부 규정(제112조 및 제149조)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
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제149조).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
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단,
그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제112조).

(2) 민사소송법상 증언거부(제315조)
① 증인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세무사·의료인·약사, 그 밖에 법령에 따
라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직책 또는 종교의 직책에 있거나 이러한 직책에 있었
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2.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3) 평가
일반적인 증언거부권이나 압수거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 또는 민사소송
법의 관련 규정에 ‘언론인’ 또는 ‘언론사’를 증언거부권이나 압수거부권 행사주체로 새로
이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위 관련 조항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privacy) 보호를 위하여 형사사법의 목
적을 희생하면서도 업무의 보호를 받는 경우를 제한적 열거의 형태로 규정한 것임에 반
하여, 기자의 증언거부권이나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한 형사
사법의 실현을 위하여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점, 기자의 업무는 위 조항들에서 나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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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직종의 성격과는 달리 직업상 취득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그 업으로 삼고 있는
점, 변호사나 의사 등의 비닉 특권은 의뢰인이나 환자의 사적 대화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
호하기 위한 것임에 반해 기자의 취재원 묵비권은 기자가 취재원의 신상정보를 비밀에
부치면서 취재원의 정보를 발행하거나 방송할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 점, 위와 같
은 법률개정은 증언거부나 압수·수색을 일정 정도 제한하거나 증언거부나 압수·수색이
허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요건에 대한 규정이 없는 이상 기자의 증언거부나 언론사에 대
한 압수거부를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 언론의 특수성을 감
안하여 언론인 또는 언론활동의 범위 등을 상세히 규정하기에는 현행 소송법의 개정만으
로는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현행 형사소송법 또는 민사소송법의 개정만으로
기자의 취재원 보호와 헌법상 법치주의의 실현의 상충관계를 해결하기는 부족하다.

다. 단행 법률 제정 방안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취재원 보호와 관련된 사건에서 취재원 보호에 다소 소극적
인 결론을 내렸지만, 이는 주 의회 또는 연방의회로 하여금 취재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기자의 증언거부권이나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
색을 제한하는 내용의 주법 또는 연방법을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우리나라에도 시
사하는 바가 크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취재원 보호와 관련된 단행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
었다.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실이 작성한 내부 문건을 언론사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과 관
련하여 취재원 보호가 문제되자, 2015. 4. 17. 배재정 의원 외 20인의 국회의원이 취재
원 보호법안(의안번호 14790)을 국회에 발의하였다. 위 법안은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
동 폐기되었는데, 기자의 증언거부권 및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된 구체적 법
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언론인은 제보자 또는 취재원을 보유한 자의 신원이나 언론보도의 기초가 되는 사실
에 관하여 법원 및 국회에서의 증언을 거부할 수 있지만, 언론보도가 3년2) 이상의 징역
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나,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 언론보도의
기초가 된 자료 또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제7조).

2) 해당 법률안은 ‘3년’이라고만 규정하였기 때문에, ‘단기 3년’인지 ‘장기 3년’인지는 법률안만으로는 불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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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제보자 또는 이를 보유한 자를 수사하거나 그 보도내용의 기초가 되는 사실
을 확인·증명 또는 수사할 목적으로 취재원을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도록 하되, 언론보
도가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나,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 언론보도의 기초가 된 자료 또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는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제6조).
한편, 위 법률안은 법정형만을 기준으로 하여 증언거부권 내지 압수·수색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미국의 ‘Shield Law의 3가지 항목 판별법’, ‘Privacy
Protection Law의 4가지 예외상황’, 일본의 최고재판소의 판시 내용 등과 같이, 문제되
는 정보와 범죄와의 상관성 정도, 사안의 심각성, 수사 또는 재판의 긴급성, 대체증거나
방법의 유무 등의 구체적인 요건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입법기술상 단행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현행 소송법의 규정체계를 고려하여 형
사소송법 제112조, 제149조 및 민사소송법 제315조의 증언거부 또는 압수거부가 허용
되는 요건에 ‘다른 법률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방법의 현행 소송법 개정이 필요
하다.

라. 기타
입법적인 해결방안이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자 또는 언론사
에 대한 압수·수색은 보호가치 있는 다른 정보와 관련된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
나 언론·출판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그 집행에 있어서는 미국 법무부의
관련 규정 및 매뉴얼 등을 참조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기자나 언론사에 대한 압수·
수색의 집행 이전에 임의제출 등 대체적인 수단을 강구하게 하고, 사전협상이나 통지 등
의 절차를 거치게 하는 지침 등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언론·출판의 자유가 위축되
지 않도록 배려하는 실무정착이 필요하다.
나아가 압수·수색의 목적물이 스마트폰인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정보가 별건
범죄의 수사에 이용되거나 중대한 사생활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2014년의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Riely v. California 사건)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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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발제문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의뢰인의 비밀보장*

장 철 준**
3)

I. 서론
유난히 격동의 순간이 많았던 우리 민주주의와 인권의 역사의 중심에는 언제나 법률
가들이 함께 하고 있었다. 국가 사법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그 결과로서의 정의 실현을
우리 공적 삶의 성숙성을 결정하는 주요 내용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주역인 법률가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지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헌법상 기본권
주체들의 권리 실현을 현장에서 직접 조력하는 변호사들의 역할에는 더욱 큰 기대와 관
심이 더해지고 있다. 한 사람의 변호사가 의뢰인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때로 단단한
사법 전통을 바꾸는 촉매가 되기도 하며, 그것을 통해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기
도 한다. 이런 놀라운 일이 가능한 가장 큰 이유는 변호사 직역이 가지는 전문성 때문이
다. 법을 알고 다루는 일이 다른 직업에 비하여 더욱 전문적이어서 잘 못 이해하고 활용
할 경우 개인과 사회에 자칫 큰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 직역을 비롯
하여 생명과 질병을 직접 다루는 의료 직역이나 다음 세대의 성장을 담당하는 교육 직역
등에 사회 일반의 규율과는 다른 형태의 규범 체계가 적용되는 이유도 모두 이 전문성이
라는 특성을 특별히 고려한 결과이다.
이들 직역 종사자의 전문성은 그 상대적 희소성으로 인하여 개인 차원의 직업적 안
* 학술대회 발표를 위해 작성된 글로, 필자의 이전 논문에서 전재한 부분이 있습니다. 논문으로 게재될 때까지
인용을 삼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법학 박사(J.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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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보상으로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 활동의 사회적 가치가 매우 크다는 점
에 공통점이 있다. 특히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는 의뢰인의 인권 보호와 직결된다. 의뢰인
이 국가형사사법체계와 마찰을 빚고 있다면, 변호인의 법률 대리는 의뢰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체적 진실과 형벌의 정도를 두고 국가
의 거대한 형사사법권에 맞서는 원자적 개인의 지위는 무력할 수밖에 없다. 최고 권력인
주권 보유자로서 국민의 지위도 국가의 형벌권에 단독으로 직면한 경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로크(John Locke) 식의 ‘동의’이든 홉스(Thomas Hobbes) 식의 ‘필요악’이든,
자유주의 국가 체제를 받아들인 개인은 그 자발성 여하에 관계없이 이러한 운명에 처하
게 된다. 베버(Max Weber)의 통찰과 같이, 가장 큰 물리적 폭력 행사를 끊임없이 정당
하게 독점하려 하는 국가의 속성을 보더라도 더욱 그러하다.1) 법정 절차에 대한 지식은
물론 막강한 물리적 폭력 가능성을 내재하였으며 범죄의 단죄를 명분으로 도덕적 우위에
선 상대방과 법정에서 싸우는 개인은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누가 봐도 불리한 게임
이다.
자유를 위해 선택한 국가 체제의 폭력성을 알게 된 근대는 인권 혁명을 거치면서 국
가 권력의 제한과 인권의 보장을 헌법에 기록하는 기획을 채택한다. 입헌주의 체제의 정
착과 함께 이제 형벌권을 대하는 개인들도 적법한 형사사법 절차를 통한 기본권 보호의
방책을 구비하게 된다. 그 핵심 내용 중의 하나가 바로 법률 전문 직역으로부터의 도움,
즉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이로써 피의자 혹은 피고인
으로서의 개인은 적어도 법률에 대한 실체적·절차적 전문성에서만큼은 상대방과 동등한
능력을 갖출 수 있다. 여기에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합당한 처벌의 결정을 위해 구체적으
로 어떠한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각 헌법 시스템이 지닌 사법적 기본권 보장의 정도가
결정된다. 흔히 대륙법계에서는 직권주의 방식(inquisitorial system)을, 영미법계에서
는 당사자주의 방식(adversary system)을 발전시켜 온 것으로 본다. 어떠한 사법 시스
템에서든 변호인의 의뢰인에 대한 역할은 단순한 법률지식의 보조 차원을 넘어, 이렇듯
형사사법절차에서 힘의 균형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유념
하여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헌법 제12조에서 말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범죄와
형벌을 두고 국가 권력과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하는 개인에게 최소한 비슷한 당사자의 지

1) 막스 베버(전성우 역), 직업으로서의 정치, 나남 (2011),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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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부여할 수 있는 형태로 운용되어야 한다. 단순히 변호인 한 명을 붙여준다는 것으로
이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은 헌법 제12조에 의하여 의뢰인인
피고인을 동등한 다툼의 주체로 격상시킬 수 있도록 실질적 변호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
다. 이를 위한 제반 헌법적 제도 장치가 구비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제12조와 제13조를 통해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한 헌법의 목적과 정신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범죄를 단죄하고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국가형사사법의 목표가 아
무리 가치 있다 하더라도 그 절차의 와중에 상대방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각종 제도에
위반할 경우, 과감히 그 목표를 포기하겠다는 것이 이들 조항의 정신이다.2) 그만큼 이
절차로 보호 받는 개인의 권리 또한 중요하게 여기겠다는 것이며, 공동체 이익을 명분으
로 이것이 부당히 침해되는 것은 막겠다는 헌법의 의도이다. 마찬가지로 변호인의 조력
을 받을 권리 또한 절차적 정의 관점에서 이것이 허울뿐이 아닌 실질의 효력을 가지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이를 방해하는 다른 제도를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사법 절차에서 의뢰인 권리 신장을 위해 제시되는 변호사의 여러 권
리·의무를 실질화 할 수 있는 관련 법제도를 구축하는 일은 이제 헌법적 과제 차원에서
수행 되어야 한다. 소위 법조윤리 분야로 인식되는 여러 규범들, 즉 변호사의 이익충돌회
피의무, 충실의무, 비밀유지의무 등을 규율한 우리 변호사법 등 관련 법제는 완성도가 상
당히 미흡한 수준이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어찌 보면 이런 규범체계로 한
세기가 넘는 근대사법체계에서의 변호사 직역을 꾸려왔다는 사실 자체가 이상할 정도이
다. 사법절차에서 국민보호를 위한 헌법 목표가 상당 수준 왜곡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대
목이다. 변호사 윤리 인식이 일찍부터 발달한 서양 여러 나라에서는 공통적으로 전문직
역윤리를 상세히 규범화해두고 위반 시 강한 징계까지 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두었
다. 전문직역의 윤리 문제는 개인의 양심에 맡길 사안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경험적 인식이 이미 확립되어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헌법적

인식

아래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duty

of

confidentiality)를 중심으로 변호사-의뢰인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의 제도화
문제까지를 포괄하여 분석하고 그 적극적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 문제는

2) 구체적으로 형사소송에서는 “적법절차 우위의 원칙에서 오는 한계”로 설명된다. 예컨대 임웅, 형사소송에 있
어서 소송관계인의 진실의무, 「저스티스」 제117호,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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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형사소송 학계에서 간간이 다루어지다가 최근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출범과
함께 하나의 학문 영역으로 발전해가는 단계에서 발전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우리 헌법
하에서 이들이 어떻게 정당화 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며, 법제화 과정에서
대두되는 문제점은 무엇일지 제도사적, 비교제도적 방법론을 통해 논증할 것이다. 무엇
보다 논증의 올바른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해서, 이들 제도가 발달한 영미 사법체계상의
당사자주의 제도의 특질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간 변호사의뢰인 특권 도입 등의 제안에서 문제되었듯, 변호사법 규정을 파편적으로 보완하는 작
업만으로는 실효성에서 분명한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우리 (형사)사법
체계의 보완 및 전환이라는 제도적 이상을 동시에 실현하는 것만이 가장 좋은 제도 개혁
방안임을 밝히고자 한다. 그것이 우리 현실에서 달성 가능한지 살피고, 어려운 점을 제외
한 현실적 차선책이 있다면 그 도입 문제를 논의해 볼 것이다.
또한 의뢰인의 비밀보장과 관련한 문제가 실정법 위반의 문제로만 인식되고 있는 우
리의 규제체계에 대하여 근본적인 재고를 제안할 것이다. 의뢰인의 비밀보장은 국가 형
사 사법체계의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이지만, 의뢰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변호사가
주장하여야 할 권리이자 의뢰인과의 신뢰를 지켜야 하는 변호사의 의무이기도 하다. 즉
변호사 윤리의 문제인 것이다. 현재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규율에 변호사 직역 단체의
역할이 미미한 수준이다.3) 증언거부특권 등의 입법도 필요하지만, 먼저 변호사 직역 스
스로 비밀유지를 위하여 상세한 변호사의 행위규범을 제시하여야 하고 징계권의 실질화
를 통해 준수를 유도하여야 한다. 비밀을 유지하고자 하는 변호사의 노력에 대한 국가의
침해가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도, 직역 스스로의 자율규제 체계가 제대로 확립
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어느 정도 이유가 있다고 본다.
이는 의뢰인 비밀보장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변호사 윤리장전이 활동의 일반 영
역에 걸쳐 정치한 행위규범을 담고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실질적 자율규제가 이루어진
다면, 형사사법기관의 개입이 그리 쉽게 결정되지는 못할 것이다. 요컨대 의뢰인의 비밀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제 요건으로서 변호사 규제 체계에 대한 근본
적 변화가 필요하다. 증언거부의 특권을 실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증

3)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측면만 놓고 볼 때, 자율규제라는 취지는 무색할 정도이다. 예컨대 2001년부터 2011
년까지 변호사 징계는 제명 1건, 정직 51건, 과태료 205건, 견책 38건 등이다. 이에 반하여 형사처벌된 경우
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총 661건으로 국가의 처벌에 대폭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정형근, “변호사 징
계제도 연구”, 2011년도 법무부 연구용역과제 보고서,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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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거부특권이 강력한 입법 동기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직역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특권의 도입으로 인한 각종 윤리적 문제가 제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변호사
단체가 ‘믿을만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단체 스스로 먼저 증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변호사-의뢰인 특권을 실질화한
다는 목표아래 법적, 윤리적 규율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단순히 소송에 필요한 법을 제
정하는 방식이 아닌, 변호사 직역의 규율체계 변화를 전제로 진행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는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가 먼저 법적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전문직으로서 변호사 직
역에 대한 규율의 특성 또한 설명하여야 한다. 의뢰인의 비밀보장에 관한 법적, 윤리적
제도화의 문제들을 짚어본 이후에는,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 반드시 검증되어야 하
는 당사자주의 제도의 의미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논리적 순서를 따
를 때 결론에서 헌법적 정당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리라 본다.

II. 변호사 직역에 대한 규율 체계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실체를 논하기 전에, 우리는 변호사라는
직역의 본질에 대해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단지 변호사 자
격을 가진 사람의 변론이 있으면 이 권리가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 변호사의
실질적 변호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정도까지인지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실
질적 활동은 어떤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것인지도 꼭 밝혀야 할 사항임은 물론이다. 그간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서의 ‘조력’에 ‘충분한 조력’이라는 의미를 부
여하며,4) 주로 접견교통권의 측면과 관련하여 파악하였다. 즉, 변호인의 조력을 위한 의
뢰인과의 접견과 교통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간섭하는 행위를 “조력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행위”로 보고 그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주로 내렸던 것이다.5)
헌법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것은 의뢰인인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다. 그러나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는
주체로 유독 ‘변호인’만을 특정한 점에서, 우리 사법 체계에서 이 역할을 독점적으로 담당

4) 헌재 1992. 1. 28. 91헌마111 등.
5) 헌재 2003. 3. 27. 2000헌마47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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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직역이 변호사라는 점을 확인하고 인정하겠다는 헌법적 의도를 발견할 수 있다. 이
러한 헌법적 지위에 있는 변호사는 헌법적 책임과 더불어 직업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이것이 헌법 제정 주체인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태도이다. 기본권 보호와 실현의 조력
이라는 헌법적 과제를 수행하는 동반자로서 헌법으로부터 인정된 변호사들이 마땅한 직
업적 윤리를 실천하지 않는 것은 헌법의 의도에 반하는 일인 것이다.
하지만 이는 변호사 개인의 윤리성에 기댈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 그런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닐뿐더러 직역 내부의 경쟁에 노출된 개개인 모두에게 고양된 윤리의식을 기대
하기도 힘들다. 서양에서는 사법 제도의 오랜 역사를 통해 특별한 규율 방법을 발전시켜
왔고 우리도 그것을 받아 제도화시켰다. 하지만 우리 근대사의 질곡 속에서 사법 제도의
계수 과정 또한 이상적 제도화의 과정을 놓쳐버린 역사가 있었다. 해방 후 일제를 대신하
여 우리의 법원 조직을 담당하였던 우리의 법률전문가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대륙법 체계의 경력법관제가 종국에는 변호사 신분으로의 쉬운 전환으로 귀착
되는 왜곡이 발생하였다.6) 이러한 관행은 여전히 법조카르텔이라는 비판에 노출되어 있
으며, 전관예우를 비롯한 법조비리의 구조적 바탕이 되고 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
는 충격적인 싹쓸이 수임 액수 앞에 국민들은 무기력하기만 하다.
결국 변호사를 비롯한 법조 직역에 대한 근본적 제도 변화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헌법의 변호사에 대한 신뢰에 부응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구
조적 제도 변화와 함께 직역 내부의 자율적 규율 체계를 실질적으로 확립하여야 한다. 변
호사 규율의 역사적 형태를 참고하여 제도 본질에 맞는 규율 내용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변호사 직역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아래에서는 이를 상술한다.

1. 전문직으로서의 변호사
법을 어긴 행위에 대하여서는 국가가 규제에 관여하거나, 일반 사인이 국가 공권력에
의존하여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범법행위가 아닌 도덕규범의 위반에 대하여서는 윤
리적 비난을 가하거나 집단의 논리로 간접적 규제를 하기도 한다. 법규범이든 도덕규범
이든 일반적인 규범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만, 규범의 의미를 ‘인간
행위를 규정짓는 모든 제약’이라는 의미로 넓게 본다면, 특정한 사회적 요인이나 조건이

6) 이국운, 법률가의 탄생: 사법 불신의 기원을 찾아서, 후마니타스 (2015), 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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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을 형성해 나가기도 한다. 이를테면, 자본주의 체제 하의 경제생활의 규범은 시장에
서 성립되는 것이 기본이어서 독점 등 반시장적 요인들만 국가 등 제3의 힘으로 간섭하
는 형태를 띠고 있다. 요컨대, 우리 삶의 대부분 영역에서 행위를 제약하는 규범은 국가
로 상징되는 권력의 힘과, 시장으로 상징되는 자본의 힘에 의하여 유·무형으로 생성·
실행되는 것이다.
이처럼 공적 혹은 사적 견제권이 미치는 사회 제 분야에서의 규율 방식과는 달리, 변
호사에 대한 규제는 매우 독특한 방식을 나타내고 있다. 권력과 자본이 직접 변호사의 행
동 양태를 생성하고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들로 이루어진 집단이 스스로 그 소속
원의 행동에 대하여 규제를 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상황을 프로페셔널리즘
(professionalism)이라 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혹은 경영자가 아니라 직업의 구성원
이 노동을 통제하는 제도적 환경”을 뜻하는 프로페셔널리즘은, 어떠한 전문 직종에서 스
스로 직업적 노동을 완전하게 통제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7) 한 마디로 자율규제가 지배
한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사회의 다른 영역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특권이 부여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국가가 자율규제를 수행하는 단체의 독점적 지위까지 인정하여 준다는
전제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별대우를 관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그들
직업이 가진 전문성이다.8) 일반적인 다른 직종의 사람들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을 정도
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집단이 아니라면 그들만의 기준과 규범에 의한 자율적 규제를
쉽게 용납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전문성을 통하여 달성하는 직업의
공익적 특성 또한 빠질 수 없는 요소이다. 이는 국가나 사회로부터 받는 독점적 혜택을
정당화 할 최소한의 반대 급부적 요건을 구성한다. 특히 변호사들에게는 그들의 전문 지
식을 통한 실체적 진실발견의 역할, 즉 사회정의에 대한 그들의 특수한 공헌을 들 수 있
을 것이다.9)

7) Eliot Freidson, (박호진 역), 프로페셔널리즘(Professionalism: The Third Logic), 아카넷 (2001), 30-31.
8) 이러한 전문직에 대한 특권은 이론적으로 막스 베버의 체계에 의존하는 측면이 강하다. 이는 다음의 네 가지
특성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첫째, 베버의 체계에서 이익집단으로서의 전문직 집단은 사회를 구성하는 전형적
요소에 해당한다. 집단 내부에서의 경쟁 시스템과 함께 집단 밖에서도 국가를 포함하여 다른 집단들과의 경쟁
구도가 형성된다. 둘째, 이들 집단은 그 행위의 배후에 경제적 이익의 추구 뿐만 아니라 다른 동기들도 존재한
다. 베버의 사회계층모델에서 경제적 질서와 사회적 질서의 모든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셋째, 전문직 집
단이 가지는 전문성의 근거는 그들의 지식과 능력에 있다는 점에서, 자본이나 노동력의 보유능력으로부터 계
급의 위치가 결정된다는 베버의 이해와 들어맞게 된다. 넷째, 이러한 계급 위치는 산업사회의 구조적 특성에
의하여 결정되며, 집단의 폐쇄적 전략에 근거한 행위를 통하여 개념화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설명 가능하다.
Keith Macdonald (권오훈 역), The Society of the Professions (전문직의 사회학: 의사·변호사·회계사
의 전문직 프로젝트 연구), 일신사 (1999), 68.
9) 전문지식을 갖춘 집단 구성원들을 철저한 시장원리에 따르도록 하였을 때, 이러한 공익적 요소를 실현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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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서 역시 법조계를 비롯하여 의료계, 학계 등의 집단에 프로페셔널리즘이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프로페셔널리즘의 요건인, 지
식을 통한 전문화, 숙련 과정을 통한 지식의 획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10) 지금은
지식 획득을 위한 훈련 과정을 대학에서 거의 흡수하고 있지만, 본래 이들의 교육은 거의
도제식 학습 방법에 의존하고 있었다.11) 지금도 특히 법률 실무지식의 수습과 의료실무
의 수습 등의 과정에 도제식 학습의 모습이 남아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 프로페셔널리즘의 요소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이 전문성을 지녀야
하고, 이러한 전문성을 위하여 이론 지식과 숙련을 기초로 노동력의 특별한 지위를 획득
한다. 둘째, 특정 노동의 분업에서 배타적 관할 영역이 생성된다. 셋째, 이렇게 보호되는
신분은 해당 직업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다는 자격증명서를 근거로 한다. 넷째, 전문직
단체는 수련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자격증을 생산하며 전문 교육과 연계한다. 다섯째, 전
문직 내부의 이념은 윤리적 직업 수행, 공익의 추구 등을, 개인적 이익 획득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강조한다.12) 따라서 각 전문직 영역마다 윤리장전을 비롯한 행위규범
(code of conduct)을 갖추고 자율적 통제 시스템을 실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우
리의 변호사 협회가 변호사법과 변호사 윤리장전을 근거로 개개 회원에 대하여 징계의
권한을 비롯한 통제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 또한 이러한 특성의 일면이다.13)
프로페셔널리즘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그 전문직의 자율성을 실현하
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한 직업사회학적 분석이 주로 전문직의
형성과정과 직역이기주의 또는 직역이데올로기 비판에 놓여있다고 하더라도, 프라이드슨
이 제시한 바와 같이 온전히 시장에 맡겨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정부가 개입하여 자율성
을 훼손할 경우 그 자율성의 의미가 훼손될 수 있는 분야에 있어서 프로페셔널리즘이 제
시하는 자율규제모델은 하나의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겠다.
물론 사회학 이론에서 프로페셔널리즘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려울 것이며, 이는 곧 소비자에게 손해를 줄 수 있다는 전망 또한 프로페셔널리즘을 정당화시켰던 논리 중의
하나였을 것이다.
10) Freidson, 앞의 책, 59-60.
11) 과거 영미 법조인들의 경우 Inns of Court에서 일하거나 law clerk 등의 과정을 통하여 지식을 습득하였다.
Freidson, 앞의 책, 146-147.
12) Freidson, 앞의 책, 187-188.
13) 후술하겠지만, 우리 변호사협회의 구성원에 대한 통제의 힘은 미국 변호사 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ABA)가 행하는 통제 형태와 비교하여 볼 때, 매우 미약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우리 법조계의 프로페셔
널리즘이 우리 법체계의 특성과 맞물려 독특한 형태로 실현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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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충분히 투명한 민주 사회를 전제 조건으로 할 때,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을 정도
로 이성적이고 전문적인 집단이 이를 큰 문제없이 실천하고 있다면 이는 헌법적으로 매
우 이상적인 상황이라 말할 수 있다. 국민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
(헌법 제10조)를 부담하는 국가는, 가급적 국민의 자유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이
다. 기본권을 전통적 의미의 소극적 자유, 즉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간섭받지 않을 자유
(주관적 공권)로 이해한다면, 개인들 스스로 외부의 간섭 없이 규율될 수 있는 상황이 더
욱 이상적이라 할 것이다. 이것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공권력을 사용하
여 형벌을 내리거나 기타 법에 의한 규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자유주의와 기본권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전문 직역에 의한 자율규제의 원리는 기
본적으로 우리 헌법의 헌정주의 이념과 상충되지 않는다. 오히려 국가 간섭의 배제를 통
한 소극적 자유의 확보는 권장될 만 할 성질의 것이다. 다만, 사회 이론 영역에서 비판하
고 염려하는 프로페셔널리즘의 가능한 폐해인 직역이기주의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필
요하다고 본다. 헌법적으로 실질적 평등원칙(substantial equality)의 보장을 위한 노력
으로써 극복이 가능하다. 즉, 자율 규제를 기본으로 하되 최소한의 국가개입을 통한 불평
등의 제거를 뒷받침하여 주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법적 사항의 보충적 역할은 국가의
사법체계가 고유하게 담당하는 기능이다.

2.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다음으로, 변호사 직역은 의뢰인과의 관계를 전제하지 않고는 존재의 의미가 미미할
것이다. 법률 서비스의 궁극적 목표는 의뢰인에 대한 법적 조력이기 때문이다. 소송 대리
인으로서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 극대화라는 목표 아래 성실한 대리행위에 최선을 다
하여야(zealous advocacy) 할 의무를 부담한다.14) 소송뿐만 아니라 일반 법률행위의 대
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극히 당연한 명제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일종의 “준사법
기관”으로 인식하는 대륙법 체계의 제도와 문화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다소 생경하게 느
껴지는 것도 사실이다.15) 변호사 정도 되면 단순히 의뢰인 개인의 이익에 대하여서만 봉
사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 질서의 수호자로서 역할 정도는 하여야 한다는 기대와
믿음 때문일 것이다.
14) 변호사 윤리장전, 윤리강령 2. 변호사는 성실·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명예와 품위를 보전한다.
15) 문재완, 변호사와 한국 사회 변화, 늘봄 (20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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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1장(변호사의 사명과 직무)과 제2장(변호사의 자격)의 몇몇 조항에 이 같
은 기대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제1조에서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할 것을 변호사의 사명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사회질서유지”와 “법률제도 개
선”에까지 노력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제4조에서는 변호사의 자격 요건으로 “사법
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외에, “판사
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추가함으로써, 공직에 유사한 직업적 특성의 면모를 그 대
표적 성격으로 제시하고 있다. 영미에서는 오랜 역사를 통해 변호사 직역이 태동하고 발
달해 오면서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변호사를 이해하고 있다. 변호사의 공적 역할도 중요
하지만, 사적 관계가 기본적인 바탕이 되고 있음은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1) 정치가로서의 변호사(lawyer-as-statesman)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문제는 법 문외한인 의뢰인이 전문 직업인인 변호사에 대해
서 얼마만큼의 자율성(autonomy)을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로도 볼 수 있다. 즉, 의뢰인
의 소송에 관한 의도가 얼마만큼 변호사를 통하여 관철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이다.
“정치가로서의 변호사” 모델은 변호사에게 의뢰인의 이익을 정의하는데 상당한 재량적
판단을 허용하는 관점이다.16) 변호사는 정의의 수호자로서 사법 시스템의 보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모델에서는 정의를 해치거나 사법질서의 가치에 반하는 의뢰인의
비윤리적 요구에 대하여 변호사는 변론을 거부하거나 중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사회 전체의 정의 구현을 위한 이상적인 모델이기는 하지만 변호사의 윤리적
우월성을 전제로 하여 윤리감이 떨어지는 의뢰인에게 변호사는 항상 정의를 가르치는 입
장에 있어야 한다. 자칫 둘 사이의 내부관계가 권위적으로 흐를 경향이 있어 의뢰인 보호
에 소홀해 질 위험이 있다. 더구나 ‘정의’라는 것은 학술적으로도 획일의 개념이 아니거니
와, 수많은 변호사들의 개인적인 인생관이나 신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어서 안정적으로 의뢰인의 이익이 보호될 수 없다. 하지만 막무가내로 자신의 이익에 봉
사할 것을 위협적으로(threatening) 요구하는 의뢰인에게는 효과적인 설득의 정당성을
제공할 수 있다.17)

16) Camille A. Gear, The Ideology of Domination: Barriers to Client Autonomy in Legal Ethics
Scholarship, 107 YALE L. J. 2473, 2487 (1998); ANTHONY T. KRONMAN, THE LOST LAWYER:
FALLING IDEAS OF THE LEGAL PROFESSION 2-4, 14-7 (1993); William H. Simon, Ethical
Discretion in Lawyering, 101 HARV. L. REV. 1083, 1086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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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구로서의 변호사(lawyer-as-friend)
찰스 프리드(Charles Fried)라는 학자가 고안한 비유적 표현으로서의 이 모델은 의
뢰인과변호사 사이에 “법적인 우정(legal friendship)”이라는 관계가 존재한다고 상정한
다.18) 변호사와 의뢰인이 맺어지는 관계는 마치 친구를 사귀거나 사귀지 않는 것과 비슷
하다는 것이다. 의뢰인은 변호사를 법적 친구로서 선택하고 변호사는 친구에게 법적 자
문뿐만 아니라 보편적 윤리에 입각한 변론 또한 할 수 있다. 의뢰인이 변호사를 친구로
선택한 이상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친구인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하지만 친구 사이의 “주고받음(reciprocity, 상호성)”과 같이 변호사의 도덕적 신념 또한
의뢰인으로부터 존중 받아야 하는 것이다.
정치가로서의 변호사 모델과 비교하여 이 모델에서의 변호사는 윤리적 문제에 있어
의뢰인에게 훨씬 온건한 태도를 취한다. 서로의 관점이 다를 경우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윤리적 신념을 설득할 수는 없고 단지 친구가 결별하듯이 자유롭게 그를 떠날 수 있을 뿐
이다. 이 모델에서도 역시 변호사의 윤리적 신념에 관한 자의적 태도를 부여함으로써 의
뢰인 보호에 소홀할 수 있다는 비판을 할 수 있다. 반대로 이 모델에서는 의뢰인의 비윤
리적 목적에 변호사가 동의하여 그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비윤리적 결과를 획득한
경우, 법적 친구를 위한 행위로서 변호사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게 된다. 변호사가 의
뢰인의 자율성을 적극 보장하였기 때문이다.

(3) 청부업자로서의 변호사(lawyer-as-hired-gun)
말 그대로 이 모델은 변호사가 무조건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
뢰인의 이익에 봉사한다는 목표에 가장 충실한 내용이지만 모든 비윤리적 요구에도 응하
여야 하기 때문에 그 극단성을 이유로 당사자주의를 채택한 미국에서조차 비판 받는 모
델이다.19) 오히려 이 연장선상에서 현대적으로 변용된 입장에서는 의뢰인의 자율성을 최
대로 보장함과 동시에 변호사에게도 의뢰인과의 변론 계약에 있어서도 자율성을 주고 있
다. 즉, 변호사도 계약 전에 의뢰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일단 계약이 체결

17) Gear, 위의 글, 2488-2489.
18) Charles Fried, The Lawyer as Friend: The Moral Foundations of the Lawyer-Client Relation, 85
YALE L. J. 1060, 1071-1076 (1976).
19) Monroe Friedman, Legal Ethics and the Suffering Client, 36 CATH. U. L. Rev. 331, 332-333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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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나서는 윤리적 갈등을 이유로 변호사는 제한적으로 변론을 거부할 수 있다. 즉, 의
뢰인이 동의한 경우, 변론거부로 인해 의뢰인인 심각한 이익의 피해를 입지 않을 것, 의
뢰인이 의도적으로 변호사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던 경우 등이다. 이
모델이 현재의 미국 당사자주의 하에서 변호사 윤리의 현상을 설명하는 가장 전형적인
내용일 것이다.

3. 변호사 징계권
이렇듯 전문직으로서 변호사 직역에 대한 규율은 크게 법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국가
기관이 형벌권을 발동하는 징계의 방식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그러나 법으로 정
해놓을 수 있는 행위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윤리적이지 못한 행위를 상세하게 규범화 시
킨 후 자율규제를 통해 구체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자율규제가 경고의 의
미에 그치지 않고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결국 징계를 통해 변호사 자격을 면탈할 수 있
는 권한을 발휘하여야 한다. 미국에서는 변호사 징계권을 주법원(state court)이 보유하
고, 의무가입을 강제함으로써 변호사 활동의 자격수여권을 주 변호사회(state bar
association)가 독점한다. 주변호사회는 윤리규범을 제정할 권한을 가지므로, 결국 변호
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변호사회의 윤리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도록 만들어 놓았
다.20) 주 의회도 법률을 제정하여 변호사들을 규율할 수 있지만, 입법은 법원의 징계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인식되어 있다.21) 즉, 법률 규정 없이도 법원은 윤리규범 위반 여
부를 심사하여 징계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 주법원이 징계에 관한 고유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은 그들의 법조일원화
구조에서 자연스럽게 비롯된다. 모든 법률가가 일단 변호사 자격을 획득한 후 민주적 방
식으로 판사를 임용하는 제도 하에서의 법원은,22) ‘정체성’이 같은 변호사 직역을 통제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 또한 자율규제의 모습인 것이다. 반면 우리는 이와 반대의 방식,
즉 법원(및 검찰)에서 퇴직한 다수의 법관(및 검사)이 변호사로 전직하는 것을 허용함으
로써 변호사단체의 자율규제를 어렵게 하는 원인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상

20) 변호사의 주변호사회 의무가입 규정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합헌 판결을 내렸다. Lathrop v. Donahue,
367 U.S. 820 (1961).
21) Sharood v. Hartfield, 210 N.W.2d 275 (Minn.1973).
22) 이러한 방식을 취하면 심급에 상관없이 동등한 법관들의 네트워크로 법원 조직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이국
운, 앞의 책,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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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 변호사 규제는 법원의 최종적 징계권 발동을 통해 이루어지기 어렵고 오직 실정
법에 의한 규율, 즉 ‘거대규범(grand rules)’을 위반한 행위만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렇
다면 실정법상의 거대규범과 윤리장전상의 구체적 규범을 실질적으로 통합한 실정법 규
범체계를 이루어야 할 것인데, 이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어떻게든 법조일원화를 이끌
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법조 조직을 개혁하는 대안만이 변호사의 윤리적 행위를 실질적
으로 규율함으로써 의뢰인의 이익과 공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낼 수 있
을 것이다.

III.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위와 같은 변호사 직역의 본질과 규율 체계로부터 각종 의무와 책임, 그리고 권리가
발생한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는 계약에 의해 법적 관계가 시작되지만, 특별히 변호사
에게는 계약상의 의무 외에도 능력을 구비할 의무(duty of competence), 성실의무
(duty of diligence), 소통의무(duty of communication), 의뢰인 이익 극대화 의무
(duty of zealous representation), 비밀유지의무(duty of confidentiality), 이익충돌
회피의무(duty of loyalty), 의뢰인의 재산 보호의무(duty to safeguard client’s
property) 등 많은 의무가 부과된다. 그만큼 변호사 업무의 윤리적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에서일 것이다.

1.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였던 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윤리
장전 제23조 또한 의뢰인 비밀의 누설 및 부당한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
만 공개 금지의 대상이 되는 의뢰인의 비밀과 비밀유지의무의 예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전자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 직무와 관련하여 의뢰인과 의사교
환을 한 내용이나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문서 또는 물건, 직무를 수행하면서 작성한
서류, 메모, 기타 유사한 자료 등이다. 후자의 예로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 의뢰인의 동
의, 변호사 자신의 권리 방어 등의 경우를 들고 있다. 형법에서는 제317조의 업무상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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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누설죄를 두어 법적 책임을 부어하고 있다.23) 한편 미국에서는 전미변호사협회
(American

Bar

Association)가

제시한

모범직무윤리규정(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상의 비밀유지의무가 대표적 규정이다.24)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시피,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의뢰인으로부터 신뢰를 획득

23)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
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4) Rule 1.6 Confidentiality Of Information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a) A lawyer shall not reveal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resentation of a client unless the client gives informed consent, the disclosure is impliedly authorized in order to carry out the
representation or the disclosure is permitted by paragraph (b). 변호사는 의뢰인의 대리와 관련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단, 의뢰인이 지득 후 동의를 하였거나, 비밀 공개가 대리행위의 수행을 위
하여 묵시적으로 허용되었거나, 비밀 공개가 (b)항에 의하여 허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 A lawyer may reveal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resentation of a client to the extent the
lawyer reasonably believes necessary: 변호사는 다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믿은 범위 내
에서 의뢰인의 대리와 관련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to prevent reasonably certain death or substantial bodily harm; 사람의 사망이나 상당한 신
체 상해를 합리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경우
(2) to prevent the client from committing a crime or fraud that is reasonably certain to result in substantial injury to the financial interests or property of another and in furtherance of which the client has used or is using the lawyer's services; 의뢰인이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였거나 현재 이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이나 재산에 상당한 손실을 초
래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범죄나 사기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경우
(3) to prevent, mitigate or rectify substantial injury to the financial interests or property of
another that is reasonably certain to result or has resulted from the client's commission
of a crime or fraud in furtherance of which the client has used the lawyer's services; 의
뢰인이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여 행한 범죄나 사기로 인하여 발생할 것이 합리적으로 확실
하거나 이미 발생한 타인의 경제적 이익이나 재산의 상당한 손실을 방지하거나 완화 혹은 교정하기
위한 경우
(4) to secure legal advice about the lawyer's compliance with these Rules; 변호사가 본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법적 조언을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
(5) to establish a claim or defense on behalf of the lawyer in a controversy between the lawyer and the client, to establish a defense to a criminal charge or civil claim against the
lawyer based upon conduct in which the client was involved, or to respond to allegations
in any proceeding concerning the lawyer's representation of the client; 의뢰인과 변호사 사
이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를 위한 주장이나 방어를 수행하는 경우, 의뢰인이 관련된 행위에
근거하여 변호사에게 제기된 형사기소나 민사청구에 대한 방어를 수행하는 경우, 변호사의 의뢰인
대리에 관한 소송 절차에서 제기되는 주장에 답변하기 위한 경우
(6) to comply with other law or a court order; or 다른 법이나 법원의 명령에 따르기 위한 경우
(7) to detect and resolve conflicts of interest arising from the lawyer’s change of employment or from changes in the composition or ownership of a firm, but only if the revealed information would not compromise the attorney-client privilege or otherwise
prejudice the client. 변호인의 수임관계 변동이나 로펌의 구성 혹은 소유권의 변동으로부터 발생
하는 이익충돌을 탐지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경우. 다만 공개된 정보가 변호인-의뢰인 특권을 위태
롭게 하지 않을 경우나 기타 특권 불인정시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한함
(c) A lawyer shall make reasonable efforts to prevent the inadvertent or unauthorized disclosure
of, or unauthorized access to,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resentation of a client. 변호사는
의뢰인 대리와 관련한 정보를 부주의하게 혹은 권한 없이 공개하지 않도록, 또는 그 정보에 권한 없이 접
근하지 않도록 합리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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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이다.25) 소송의 승리를 위해서는 양 자 사이에 신뢰 관계가 반드시 형성되어
야만 한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변호사가 가장 적합한 법적 조언을 해주기 위해서는 의
뢰인의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의뢰인이 비밀이 보장될 것이라
믿고 변호사에게 솔직하게 사실관계를 털어놓아야 한다. 이러한 정보에는 주로 의뢰인의
잘못한 점 또는 약점이 많을 것이다. 언제든 상대방에 의해서 나의 약점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면 충분한 정보 제공은 불가능할 것이고, 완벽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변호사가 소
송에 대비하는 것은 결국 의뢰인에게 손해일 수밖에 없다. 결국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는 전체 변호사제도 유지의 근간을 이루는 전제라 할 수 있다. 제도의 당사자에게 지기
위한 싸움을 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소송 절차를 이끌어가는 당사자주의 제도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할 것이다. 증거를 비롯하여 소송의 모든 요소에서 공방을 앞둔 당사자의
전략은 매우 중요하며, 당사자인 의뢰인을 돕는 변호사의 역할은 지대하다. 이 변호사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밀유지의무가 필수적이다. 의뢰인과 변호인 모두를
위해 그렇다.
다만, 비밀유지의무를 엄격히 관철할 경우 변호사는 특별한 경우 중대한 윤리적 딜레
마에 빠질 수 있다. 의뢰인이 고백한 행위가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이다.
현재 의뢰인이 다른 중범죄를 의도하고 있는 구체적 상황을 들은 경우, 진범이 따로 있다
는 사실을 알게된 경우,26) 의뢰인이 치명적 독성이 함유된 환경오염물질을 여전히 흘려
보내고 있는 사업자이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약을 제조하고 있는 사업자인 경우
등에 직면하면 변호사는 중대한 윤리적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우리 법에서는 “공익
상의 이유”라는 포괄적 규정을 택하고 있지만, 미국 변호사 윤리규범에서는 윤리적 모순
이 생길 상황에서의 행동 양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줌으로써 변호사를 고민으로부터 해
방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2. 변호사-의뢰인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실제 소송에서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
가 영미 증거법상 인정되는 변호사-의뢰인 특권이다. 우리 법에서는 형사소송법 제112
25) 하정철,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예외 사유인 공익상의 이유를 중심으로”, 「법학논고」 제47호, 576.
26) Morales v. Portuondo, 154 F.Supp.2d 70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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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압수거부,27) 제149조의 증언거부,28) 민사소송법 제315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
다.29) 변호사-의뢰인 특권과 직무상 작성한 서면 등 제출거부원칙(Work Product
Doctrine)이 추상적으로 성문화 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소송법적으로는 의뢰인과 증인
간의 신분관계상의 이유로 증언을 강요하는 것이 정의에 반하거나 진실한 증언을 얻을
기대가능성도 낮은 경우, 이러한 상황의 비밀에 관해서는 진실 발견의 목표를 희생하고
서라도 비밀보호의 가치를 존중하겠다는 표현으로 읽을 수 있다.30)
미국에서는 연방증거법상 인정되는 특권으로서 의뢰인이 변호사로부터 법적 조언을
획득할 목적으로 변호사와 비밀의 형태로 행한 의사교환(communications)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특권을 말한다. 증거법상의 대원칙이므로 이에 따른 행위를 전미
변호사협회 혹은 주변호사협회가 징계할 수 없게 된다. 상대방으로부터 요구되는
subpoena, deposition, interrogatory 등 모든 절차에 대항하여 주장할 수 있다. 의뢰
인의 권리이므로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소송 절차에서 진술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태로 이
루어지게 되는데,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가 규율하는 비밀의 대상에 비하면 보다 보호
대상이 협소하다.
변호사-의뢰인 특권은 매우 강력하여 의뢰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는 것
이 연방대법원의 다수 의견이다.31) 당장은 그 비밀이 진실 발견을 위해 꼭 필요하겠지
만, 사법 시스템 운영의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의뢰인의 변호사에 대한 신뢰가 정립되어
모두에게 좋은 것이라는 이유이다. 중요한 점은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의사교환에만 특
권이 인정될 뿐 의사교환의 전제가 된 사실(underlying facts)은 진술거부 대상이 아니
라는 것이다.32) 따라서 의뢰인은 예를 들어 “당신이 변호사에게 무엇이라 말하였는가.”
27) 제112조(업무상비밀과 압수)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
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단, 그 타인의 승낙이 있거
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28)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
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29) 제315조(증언거부권) ① 증인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세무사·의료인·약사,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직책 또는 종교의 직책에 있거나 이러한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② 증인이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0) 배기석, “변호사비밀유지의무의 완화 경향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51권 제4호 (2010), 3.
31) Swindler & Berlin v. U.S., 524 U.S. 399 (1998). 오코너 대법관을 비롯한 3인은 사망자의 비밀 공개에
대하여 이익형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78 ❚ 한국헌법학회·사법정책연구원 공동학술대회 - 직무상 비밀에 대한 헌법상 보호

등의 질문에 답변을 강요받아서는 안되지만, “당신은 외국 공무원에게 돈을 지불하였습
니까?” 등의 사실에 대한 질문에는 반드시 답변하여야 한다.
우리는 지난 2012년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 하급심에서 인정하였던 변호사-의뢰인
특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다.33) 피고인 회사에 대한 압수수
색에서 법무법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았던 이메일 의견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할지의 여부를
놓고, 1심과 2심에서는 공개거부의 특권을 인정하였지만 대법원은 특권을 부정하였다.34)
특히 1심법원에서는 특권의 명문 규정이 없는 우리 법제에서도 현행법상 인정되는 비밀
유지 규정들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헌법 제12조 제4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변호인의 조
력을 받을 권리의 하나로서 공개를 거부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
다. 반면 대법원은 관련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아직 수사나 공판 등 형사절차가 개시
되지 아니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사람이 일상적 생활관계에
서 변호사와 상담한 법률자문에 대하여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으로서 그
비밀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의뢰인의 특권을 도출할 수 있다거나, 위 특권에 의하여
의뢰인의 동의가 없는 관련 압수물은 압수절차의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재판의 증거
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3. 헌법적 의미
결국 이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변호사-의뢰인 특권을 우리 사법 체계상 어느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일 것인지의 문제로 환원된다. 우리 법체계에서의 의미란 무엇보다
헌법의 규범과 원리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로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비밀유지의
무 등에 관하여 헌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헌법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
권 보장 수단으로 인정하고 장려하였다면, 현실에서 그 실질적 작동이 가능한 정도를 유
지하는 모습의 제도 디자인은 논리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 헌법에는 기본
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혹은 권리)가 존재한다. 같은 맥락으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도
헌법 규범의 규범력 확보를 위해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다만, 현재 우리 법제에
서는 미국의 것과 비교하였을 때 윤리적 문제에 직면한 변호사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을
32) Upjohn Co. v. U.S., 499 U.S. 383 (1981).
33)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
34) 본 판례에 대한 자세한 평석은 윤종행,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의사교환 내용과 증언거부의 특권”, 홍익법학
제14권 제2호 (2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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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시킬 가능성이 높다. 윤리규범의 차원이든 실정법 차원이든 더욱 구체적인 행위규범
에 의하여 인도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변호사-의뢰인 특권은 기존의 소송법 규정을 통해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
의 의뢰인과 변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속히 입법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보장이 문제되는 경우가 대부분 소송 절차에서라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비
밀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위 비밀유지의무가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영미에서 특권이라 불리는 것은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은 아니지만 기본권 못지않은 보
호의 필요성 때문에 실정법을 통하여 보장해주는 권리를 말한다. 즉, 기본권 보장의 전제
가 되는 권리이자 기본권 유사적 권리라 할 수 있다. 주로 전문직 종사자들의 직무와 관
련한 사안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의뢰인인 시민의 권리 보호의 목적뿐만 아니
라, 이러한 특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자칫 자율규제를 행하고 있는 전문직을 지탱하는
질서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을 때 특별한 조치로서 보호할 필요성에 의하여 정당화된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헌법상 인정되는 자기부죄금지법리의 실질화를 위하여 증언거
부의 특권이 필요하다.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의뢰인과의 신뢰를 유지하여 전체 변호사
직역의 존립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권이 필요하다. 이 필요성이 헌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
는 것이면 물론 받아들이지 말아야겠지만, 비밀보장의무에서 살펴보았듯이 변호사의 조
력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 헌법적으로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특권이라고 본다. 다
만, 역시 이 특권을 인정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적절한 조치
가 제도적으로 먼저 이루어져야한다. 소위 변호사의 윤리적 책임을 강력하게 규범화 한
후에 자율규제의 실천을 몸소 보여주고, 헌법적 특권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어차
피 특권의 주장이 헌법 원리나 본질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강력한 필요에 기
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필요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권리 주장에 따른 책임 이행을 먼저
보여야만 필요성에 설득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IV. 당사자주의
의뢰인의 비밀 유지를 위한 변호사의 여러 권리, 의무가 헌법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우리 헌법 제12조의 목적과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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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에 합당함을 논증하여야 한다. 앞서 의뢰인의 비밀 유지가 사법 절차에서 의뢰인의
권리 뿐 아니라 변호사의 직무 활동의 핵심을 이루는 요소임을 밝혔다. 여기에서 우리의
사법절차가 당사자주의 제도와 실천적으로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밝히는 것이 중
요하다. 의뢰인 보호를 위한 변호사의 권리 의무가 당사자주의 제도를 중심으로 발전하
여 왔으며, 그 강력한 제도적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주의 제도가 우리 사
법절차와 관련한 헌법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면, 결국 의뢰인의 비밀 보호에 관한 변
호사의 역할 또한 우리 헌법질서에서 설계된 각종 사법절차, 즉 형사소송을 비롯한 민사,
행정 소송절차 등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 또한 증명될 것이다.
형사소송법 학계에서는 형사소송에서의 당사자주의를 “검사와 피고인이 소송의 주도
적 지위를 담당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고 법원은 제3자의 입장에서 대립당사
자인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과 입증을 판단하는 소송구조”로 파악하고, 직권주의를 “법원
이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담당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는 소송구조”라 이해하
고 있다.35) 하지만 엄연히 직권주의적 기반이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고,36)
반대로 직권주의 구조를 탈피하여 진정한 당사자주의로 변모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
다.37) 이러한 정의 위에서 우리 형사소송법 체계가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요소의 적절
한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최근 공판중심주의를 둘러싼 논쟁에서
극명히 드러나듯,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의 제도적 차이점을 극복하기도 만만치 않아 보
인다. 소위 계수법학의 길을 걸어온 우리 법체계의 근본적 문제점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
깊이 들어가면 검찰 경찰의 수사권 공소권 구분 논쟁까지 얽힌 매우 복잡한 문제로 발전
하게 된다. 결국 이질적 제도가 공존하고 이를 이질적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 또
한 충돌하고 있으나, 결국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에서 볼 수 있었던 바와 같이
우리 법제에 내재된 당사자주의 요소를 찾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의뢰인의 비밀보장에 관한 변호사의 역할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미국에서 변호사 윤리규범은, 그것이 제정법(statute)의 형식으로 제정되어 있는 것
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규범력을 발휘하고 있다. 우리의 개념상 편의를 위하여 윤
리규범이라 번역하기는 하지만, 실제 규범의 형태는 추상적인 윤리 의무를 강제하는 내

35) 임웅, 앞의 글, 188.
36) 이완규, “공판중심주의를 둘러싼 개념상의 혼돈과 해결방법”, 「법조」 제585호 (2006).
37) 예컨대 박노섭, “직권주의 형사소송구조론 비판: 직권주의 소송구조의 고유성에 대한 연혁적인 고찰”, 「비교
형사법연구」 제12권 제1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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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아니라, 매우 상세한 구체적 행위규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이 규범을 관
할하고 적용하는 변호사협회와 주법원은 구성원에 대하여 강력한 징계의 권한을 보유함
으로써 규범의 실천력을 담보하고 있으며, 실제 변호사의 업무 수행 과정도 강력히 통제
하고 있다. 법원에도 변호사 윤리규범 위반에 의한 판례가 엄청나게 축적되어 선례를 형
성하고 있다. 우리 변호사들의 유일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의 권한을 가지고 있
기는 하지만 집행이 미미한 점과는 상당히 대비되는 대목이다. 이처럼 영미에서 변호사
윤리규범이 정치하게 발달한 데는 당사자주의 제도가 지배하고 있는 법체계가 원인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사법 시스템을 통하여 밝혀낼 진실은 결국 “증거”에 기초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따
라서 어떤 증거를 고려대상으로 할 것인가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다. 재판
에서 증거를 결정하는 일은 판사의 몫이다. 제도의 특성을 불문하고 이는 공통적으로 인
정되는 바이다. 하지만 증거제출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를 놓고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가 크게 대립한다. 전자에서는 이를 소송에 참가한 양 당사자에게 두는 것이고 후자에서
는 여전히 판사에게 맡겨 두는 것이다. 즉, 당사자주의 시스템 하의 각 소송 당사자들은
증거법(rule of evidence)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자신에게 유리한 모든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판사 역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한다는 명목으로 당사자에게 지시하여 자신의 판단
에 필요한 특정 증거를 제출하라 요구하지 못한다. 반면 직권주의에서 판사는 당사자의
주장을 기초로 하여, 자신의 판단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증거의 제출을 직권으로 명할
수 있다. 요컨대 양 시스템의 가장 큰 차이는 사법 절차를 과연 누가 주도하느냐에 있다
고 말할 수 있다.
당사자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로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중립적이고 수동적
인 판단자(adjudicator), 둘째, 당사자의 증거 제출, 마지막으로, 고도로 체계화 된 변론
절차 등이다.38) 이들 셋은 서로 어느 것 하나 빠짐이 없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게 된다.
판단자는 수동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미리 예단을 가지고 절차를 이끌어 갈 수 없으며 대
신 분쟁에 참가한 당사자들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partisan) 이 판단자를 설득하는 데 최
선을 다하게 된다. 어찌 보면 이 제도는 진실을 발견하는 것 자체보다 분쟁을 어떻게든
‘해결’ 하겠다는 의지에 더 큰 비중을 더 두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39) 기본적으로 분

38) Stephan Landsman, The Adversary System: A Description and Defense, 1984, 2-6.
39) Landsman, 위의 책,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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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당사자들이 제출하는 증거가 모자람을 이유로 판단자가 그 이상의 증거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사자주의 제도 하에서 이 판단자는 통상 판사보다 배심원(jury)으로 상징된다. 미
국에서 범죄인이 공정한 배심재판을 받고자 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리이다.40) 배심원은
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이 아닌 평범한 시민들이다.41) 법 지식이 없다
는 것은 중립적, 수동적 판단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다. 평범한 시민을 설
득할 만큼의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원리가 여기에서 도출된
다.42) 반면, 우리의 직권주의 구조 하에서는 절차의 진행과 판단을 판사가 담당하므로
배심원단을 꾸릴 필요가 없다.43) 법원의 필요에 의한 증거의 수집이 용이하므로 신속한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또한 국가기관인 법원이 주도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므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수월하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거론된다.
당사자주의 제도를 뒷받침하는 법률적 배경으로서 정치한 증거법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과 변호사의 활동에 관한 윤리규정이 엄격하다는 점은 필수적인 내용이다. 배심원을
앞에 두고 각 당사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에 돌입하므
로 증거를 조작하거나 불합리한 억지 증거를 제시할 위험 또한 높다. 변호사가 윤리적이
지 못한 변론 행위를 하게 될 유혹에 빠지기 쉬운 환경인 것이다. 변호사 윤리규범이 발
달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결국 어떠한 제도를 취하든 이것이 헌법의 규범적 원리에 합당하다면 헌법적으로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대륙의 직권주의 요소를 바탕으로 한 우리의 소송제도에서
도 당사자주의적 요소가 이미 정착했다고 보는 학자와 실무가들이 많은 것을 보면 당사
자주의의 장점이

40)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6조.
41) 배심제도는 ‘결투에 의한 재판(trial by battle)’, ‘고문에 의한 재판(trial by ordeal)’으로 상징되던 중세의
비합리적 분쟁해결방법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다. 영국의 지역사회 단위(shire, hundred 등)별로
대표자들이 재판의 최종 판단을 하였던 관습에서부터 시작되었다. J. H. Baker, An Introduction to
English Legal History (2002), 71-81.
42) 법의 지배(rule of law) 원리가 지배하는 사법판단에 사법 엘리트뿐만 아니라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배심제는 민주주주의 원리와 어느 정도 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43) 우리도 2008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제한적이나마 배심제도를 도
입하고 있다. 물론 배심제도 자체가 가지는 문제점도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무엇보다 배심제 도입의
전제조건으로 여겨지는 유죄인정협상(plea bargaining)을 우리 현실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검찰과 피의자 간에 처벌이 거래되는 사실이 우리의 법감정과 정의감정에 조화될 수 있을지는 더 연구할 필
요가 있다. 만약 지금처럼 배심제의 도입에 제한성을 유지한다면 어느 정도까지이어야 하는지, 어떤 사건에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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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사법개혁의 명목으로 제도 도입의 강력한 드라
이브가 걸린 적도 있었다는 점에서는 더욱 헌법적으로 눈여겨 볼 필요가 증가하였다고
본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헌법적 정당화를 획득하
기 위해서는 좀더 역동적인 변호사들의 활동이 필요하다. 이는 몇몇 개별 변호사들의 노
력으로 달성될 목표가 아니며, 변호자 직역 전체의 노력, 그리고 특히 소송제도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합의 또한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제도디자인의 혜택을 받게 되는
첫 번째 대상이 사법 시스템을 이용하는 국민들인가 하는 점이다. 오로지 국민의 사법서
비스 향상을 위해 신중한 논의를 거친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V. 결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제도적 실천을 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그간 헌법학계에서 별로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던 주
제이다. 이제 소송에서 인권 보호를 위한 변호사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만들어지는 비밀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였다. 우리 사
회가 형식적 기본권 보호의 단계를 벗어난 지는 오래 되었다. 변호사를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며 그것이
국민의 권리 보호에 얼마나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비밀보호의무
와 변호사-의뢰인 특권은 정치한 입법화를 통해 기본권의 실질화를 꾀할 중요한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그 전제조건으로 변호사 직역의 책임있는 자율규제가 먼저 확립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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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토론문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사·의뢰인의 비밀보장

정 주 백*
44)

장철준 교수님의 발제에 감사드립니다. 학은을 입어 많이 배웠습니다.

1. 최근 검사가 로펌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사건을 계기로 “변호사의 비밀
유지” 문제가 이슈로 되었다. 다만, 검사는 영장을 집행하지는 않았고, 해당 로펌으로부
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2. 관련조항
가. 변호사법
(1) 변호사법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
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처벌 규정은 없음

(2) 개정안
지난 19대 국회에서 노철래의원은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법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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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제안 이유
의뢰인이 변호사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의사교환이 비밀로서 보호되는 것이 필수적임.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여하는 것과는 별개로 의뢰인에게 변호
사와의 의사교환 내용의 공개나 개시를 거절할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나 현행법에서는 이
를 인정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임.
이에 누구든지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의사교환 내용 및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작성한 자료 등을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거나 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
여 의뢰인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임(안 제26조제2항 신설).

(나) 개정문
변호사법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의사교환 내용 및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작
성한 자료 등을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거나 개시(開示)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다) 경과
2014. 4. 15. 소위 회부, 임기만료로 폐기1)2)

1)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관련 부분
□ 다만, 의뢰인 권리를 새롭게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찬반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
요하다고 판단됨.
○ 찬성론은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뢰내용 등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의뢰인이 충
분하고 안전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의뢰인 권리가 인정되고 있는 외국 로펌
들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임.
○ 반대론은 영미법계에 특유한 의뢰인 권리를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고, 의
뢰인 권리를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권이나 행정기관의 조사권이 지나치게 많은 제한을 받게 되어 실
체적 진실 발견이 어렵게 된다는 것임.
2) 전문위원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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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형사소송법
제112조(업무상비밀과 압수)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
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
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단, 그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
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
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
에는 예외로 한다.

다. 민사소송법
제315조(증언거부권) ① 증인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언을 거
부할 수 있다.
1.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세무사·의료인·약사, 그 밖에 법령에 따
라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직책 또는 종교의 직책에 있거나 이러한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2.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② 증인이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변호사윤리규정
제18조[비밀유지 및 의뢰인의 권익보호] ①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
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한다.

노철래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은 누구도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의사교환 내용 및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
하여 작성한 자료 등을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거나 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
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찬성하는 견해와 수사기관의
수사권에 대한 제한이 되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렵게 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
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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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변호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의뢰인과 의사교환을 한 내용이나 의뢰인으로부터 제
출받은 문서 또는 물건을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변호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작성한 서류, 메모, 기타 유사한 자료를 외부에 공개
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의뢰인의 동의가 있
는 경우 또는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
서 이를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다.

제35조(사법권의 존중 및 적법 절차 실현) 변호사는 사법권을 존중하며, 공정한 재판
과 적법 절차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다.

마.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
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검안서·
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
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
른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
나 발표하지 못한다.
②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검토
가. 비밀유지의무의 내용
- 법률적 차원에서는 변호사는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규정된 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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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각 조항의 문언상, 각 수범자가 적극적으로 공개에 나서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
으로 보임.
- 압수수색에 응하는 것은,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는 것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임. 적
법한 개시 요구에 응하는 것은, 비밀유지의무조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
임.
- 다만, 단서의 해석상, 본문이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중대한 공익상
의 이유가 있으면, 비밀유지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각 수
범자가 적극적으로 공개하더라도, 위 각 단서에 의하여 면책되어질 수 있음.

나. 형사소송법 제112조
- 이 조항은 조금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봄. 권리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음. 따라
서 압수할 권한 있는 자(예를 들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자)가 압수하고자 하
는 경우에도 이를 거절할 수 있음.
- 이러한 권한은 위의 비밀유지의무에서는 도출될 수 없음.
- 다만,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만 보호의 대상임. 따라서 변
호사가 직접 작성한 법률의견서나 휴대폰을 통해 송수신한 문자, 전자 이메일 등
은 압수를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임.
- 나아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
될 것임.
- 해석에 있어서 조금 당혹스러운 것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한 것과 그 뒤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연결시켜 보았을 때임.
- 위 문언을 보면, 압수수색영장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발부될
수 있다는 것임. 지금의 이슈인 ‘비밀유지’의 문제와 연결시켜 보면, 변호사를 상
대로 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함에 있어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영
장이 발부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 아닌가하는 점에서 문리해석상, 법은 변호사
를 상대로 한 압수에 대해 큰 배려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음.
- 나아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나 하는 점에서도 문제될 것임.
이것은 변호사윤리규정 제35조와의 관계속에서 더욱 문제될 것임.
- 또, 중대한 공익의 필요성을 누가 판단할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될 것임. 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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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부한 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이 이를 판단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생길 것임.

4. 질의
- 변호사를 공익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자로 볼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한 판단에 따라 이 문제의 결로는 많이 달라질 것임.
- 입법자는 양자를 교량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제화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변호사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지우고, 그에 따라 실체진실의 발견은 일보 물러나도
록 규정.
- 즉, ‘비밀유지’를 변호사의 의무로 하면서 ‘일부’ 압수를 거부하는 것으로 정한 것
임.
- 그런데, 발제자의 의견이 (토론문 작성시까지는), 드러나지 아니하여, 토론자로서
‘討’를 하기 어려운 바가 있음. 논지상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좀 더
움직여야 한다는 것으로 보임.
- 생각할 수 있는 안으로는, 형사소송법 제112조의 적용대상을 확장하는 방법이 있
음.
- 변호사의 비밀유지‘권’?3)
- 그렇더라도 법원의 영장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됨. 형
소법 제112조의 해석론에 의하더라고 그러함.
- 위 황용환의 글에서도, “그렇다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변호사 사무실에 대
하여 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4)고 함.
- 그렇다면, 법원의 영장 발부와 집행이 문제된 현 상황에서, 영장청구가 부당하다
거나 영장 발부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함.
- 이번 영장청구나 발부를 부당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비밀유지권이 보
장된다고 하여야 할 터인데, 그것은 한 쪽에 치우친 입장이 아닐까, 생각 됨.
- 예를 들어,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구속영장은 발부될 수 없다,는 것이 위의 부
3) 황용환,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법률신문, 2016-08-22 11:54:43 입력 기사. https://www.lawtimes.co.kr
/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02658
4) 위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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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의 결론과 같은 맥락이라 할 것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로부터 절대적
비밀유지권이 도출되기는 어려울 것임.
- 이 점에 대한 발제자의 의견을 묻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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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토론문

헌법상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의 범위와 그 한계

채 명 성*
5)

1. 머리말
올해 8월 롯데 그룹의 자문을 맡았던 모 로펌에 대하여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
부받고 해당 로펌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의 대형 로
펌 압수수색은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헌법
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비밀유지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상당한 논란
이 벌어졌다.

그리고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의뢰인 비밀유지권은 미국이나 유럽은
물론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임을 강조
하며, 수사대상 기업의 관련 자료가 변호사에게 있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이 법원에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
고 법치주의를 훼손시킨 일임을 강조하며 재발방지를 촉구한 바 있다.

2. 현행법상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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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변호사
법 제26조), 형사소송법은 변호사가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149조). 또한, 변호사
는 민?형사상 직무상 비밀에 대한 증언거부권도 보유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315조, 형
사소송법 제149조).

반면, 압수의 경우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한하여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을 뿐 보다 본질적이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주고받은 문서
와 이메일 등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
112조).

다만, 이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19대 국회에서 노철래 의원이 의뢰인과 변호사간의
의사교환 내용 및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작성한 자료 등도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1)

그런데 현행 형사소송법은 변호사의 증언거부권과 압수거부권의 예외 사유로 본인의
승낙과 함께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112조, 제149조). 노철
래 의원의 변호사법 개정안 역시 의뢰인과 변호사간의 의사교환 내용 등에 대한 공개거
부권의 예외 사유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들고 있다.

하지만 ‘중대한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인 해석에 대하여는 아직 실무상 제대로 된 논
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해석을 따를 경
우 사실상 무제한적 압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법이 예외를 둔 취지 자체를 몰
각시킬 우려가 있어 채용하기는 어렵다.2)
1) 변호사법 제26조 제2항 신설
“누구든지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의사교환 내용 및 변호사가 의뢰인 등을 위하여 작성한 자료 등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거나 개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형사소송법이 단순히 ‘공익상의 필요’가 아닌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라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최소한 개인의
생명, 신체상의 이익과 직결되거나 중대한 국가적·사회적 법익 침해와 직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중대한 공익
상 필요’가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은 변호사 외에도 공증인, 공인회계사, 의사, 조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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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에 대한 판례의 태도
서울고등법원은, 변호인의 비밀유지권과 관련하여, “비록 우리 현행법상 명문의 규정
은 없지만 변호인의 조력에 관한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현행법상 변호인과 의뢰
인 사이의 비밀유지에 관한 각 규정의 취지 및 한계, 미국,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에서 의뢰인이 법률자문을 받을 목적으로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
교환에 대하여 의뢰인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 또는
legal professional privilege 등의 이름으로 불림)이 판례상 인정되고 있는 점 등을 고
려하면,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하여 비록 형사소송법 등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있
지 않으나 헌법 제12조 제4항 에 의하여 인정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중 하나로
서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에서 의뢰인이 법률자문을 받을 목적으로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
사 교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특권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보아
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09. 6. 26. 선고 2008노2778 판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보
호 범위 등에 관한 헌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아직 수사
나 공판 등 형사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사람이 일상적 생활관계에서 변호사와 상담한 법률자문에 대하여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
을 권리의 내용으로서 그 비밀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의뢰인의 특권을 도출할 수 있다
거나, 위 특권에 의하여 의뢰인의 동의가 없는 관련 압수물은 압수절차의 위법 여부와 관
계없이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당해 사안에서는 해당 증거가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
는다고 판시하여 원심과 동일한 결론을 유지한 바 있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
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

한편,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결정은 아니지만 헌법재판소는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접견
과 관련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필수적 내용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변호

등에 해당되는 자 역시 동일하게 증언거부권과 압수거부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변호사의 경우에는 헌법이 보
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다른 직군과 달리 엄격한 해석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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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의 접견교통권이며 이러한 접견교통권의 충분한 보장은 구속된 자와 변호인의 대화
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제한ㆍ영향ㆍ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접견(接見)을 통하여서만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판
소 1992. 1. 28.자 91헌마111 결정).

4. 의뢰인 비밀보장의 필요성
우리 헌법이 천명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피의자나 피고인이 제대로 보장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검사가 대등한 조건하에 형사재판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만
약 검사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주고받은 문서나 이메일을 무제한적으로 압수하고 재
판에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기대등의 원칙은 실현될 수 없으며, 피
의자나 피고인은 변호사와도 제대로 사건에 대한 의사교환을 할 수 없게 되어 형사재판
제도 자체가 마비될 수도 있다.

결국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
므로 단순히 압수수색 요건을 갖추었다는 이유만으로 영장이 발부되어 압수수색이 이루
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영장제도를 개선하여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영장발부시 통상의
경우보다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가급적 임의제출에 의하도록 하며, 영장의 대상
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사안과 무관한 비밀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실체적 진실발견 자체를 도외시할 수는 없지만 의뢰인과 변호사간의 의사교환 내용
및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작성한 자료 등의 압수와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
지 않은 점은 입법의 불비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점에서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
안의 발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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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토론문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사·의뢰인의 비밀보장

양 은 경*
3)

변호사-의뢰인의 비밀공개거부권 (편의상 ACP라 한다)은 당사자주의의

맥락에서

더 중요성이 커진다는 발제 요지에 공감한다. 당사자주의가 변호사의 사회적 책무를 강
조하는 우리 법체계와 사회적 인식과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변
호활동의 본질에는

당사자주의가 보다 부합한다. 사건을 맡기는 입장에서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의뢰인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자신의 비밀을 변호사와 공유하게 된다. 무기대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전선이
형성되는 것이다. 때문에 ACP는 당사자주의에서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ACP가 논의되는 맥락의 상당 부분은 형사절차와 관련있다. 압수수색에서 의
뢰인의 영업비밀이 담긴 서류가 압수되는 경우나, 변호사가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증언하여 의뢰인의 비밀이 법정에서 노출되는 경우 등이다. 이하에서는 조금 다른 맥락
에서 보고자 한다. 바로 언론 취재경쟁상황에서의 ACP이다.

제출이나 공개가 강제되는 형사절차와 달리 기자들의 취재에는 강제성이 없다. 변호
인으로서도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실제로도 성공적인 재판 결과를 ‘홍보용’으로 활용
하거나,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구하는 경우가 아닌 한 자신이 담당한 사건에 대한 취재에
변호사들이 협조적인 경우는 많지 않다.
* 조선일보 기자, 변호사

96 ❚ 한국헌법학회·사법정책연구원 공동학술대회 - 직무상 비밀에 대한 헌법상 보호

최근 ‘최순실게이트’를 둘러싼 치열한 취재현장에서도 대부분 피의자 또는 피고인들
의 변호사들은 ‘비밀유지의무’에 충실한 경향을 보인다. 대부분의 경우 통화연결도 힘들
정도로 언론접촉을 자제한다. 심지어 자신이 누구를 변호하는지를 숨기고, 영장실질심사
등 취재현장에서는 변호사임에도 자신의 신원을 숨기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언론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변호사들에게 털어놓는 사
건 내용과 전후 사정은 집중적인 취재 대상이다. 특히 최순실 차은택 안종범 등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많은 취재기자들은 검찰 내부취재가 아니면 변호사들
의 ‘입’을 쳐다볼 수 밖에 없다. 전화 연결은 아예 포기하고, 변호사가 사무실을 드나드는
잠깐의 순간을 붙잡기 위해 변호사사무실 앞 복도에 출근하다시피 해서 진을 치는 기자
들의 모습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처럼 조심에 조심을 거듭하는 한편에는 변호인의 적극적인 활동이 두드러지기도
한다. 지난달 30일 전격 귀국한 최순실씨의 경우 귀국 당일 오전 9시 30분에 이경재 변
호사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내용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전격 귀국에 맞춰 기자회견을 여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다. 이
후에도 이 변호사는 간간히 취재진을 만나 발언을 했다. 공소장 내용에 대해 “검찰의 소
설”이라고, 차은택씨가 기소 이후 최씨의 책임을 강조한 데 대해서도 역시 “소설이다. 잡
범들끼리 책임 미루는 것도 아니고…”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때로는 변호인이 주최한 ‘브리핑’이 열리기도 한다. 이 자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
는 입장을 넘어 의외의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7일 구
속기소된 차은택씨의 경우이다. 그의 변호인인 김종민 변호사가 기소 직후 기자단 브리
핑에서 “최순실씨의 주선으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만났다”고 폭로한 것이다.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을 찾아가 보라”는 최순실씨의 지시에 따라 차씨가 2014년 6월~7월 당시
김 비서실장 공관에서 김 실장을 비롯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정성근 문체부
장관 후보자를 만났다는 것으로 이는 ‘최순실씨를 모른다’는 김 전 실장의 그간의 진술과
배치되는 것이었다. 김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차씨가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
남개발 회장, 최순실씨와 2014년 함께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다’라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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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했다.

기업들에게 K스포츠·미르 재단의 모금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경우에도 검찰조사 초기부터 ‘모금은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진술
이 흘러나왔다.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인 홍기채 변호사는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나 “박 대
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아랍에미리트출장을 같이 갈 사람이 차은택씨’라고 소개해줬다”
고 밝혔다. 그 전에는 차씨를 몰랐다가 박대통령의 소개로 알게 됐다는 것이다. 또한 안
전 수석이 연루된 광고사 강탈 및 KT인사개입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에둘러 표
현하기도 했다.

공소사실 부인을 넘어 새로운 사실을 알리기까지 하는 이들 변호인들의 활동에는 일
정한 방향이 있다. 여러 사람이 공범으로 얽힌 사건에서 자신의 클라이언트가 아닌 다른
피의자(피고인)에게 주의와 책임을 돌리는 것이다. 일찌감치 ‘대통령의 지시’이야기가 나
왔던 안 전 수석의 공소장에는 결국 총수 면담 주선, 광고회사 관련 이권 개입 등 각종
행위에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됐다. 이는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안 전 수석의 강요 내지 직권남용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
아 수행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낮아졌다.

차은택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차씨 변호인이 김기춘 전 실장 관련 발언을 한 배
경에는 ‘차씨가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을 김 전 실장에게 소개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
었다. 그 경위를 묻는 과정에서 변호인은 “오해가 있다”며 “차씨가 송 전 원장을 최순실
씨에게 추천한 것은 맞는데 김기춘 실장에게 송 전 원장을 추천한 것은 아니다”며 총리공
관에서 차관, 장관후보자와 만난 사실을 알린 것이다. 최씨가 차씨에게 여러가지 사업이
야기를 했는데 선뜻 믿을 수 없었던 상황에서 최씨가 ‘총리공관을 찾아가보라’고 했고 이
곳에서 김 전 실장과 10분 면담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즉 자신은 최씨가 아니면 김 전 실장을 만날 일도 없었고 따라서 김 전 실장에게 직
접 누군가를 소개할 위치가 아니라는 요지다. 그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불똥이 튄 김 전
실장은 ‘대통령의 지시로 차씨를 만났을 뿐, 최씨와는 아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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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인은 다음날 “차씨가 최순실씨로부터 ‘내가 이야기해 놨으니 비서실장에게 가면 무슨
이야기를 할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며 재반박하면서 진실공방이 벌어지기도 했
다. 차씨의 발언에는 한때 동업자였던 최씨가 ‘모든 것을 안고 가라’고 한 데서 온 서운함
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문화계의 황태자’로서 인사전횡을 벌인 게 아니고 결
국 최씨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편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 최씨의 변
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삼류소설 만들지 말라”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경우 언론 접촉을 꺼리는 민감한 사항에서 이러한 브리핑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이뤄진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비밀누설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익이 되는 범위에서의 적극적인 공개로 볼 수 있다.

물론 변호인의 브리핑이 아니더라도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범위는 정해질 것이
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변호인들의 이러한 ‘언론플레이’가 달갑지 않을 수 있다. 수사의
기밀성을 해치고 수사기관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사 초기에는 과열 양상을 띄다가 기소 이후 법정에서는 오히려 관심
이 식어 ‘잊혀진 사건’이 되는 지금의 보도 경향이 유지되는 한 수사 초기의 여론형성은
피의자에 대한 ‘평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변호인으로서는 여론의 향배
를 좌우하는 데 도움이 될 당사자의 진술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변호활동의 새로운 형
태로 보인다. 기자들이 정보에 목마른 상황을 잘 활용했다는 점에서 그 효과도 크다. 단
순히 숨기는 데서 벗어나 협력관계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는 측면에서 앞으로 변호활동의 새로운 유형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토론문 - 제2주제: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사·의뢰인의 비밀보장 ❚

99

제2주제 토론문

헌법으로부터
Attorney-Client Privilege의 도출

차 진 석*
4)

1. 서론
가. ACP 도입에 관한 논의의 시작 배경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구체적 실현 수단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변호사
-의뢰인의 특권(영미법계에서는 ‘Attorney-Client Privilege’라 한다. 이하에서는 편의
상 ‘ACP’ 내지 ‘비밀공개거부권’ 또는 ‘비밀유지권한’이라 부르기로 한다)은 서울중앙지방
법원 2007고합877 사건 판결 선고 후부터 그 인정 여부에 관해 논의가 시작되었다가, 최
근 검찰이 대기업에 대한 탈세사건을 조사하면서 법무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
아 의뢰인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는 사건이 발생하자 그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해졌다.
한편 위 형사사건의 상고심(2012. 5. 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은 “헌
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아직 수사나 공판 등 형사절차
가 개시되지 아니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사람이 일상적 생활
관계에서 변호사와 상담한 법률자문에 대하여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으로
서 그 비밀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의뢰인의 특권을 도출할 수 있다거나, 위 특권에 의
하여 의뢰인의 동의가 없는 관련 압수물은 압수절차의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여 검사가 압수한 변호사 작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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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을 배척하기 위한 증거법칙으로 ACP를 받아들이지 않는 듯
한 판시를 하였다.

나. 대법원 판결 이후 학계와 법조계의 논쟁
위 대법원 판결 이후,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구체적인 권리가 별도의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정법상의 권리로 인정되기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거나, 반대로 의뢰인이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기 위해서는 ACP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고 구체적 입법
에 의한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헌법합치적 해석을 통해 ‘피의자신문참여권’을 도출한
사례를 들면서 현행법 체계에서도 별도의 입법 없이 ACP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는 등 견
해의 대립이 있었다.
다만 ACP는 합헌적 장치임이 틀림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강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2013. 11. ‘누구든지 의뢰인과 변호사간의 의사교환 내용 및
변호사가 의뢰인 등을 위하여 작성한 자료 등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거나 개
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의 변호사법 제26조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다. 토론자의 의견 제시
기본적으로 토론자도 ACP를 입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는 것에 반대할 생각
은 없고,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다만 그 입법에 있어서 헌법적 문제를 포함하여
몇 가지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ACP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누구를 위한 제도이고, 우리 법제
에 왜 필요한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입법자가 입법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기
본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입법 과정에서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는 것을 미
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1)
둘째, 헌법 제12조 제4항에서 ACP의 헌법적 기원을 찾는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

1) 아울러 입법 이전에 헌법에서 ACP를 곧바로 도출하여 적용하려면 그에 대한 충분하고도 정확한 이해가 뒷받
침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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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권리를 구체화하는 입법은 기본권 형성적 성격을 가지고, 넓은 범위의 입법 재량을 가
지나, 이 경우 형사절차에 한해서만 ACP가 기능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다.2) 따라서 ACP에 관한 보다 많은 헌법적 근거를 찾기 위해 논의의 범위를 확대할 필
요가 있다.
셋째, 법률시장이 커지고 변호사의 조력을 얻고자하는 수요가 증가할수록 ACP의 적
용이 필요한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입법의 문제로 치부하고 입법자
의 결단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 결국 앞서 본 대법원 판례를 재음미하여 별도의 입
법 없더라도 ACP의 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오로지 헌법해석만으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냐에 관한
헌법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2. ACP에 관한 정확한 개념 정립과 이해의 필요
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1) ACP는 본래 변호사가 주장할 수 있던 것으로 충성의무를 부담하는 의뢰인에 대
하여 불리한 증언을 함으로써 신사로서의 변호사 명예를 실추하는 것을 사전예방하기 위
한 것이었다.3) 그러나 현재 영미법계에서 ACP의 최종 향유권자는 변호사가 아닌 ‘의뢰
인’이고, 변호사는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ACP를 주장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경
향이 강하다.
2) 미국 판례를 살펴보면, ACP는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4) 의뢰인이 변
호사와 상담할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5) 의뢰인의 완전하고 충분한 의견교환을 증진
시키기 위한 것,6) 변호사가 아닌 의뢰인을 위한 것으로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ACP를

2) 헌법 제12조 제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신체의 자유에 관한 영역으로서 가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조력을 받는 것을 그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법률조
항이 가사소송의 당사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소송수행을 하는 데 제약을 가하는 것도 아니므로, 재판청구
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도 없다(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1헌마598 전원재판부).
3) 박용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작성해 준 의견서가 압수된 경우 그 의견서의 증거능력”, 13.
4) United States v. Shibley, 112 F.Supp. 734 (S.D.Calif.1953)
5) United States v. Hodge & Zweig, 548 F.2d 1347, 1354-55 (9th Cir.1977)
6)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n v. Weintraub, 471 U.S. 343, 348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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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7)으로 판시하여, 그 포커스를 ‘의뢰인’에 맞추고 있다.
3) 따라서 ACP에 관한 입법 취지나 목적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변호사 보다 의뢰인
을 중심으로 논의하여 그에 관한 구체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8)

나. 왜 필요한가
1) ACP와 관련된 현행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법령명

조 문

내 용

헌법

제12조 제4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를 가진다.

형법

제317조 제1항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
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
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

제112조

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
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단, 그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
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형사소송법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
제149조

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
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변호사법

제26조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제84조

법률

다)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
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
②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서신은 교정시설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할 수 없다.
① 증인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15조

1.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세무사·의료인·약사,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직책 또는 종교의 직책에 있거
나 이러한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7) Schwimmer v. United States, 232 F.2d 855, 863 (8th Cir.)
8) 다만, 변호사도 특권보유자 또는 특권의 주체임은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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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조 문

내 용
신문을 받을 때
2.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② 증인이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의뢰인은 위와 같은 현재의 법체계만으로도 변호사가 자신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
하여 비밀을 지킬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변호사가 그 의무를 져버린 채 이를 공개할 경
우 또는 제3자에 의해 의도치 않게 공개되거나 침해될 경우 의뢰인으로서는 공개와 침해
를 한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무렵에는 이미
비밀이 공개되어 그로 인한 치명적 불이익이 현실화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사전적으로,
보다 근본적으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영미법계에서는
이런 점을 착안하여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the duty of confidentiality)와 동전의 양
면 관계에 있는 ACP를 폭넓게 인정하여 그 침해된 비밀이 하자 없는 법률적 가치를 지
닌 채로 각종 소송절차 등에 출연하여 의뢰인의 법률상·사실상 이익을 침해하지 못하도
록 방지하고 있는 것이다.
3) 우리 법제도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변호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증
언한 경우, 그 증언이 관련 소송절차에서 증거로 다시 제출되는 경우, 제3자가 우연히 그
비밀을 취득하여 소송자료로 사용하는 경우를 무력화시킬 수단과 방법이 없다. 다만 이
런 수단과 방법은 그 침해된 비밀이 소송절차에서 증거능력을 가지는지 여부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뒤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소송법 또는 증거법에
ACP를 규정하고 있고, ACP에 의해 보호되는 의사교환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정한다. 따
라서 ACP의 국내 도입에 관한 논의의 출발점인 ‘압수된 변호사 작성의 법률의견서’가
ACP에 의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명제를 성립시킬 수 있다. 아울러 변호사 사무실의 압
수수색 대상이 ACP의 보호를 받는 결과물이라는 이유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논리도 가능
하다.

다. ACP는 무엇인가9)

9) 자세한 것은, 차진석, “변호사-의뢰인의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을 침해한 증거의 형사소송법상 증
거능력”, 외국사법연수논집(34) (2015), 213-25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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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략히 ACP에 대한 정의, 적용 요건, 적용 예외 사유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ACP의 정의 내지 적용 요건에 관하여, Wyzanski 판사는 United States v.
United Shoe Machinery Corp 사건에서 “ACP는 해당 특권의 보유자가 의뢰인이거나
의뢰인이 되려는 자이고, 의사교환의 상대방은 법원 변호사회의 회원이거나 그에 종속된
자이며, 이러한 의사교환은 변호사로서의 활동과 관련된 것이고, 의사교환은 고객에 의
해 제3자의 참여 없이 법률에 관한 의견 또는 법적 서비스나 어떤 법률 절차에 있어서의
조력을 주로 확보할 목적을 위해 변호사에게 제공된 사실과 관련되어 있고, 범죄나 불법
행위를 저지르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의뢰인에 의해 면제되지 않고 ACP가 주장되었을
때에만 적용된다”고 정의하였다. 핵심적 요건을 요약해 보면, ① 의사교환이(a
communication), ② 보호대상자 사이에(between privileged persons), ③ 비밀리에
(in confidence), ④ 의뢰인을 위해 법률 조언을 제공하거나 이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
로(for the purpose of obtaining or providing legal assistance for the client) 이
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위 요건에 해당하는, 즉 ACP가 적용되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
이의 의사교환은 서면, 녹음테이프 등 어떠한 형태로 기록되어 있던지 간에 증거로 쓸 수
없고, 그에 대한 증거조사도 할 수 없다. 당해 의뢰인과 위임계약이 종료되어도 ACP는
적용될 수 있고, 의뢰인 사망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10)
3)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2013. 11. 발의되었던 “누구든지 의뢰인과 변호사간의
의사교환 내용 및 변호사가 의뢰인 등을 위하여 작성한 자료 등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
여 공개하거나 개시를 요구할 수 없다”는 변호사법 제26조 개정안은 ‘비밀성’과 ‘의사교환
의 목적’의 부재로 인해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 ACP의 헌법상 근거
가. 형사절차에서의 ACP
현재까지의 학계와 법조계의 논의를 살펴보면, ACP의 헌법상 근거를 헌법 제12조
제4항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서 찾는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한 입법은

10) Swidler & Berlin v. United States, 524 U.S. 399, 118 S.Ct. 2081, 141 L.Ed.2d 379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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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즉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변호인을 만나고 그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권리가 아니라 형사절차라는 특정 영
역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11) 따라서 ACP를 헌법 제12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권을 보장하는 절차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중의 하나로 보
아 그 적용 영역을 형사절차에 국한시킬 것인지, 아니면 다른 헌법적 근거를 찾아 형사절
차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중재절차를 비롯하여 변호인의 조력이 필
요한 모든 법률적 영역에서도 그 효력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에 관하여는 논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나. 외국의 경우
1) 영미법계에서 ACP의 적용 모습을 살펴보면, 굳이 형사절차에 국한시키고 있지
않는다. 각종 소송절차 등에서 증거법칙으로써 역할이 매우 강하다.
2) 미 연방증거법(Federal Rules of Evidence) 제501조는 특권일반에 관하여, 제
502조는 변호사-의뢰인 특권의 포기 및 그 한계(Attorney-Client Privilege and
Work Product; Limitations on Waiver) 등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고, 뉴욕 주(州)
는 민사소송법(Civil Practice Law and Rule of New York, Article 45, Section
4503)에서 ‘의뢰인에 의해 변호사-의뢰인 특권이 포기되지 않는 한, 의뢰인과 변호사 사
이에 비밀 의사교환 내용을 알고 있는 자는 소송절차 등에 있어서 그러한 의사교환을 공
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의뢰인은 공개하는 것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
다. 또 캘리포니아 주(州)의 증거법(California Evidence Code Section 954 )은 ‘변호
사-의뢰인 특권의 보유자, 그 보유자로부터 특권을 주장할 권한을 부여받은 자, 그 비밀
스런 의사교환 당시의 변호사였던 자에 의해 특권이 주장되는 경우, 소송상 당사자인지
를 불문하고 의뢰인은 자신과 변호사와 비밀스러운 의사교환의 공개를 거부하거나 제3자
가 공개하는 것을 방지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텍사스 주(州)의 증거법(Texas Rule of
Evidence ArticleⅤ § 503)은 ‘의뢰인은 전문적인 법적 서비스의 이양을 촉진할 목적에
서 의뢰인과 변호사 등 사이에서 이루어진 비밀 의사교환이 공개되는 것을 거부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 공개되는 것을 방지할 특권을 가진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11) 이완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헌법재판소 해석방법론 검토”(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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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내지 그 변호사의 대표자가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알게 된 어떤 사실 관계를 공개
하는 것을 방지할 특권을 가진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다. 논의를 확대할 필요성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불법적으로 침
해된 비밀이 하자 없는 법률적 가치를 지닌 채로 각종 법률 판단을 위한 자료로 사용되어
재산, 신체, 인격 등에 관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의 ACP는 주로 법무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사실관계에서 논
의를 시작하여 헌법 제12조 제4항에 근거를 둔 제도로 이해하였지만, 변호사와 위임 내
지 자문계약을 체결한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사람도 ACP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헌법 제12조 제4항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 직업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
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고,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
법 제17조12)와 제18조, 재산권 보호에 관한 헌법 제23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제28조13) 등 헌법 전반에 걸쳐있는 기본권에서 ACP의 정당성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ACP 보유의 주체 중 하나인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직업적 양심과 의뢰인 보호
를 위해 비밀의 의사교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특권을 보유하지만, 더 엄밀하게는 의뢰
인을 위하여 그 특권을 반드시 행사하여야 하는 의무 또는 직업수행 자유에 대한 제한으
로서의 기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4. 별도의 입법 없이 ACP를 인정할 수 있는지
가. 대법원이 피의자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으로 ACP을 부
정하였는지
12) 정형근,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2011년),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의 헌법상 근거를 헌법 제17조에서 찾고
있다.
13) 엄밀히 말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모든 국민이 당연히 갖는 권리이다.
김학성, 헌법학원론(제4판), 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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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ACP와 관련된 사
실관계의 요지는, ‘피고인 A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위반과 관련된 A회사 내지 그 소속 임
직원의 행위에 관하여 법무법인 B에게 법률자문을 구하였고, 그에 대한 법률의견서(이하
‘이 사건 법률의견서’라 한다)를 이메일로 받아 보관하고 있었는데,14) 검사가 압수수색을
통하여 이 사건 법률의견서가 보관되어 있는 컴퓨터 등 디지털 저장매체를 압수하여 이
를 출력한 다음 이 사건 법률의견서와 이 사건 법률의견서의 작성 경위 및 기재 내용에
관하여 신문한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신청하였다‘는 것이다. 1심과 항소심은 ACP를
적용하여 이 사건 법률의견서 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아직 수사나 공
판 등 형사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사람
이 일상적 생활관계에서 변호사와 상담한 법률자문에 대하여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
리의 내용으로서 그 비밀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의뢰인의 특권을 도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15)
2) 위 대법원 판례를 두고 ‘ACP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간혹 그런
견해가 있기는 것으로 보이나 오해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 제12조 제
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일상적인 법률행위까지도 별도의
입법절차 없이 곧바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법원이 “아직 수사나 공판 등 형사절차가 개
시되지 아니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사람의 일상적인 생활관
계”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당연하다.16) 그
러나 대법원이 헌법 제12조 제4항의 적용대상인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피의자 또는 피
고인’에 대하여도 특권 도출을 명시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일상생활에
서 변호사로부터 법적조언을 얻는 단순한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사람’이 아니라
‘수사가 개시된 피의자’17)가 변호사로부터 법률상담을 받았고 그 법률상담이 기재된 법률
14) 이 사건 법률의견서가 작성될 무렵에는 A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하여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다.
15) 다만 대법원은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인 변호사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법률의견서의 진정성립 등에 관하여 진술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이 사건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하여 결
국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16) 헌법 제12조 제4항의 본질은 신체의 자유에 관한 권리이므로, 그 수사개시로 인해 침해의 여지가 없는 단순
한 의뢰인의 경우에는 헌법 제12조 제4항의 논의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그 헌법적 근거를 제12조 제
4항이 아니라 앞서 본 헌법 제10조, 제17조 등에 찾아야 한다. 아울러 위 헌법 조항에서 곧바로 ACP를 도
출하는 경우 단순한 일기장, 대화당사자가 녹음한 내용 등에 대하여도 별도의 증거제한이 이루어져야 하는
등 현재까지 이루어진 법해석에 배치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은 입법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봄이 타당하다.
17) 헌법 제12조 제4항이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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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에 대하여는 ACP에 따른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관하여 종전과 다른 판단 가능성
이 열려 있다.
3)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의자’18)와 변호사 사이의 의견교환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법
으로부터 ACP를 곧바로 도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나. 별도의 입법 없이 구체적 권리를 도출할 수 있는 지에 관한 견해의 대립
1)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입장
가) 대법원은 2003. 11. 11.자 2003모402 결정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2004. 9.
23. 선고 2000헌마138 결정을 통해 구체적 입법에 의한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해석을
통해 헌법 제12조 제4항에 근거하여 ‘피의자신문참여권’을 도출한 바가 있다.
나) 즉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이 아직은 구금된 피의자의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
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신체를 구속당한 사람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을 뿐 아니라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
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한 헌법규정에 비추어,
구금된 피의자는 형사소송법의 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음에 있어 변호
인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
여야 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인신구속과 처벌에 관하여 적법절차주의를 선언한 헌
법의 정신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다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
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형사소송법 제209조, 제89조 등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보호되
는 권리라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다른 기본권과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신문시 무제한적으로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 또한 헌법이 선언한
적법절차의 정신에 맞지 아니하므로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염려
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

고 선언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불구속 피의자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마138 결정).
18) 수사에 근접한 단계, 즉 최소한 수사가 개시될 구체적 개연성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헌법 제12조 제4항의
문리해석상 ‘피의자’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사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실질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그 구체적 개연성은 범죄의 성격, 수사가 개시될 만한 징후 등 제
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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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고 하였다.
다) 헌법재판소 역시 ‘우리 헌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불구속 피의자·피
고인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지
만,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에 나타난 법치국
가원리, 적법절차원칙에서 인정되는 당연한 내용이고, 헌법 제12조 제4항도 이를 전제로
특히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피의자·피고인의 구속 여부를 불문하고 조언과 상담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변호인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은 변호인선임권과 마찬가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변호인과 상담하고 조언을 구할 권리
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중 구체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한 다른 절차적 권리
의 필수적인 전제요건으로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그 자체에서 막바로 도출된다.
불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특별한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스스로 선
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변호인을 옆에 두고 조언과 상담을 구하는 것은 수사
절차의 개시에서부터 재판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가능하다. 따라서 불구속 피
의자가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을 대동하여 신문과정에서 조언과 상담을 구하는 것은 신문
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퇴거하여 변호인으로부터 조언과 상담을 구하는 번거로움을 피
하기 위한 것으로서 불구속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장소를 이탈하여 변호인의 조언과 상담
을 구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 형사소송법 제243조는 피의자신문시 의
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을 뿐 적극적으로 위 조항에서 규정한 자 이
외의 자의 참여나 입회를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불구속 피의자가 피의자신
문시 변호인의 조언과 상담을 원한다면, 위법한 조력의 우려가 있어 이를 제한하는 다른
규정이 있고 그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는 한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위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하였다.

2) 견해의 대립: 이른바 ‘헌법적 형사소송론’19)의 가능성
이에 관하여는 재판기관이 헌법의 포괄적 권리를 구체화하는 입법을 기다리지 않고

19) 헌법 규정의 해석을 통하여 외국의 입법례에서 인정되는 일정한 권리 등을 구체적 법률이 없는 때에도 인정
하려는 시도를 소위 ‘헌법적 형사소송론’이라 한다. 이완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헌법재판소
해석방법론 검토”(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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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인 헌법규범만으로 구체적 권리를 도출하는 법해석은 그 해석을 하는 순간 입법을
하는 것이고, 이는 헌법해석이라는 이름하에 실질적으로 입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
용되지 않는 견해20)가 있다. 반대로 헌법은 일반 법률보다 추상성이 강한 규범이어서 헌
법 중 특히 기본권에 관한 사항은 일반 법률과 달리 유연하게 해석하여야 할 경우가 많
고,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여 반드시 권리의 존재를 부정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
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그 속에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포
함시킨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는 견해21)도 있다.

다. 별도의 입법 없이 ACP의 인정할 수 있는지
1) ACP의 인정 및 그 효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의자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변호사와의 의사교환이 비밀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할 ‘비밀유지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에 의해 보호되
는 결과물을 압수하거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가) 피의자에게 ACP를 인정할 수 있는지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충분하고도 실질적인
조력”을 의미하고, “충분하고도 실질적인 조력”을 위한 직접적·구체적 실현 방안22) 중
하나인 변호인의 접견교통권(형사소송법 제34조, 제89조)과 앞서 본 형법 제317조 제1
항, 형사소송법 제112조, 제149조, 변호사법 제26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
한 법률 제84조 등은 피의자와 변호사의 의사교환이 비밀로 보호된다는 것을 강하게 전
제하고 있다. 피의자로서는 형사절차에 내에서 그 비밀이 공개되지 않고 보호되어야지만
비로소 변호사에게 모든 사실관계를 털어놓고 그로부터 충분하고도 실질적 법적 조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수사기관의 비밀스런 의사교환의 공개 요청에 대해
피의자가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거나 변호인이 이를 거부할 의무가 없다
고 보는 것은 모순이다.

20) 이완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헌법재판소 해석방법론 검토”(2007년)
21) 김대웅,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2009년)
22) 변호인선임권(형사소송법 제30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형사소송법 제34조, 제89조), 변호인의 열람·등사
권(형사소송법 제35조), 변호인 참여권(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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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CP에 의해 보호되는 결과물을 압수하거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위법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얻어진 피의자의
자백은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유죄의 증거에서 실질적이고 완전하게 배제하여야 하
고,23)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된 피의자의 진술 역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24)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25)
같은 맥락에서 피의자와 변호사의 의사교환이 침해되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공개된
비밀이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을 선언한 헌법 제12조 제1항, 진
술거부권을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2항,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선언한 헌법 제27조,
위법수집증거 배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피의자가 변
호사로부터 얻은 조언, 그 조언을 얻기 위해 변호사에게 제공한 비밀스런 정보는 무기대
등을 구현하기 위해 보호되어야 하고, 이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핵심적 내용임에도,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미명하에 그것을 반대당사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은 “법적 조언=형사상 불이익”이라는 등식을 성립시켜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피의자가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 변호사와 주고 받은 비밀스런 의사교환의
결과물이 문서이든 컴퓨터 저장장치에 담겨 있던 그 형태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증거로
사용되거나 압수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다) 소결론
신체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 보호 의무를 입법자가 실현하지 않을 경우 집행자인 법
원이 그 보호의무의 실현이 가능하고, 또 요구되어야 된다.26) 따라서 비밀유지권한을 구
체화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피의자에게 비밀스런 의사교환의 공개를 거부할 권
리, 즉 ‘비밀유지권한’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앞서 본 것처럼 헌법이 선언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반하여 부당하다.

2) 법해석론에 따른 ACP의 제한 필요성

23)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86 판결
24)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도8698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도5939 판결
25)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26) 김학성, 헌법학원론(제4판),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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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본 것처럼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현행법 체계에서 피의자에게 ‘비밀유지권
한’이 있다고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비밀유지권한’의 제한에 관하여는
입법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27) 다만 ‘비밀유지권한’도 헌법상 보장
된 다른 기본권과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가안전보장, 질
서유지, 공공복리에 의해 제한될 수 있으며,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 정신과 형사소송법상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비밀유지권한의 제한에
관하여 ‘입법’과 ‘법해석’이 공유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교집합을 상정하여, 위 대법원 2003
모402 결정에서 피의자신문참여권을 제한한 것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입법 이전에 아
래와 같은 경우 그 권리를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첫째, 의뢰인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제3자가 그렇게 하는 것을 돕는데 필요한 조언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상담 당시에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를 불문하
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돕는데 변호사의 조언을 이용한 때에는 ACP가 적용되지 아니한
다.28) 이는 불법적 의도를 ACP의 보호 아래 두는 것이 공익에 반한다는 점에 근거한다.
그러나 의뢰인과 변호인의 의사교환 내용에 의뢰인의 범죄 또는 불법행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ACP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많다. 예를 들어, 의뢰인이 형법상 구성요건해당성이 있지만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그로부터 조언을 얻는 경우에는 달리 볼 필요
가 있다.
둘째,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거나 형
사처벌의 위험이 있는 경우와 같이, 변호사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
한 범위 내에서는 ACP의 적용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29) 이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예외이고,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기본권 충돌 내지 조화의 문제에 해당한다.
셋째, 의뢰인이 ACP를 포기30)하거나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공개31)한 경우이다.
ACP가 적용되는 변호사 작성의 법률의견서라 하더라도 의뢰인이 ACP를 포기하거나 이
를 공개하면 ACP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다른 법률상 제한이 없는 한 법률적 가치를 지

27)
28)
29)
30)
31)

다만 ACP를 권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입법은 헌법에 반하는 것으로 입법남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United States v. Zolin, 491 U.S. 554, 563, 109 S.Ct. 2619, 2626, 105 L.Ed.2d 469 (1989) 등 참조
United States v. Ballard, 779 F.2d 287, 292 (5th Cir.) 등 참조
United States v. Krasnov, 143 F.Supp. 184, 190-91 등 참조
미연방증거법(Federal Rules of Evidence) 제502조은 비자발적 공개의 경우 특권의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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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앞서 본 변호사법 제26조 제2항 개정안과 같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도 그 제한 사유로 볼 수 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112조 단서 및 제149조 단
서와 같은 취지이다.

5. 입법방식
ACP가 입법으로 구체화되는 방식은 다양할 것이다. 앞서 본 ACP의 효력 및 제한을
형사절차에서만 적용하게 할 수 있고, 형사절차 뿐만 아니라 민사, 행정을 비롯한 사법절
차와 그에 준하는 절차에 모두 적용되도록 할 수 있다. 피의자 내지 피고인 뿐만 아니라
수사가 개시될 구체적 개연성이 있는 사람이나 더 나아가 법적 도움을 얻기 위한 단순한
의뢰인도 포함시킬 수도 있다.
또 ACP를 직접적·전면적 선언하거나 필요한 부분에 한해 개별적으로 그 취지를 달
성하는 방향으로 입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변호사법에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의견
교환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는 점과 그에 대한 대표적 예외 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직접적 선언 방식일 것이다. 그러
나 형사소송법 제3장 제2절 [증거]편에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 중 ACP에 의해 보호되는
증거를 추가하는 방식 또는 형사소송법 제112조32)의 압수거부 대상에 ACP가 적용되는
물건33)을 포함하거나 같은 법 제266조1134)의 열람·복사 대상에서 ACP가 적용되는 물
32) 형사소송법 제112조(업무상비밀과 압수)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
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단, 그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33) 형사소송법 제112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문리해석상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상담 또는 법적 조언을 줄 목적으
로 작성하여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서류는 변호사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와 위탁은 업무에 관한 위탁을 의미하고, 물건 역시 의뢰인이 제공하는 것에 한정되
지 않아 포함된다는 견해가 있다. 한편 별도의 입법 없이도 ACP가 적용되는 최소한 경우인 피의자와 변호인
사이의 의견교환의 결과물에 대하여는 압수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앞서 보았고, 이에 관한 미국과 독일의 판례
내지 입법례는 ‘7항’에서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34) 제266조의11(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①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다음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 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3. 제1호의 서류등 또는 제2호의 서면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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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배제하는 방식 등은 후자에 해당한다.

6. 결어
세심하고 정제되지 않은 논거로 두루뭉술하게 의견표명을 하여 논쟁거리만 던진 것
같아 심히 걱정되나,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요약하고 싶다. 우선 ACP를 입법함에 있어
서는, 첫째 ACP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둘째, 그 이해를 바탕으로 ACP의 헌법
에서의 지위를 확정해야 한다. 최소한 위 2단계 과정을 거쳐야 ACP가 국내에서도 제 기
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ACP와 유사한 맥락에 있는 여러 특권, 즉 의사-환자 특권(PhysicianPatient Privilege), 성직자-신도 특권(Clergy-Penitent Privilege), 배우자 의사교환
특권(Marital Communications Privilege)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소망한
다.

7. 보론-ACP와 압수수색
형사소송법 제112조의 압수거부대상에 ACP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변호사 작성의
법률의견서가 포함되는지에 관해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별도의 입법 없이도 ACP가 적
용되는 최소범위인 피의자와 변호인 사이의 의견교환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의 핵심적
내용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는 압수가 제한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하에서는
이에 관한 외국의 판례 내지 입법례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가. 미국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의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
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제266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제266조의
4제1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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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ACP가 적용되는 서류 등의 경우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없고, 이에 따라 변호사 사무실
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즉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위임에 따라 미연방 검찰총장이 정한 별도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
고,35) 변호사 사무실에 구체적으로 특정된 증거물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의사교환이 불필요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특별한 보호와
함께 영장이 집행되도록 제한을 가하고 있다.36) 압수의 대상 중에 ACP에 의해 보호되어
야 할 서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필터팀(Filter tean 또는
privilege team)”을 구성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수사팀에게 그 비밀이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고,37) 압수수색 후 ACP의 침해 여부를 재차 확인하기 위해 중립적 외부인인 특별
검토관(special master) 또는 법관에 의한 검토할 수 있는 장치를 두어 ACP 적용 대상
서류를 형사절차 내에서 완전히 배제하려고 한다.

나. 독일
① 피의자와 변호인 등 압수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사이의 의사교환 내
용이 기재된 서면, ② 피의자가 변호인 등에게 알린 비밀 정보나 증언거부권 관련하여 작
성된 서면, ③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자의 권리로서 압수를 거부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변호인 등의 점유 아래 있는 물건 등에 대하여는 압수가 금지되고,38) 다만 변호인이 공
범의 혐의 또는 증거인멸, 범인은닉이나 장물취득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압수의 제
한이 적용되지 않는다.39) 나아가 증언거부권이 부여된 변호사 등에 대하여는 증언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사항에 관하여 수사가 허용되지 않고, 변호사 이외에의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통하여 증언을거부할 수 있는 내용을 지득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40) 다만 범죄

35) 42 U.S. Code § 2000aa,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관한 비밀스런 정보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압수할 수 없
고, 예외적으로 덜 침해적인 수단을 사용할 때 자료의 유용성이 상당히 저해되는 경우, 압수수색 대상 자료
가 수사에 상당한 중요성을 갖는 경우로서 검찰총장보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수색영장에 의한 수색이 가능하
다. 김제완, “변론보장과 변호사의 비밀유지권-법적근거와 제도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참조
36) Andresen v. Maryland, 427 U.S. 463, 479–84, 96 S. Ct. 2737, 49 L. Ed. 2d 627 (1976) 등 참조
37) 참고로, 미국의 경우, 모성준, “미국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대한 사법적 통제-연방 제3항소법원 및 주법
원 판결 중심으로”(2015년)
38) 독일형사소송법 제97조 제1항
39) 독일형사소송법 제97조 제2항
40) 독일형사소송법 제160조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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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호, 사법방해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 수사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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