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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학회장 김신규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 병신년의 국가적 소용돌이의 산고가 정유년 새해에는
말끔히 해소되고 희망찬 새 출발의 디딤돌과 그루터기로 바뀌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위한 소망스러운 이정표가 제시되기를 기원해봅니다. 차가운 겨울 날씨와 공사다망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구조적 적폐는 무엇보다도 폐쇄적인 사회구조와 닫힌 마음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근자의 국정농단에 따른 대통령탄핵사태도 이러한 우리 사회의
닫힌 사회구조와 닫힌 마음으로 인한 공정성, 적법성, 합리성에 대한 믿음이 상실된 결과물
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차제에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과 한국비교형사법학회가 공동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재판중계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하며, 이 심포지엄을 통해 사법제도나 운용에 있어서도
열린 사회를 지향하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과 소통하면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형사
사법적 정의실현을 위한 현실성 있는 방안모색의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이 토론회는, 특히 형사재판제도와 관련하여 이러한 열린 사회구조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격권의 보호라는
가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윤집궐중(允執厥中)의 우리 현실에 부합되는 방안을 모색
하기 위해, 학계와 법조 실무계, 그리고 시민단체 전문가들까지 폭넓게 참여하여 논의하는
매우 뜻 깊은 학술심포지엄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헌법은 제106조 전단에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함
으로써 원칙적으로 공개재판주의를 천명하고 있으나, 법원조직법 제59조에는 중계방송을
위해서는 재판장의 허가를 요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는
촬영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피고인의 동의를 요함으로써 여러 가지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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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미성년자 국외이송약취죄 사건의 변론을 중계방송한 이래로 지금까지 총 11건의
사건을 중계방송한 바 있지만, 법률심인 대법원 재판과는 달리 사실심인 하급심 형사재판을 중계방송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어느 범위까지 어떤 방법으로 중계방송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예상되며, 오늘
이러한 쟁점에 대해 깊이 있는 발표와 토론이 있으리라 짐작됩니다. 아무쪼록 재판중계제도가 공개재판주의 원칙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대한 일반국민의 감시강화를 통한 공정한 재판이라는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 높이는 제도로 발전되길 기대하며, 오늘 이 토론회가 열린 사회구조를 지향하며 열린 마음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형사
사법제도를 모색하는 귀중한 담론의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와 재판중계제도’라는 주제발표를 해주시는 동국대학교
강동욱 교수님, ‘각국의 재판중계제도의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해주시는 전남대학교 김재윤 교수님, ‘하급심
재판중계의 합리적 구현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발표를 해주시는 한양대학교 한동섭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토론자로
참석해주시는 학계와 실무계, 시민단체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해 올립니다.
아울러 정유년 새해 벽두에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공동학술심포지엄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호문혁 사법정책연구원장님과
연구원 관계자분들, 그리고 우리 학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다시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새로움과 희망을 일깨우는 붉은 닭띠의 정유년 새해, 내빈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며 가내에도 상서로운
기운이 두루 퍼져 늘 기쁨이 샘솟고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담박명지(澹泊明志) 영정치원(寧靜致遠)의
마음으로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각자가 작은 밀알이 되어 타인과 공동체를 섬기고, 나날이 새로워져서
변화와 혁신을 이루는 보다 거룩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감사합니다.

2017. 1. 20.
한국비교형사법학회장

김 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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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법정책연구원장 호문혁입니다.
김신규 한국비교형사법학회장님,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님, 그리고 여상훈 서울가정
법원장님과 김문석 서울행정법원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중계제도의 도입방안』을 주제로 하여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사법정책연구원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비교형사법학회는 세계 주요국가의 형사관련 법률과 제도를 비교·연구하는 학술
단체로 출범하여 지난 20여년 동안 중요한 형사적 쟁점들에 관하여 비교법적으로 의미
있는 연구를 계속하여 수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여러 연구자들에게 비교형사법적 관점에서 깊이 있는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
있고,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중국제학술회의 등의 국제교류를 계속하여 오는 과정
에서 발전을 거듭하여 명실공히 비교형사법의 영역에서 최고 권위를 가진 학회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의 실현이라는 사법부의 헌법적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사법정책연구원은 이처럼 비교형사법의 영역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는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오늘 재판중계제도의 도입방안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재판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데,
이는 재판 당사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자 재판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를 위하여 대법원은 소극적으로 재판의 방청을 허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주요 재판에 대한 중계제도를 도입하여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 총
11건의 중요사건의 변론을 중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재판중계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최근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국정농단 사건 재판 등에 관하여 하급심 재판중계의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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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 달리 하급심 재판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재판이 여론의 부당한 영향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중계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재판의 경우와 비교하여 하급심
재판의 경우에는 중계를 하게 되면 피고인 등 소송관계인의 방어권뿐만 아니라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또한 고려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 나라들은 재판중계제도와 관련하여 하급심에 대한 재판중계를 허용하거나 부분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전면 금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재판중계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중계제도의 절차와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다양한 형태와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법환경에 적합한 하급심 재판 중계의 허용 여부나 그 구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각국의 재판중계제도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사법정책연구원은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
중계제도와 관련된 여러 정책적 쟁점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지혜를 모으기 위하여 이번 심포지엄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의 논의 결과는 향후 하급심 재판중계에 관한 정책 입안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니 만큼, 오늘
참석한 전문가들께서는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주시고 기탄 없이 토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들과 바쁜 일정 중에서도 사회, 발제 및 토론을 맡아 주신 각계
전문가 분들, 이번 심포지엄을 기획하고 준비하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에게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1. 20.
사법정책연구원장

호 문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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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존경하는 김신규 한국비교형사법학회장님, 호문혁 사법정책연구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사법정책연구원이 오늘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중계제도의
도입방안』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비교형사법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사법부의 중추적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이 사법정책의 중요한 이슈에 관하여 이러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의가 매우 크고, 사법제도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한 성찰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드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동안 대법원은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재판공개의 원칙에 따라 공개재판을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재판의 공개는 단순히 개인적인 관심에 부응하여 타인의 재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들이 재판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는 재판의
진행과 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에 대한 신뢰의 기초를 구성하는 재판공개의 원칙이 제대로 구현되고,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의 재판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음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대법원은 2013. 3.경부터는 중요사건의 공개변론에 대한 중계방송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관하여 법정에서 진행되는
변론을 중계함으로써 국민에게 재판과정 자체를 그대로 보여주고, 이를 통하여 재판의
진행과 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노력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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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하급심 재판의 중계는 대법원 재판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재판중계를 통하여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가 사실상 제한되거나 인격권이 침해되고, 개인정보가 부적절하게 공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기본권충돌의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급심 재판중계의 도입방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급심 재판중계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주요 국가로는 미국, 영국,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중국 등이 있고, 국제형사
재판소 및 구 유고국제형사재판소도 원칙적으로 모든 재판을 인터넷 중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독일, 프랑스, 일본은
하급심 재판중계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급심 재판중계 과정에서 어떠한 기준과 운영방법을 갖추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하여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주요 국가의 재판중계 사례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오랜 연구와 진지한
성찰에서 우러나온 소중한 의견들을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사법정책연구원이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하급심 재판중계제도와 관련하여
고견을 듣고, 깊이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논의결과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법부의 노력에 의미 있는 촉매제가 되고, 이를 바탕으로
하급심 재판중계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학술대회를 주관하여 훌륭하게 준비해 주신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및 사법정책연구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발표와 토론을 맡아 주신 전문가 여러분과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여러분
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1. 20.
법원행정처장

고 영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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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최근 우리 사회에서 국민 다수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이 사건들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면서 다수의 일반 시민들이 이들 사건의 재판절차를 방
청하려고 하였지만 법정 시설이나 공간의 한계로 인하여 그 인원이 제한되면서 일반 시
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디지털의 발달 등 최근의 사회적 환경과
인식의 변화가 수반되면서 국민의 알 권리(이하 ‘알 권리’라 한다)의 보장 차원에서 국가
적으로 중요한 사건 등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을 국회청문회 등의 경우와 같이
TV나 라디오, 또는 인터넷 등(이하 ‘TV 등’이라고 한다) 등에 의해 중계방송함으로써
일반 시민 누구라도 그 재판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
다.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그동안 재판중계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법원
도 상당히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관련법령의 개정의 통해 재판의 공개
를 확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1) 하지만 일반 사건의 재판중계를 허용할 경우 피고
인 등의 사생활의 침해나, 사법의 공정성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법리적인 면이나
사실적인 면에서 부정적인 영향도 적지 않은 만큼 재판중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것
이 요구되고 있다.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 2016년 1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최OO사건의 첫공판기일에서 재판부가 입장해 개정 선언
을 하기 까지 취재진의 법정촬영을 허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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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공개는 헌법상 다음의 3가지 관점에서 요청되고 있다. 첫째, 헌법 제27조 제3
항 후문에서는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재판당사자인 피고인의 기본권으로서 ‘공개재판을 받
을 권리’를 의미한다. 둘째, 헌법 제109조 본문에서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제도보장으로서의 공개재판주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민
의 감시를 통한 사법의 공정성 확보를 그 내용으로 한다. 셋째, 알 권리의 보장으로서
재판공개의 원칙이다. 이것은 재판당사자 이외의 제3자의 기본권으로서 요청에 따른 것
이다.2) 본 발표에서는 이 중에선 특히 알 권리의 보장의 측면에서 형사재판의 중계방송
의 허용 여부 및 그 한계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알 권리의 의의와 내용
1. 알 권리의 의의와 헌법적 근거
알 권리(right to know)란 의사형성을 위하여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수령·수
집·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알 권리는 1787년 미국 필라델피아 헌법제정회의
에서 처음 사용된 것3)으로 ‘정보의 자유’4)로 표현되기도 한다. 알 권리는 주체는 국민
이며, 원칙적으로 대국가적 효력을 갖는 기본권으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정보욕구를 충
족시켜 주고, 이를 통해 국민이 주권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정보전달체계에 직접 개
입할 수 있다는 점5)에서 인간다운 삶과 자유로운 인격실현의 필수적 요건으로 인정되
고 있다.6) 즉, 알 권리는 국민을 실질적인 표현의 주체로서 인정함과 동시에 국민주권
2) 이상원, “사법신뢰형성구조와 재판의 공개”, 「서울대학교 법학」 제53권 제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320면 참조.
3) 문재완, “알 권리의 재구성 -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의 판례 평석을 겸하여 -”, 「공
법연구」 제44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제2호, 2015, 105면. 그러나 알 권리가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국제기구나 각국에서 법제도로 정비된 것은 20세기 중반, 그것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라고 한다(김배원, 앞의 논문, 1-2면).
4) ‘알 권리’와 ‘정보의 자유’의 용어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 차이에 대해서는 김배원, “알 권리의 의의에 관
한 학설과 판례의 검토”, 「법학연구」 제57권 제4호 (통권 제90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12면
참조. 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알 권리를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라고 표현하고 있다(헌법
재판소ﾠ1991. 5. 13.ﾠ선고ﾠ90헌마133).
5) 성낙인, 「헌법학」(제16판), 법문사, 2016, 1200면.
6) 김유향·정회철, 「기본강의 헌법」(전정 제3판), WILLBIS, 2016, 545면.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결정에 의해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되기 전까지는 주로 이념적 측면의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알 권리를 위탁받은 언론기관이 국민을 대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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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 실질화를 통해 관료행정의 비밀주의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
에서 오늘날 대의제민주주의를 보완하고, 국민의 참여와 여론에 의한 지배를 위한 필수
적인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다.
알 권리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헌법상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7) 다만, 그 헌법적 근거에 관하여는 (i)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에서 찾는 견해, (ii) 알 권리가 인격의 형성과 자유로운 전개, 행복추구권의 중
요한 내용을 이룬다는 점에서 헌법 제10조에서 근거를 찾는 견해, (iii) 원칙적으로 제
21조에 근거하지만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보장되지 않는 ‘그 외의 알고자 하는 권리’는
인격권(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충적으로 보장된다는 견해, (iv) 표현의 자유 이외의 영
역에서 알 권리를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근거를 찾는 견해 및 (v) 헌법 제21조 제1항, 헌법 제1조 제1항 국민주권주의, 제10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제34조 제1항, 재판청구권에 관한 제27조 등 여러 조
항에서 그 근거를 찾는 견해 등이 주장되고 있다.8)
헌법재판소는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므로”라고 표현
함으로써 알 권리를 헌법 제21조에 근거한다9)고 하였으나,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10)과
관련해서는 그 내용에 따라 헌법 제21조 외에 헌법전문이나 제1조, 제10조, 제34조 제
1항 및 재판청구권에 관한 제27조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11)

것으로 보았다고 한다(윤철수·김경호, “헌법재판소의 알 권리 결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 「언론과 법」
제9권 제2호, 한국언론법학회, 2010, 352면).
7) 오늘날 각국에서는 알 권리를 입법이나 판례를 통해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추세이지만 미국과 독
일에서는 정부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헌법상 권리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문재완, 앞의 논문,
107-108면).
8) 자세한 논의는 김배원, 앞의 논문, 3-6면, 19-21면 참조.
9) 헌법재판소ﾠ1991. 5. 13.ﾠ선고ﾠ90헌마133. 다만, ‘태아의 성별정보’에 대한 사건에서는 알 권리의 근거
를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인격권에서 구하고 있다(헌법재판소ﾠ2008.7.31.ﾠ선고ﾠ2004헌마1010, 2005
헌바90(병합)).
10)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관리하는 정보 중에서 성질상 일반 국민에게 자유로운 접근이 허용되어야 할 정
보는 일반적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
장 등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알아야 할 정당한 이해를 가진 자가 적극적으로 그 공개를 청구
할 수 있는 개별적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라고 한다(헌법재판소ﾠ2003. 3. 27.ﾠ선고ﾠ2000헌마474).
11) 자세한 것은 김배원, 앞의 논문, 10-11면; 성낙인, 앞의 책, 1202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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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 권리의 법적 성격과 내용
알 권리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12)

가. 자유권적 성질
알 권리는 우선 소극적 기능으로서 국민이 국가나 사인에 의한 방해를 받음이 없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는 권리 즉, ‘정보수령권’이
나 언론기관이 취재활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정보수집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
고 있다.13) 이와 같이 자유권으로서의 알 권리는 국민이 정보를 얻는 것을 법적 또는
사실적으로 방해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모든 국가행위를 금지하는 방어권14)으로서 구체
적인 입법이 없더라도 헌법조항을 근거로 하여 보장받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알 권리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정보자체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
이어야 하고, 이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그 정보제공의 원천으
로서 언론보도의 자유가 전제되어야 한다.15) 아울러 올바른 정보수집을 위하여 정보원
에게 정보에 대한 접근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모든 정보원을 차단하고 봉쇄함으
로써 보도기관은 물론 일반국민에게 일체 정보를 주지 않는 조치를 하는 것은 알 권리
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이란 그 수를 예상
할 수 없는 불특정다수인에게 개방된 정보원을 말하는데, 신문, 잡지, 방송, TV, 인터
넷, 뉴스영화, 기록영화 등이 이에 속한다.16)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알 권리의 대
상을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에 한정하지 않고, 군사기밀17)이나 태아의 성
12) 헌법재판소ﾠ1991. 5. 13.ﾠ선고ﾠ90헌마133(“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며 자
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이다. 자유권적 성질은 일반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수
집·처리함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방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하며, 청구권적 성질을 의사형성이
나 여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수집을 방해하는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하는 바 이는 정보수집권 또는 정보공개청구권으로 나타난다. 나아가 현대 사회가 고도의 정보
화사회로 이행해감에 따라 “알 권리”는 한편으로 생활권적 성질까지도 획득해 나가고 있다.)
13) 김유향·정회철, 앞의 책, 546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정보수집권’을 청구권적 성
질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14) 한수웅, 「헌법학」(제6판), 광암문화사, 2016, 780면.
15) 성낙인, 앞의 책, 1205. 따라서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한다. 즉, 독일의
경우는 헌법상 명문으로 알 권리를 인정하며 그것도 의사표현의 자유나 의사전달의 자유의 단순한 구
성요소가 아니라 동등한 가치를 지니며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현행헌법
상의 알 권리는 제21조의 해석을 통하여 의사표현과 의사전달을 위한 전제로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종속성이 강하다고 한다(김배원, 앞의 논문, 20면).
16) 허영, 「한국헌법론」(전정5판), 박영사, 2009, 547면. 공공도서관의 소장도서도 이에 해당한다고 한다.
17) 헌법재판소ﾠ2014. 9. 25.ﾠ선고ﾠ2011헌바358. 그러나 헌법재판소ﾠ2010. 10. 28.ﾠ선고ﾠ2008헌마638
에서는 알 권리의 대상을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에 한정하여 그 개념을 자유권적 의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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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보와 같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정보원’에게까지 확대하고 있다.18) 이러한
태도는 국가가 ‘개인 보유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자유권적 알 권리가 제
한되는 경우 또는 정부의 지나친 비밀주의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
가 되어야 할 ‘정부보유 정보’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정보’로 되어 있다고 볼 경
우에, 그러한 정보에 대한 정보수령권 내지 정보수집권의 행사는 자유권적 성격의 알
권리의 보호영역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지되기도 한다.19)

나. 청구권적 성질
알 권리는 자유권적 성질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국가나 사회 또는 개인에 대하여
그 보유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공개청구권을
그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알 권리는 정보수령권과 정보수집권 외에 정보공개청구권을
그 내용으로 한다.20) 이러한 정보공개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정보’에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권리를 의미한다.21)
정보공개청구권의 본질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어야만 구체적 권리로 된
다는 입장(추상적 권리설)이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알 권리의 핵심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즉 국민의 정부에 대한 일반적 정보공개를 구할 권
리(청구권적 기본권)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알 권리”의 실현은 법률의 제정이 뒤따라
이를 구체화시키는 것이 충실하고도 바람직하지만,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고 하더라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헌법 제21조에 의해 직접 보장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22)라고 명시하고 있다.23)

18)
19)
20)

21)
22)
23)

정의하였다. 한수웅, 앞의 책, 781면에서도 자유권으로서의 알 권리는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
보’를 대상으로 한 권리인 반면, 정보공개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는 점에서 구분된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일반적으로 접근 할 수 없는 정보’를 자유권
적 알 권리의 보호대상에서 배제할 뿐만 아니라 청구권적 성격의 알 권리마저 알 권리의 보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김배원, 앞의 논문, 19면)이 있다.
자세한 것은 김배원, 앞의 논문, 8-9면 참조.
김배원, 앞의 논문, 18면.
반면, “알 권리 또는 정보의 자유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의무와 이에 상응하는 국민의 정보 수령권
을 의미하기 때문에 알 권리의 주체는 모든 국민이다. 따라서 알 권리를 실현하려는 국민에게 해당 정
보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없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개별적 정보공개청구
권은 다른 권리에 기초하여 주장될 수 있지만, 알 권리에 기초하여 주장될 수는 없다.”는 비판이 있다
(문재완, 앞의 논문, 114면).
한수웅, 앞의 책, 780면.
헌법재판소ﾠ1991. 5. 13.ﾠ선고ﾠ90헌마133.
이에 대하여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은 자유권에 해당하는 표현의 자유 및 인격권 등에 직접 근거한 것
이므로 구체적 권리성이 인정되지만,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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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을 확보함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알 권리의 내용으로서 정보공개청구권을 실정
법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 다만, 정보공개는 국민개개인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
구함으로써 구현되므로 사적 기관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24)

III. 재판공개에 관한 현행 법제 및 알 권리와 재판중계
1. 재판공개와 관련된 현행 법제
「법원조직법」 제57조에서는 헌법 제109조와 동일한 규정을 두어 재판의 심리와 판
결은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동법 제59조에서는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
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이하 ‘촬영 등 행위’라 한다)를 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에서는
위 규정에 의거하여 촬영 등 행위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원칙적으로 피고인
의 동의가 있는 때에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피고인의 동의 여부에 불구하
고 촬영 등의 행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동 규칙 제5조25)에서는 촬영 등의 행위를 허용하는 경
우에도 심리 전반에 대한 촬영을 허가하는 것은 아니고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전’(제1
호)으로 한정하는 등, 그 시간이나 방법 및 대상 등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또 「형사소송법」에서는 재판공개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공판절
차상 공개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제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나 인격권 등을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비판(김유향·정회철, 앞의 책, 547
면; 한수웅, 앞의 책, 785-786면 등)이 있다.
24) 성낙인, 앞의 책, 1206면에서는 알 권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도 알 권
리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국민 개개인이
접근·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25) 1. 촬영등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전에 한한다. 2. 법단 위에서 촬영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 3. 촬영등 행위로 소란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구속피고인에 대한 촬영등 행위는 수갑 등을 푼
상태에서 하여야 한다. 5. 소년에 대하여는 성명, 연령, 직업, 용모등에 의하여 당해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촬영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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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조의5 제9호)를 절대적 항소이유로 하고 있고, 이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제38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상대적
상고이유가 된다고 함으로써 재판공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26)
한편, 대법원은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법원 공개변론 사건의 심리를
방송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재판과 사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투명하고 열린
사법을 지향함으로써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자” 2013년 2월 28일 「대법
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개정(시행 2013.2.28., 대법원규칙 제2456호)27)을 통해 제7
조의2에서 “누구든지 대법원 변론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1항)고 규정하는 한편,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원 변론을 인터넷, 텔레비전 등 방송통신매체를 통하여 방송하게 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함으로써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변론과정을 중계방송할 수 있
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를 따로 마련하였다.28) 이를 근거로 대법원은 2013년 3월 21일
대법정에서의 공개변론을 사법사상 최초로 국정방송인 KTV와 인터넷으로 중계방송29)
한 이후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중계방송을 실시해 오고 있다.30)
나아가 최근에는 하급심 재판에서도 재판장이 주체가 되어 법원 시설 내에서의 중
계를 목적으로 한 녹음, 녹화 또는 촬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4년
8월 6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4.8.6., 대법원규칙 제2548호)의
개정을 통해 제6조31)를 신설하였다.32) 다만, 동 규정은 법정시설의 공간적 한계를 감
26) 대법원은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
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고 판시하였다(대법
원ﾠ2013.7.26.ﾠ선고ﾠ2013도2511ﾠ판결)
27) 동 개정은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법원 공개변론 사건의 심리를 방송을 통해 공개함으로
써 국민의 재판과 사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투명하고 열린 사법을 지향함으로써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자”한 것이라고 한다(법제처 홈페이지 참조).
28)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고, 심리절차에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
한 사생활침해 등의 위험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동조 제3항에서는 “재판
장은 방송에 의하여 당사자 등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함
으로써 피고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29)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73175(2016.7.1.2. 접속).
공개변론대상은 남편에게 홀대받던 베트남 여성 A 씨가 13개월 된 아기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건이 국외이송약취죄에 해당되는지 가리기 위한 것이었으며, 대법원은 중계방송을 허용한 것은 “법
원 재판 과정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신뢰를 높이기 위한 일환”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사자
의 인격권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 등 돌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얻기 위
하여 20분 지연되어 방송하였다.
30) 기타 사례에 대해서는 노재선, “대법원에서의 변론 생중계에 관한 소고(小考)”, 「가천법학」 제7권 제2
호,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136-138면 등 참조.
31) 제6조(재판장의 명에 의한 중계 목적 녹음·녹화·촬영) ① 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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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여 ‘법원시설 내’의 다른 장소에 한하여 중계방송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동 조
항을 일반 시민을 위한 TV 등에 의한 재판중계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로 볼 수는 없다.

2. 알 권리의 대상과 사법작용
알 권리의 보장은 민주주의 내용으로서 정부는 국가의 정치과정을 최대한 공개해야
한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법원 역시 정부의 한 구성부분이며, 사법부의 구성원
인 법관도 공무원으로서 헌법 제7조 제1항33)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34) 사법작용은
당연히 알 권리의 대상이 된다. 사법의 책무란 국민으로부터 사법권을 위임 받아 이를
이행하는 사법권력의 주체가 그 책임이나 의무를 수행하고 그 과정과 이유, 결과에 대
하여 책무요구자인 국민에게 보고·설명·해명하는 의무를 말하므로 단순한 권한의 위
임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넘어 ‘특정 활동에 대한 결과를 보고·설명·해명하는 과정’까
지 포함되고, 따라서 사법권력은 위임받은 권한의 이행 과정을 다른 국가권력 기관과
국민에게 설명하거나 답변해야 하는 것35)은 당연하다

32)

33)
34)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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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에는 공판 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계를 목적으로 한 녹음, 녹화 또는 촬영
을 명할 수 있다.
1. 소송관계인의 수가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의 수용인원보다 현저히 많아 법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당사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중 상당수가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으로부터 원격지에 거주하여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중계장
치가 갖추어진 원격지의 법원에서 재판진행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여 보장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재판장은 녹음물, 녹화물 또는 촬영물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시
설에서 중계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소속 법원 내의 시설
2. 제1항 제2호의 경우 : 원격지 법원 내의 시설
③ 제2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2항 제1호의 경우 : 소속 고등법원장(특허법원장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법원장(가정법원장 또
는 행정법원장을 포함한다)의 승인
2. 제2항 제2호의 경우 : 법원행정처장의 승인
④ 재판장은 중계에 의하여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동 개정은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신설된 규정으로 특히 제1항 제2호는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
의 경우 ‘사실심 재판을 일정 부분 중계하는 것이 피해자 및 그와 관계된 자들에 대한 배려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에 둔 것이라고 한다(대법원 보도자료, “세월호 사건 재판 등에서의 재판 중계 관
련 대법원규칙 개정”, 사법지원실(2014. 8. 6.), 2면).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헌법 가치에 있어서 사법권의 독립도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자유와 기본적 권리를 확인하고 보장하는
최상위의 가치를 위한 수단이라고 한다(최유경, “헌법철학적 가치로서의 사법(司法)의 책무성(責務
性)”, 「법철학연구」 제18권 제2호, 한국법철학회, 2015, 74면, 82면).
최유경, 앞의 논문 78-79면. 사법의 독립성과 책무성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사법의 책무성
은 사법의 독립성은 물론 나아가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도구적 개념이자 가치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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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법36)에서도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국가기관으
로서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포함됨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3호, 가목 1)).37)
따라서 법원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도 공개의 대상이 됨은 당연하다.38) 이와 같이 알
권리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이 법원의 정보에도 적용된다는 것은 알 권리
의 실현에 있어 재판정보도 일반정보와 기본적으로 같이 취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법원의 정보란 법원의 본질적 임무인 재판작용뿐만 이날 행
정작용39)에 관한 정보를 포괄한다. 그러나 사법부의 본질적 기능은 재판작용이므로 재
판공개는 재판작용을 중심으로 하는 공개를 의미하고, 따라서 재판공개는 재판작용에
관한 직접적인 정보의 공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의 행정작
용은 재판작용과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가 많고 이들에 대한 공개 역시 재판
작용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재판관련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재판의 공개에 포함시켜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40)
하지만 정보공개법상 공개의 대상인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
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제2조 제1호)을 말하며,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41)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
한다.”(제2조 제2호). 따라서 이를 문언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정보공개법상 재판공개의
의미에 직접공개를 넘어 재판중계42)가 포함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36)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요청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를 규
정하는 법률로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적용되는 일반법의 지위를 가진다.
37) 이상원, 앞의 논문, 323-324면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
보’를 공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재판관련정보가 동법의 적용대상이 됨을 전제로 그 중 일부를 배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
38) 대법원도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가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이라고 하고 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등).
39) 행정작용에는 (i) 재판작용에 부수하는 행정, (ii) 법원조직과 운영에 관한 행정, (iii) 등기, 가족관계등
록, 공탁 등의 행정 등이 포함된다(이상원, 앞의 논문, 316면).
40) 이상원, 앞의 논문, 316면.
41) 10.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
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
통신체제를 말한다. 여기서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
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하며(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 ‘전기통
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2호).
42) 법원의 법정에 직접 참석하여 방청석에서 재판을 방청하는 것을 직접공개라고 하고, TV중계나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직접 중계하여 법정 외에 있는 일반시민들에게 재판절차를 전달하는 것을 간접중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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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알 권리의 내용으로서 재판중계의 포함 여부
재판공개가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재판중계가 알 권리의 내용에 포함되
는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어져 있다.43)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알 권리는 의견의 형성과 표현의 전제로서 기능하므로 그 전
제로서 충분한 정보의 수령이 요구되고, 따라서 재판중계는 법정 밖의 일반 국민에게
재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알 권리 실현의 주요한 수단으로
서 작용할 수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언론이 국민들의 대리인 역할을 가장 효율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하
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방송의 카메라를 활용하는 것이며, 따라서 재판 과정을 가감
없이 보여주는 법정의 촬영 및 방송의 전면 허용은 당연하다고 한다.44) 즉, 재판이라는
것은 어차피 공개된 이벤트이므로 누구나 원하면 다른 사람의 재판을 방청할 수 있어서
재판당사자들의 사생활 보호는 재판의 방송을 불허하더라도 완벽할 수 없으며, 재판을
방송한다는 것은 단지 양적 관람객의 증대를 의미하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45) 따라
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알 권리의 보장차원에서 재판중계를 허용
하여야 한다고 한다.46)
이 입장에서는 기술 발달로 언론뿐만 아니라 재판 당사자들이나 방청객들도 마음만
먹으면 법정 내에 몰래 반입한 초소형 카메라나 소지한 스마트폰 등으로 재판과정을 쉽
게 녹음‧녹화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재판심리 과정의 촬영을 막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
다. 이러한 현실에서 언론의 방송취재를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방송기자의 취재방법을

43)

44)

45)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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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강동욱,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개주의의 의미와 그 내용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제21권 제3
집, 한양법학회, 2010, 223면).
외국의 법제를 살펴보면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영미법계는 대체로 중계방송을 허용하는 태도를 보인
반면, 독일과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는 일반 재판의 사실심리에 대한 중계방송은 불허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손태규, “국민의 알 권리와 법정 촬영 및 방송”, 「공법연구」 제40집 제4호, 한국공법학회,
2012, 38-51면; 조규범, “재판방송에 대한 입법론적 소고”, 「입법학연구」, 통권 제10집 제2호, 한국
입법학회, 2013, 223-232면 등 참조).
손태규, 앞의 논문, 33-34면. 손교수는 “법관들은 그런 새로운 기술을 법정 바깥에서 자신이 사용하
는 것을 정당화할 것이 아니라 알 권리를 위해, 공정한 재판을 위해 기자들이 이용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고 토의해야 한다”(56면)고 주장한다.
김태형, “재판에 대한 방송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저스티스」 통권 제130호, 한국법학원, 2012, 154
면. 방송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제기되는 주장들은 과학적 증명이 뒷받침된 것이 아닌 그저 그럴 것이
라고 추측하는 직관적인 감정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이때 재판방송은 여론형성의 공적 기능의 수행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판방송을 위한 정보의
수집행위(취재)와 보도와 관련된 모든 행위는 언론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한다(김소연,
“재판 중계의 헌법적 의의와 비교법적 고찰”, 「성균관법학」 제28권 제3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269면).

제1주제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중계제도
발제문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의 난립으로 재판
중계의 폐해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한다.47) 또한 일반 개인들이 몰래 촬영한 재판과
정에 대한 정보가 부정확하게 편집되거나 악의적으로 왜곡되어 유포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합법적인 재판중계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보다 더 클 수
있다고 한다.48)
이에 대하여 재판중계를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사생활 등 기본권 침해 문
제 등을 등한시한 채 재판중계를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
으로만 다가간다면49) 이는 '재판 당사자나 피고인을 위한 공개 재판'이 '국민들을 위한
공개 재판'이 될 수 있고, 이것은 자칫 '국민들에 의한 재판'이 되어 공정한 재판에 영향
을 미칠 위험성도 존재하므로 현재로서는 재판중계는 '지향'할 것이 아닌 '지양'해야 할
대상이라고 한다.50) 이 입장에서는 재판중계를 알 권리로 요구하는 것은 다른 기본권들
의 침해를 초래하게 될 수 있으며, 재판중계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현재 모든 사람에게
재판방청이 허용되고 있고, 재판에 대한 뉴스보도가 행하여지고 있으며, 원하는 사람에
게는 판결문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사건에 해당하지만 국민참여재판도 이
루어지고 있으므로 재판중계가 없더라도 누구라도 충분히 재판내용을 알 수 있다는 것
을 그 근거로 한다.51)
재판절차가 사법작용으로서 국가기관인 법원에 의해 진행된다는 점에서 공개대상인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형사재판은 입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 다른 국
가기관의 정보는 물론이고, 같은 재판이라고 하더라도 민사재판이나 헌법소송 및 행정
소송의 경우와 달리 헌법상 무죄가 추정되는 피고인이라고 하는 특정 개인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작용이라는 점에서 공적 작용이지만 사적 영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법관
을 비롯한 모든 소송참여자 중에서 사실상 피고인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재
판중계는 피고인의 사생활침해의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것은 사안의 실체진실 발견 및
47) 김태형, 앞의 논문, 155면.
48) 김소연, 앞의 논문, 285-287면; 조규범, 앞의 논문, 2013, 235면 등.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알 권리
를 위해 정부가 보유한 정보가 최대한 공개되어야 하므로, 정부의 다른 두 축인 행정부와 입법부가 책
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알 권리를 위해 카메라의 접근을 허용하는 마당에 역시 정부의 한 축인 사법
부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한다(손태규, 앞의 논문, 34면 참조).
49) 재판중계를 법관의 판단에 대한 불신의 해소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게 되면 재판중계 허용여부에 대한
논의 자체가 법관의 판단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부추기고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강동욱, “형사재판에
대한 중계방송 제도도입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법과정책연구」 제10집 제2호, 한국법정책학회,
2010, 652면).
50) 노재선, 앞의 논문, 149면.
51) 노재선, 앞의 논문, 1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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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공정성에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알 권리의 내용으
로서 재판공개에 재판중계가 포함된다는 입장에서도 사법의 투명성의 의미를 변질시키
기 않기 위해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재판중계 제도를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알 권리로서 재판중계의 허용이 강하게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궁극
적으로 재판중계에 따른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구체적으로 비교·검토해 보고,
재판중계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여부에
의하여 신중하게 결정될 것이 요구된다.

IV. 재판중계가 형사재판에 미치는 영향과 알 권리의 제한
1. 재판중계가 형사재판에 미치는 영향52)
가. 재판중계의 긍정적 측면
형사재판과정에 대한 중계방송은 다음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한다.53)
첫째, 재판중계로 심리과정이 공개됨으로써 사법작용에 대한 국민의 통제가 가능하
게 되므로 사법의 투명성54)이 제고되고, 이로 인하여 사법부가 청렴하고 합리적으로 변
모하게 되면서 재판의 공정성이 보장되며, 재판결과에 대해서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55)
52) 이하의 내용은 강동욱, 앞의 논문, 618-626면의 내용을 기초로 수정·보완한 것임.
53) 변종필, “공개주의와 공판의 의사소통구조”, 「형사정책연구」 제9권 제4호(통권 제36호),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1998, 111-112면에서는 긍정적 기능으로 (i) 수범자인 시민으로 하여금 법의 본질에 관해
주지시키며 생생하고 비판적인 법의식을 함양케 하며, 법질서와 그 관철력에 대한 체험적 확증을 통해
경고와 위하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ii) 법원관계자, 특히 법관으로 하여금 감시의 눈초리를 의식한 상
태에서 법발견의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통제하고, (iii) 피고인으로 하여금 모든 시민 앞에서 자신의 혐
의를 깨끗이 씻도록 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공개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도록 해 준다는 것
을 들고 있다.
54) 투명성은 (i) 국민이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신청에 의한 정보공개)뿐만 아니라 (ii) 법원이
정보를 국민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공표, publicity)을 함께 포함한다. 전자를 소극적 사후적 투
명성이라 하고, 후자를 적극적 사전적 투명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투명성의 핵심은 후자에 있다고 한
다(이상원, 앞의 논문, 347면).
55) 손태규, 앞의 논문, 34면에서는 실제 재판을 지켜보는 것이야말로 사법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직접의 방법이기 때문에 법정의 텔레비전 방송은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견제
장치가 된다고 한다. 이상원, 앞의 논문, 346면에서는 정보의 왜곡을 막는 최선의 방책은 정보의 제한
없는 제공이라고 한다. 대법원은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 대법원 변론에 대한 중계방
송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면서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법원 공개변론 사건의 심리를 방
송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재판과 사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투명하고 열린 사법을 지향함으
로써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자”하는 것을 개정이유로 하고 있다(법제처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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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재판과정이 중계될 경우 시민에 의한 감시나 비판을 의식하여 재판장을 비롯
한 소송당사자가 소송사건에 대한 준비와 심리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것이므로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기여할 수 있다.56)
셋째, 재판공개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및 얼굴과 신원이 공개되고, 법집행
과정이 알려지게 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넷째, 재판과정이 공개됨으로써 당해 사건에 대해 사회의 구성원인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사건의 진행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알 권리 보장에 충
실할 수 있다.
다섯째, 재판중계를 통해 국민의 법의식과 지식이 고양될 수도 있고, 법학자나 법학
도 및 변호사들이 방송이나 녹화 테이프를 통해 재판과 관여자들을 직접 관찰할 수 있
는 기회를 갖게 되며, 나아가 법원 또한 해당 사안에 대해 국민적 정서나 사회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57)
여섯째, 재판중계의 방청이 일반시민의 법의 준수 및 법규범의 실현으로 연결되어
국가공동체의 안정화에 기여한다.58)

나. 재판중계의 부정적 측면
형사재판과정에 대한 중계방송은 다음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한다.
첫째, 재판중계로 인해 피고인을 유죄자로 취급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일반 시민
으로 하여금 유죄자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크고59), 이렇게 될 경우 헌법상 형사피고인
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제27조 제4항)에 반한다.60)
둘째, 재판중계는 인격권이나 사생활보호 등, 피고인의 불가침영역까지 침해할 위
험이 있다.61) 설령 피고인이 재판중계에 동의한 경우라도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라
고 하기 어렵고, 만일 피고인이 재판을 유리하게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본권침해를
56) 미국의 변호사인 애브람스(Floyd Abrams)는 법정 내의 카메라는 “부패한 검사, 지나치게 판사에 밀
착된 변호사 또는 졸고 있는 판사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손태규, 앞의
논문, 38면).
57) 손태규, 앞의 논문, 36면 참조.
58) 김소연, 앞의 논문, 269면; 조규범, 앞의 논문, 220-222면; 한동섭·김형일, “재판중계의 법적 쟁점
해소를 위한 방안 연구”, 「법학논총」 제31권 제2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60-64면 등 참조.
59) 김재윤, “독일과 한국의 공개주의와 그 제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형사법연구」 제21호, 한국형사법
학회, 2004, 303면; 변종필, 앞의 논문, 112면, 123면 등.
60) 동지, 노재선, 앞의 논문, 146면; 정문식, “재판방송의 헌법적 문제와 가능성 - 재판방송의 헌법적 정
당성과 허용방안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31집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158면 등.
61) 김일수, “재판공개의 원칙”, 「고시계」 Vol.29 No.4, 고시계사, 1984.4., 1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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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기본권침해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62) 뿐만 아니라 재판중계
를 의식하여 피고인이 위축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63), 피고인이
초범이거나 여성이나 미성년자 등, 방어능력이 미약한 자일수록 이러한 위험을 더욱 커
지게 된다.64)
셋째, 재판중계로 인해 재판이 희화화될 우려가 있으며, 사건에 따라서는 재판과정
이 정쟁의 도구나 피고인이나 증인들의 주장을 선전하는 장으로 이용될 수 있다.65) 만
일 재판장을 비롯한 법관들까지 인기영합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
중될 것이다.66)
넷째, 재판중계가 될 경우 법관이 사건의 실체 보다는 절차적 측면에 집중하게 되
고,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여론재판을 하게 될 우려가 있어서 사법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으며67), 재판이 소송당사자가 아닌 방청인이나 시민들을 위한 재판이 되면서 헌법상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제27조 제1항)을 침해할 수도 있다. 또한 법관이 중계를
의식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할 경우 법관의 직권적 개입을 통한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
명의 요청에 반할 수 있다.68)
다섯째, 중계방송을 통해 피해자나 증인의 얼굴이 공개되거나 신상이 알려지게 되
고, 이들에 대한 신문과정과 내용이 그대로 공개될 경우 초상권을 비롯한 사생활침해가
초래될 수 있으며69), 피고인의 출소 후나 공범자 또는 피고인의 동료들에 의한 보복 범
62) 정문식, 앞의 논문, 158면.
63) 이에 대해 방송기술의 발달과 방송기자재의 현대화로 인하여 사실상 방송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방송
사실을 알지 못할 정도이므로 이러한 우려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박용철·최인화, “공개재판과 언론보
도”, 「동양문화연구」 Vol.11, 경북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 1984, 223면 참조). 하지만 재판중계의 경
우 법원은 피고인이나 증인들에게 중계사실을 알려 줄 의무가 부과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등이 중
계사실을 알게 되면 그 사실만으로도 진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64) 「소년법」 제68조에서는 소년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연령·직업·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65) 손태규, 앞의 논문, 35-36면 참조.
66) 동지, 노재선, 앞의 논문, 143면. 미국의 경우 판사나 검사도 선거에 의해 선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한다(박용철·최인화, 앞의 논문, 9면 참조).
67) 동지, 신동운, 「신형사소송법」(제5판), 법문사, 2014, 823-824면; 정선주, “민사소송절차에서 공개재
판의 원칙과 비밀보호”, 「저스티스」 제33권 제1호, 한국법학원, 2000.3., 55면 등. 공개주의로 인해
법원이 일반에 만연된 선판단과 기대의 희생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변종필, 앞의 논문, 111면).
68) 동지, 손태규, 앞의 논문, 38면; 정문식, 앞의 논문, 159면 참조.
69) 언론의 흥미위주나 선정성 보도로 인하여 이러한 위험성은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송희진, “형사
재판에서의 공개주의”, 「연세법학연구」 제7집 제2권, 연세법학연구회, 2001, 116면). 최근에는 여론
에 의한 영향차단이나 피해자 또는 증인의 인격권보호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해 특정강력범죄(특정범
죄신고자등 보호법 제11조 제6항)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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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더구나 오늘날과 같이 정보디지털화로 인해 디지털화 된
정보는 전파속도와 범위가 빠르고 넓은 만큼 단 한 번의 공개로도 광범위한 피해를 야
기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잘못되었을 경우 사후수정도 어렵다는 점에서 이는 개
인의 ‘잊혀질 권리’의 침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70) 뿐만 아니라 당해 사건의 피해자
등 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단지 재판과정을 방청하였다거나 방송사실을 알았다71)
는 이유만으로 촬영·방송을 통한 초상권침해를 감수하였다고 하거나 감수하도록 요구
하는 것이 정당화되기는 어렵다.72)
여섯째, 형벌목적을 일반예방이나 응보에 두는 입장에서는 재판중계가 효과적이라
고 볼 수도 있지만 형벌목적을 특별예방이라고 하게 되면 재판중계는 피고인의 중대한
인격권침해를 초래하게 되므로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어렵게 할 우려가 크고, 따라서 다
시 범죄자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게 된다.73)
일곱째, 재판중계를 통해 범죄수법이나 범행과정이 그대로 노출될 경우 모방범죄를
양산할 수 있으며, 오히려 범죄자를 영웅화할 우려마저 있다.
여덟째, 재판중계를 하더라도 일반시민은 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으므로 대부
분 법관의 재판에 대한 비판이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한 비난을 하는데 그칠 우려가 크
다.74) 반면에 법관이 지나치게 여론을 의식하게 될 경우 피고인이 아니라 국민을 대상
으로 한 재판으로 흐를 염려가 있고75), 그렇게 될 경우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70)
71)

72)

73)

74)
75)

아동학대범죄(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등의 경우에 있어서는 심리의 비공개가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김소연, 앞의 논문, 270면.
공개된 장소라고 해도 초상권자가 뉴스가치가 있는 공적 인물이 아닌 한 동의 없이 특정 개인이 부각
되게 촬영·공포하는 것도 특정 개인에 대한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위법하다고 한다(이재진·동세
호, “방송 관련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나타난 ‘동의’의 적용 법리에 대한 연구”, 「언론과 법」 제14권 제
1호, 한국언론법학회, 2015, 118면).
강동욱, “강력범죄피의자의 신상공개의 정당성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한양법학」 제20권 제2집, 한
양법학회, 2009, 148-150면 참조. 다만, 민사소송절차에서는 개인이나 기업의 정보보호가 중요시되
고, 이들의 경우 당사자가 정보보호를 이유로 증언을 꺼리게 됨에 따라 실체적 진실발견에도 장애가
될 수 있고, 공공에 의한 절차의 통제적 기능의 중요성이 형사절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점
에서 공개주의는 폭 넓게 제한되어야 한다고 한다(노재선, 앞의 논문, 145면; 정선주, 앞의 논문,
60-62면 등). 민사소송절차에서의 구체적 제한 기준에 대하여는 정선주, 앞의 논문, 63면 이하 참조.
동지, 신동운, 앞의 책, 823-824면; 정선주, 앞의 논문, 57면 주 17 등. 재판공개는 이미 대화를 통
한 피고인의 책임확정과 재사회화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공판절차의 적극적 기능을 감살시킬 염려가
크므로 .사회복귀의 가능성이 큰 소년형사범, 초범, 단순한 기회범의 경우에는 공개주의에 제한이 가
하여져야 한다고 한다(김일수, 앞의 논문, 146면).
김재윤, 앞의 논문, 303면; 변종필, 앞의 논문, 112면.
노재선, 앞의 논문, 143면. 재판의 중계방송은 법관들의 초상이 공개되기에(변론 생중계가 1심과 2심
까지 확대될 시에는 배심원도 포함) 이에 부담을 갖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에서 재판하게 될 소지가 더
욱 커진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한다(1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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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뿐만 아니라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되고, 사회적 충돌과 해결
의 최종적인 관문이어야 할 법원의 재판이 사회적 충돌과 소모적 논쟁을 야기하는 원인
으로 작용하게 될 수도 있다.
아홉째, 재판중계 전담방송사가 존재하지 않는 한 방송사의 선별적 중계로 인해 법
집행의 차별화와 사건 왜곡의 우려가 있다. 즉, 방송사의 경우 사건을 상품화하려는 그
들 특유의 논리에 따라 독자의 기대, 시장의 요구, 전래된 관행 등 대중매체의 법칙성을
추구하기 때문에76) 재판중계 여부가 방송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좌우될 수 있으
며77), 사회적 관심사가 큰 사건의 경우에 여러 방송사의 중복방송으로 인해 여론재판으
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방송사가 재판과정의 일부만을 방송하거나 편집방송하
게 될 경우에는 사건의 실체가 왜곡될 수 있다.78) 특히 시국사건이나 이념적인 논쟁이
큰 사건, 사회적 대립이 민감한 사안의 경우에 중계함에 있어서 PD 등이 특정가치관이
나 신념에 집착하거나 상업성을 지나치게 추구하게 되면 시민 등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막거나 사실관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은 훨씬 더 커지게 된다.79)
열째, 형사재판의 경우 시민들은 사실관계의 잔혹성과 흥미, 그리고 그 처벌의 정도
에 대해 관심이 있을 뿐 법리적인 면에 대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으므로 재판중계만으
로 특별한 법률지식을 습득하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잠재적 피고인들에게 범행을 은폐
하거나 변명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결과가 될 수 있다.80)

76) 변종필, 앞의 논문, 123면
77) 언론매체가 갖는 특수성 때문에 자료의 선택과 편집, 보도 등에서 중범죄에 대한 충격보도 및 작은 형
사범죄에 대한 보도경시의 경향으로 오히려 국민일반의 규범안정의식을 뒤흔들고 범죄모방의 악영향
을 조장할 염려도 있다(김일수, 앞의 논문, 146-147면).
78) 동지, 손태규, 앞의 논문, 37면, 신동운, 앞의 책, 823-824면 등. 이에 대해 판사의 재판운영과 통제
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박용철·최인화, 앞의 논문, 11면 참조)이 있다. 하지
만 현실적으로 재판장이 소송지휘권을 통해 재판방송에 관한 모든 문제를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이다. 한편, 한동섭·김형일, 앞의 논문, 62면에서는 이러한 문제는 재판의 전과정을 방송하게 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하지만 재판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경우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서는 검토를 요하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79) 동지, 김소연, 앞의 논문, 271면; 박용철·최인화, 앞의 논문, 9면; 정문식, 앞의 논문, 159면 등 참조
80) 동지, 김재윤, 앞의 논문, 303면; 변종필, 앞의 논문, 112면. 특히 민사재판의 경우에는 대부분 사실
관계가 복잡하고, 법률관계가 어려워 법률전문가에 의한 해설이 부가되지 않는 한 중계방송을 통해 법
률지식을 습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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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 권리와 재판중계의 제한
가.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에 따른 제한
전술한 것처럼 재판중계는 알 권리의 보장이나 사법의 신뢰의 확보에 필요한 제도
임은 분명하지만 피고인 등의 사생활보호,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법관
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의 문제가 발생한다.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그 해결원칙으로서 헌법학에서는 이익형량의 원칙과
규범조화적 원칙이 제시되고 있다.81) 다만, 알 권리와 사생활보호 사이에는 우열을 가
릴 수 없으므로82) 어느 기본권을 우선시킬 것인가는 이익형량의 원칙에 따라 공평한 제
한의 원칙·대안(절충안)발견의 원칙 또는 규범조화의 원칙에 따라 과잉금지의 원칙·
대안해결방안·최후수단억제방법 등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다.83) 특히 알 권리는 즉,
표현의 자유와 결부되는 권리이므로 사생활보호와 충돌되는 경우에 무엇을 우선시킬 것
인가에 대하여는 인격영역이론, 권리포기이론, 공공이익이론, 공적 인물이론, 공적 기
록이론 등 언론출판의 자유와 사생활비밀의 보호가 충돌되는 경우의 해결이론이 그대로
원용된다고 한다.84)
하지만 재판중계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알 권리는 피고인 등 당사자 이외의 일반국
민인 제3자를 위한 기본권으로서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기본권인 반면, 피고인 등의 사
생활침해는 특정 개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기본권침해를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양 기본권이 충돌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생활보호의 기본권이 우선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알 권리로 인해 사법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사법의 공정성을 해
칠 위험이 큰 경우에는 알 권리는 양보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재
판중계의 허용은 피고인 등의 사생활보호를 비롯한 인격권의 보호와 방해받지 않는 실
체적 진실발견의 보장과 방송의 자유와 알 권리의 보호라는 대립하는 여러 이익들을 비
81) 성낙인, 앞의 논문, 943면.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마67) 등)와 대법원(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등)도 동일한 태
도를 취하고 있다. 여기서 이익형량 원칙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들 사이에는 그 가치의 중요도에
서 서열이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서로 충돌하는 기본권들을 이들 서열에 비추어 보아 보다 높은 서열의
기본권을 우선하여 보호하는 방법을 통하여 사안을 해결하는 원칙을 말하며, 규범조화적 해석이란 상충
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조화의 방법을 모색하는 방법
을 말한다(김용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 범위- 인터넷 상의 길거리 사진 촬영·제공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관련하여-”, 「홍익법학」 제13권 제4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297면).
82)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처럼 언론의 자유를 다른 인격권에 비해 우월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이재
진·동세호, 앞의 논문, 115면).
83) 성낙인, 앞의 책, 1249면.
84) 성낙인, 앞의 책, 1249-12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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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형량85)하여 알 권리의 보장이 훨씬 더 강하게 요구되는 경우나 사생활침해나 사법목
적의 훼손의 우려가 없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86) 설령 피고인은 공적 인물87)
에 해당하고, 공개된 법정에서 심리를 받고 있으므로 초상권을 포함한 사생활보호의 범
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여 재판중계로 인한 피고인의 사생활침해는 매우
중대하므로 엄격한 제한이 요구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88) 따라서 재판중계의 허용은
현행법89)상 재판공개에 관한 규정에서와 같이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로 하고, 예외적으로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피고인의 초상권이나 인격권 보호 보다
더 중요한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경우로서 중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90)91)
그러나 ‘공공의 이익’의 개념은 매우 다의적이며92), 그 내용도 포괄적이고 추상적이
다. 따라서 재판중계의 허용요건으로서 단순히 ‘공공의 이익’이라고만 규정할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재판장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재판중계의 허용여부를 맡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판중계의 허용여부에 대한 불투명성은 그대로 남게 된다. 이것은 종
래 대법원에서 재판중계의 이유로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또 해결하여야 할 중대한
법률문제를 포함하고’ 있다거나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많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서’ 또
는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93) 등을 들고 있는 것에 비
추어보더라도 분명해진다.94) 따라서 재판중계로 인한 피고인의 기본권 침해와 사법의
85) 공개로 인한 일반국민의 정보이익과 형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
또는 개인의 인격의 본질적인 핵심영역이 아닌 그 밖의 생활영역이라고 한다(김재윤, 앞의 논문, 305면).
86) 김재윤, 앞의 논문, 328면, 330면. 중계방송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판사, 검사, 변호사의 경우에는
어차피 재판절차라는 공적인 영역을 담당하고 참여하는 사람들로서 사생활의 일부 공개는 감수하여야
한다고 한다(김태형, 앞의 논문, 157면).
87) 범인은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한다(김유향·정회철, 앞의 책, 480면).
88)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가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과잉금
지원칙에 위배하여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하였다(헌법재판소ﾠ2014. 3. 27.ﾠ선고ﾠ2012헌마652).
89)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도 법정에서의 촬영 등의 행위를 허용할 경우에는 원칙
적으로 피고인의 동의를 얻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90) 한동섭·김형일, 앞의 논문, 60면.
91) 대법원 사생활보호의 제한의 이유로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고,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방법 등이 부당
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ﾠ2013. 6. 27.ﾠ선고ﾠ2012다31628ﾠ판결).
92) 공익은 (i) 전체효용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구성원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 (ii) 사회전체에 바람
직하거나 올바르게 추론되는 가치를 실현하는 것, (iii) 사회구성원 간에 보편적으로 공유되는 공동의
이익, (iv) 이익집단 간의 타협 내지 절차를 거친 결과를 의미하는 것 등 그 내용에 따라 다양한 의미
로 지닌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이계만·안병철, “한국의 공익개념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5권
제2호, 한국정책과학학회, 2011, 4-5면).
93) 노재선, 앞의 논문, 136-138면.
94) 그러나 대법원이 당해 사안에 대해 ‘사회적 관심사’가 높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판단근거나 기준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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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판중계의 허용요건으로서 ‘공공의 이익’의 의미나
내용에 대하여 예시 등을 통해 규칙이나 예규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것은 재판장이 여론의 영향에 구애되지 않고 심적 부담 없이 재판중계를 허용하는 결정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그렇게 될 경우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의 우려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재판중계를 허용할 경우에는 재판중계로 인한 재판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우려되는 혼란을 방지하고, 피고인이나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 방청인 등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계의 주체95)는 물론, 중계방법이나 절
차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구체적으로 규정해 둘 필요가 있다.

나. 현행법상 재판중계의 제한
헌법 제109조 단서 및 「법원조직법」 제57조에서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도
록 하면서도, 단서에서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다. 따라서 알 권리로서 재판중계가 요구되는 경우에도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
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제한될 수 있다.
한편,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알 권리의 요청에 따라 재판중계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헌법 제21조 제4항96)에 의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
하는 것이어서는 되지 않는다.97) 뿐만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하더라도 헌법 제
37조 제2항에 의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알 권리도 입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법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제3조)고 규정하면
하고 있지 않아서 자의적인 판단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전술한 재판중계에 따른 긍정적
영향을 고려해 보면 민사사례이지만 ‘법률상 쟁점이 많다’는 사실이 어떠한 이유로 변론중계의 사유가
되며, 이 경우 변론중계가 법관의 사실판단에 과연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합리적
인 변론중계의 근거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95) 방송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재판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의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다. 재판중계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전담방송국을 두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지만 현 상황에서는 현
행 TV방송국 등 기존 매체를 이용하되, 방송대상을 법원이 결정하게 하고, 원하는 방송사 중에서 일
부를 선정하여 방송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96)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
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97) 헌법재판소 1991. 5. 13.ﾠ선고ﾠ90헌마1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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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
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동법의 적용대
상에서 제외(제4조 제3항)98)하는 한편, 제9조 제1항에서 비공개대상정보의 유형을 포
괄적으로 나열하고, 이들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99) 다
만, 제4호의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중인 재판
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해석하여야 하
고, 재판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100) 그렇지
않게 되면 모든 재판이 비공개대상이 되어 재판중계는 물론 공개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98) 군사기밀에 대해서는 「군사기밀보호법」을 제정·시행하여 정보공개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직선거법」 등 여러 법률들에서 정보공개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99)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
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
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
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
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
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
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
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100) 서울행법ﾠ1999. 2. 25.ﾠ선고ﾠ98구3692ﾠ판결; 부산고법 2011. 6. 1. 선고 201누561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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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되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며, 원칙적으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헌법규정(제109조)에도 위반하는 것으로 될 것이다. 따라서 정보공개법상 비
공개대상이 되는 재판정보의 범위는 최소한으로 한정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101)
그렇다고 하면,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재판중계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헌법상의 제한사유나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중계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형사재판에
있어서 재판중계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개별 사안에 따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
하여 정보공개법의 제외사유를 참고로 하여 판단하되, 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동의
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경우로서 중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다만, 현행 법제하에서는 재판중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
지 않고, 따라서 그 허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판단기준도 불명확하다. 따라서 장래 재
판중계를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명문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가
치의 충돌과 문제의 소지를 줄일 필요가 있다.

V. 맺음말
디지털기기의 발달로 인해 일반 시민들이 쉽게 사회적 관심사를 공유하게 되면서,
특정 사건의 경우 재판을 방청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현실
적으로 법정규모의 한계로 인하여 원하는 사람들 모두가 방청하는 것이 어렵게 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즈음하여 최근 알 권리의 보장차원에서
재판중계에 대한 요구가 점증하고 있다. 알 권리의 대상이 공공기관의 정보이고, 사법
부도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재판과정도 알 권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
다. 하지만 일반 공공기관의 정보와 달리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으므로 사적 영역의 부분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의 발
견이라고 하는 사법목적의 달성이 우선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알 권리를 이유로 재
판중계로 인해 피고인의 초상이나 신원 및 진술내용 등이 무제한으로 공개되는 것은 피

101) 이민영, “이른바 재판정보의 비공개 대상적격”, 「사법」 제17호, 사법발전재단, 2011, 22면에서는 정
보공개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 관련 조항이 지극히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헌법의 명
확성원칙에서 볼 때 문제점이 적지 않고 기본권제한이 불가피하더라도 알 권리 침해는 필요최소한의
원칙에 따라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도 비례원칙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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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가지는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
전술한 것처럼 재판중계는 그 긍정적 효과 못지않게 부정적인 영향 또한 중대하고,
알권리의 보장으로 인해 사법의 목적이나 본질까지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형사재판에 있어서 대법원의 변론
절차뿐만 아니라 사실심인 하급심의 심리와 판결에 대해서도 방청허용 등의 직접공개를
넘어 재판중계를 허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생활보호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법
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
고, 사법목적(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한 형사사법정의의 실현)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 대
상과 기준을 명확히 한 법적 근거부터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재판중계의 허용
도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되, 예외적으로 피고인의 기본권
보호를 크게 상회하는 ‘공적 이익’이 있거나 ‘공적 관심사’의 정도가 매우 큰 경우로서
사법목적은 해하지 않으면서도 ‘재판중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동의
가 없더라도 재판장이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102)
이때 ‘공적 이익’의 내용이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재판중계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와 판단기준을 사전에 마련해 둠으로써 재판중계의 허용여부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가급적 재판장의 자의가 작용하지 않게 하는 것이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
성을 유지하는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앞으로는 방송·통신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통신매체의 출현으로 인해 TV와 라디오에 의한 방송뿐만 아니라 IT기술의 발전에 따른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들이 재판중계에 이용될 수 있다.103) 그러므로 재판중계를 허용
하는 경우에도 방송매체나 주체의 결정 및 중계방송의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도 법령
을 통해 상세하게 규정하는 등, 재판중계로 인한 문제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을 강구할 것이 요청된다.

102)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중계에 대한 허용여부를 결정하기 전에는 피고인과 검사 등 당
사자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의 원칙의 실현으로 될 것이다.
103) 한동섭·정문식·김형일, 「사법의 투명성과 개방성 확보를 위한 재판방송 실시 방안에 관한 연구」,
법원행정처, 2012, 73-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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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1)이
이

근 우*
근 우*

먼저 이렇게 귀한 토론의 기회를 주신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사법정책연구원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사태에 관한 언론보도,
국회 청문회와 특검, 형사재판, 탄핵심판을 접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점에서 국회에
서 참고인 구인 제도나 사법방해죄 신설에 관한 발의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는 조금 다른 맥락이지만, ‘재판중계’에 대한 이 자리도 이
러한 현실 상황 속에서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자이신 강동욱
교수님께서 워낙 꼼꼼하게 발제해주신 덕분에 토론자로서의 저는 devil's advocate1)의 역
할에 충실하게 저의 의문을 제시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재판중계의 근거를 헌법상 ‘알 권리’로부터 찾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 헌법 체제와 우리 헌법 체제의 상이점은 차치하고서라도 미국 헌법과 달리 현
*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1) 데블스 에드버킷은 의도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하면서 선의의 비판자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악마의 변
호인」이라고도 한다. 가톨릭 성인(sainthood) 추대 심사에서 추천 후보의 불가 이유를 집요하게 주장하
는 역할을 맡는 사람을 ‘악마(devil)’라고 부른 데서 유래된 개념이다. 이들은 모두가 찬성할 때 반대 의
견을 제시하면서 토론을 활성화시키거나 또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모색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네
이버 지식백과] 데블스 에드버킷 [devil's advocate]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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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헌법으로서 촘촘한 조문 구성을 갖는 우리가 굳이 불확정 개념에 가까운 알 권리로
부터 재판중계의 헌법적 근거를 찾는 것은 타당한가 하는 의문입니다. 알 권리가 헌법
재판소에 의하여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확인된 것은 사실이지만 발표자께서도 상세
하게 검토하신 바와 같이 알 권리의 자유권 및 청구권적 속성은 ‘접근가능한 정보’에 대
하여 국기기관의 방해받지 않고 접근하거나 ‘공개가능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할 권
리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보접근 법제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의 정보
는 정보공개, 심지어 국정조사에서도 접근, 공개를 거절할 수 있는 정보2)여서 알 권리
의 대상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하나의 심급에
서 법원이 확정한 사실에 대한 판결문조차 당사자 등의 관계인 이외에는 전문적 연구자
들조차 자유로운 접근이 불가능하고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은 상당수의 대법원 판
결과 극히 제한된 항소심 판결뿐입니다.
둘째로 재판중계가 아닌 재판공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자께서 상세하게 지적하신대로 법원조직법 제57조 이하를 보면 헌법상 원칙인
심리와 판결의 ‘공개’와 달리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금지가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
다. 또한 ‘법정방청 및 촬영 등에 대한 규칙’에서 예외적 허용을 인정하는 경우도 ‘피고
인의 동의’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이면서도 심리의
실체 부분은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제가 많은 법정을 가보지 않아서인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법정면적이
공개된 재판이라도 방청할 수 있는 인원은 얼마되지 않아서 물리적 공간 부족을 이유로
방청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가 발표문 6쪽에서 제시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4.8.6.] 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조차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제한적, 선별적으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
닌가 합니다.3) ‘알 권리’를 근거로 이를 충실하게 보장하는 것이 ‘재판중계’의 주된 근거
2)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3) 최순실 재판 생중계·방청권 신청에도 관심'↑'…일반인 80석 배정, '경쟁률 2.66대 1'기사입력 : 201612-19 14:43 [이투데이 이재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받은 최순실 씨 첫 재판이 19
일 열리는 가운데 생중계와 방청권에 관심이 쏠렸다. 최순실 재판 생중계는 재판부가 국민적 관심과 사
안의 중요성, 취재진의 요청 등을 고려하면서 개정 선언 전까지만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재판 내용은 생중계되지 않으며, 법정 내 방청을 신청해야만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순실 첫 재판을 현장에서 보기 위한 방청권 추첨에도 이목이 쏠렸다. 이
날 방청권을 신청하기 위해 200여명의 시민이 몰렸으며, 대법정 150석 중 일반인에게 80석이 배정됐
다. 경쟁률이 2.66대 1에 달한 셈이다. 앞서 방청권 추첨은 지난 16일 진행됐다. 방청권 당첨자는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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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별도의 특별한 조치 없이 법원의 의지만으로도 가능한 법원시설 내 중계라도 원칙
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대중매체에 의한 재판중계도 이렇게 활
용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 변론은 중계를 허용하고 있지
만, 이는 법률심으로서의 속성상 법리에 관한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 공방이 중심이 되
는 것이어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알 권리’에 근거한 재판중계에 관한 신중론의 입장에 있는 발표자
의 견해(9쪽 이하)에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이 문제는 ‘알 권리’로서 보다는 재
판제도에 대한 ‘제도 보장’의 일측면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판의 ‘공개’는 어떤 의미에서
재판의 본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문제된 사안에 관하여 사법적 판단권한을 가진 기관
의 고권적 결정을 재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근대 이후의 사법제도에서 ‘공개주의’
는 사법의 본질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투명성을 통한 공정성의
확보라고 하는 고려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세의 밀실재판에 대한 반성이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떤 공동체의 재판이 밀실로
들어간 것이 이례적인 현상이 아니었던가 합니다. 우리 표현에 ‘衆人環視’라는 말이 있
는 것처럼 분쟁해결의 결론뿐만 아니라 분쟁해결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당한 재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규범확증을 통한 신뢰감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 반대의 경우 판결이
아니라 공동체의 비난이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적 압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측
면에서 보면 ‘공개’는 재판의 아주 오래된 속성으로 보입니다. 또한 衆人環視裡에 이루
어지는 재판에서 뻔뻔하게 거짓말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비난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과거에는 그다지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았던 요소가 특히 현대의 형사
재판에서는 핵심적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의 소송법적 권리입니다. 물론 떳떳한
피고인이라면 공개가 무엇이 두려운가 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만, 떳떳하
지 않은 피고인에게도 권리는 보장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경찰관서의 CCTV는 엉뚱
한 곳을 비추거나 삭제되어있기도 하고, 영유아 보육원의 CCTV 설치, 중계는 아직도
에서 구두로 발표됐으며 응모 이후 귀가한 당첨자는 문자 메시지로 당첨 사실을 통보받았다. 방청권은
19일 오후 1시 청사 서관 2층 법정 출입구 5번 앞 검색대 입구에서 배부됐으며, 당첨자들은 최순실 씨
의 첫 재판을 현장에서 지켜보게 됐다. 한편, 법원은 향후에도 재판기일 1∼2일 전에 방청권을 추첨할
예정이다. 재판이 본격화해 기일이 집중적으로 열리면 한 번의 추첨에 2∼5회 기일의 추첨을 연속 진행
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영 기자 ljy0403@etoday.co.kr [출처] 이투데이: http://www.etoday.co.kr/
news/section/newsview.php?idxno=1429314#csidxef44529e0d3ed7cbead5e0ea5f03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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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경찰관, 보육교사를 의심할 것
은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토론자께서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을 해주실 것이
어서 간단하게 언급하는 것으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중계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발표자께서 9-13쪽에서 상세하게 검토하셨으므로
간단하게만 언급하겠습니다. 실증적 자료는 없습니다만 제가 특히 우려하는 것을 덧붙
이자면, 변호인이 행사하는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 주장에 대한 실질적 제약이 이루어지
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去頭截尾’, ‘單刀直入’을 좋아하는 사람
이어서 이번 청문회 중계를 참고 보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소송법에 대
한 이해의 깊이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란다 원칙, 위법수집증거배제, 심지어 전
문법칙까지도 ‘소박한 일반인의 법감정’에서는 나쁜 놈의 억지주장처럼 보이지는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변호인에게 유무형의 압박이 이루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우
려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변호사들도 좀더 뻔뻔해진다면 우리 법정에서도 O.J. 심슨
재판이 생중계되겠지만, 이것이 사법신뢰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공개’를 ‘중계’로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맥락으로 보입니다. 단지
공개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넘어서, 이는 누구나 자신의 장비를 통해 중계내용을 녹
화, 편집, 재배포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유튜브에는 재판이 중계되는 미국
에서 올라온 수많은 영상들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 중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은 마약소
지 혐의로 체포되어 구치소에서 보석 재판을 받는 여학생에 대한 원격화상재판 화면입
니다. 처음에 여학생을 다리를 꼬기도 하고 예교를 부리기도 합니다만 보석금이 자신의
예상보다 크자 손가락 욕을 합니다. 그러자 판사는 그를 불러 세워서 보석금액을 높입
니다. 다시 욕을 하자 판사는 다시 불러 다시 보석금을 올립니다. 물론 두 사람의 얼굴
을 아주 또렷하게 나타납니다. 재판의 엄숙성을 침해한 사람에 대한 엄벌이라고 할 수
도 있고, 판사를 기분 나쁘게 하면 이런 꼴이 난다는 교훈으로 남을 수도 있을 것입니
다. 여하튼 이 화면은 별도의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인터넷이 존재하는 한 남아있을 것
입니다.
두서없는 토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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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
김

상 순*
상 순*

I. 서 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관한 각종 방송정책을 업무로 다루는
대통령 직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온라인에서의 각종
침해 유출 건 등에 대한 조사 제재), 전기통신사업법, 단말기유통법 등의 법률위반에 대
한 제재처분을 맡는 규제기관이기도 합니다. 위원장 포함 5인의 상임위원이 주요 법정
심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과천정부청사 내에 있는 전체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합의하여
다수결 의결하는 구조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언론보도
를 위한 녹음 등의 허가)는 ‘회의 시작 전에 언론보도를 목적으로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
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제 의견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훌륭한 발제문을 읽으면서 재판중계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재판중계제도의 운용에 대해서는, 프라이
버시의 침해를 들어 이를 전면적 불허하기 보다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기준을 설정하여

* 방송통신위원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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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범위를 설정해 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발전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
다. 그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알 권리(및 그 동전의 양면이라 할 잊혀질 권리) 또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I. 재판중계제도와 개인정보 침해
피고인에 대한 개인정보라 할 수 있는 재판을 중계라는 형식으로 공개하는 것은 피
고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중계제도의 운용
은 개인정보침해 혹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이하 ‘개인정보 침해’로 용어통일하여 사
용함)를 어떤 이유로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됩니다. 예컨대, 알 권리라는
이유로 개인정보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인가, 기본권과 기본권의 충돌 상황에서
어느 기본권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의 문제로 볼 수도 있습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
에 관한 규칙’ 제6조 제4항은 “재판장은 중계에 의하여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가 침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ICT의 발달로 여러 경로로 수집되는 빅데이터를 산업에 활용함에 있어서는 개인정
보보호를 위해서 익명화, 암호화하게 하고 복호화하기 어렵게 만들고 함부로 공개, 유
통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가장 민감
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재판(특히 형사재판)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
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계라는 형태의 공개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
습니다{물론, 양(volume), 데이터 입출력 속도(velocity), 종류의 다양성(variety)이라
는 빅데이터의 정의에 관한 소위 3V의 관점에 비추어 볼 때, 재판 관련 정보나 데이터
등은 다양한 종류의 많은 양의 데이터이기는 하지만 이를 과연‘비정형’을 그 특징으로
하는 빅데이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지 견해가 갈릴 수 있습니다}.

III. 개인정보 침해와 재판받을 권리
재판중계제도의 근거가 되는 ‘알 권리’는 과연 개인정보보호에 우선하는 것 일까하
는 의문을 갖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최근에,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듯한 상황이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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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권리의 보장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된 최근 하급심 사례가 언론을 통하여 소개되었
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맞는 해석을 통하여, 재판받을 권
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한 사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16년 11월경 인천지법 민사7단독(오현석 판사)은, 법원이 SK텔레콤에 대하여
내린 피고의 ‘개통 여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려달라는 문서제출명령을 내렸
고, SK텔레콤은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거부하자, 이에 SK텔레콤
에 각 과태료 500만원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피고의 특정과 소장 송달주소의 확보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
한의 정보만 제출하라고 명령한 것이고, 이 같은 조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부합
하는 것이어서 통신사의 직무상 비밀을 지킬 의무는 면제되므로 문서소지인인 통신사는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법치국가에서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법원의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소장이 피고에게
우편송달되지 못하고 있는데 문서소지인의 자의적인 제출 거부로 가해자로 지목된 피고
의 실명과 주소를 알아내는 것조차 곤란하게 되었다.” 등을 결정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즉, 개인정보침해로 보이는 상황이라도 (헌법상의 원칙이나 기본권을 실현하는) 법
령의 규정 등 합리적인 기준이나 근거가 있다면, 이는 침해로 볼 수 없고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IV. 예컨대 ‘보편적 재판 중계권’
재판중계의 허용 여부에 대한 기준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는 발제 의견(제14쪽)에 동
의합니다.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어떻게 선별할 것
인지에 관한 기준이나 그 결정의 근거가 미리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방
송법 상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를 참고로 간략히 소개합니다.
보편적 시청권은 실정법상의 권리로서 국민적 관심도가 큰 행사, 가령 올림픽, 월드
컵과 같은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의 경우 무료지상파방송을 통한 일반국민의 시청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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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구체화된 개념입니다. 스포츠 방송에 있어서 보편적 시청권은 인기 스포츠를 비롯한 핵
심 방송프로그램을 시청자들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게 하여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방송법은 보편적 시청권을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
기대회 그 밖에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방송법 제2조 제25호).
방송법은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관심행사 등의 고시 등에 관
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보편적 시청권 보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방송법 제76조의2), 국민관심행사 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일반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
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하며(방송법 제76조 제3항), 방송사업자 및 중계
방송권자등은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지
행위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방송법 제76조의3 제1항), 방송사업자 등이 이를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령을 할 수 있으며(제76조의3
제2항),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습니다(제76조의3 제4항).
방송통신위원회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방송법 제76조 제2항), 현
재 <방통위 고시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는 ‘동하계 올
림픽, 성인 남녀 월드컵 축구,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남자 국가대표, 성인 남자 국
가대표 친선경기 등’의 여러 경기등을 열거하여 구체화 하고 있습니다. 많은 채널이 동
일한 스포츠 이벤트 중계를 하는데 따르는, ‘전파 낭비’, ‘시청자 선택권의 침해’. ‘과도
한 경쟁방지라는 다른 정책수단으로의 변질’ 등 여러 논의도 최근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법서비스에 있어서의 액세스(Access) 권의 적극적 보장’이라는 화두로 재판중계
나 판결문 공개 등 사법서비스에의 국민접근을 용이하게 해 주는 여러 제도나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방송법상의 보편적 시청권 개념은 좋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사건 등에 대하여 국민들의 알 권리를 높인다는 의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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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반국민의 재판중계서비스에의 접근권을 보장해주는, 예컨대 ‘보편적 재판중계권’
과 같은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형태의 개념을 구성한다면 재판중계서비스의 근거나
기준을 마련할 때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V. 사적(私的) 중계와 MCN
“재판중계 전담 방송사가 존재하지 않는 한 방송사의 선별적 중계로 인해 법집행의
차별화와 사건 왜곡의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발제 의견(제12쪽)에 동의합니다. 선별
중계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계 주체의 수를 늘리는 방법과 관련하여 ‘사적
중계와 MCN’도 향후 고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통과 공유라는 지구 공통의 경향을 만드는 데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
디어가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 사용자간의 최근 가장 큰 관심사는
라이브(live) 기능, 즉 동영상 중계 기능입니다. 이 심포지엄도 페이스북의 라이브 기능
을 이용하여 현재 실시간 중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한 사적 중계가 가
능해진다면, 재판해설방송 등 1인 미디어가 등장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변호사들의
새로운 직업형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1인미디어들로 뭉쳐진 MCN(Multi
channel Network)도 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적 중계가 허용되기위해서는 이것이 낳는 여러 추가적인 법적 쟁점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최근 국정조사 중 국회의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실시간 제보를 하고 이것이 국정조사 질의에 그대로 즉시 반영되는 일이 화제가
되어 기사화된 일이 있었습니다. 만일 실시간 재판중계에 대하여 공식/비공식의 중계
사이트의 댓글창에서 실시간 토론을 하거나 반박사항의 아이디어를 얻는다면, 이것이
무기대등의 원칙이나 적법절차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닐까(추후 형사 이외의 재판 영
역에까지 범위가 확대된다면, 처분권주의 혹은 변론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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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피고인의 잊혀질 권리와의 관계
알 권리의 보장만큼이나 그 대척점에 있는 잊혀질 권리의 보장에도 관심을 가질 필
요가 있습니다. 재판이 영상 중계된다면 이러한 영상은 복제가능한 형태로 저장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재판중계 동영상 클립(clip)은 사이버 세상에서 영원히 존재할 수밖
에 없습니다. 따라서 영상의 배포 방법, 보관 시한 등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시중에
서는 동영상이 복제, 편집, 재생산되어 유통되는데 정작 재판중계 원본은 보관기간 경
과로 폐기되어 진본 확인 불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의 취지가 몰각될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이나 수사경력자료는 폐기될지라도 온라인에
유통되는 자료는 복제 재생산되므로, 형사절차에 피고인으로 참여하였던 적이 있었다는
낙인(烙印)은 영구히 존재하게 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VII. 형사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와의 관계
또한 형사범죄는 필연적으로 피해자가 존재하게 되는데, 재판중계영상의 유통 등으
로 피고인이 잊혀지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도 잊혀지지 않는다는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
다. 해당 사건의 형사피해자의 프라이버시나 잊혀질 권리도 재판중계제도를 수립 정비
함에 있어 아울러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예컨대, 횡령 배임의 피해자가 회사일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 등이 간접피
해자로서 해당 형사사건 정보에의 액세스를 요청해 왔을 때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제한
하는 문제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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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피고인 등 사건 관계자의 알 권리
이는 피고인 자신이 등장하는 재판중계 영상이 어떻게 촬영되었는지에 관한 피고인
의 알 권리의 문제를 낳기도 합니다. 피고인이 미결수용중 자신의 온라인 재판정보에의
액세스 권을 강화하여 달라는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
을 권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온라인 또는 ICT에 익숙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을 피고인이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분리 기소된 타 사건정보를 습득하여 본
인 사건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차단하려는 피고인의 시도를 차단할 제도적 장치 마련
의 필요성도 생깁니다.
변호인이나 증인 등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일도 새로운 쟁점을 낳을 수 있습니다.
재판이 중계되고 저장되어 추후 확인 가능하다면, 변호인이 관련 사건의 재판을 참조하
거나 증인이 선행공판의 흐름을 확인하고 증언의 뉘앙스를 수정하거나 차회 기일에 태
도를 변경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판중계는 재판관계자 모두에게 선행학습을 통한 방어전략 수립 등 여러 행동의
변화를 일으킬 유인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재판에서의 말이나 행동이 공개되고 영상으
로 저장될 수 있다는 심리적 부담이 재판의 당사자들이나 재판절차에 미칠 영향에 관한
심층적 연구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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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 자리에 토론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강동욱
교수님의 발제문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중계제도의 관계, 형사재판에 있어서 재
판중계제도의 가능성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많은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주신 강동욱 교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판중계에 대한 교
수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토론문은 발제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들을 교수님의
의견을 전제로 하여, 헌법적인 관점에서 정리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교수
님의 고견을 청하고 싶은 질문을 서술하였습니다.

I. 서론 - 재판공개의 요청과 재판중계제도 도입의 문제 상황
권력분립의 틀 안에서 입법부와 사법부는 각각 법정립작용과 법판단작용으로서 법
치주의 실현시키는 국가기관입니다.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 의사는 국민의 대표기관
으로서의 공적인 의사이므로 의사진행의 공정성·객관성과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을 갖습니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중계
방송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149조 내지 제149조의2와 「국회에서의 중계방송 등에
관한 규칙」은 이를 구체화하는 법률과 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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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공개도 재판과정의 공정성·객관성 확보와 관련하여서는 국회의사의의 공개
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재판의 내용에 공익적
요청이 강하게 들어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재판의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의 측
면에서 국회의 의사공개와 차이점을 갖습니다. 재판의 공개는 소송당사자의 기본권침해
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와 정보보호 사이의 긴장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재판중계제도는 이러한 재판공개 요청을 구체화하는 제도로 볼 수 있으므로, 재판
중계제도에서도 정보공개와 정보보호 사이의 긴장관계의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입
니다. 특히 재판의 공개는 헌법적 요청에 의한 필수적인 것인 반면, 재판중계제도는 그
도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판중계제도를 어떻게 구체화하느냐에 따라 정
보공개와 정보보호의 긴장관계가 조율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만큼 재판중계제
도를 구체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기준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II. 재판의 공개에 대한 헌법적 요청과 그 근거
1. 재판의 공개의 의의와 기능
재판의 공개는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방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의 공개는 재판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
보하여 사법에 대한 신뢰를 확립하고, 공적사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현행법상 재판공개의 방식과 범위
현행법상 재판공개는 헌법상 요청되는 것으로서 헌법 제27조 제3항과 헌법 제109조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109조 제1문은 재판공개의 방식과 범위에 대하여 “재판
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리와 판결에 해당되지 않
는 법원의 작용은 비공개가 필요로 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판공개와 관련하여 판결은 언제나 공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심리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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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9조 제2문은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여
심리공개의 예외상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법정질서유지 위반에 따른 재판공개와 관련된 제재
재판의 공개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재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저해하게 된다면, 재판장은 법정에 대한 출입의 통제시키고
(법원조직법 제58조)와 녹화 등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법원조직법 제59조). 재판장의
이러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법원은 감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법원조직
법 제61조),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법원조직
법 제60조).

III. 재판의 공개와 그 구체화로서의 재판중계제도의 도입
1. 재판의 공개와 재판중계제도의 관계
재판의 공개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법질서 내에 필수적으로 구체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반드시 재판중계제도의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
은 없습니다. 재판중계가 재판의 공개를 구체화시키고 확장시킬 수 있는 제도일 수 있
지만, 그것의 도입이 헌법적으로 반드시 요청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
에 재판중계제도의 도입을 선택한다면, 그것이 재판의 공개를 비롯한 헌법의 가치의 실
현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재판중계제도 도입의 긍정적 측면
재판중계제도는 –재판의 공개와 마찬가지로-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긍정
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것은 재판의 전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사
법에 대한 신뢰증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공적 사안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법의 준수 및 법규범의 실현을 확인하
게 함으로써 국가질서 전체를 안정시키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51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사법정책연구원 공동주최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중계제도의 도입방안 심포지엄

3. 재판중계제도 도입의 부정적 측면
그러나 재판중계제도는 긍정적인 측면 외에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
격권이나 사생활 침해 같은 소송당사자들의 기본권 침해가 가장 먼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의 중계와 관련하여 비용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재판
을 지연시킬 가능성으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계되는
재판이 여론재판으로 변질되어 재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저해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IV. 재판중계제도의 구체화방안
1. 재판중계 대상의 문제
재판중계제도가 가진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계의 대상이 되는 재판
을 선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판을 선별하는데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기본권 충돌상황에서 문제해결방식으로 적
용되는 실제적 조화의 원칙은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실제적 조화의 원칙을 구체화시키는 협의의 비례성 여부는 중요하게 고
려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의의 비례성 충족 여부로 중계 대상이 되는 재판을 판단
해보면, 그것은 ‘소송당사자가 재판중계를 통해 제한되는 자신의 기본권 정도를 수인할
수 있는 재판’, 즉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재판의 공정성·객관성 및 국민의 알 권리)보다
기본권제한으로 인해 야기된 개인의 희생이 크지 않은 재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소송당사자가 수인할 수 있는 기본권제한의 정도는 재판의 종류와 심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적분쟁을 다루는 민사재판의 경우에는 당
사자가 수인할 수 있는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적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면 범죄라
는 공적 사안을 다루는 형사재판이나 선거무효나 당선무효를 다루는 선거재판, 그리고

국가질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재판의 경우에는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으로 인해
- 기본권제한의 수인 정도가 클 수 있으므로 민사재판보다는 재판중계의 대상이 될 가
능성이 높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많이 드러나는 사실심보다는 법
률관계를 주 쟁점으로 다루는 법률심이 재판중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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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판중계 방식의 문제
재판중계 방식의 문제는 재판중계가 허용된 재판이라 하더라도 소송당사자의 기본
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
련하여서는 생중계로 할 것인지 녹화중계로 할 것인지, 촬영방식과 관련하여 촬영각도
와 촬영범위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촬영방식과 관련하여 보면, 판사·검사·변호사는 공인이므로 이들에 대한 정면촬
영은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의 피고인과 민사재판의 소송당사

자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면촬영을 허용할 것인지 측면 혹
은 뒷면 촬영만을 허용할 것인지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

사재판의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간의 화면현출시간의 동일성 여부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
라고 생각됩니다.
소송당사자 외에도 방청인이나 증인의 클로즈업을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멀리서 방
청석 또는 증인석만을 촬영할 것인지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방청인
과 증인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함은 물론이고, 방청인이나 증인의 태도가 비춰짐으로
써 중계되는 재판에 대한 여론의 인상이 바뀌어 이것이 자칫 공정한 재판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촬영과 관련하여서는 그것이
재판정 내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카메라를 몇
대로 제한할 것인지 역시 논의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수님께서는 발제문에서 중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판을 선정하는 기준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재판중계 방식의 구체화는 국민의 알
권리와 소송당사자의 기본권 사이의 긴장관계를 조율하는 문제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개념에 경계를 확정함으로써 다의적이고 포괄적인 공공의 이익을 구
체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중계의 방식의 구체화와 관련하여 교수님의 고견
을 여쭙고 싶습니다.

3. 재판중계 허용에 대한 판단권자의 문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재판정의 방청과 촬영 등의 제한, 중계 목적
의 녹음·녹화·촬영을 허가하는 판단권자를 재판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제7조의2도 대법원 변론에 대한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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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 판단권자를 재판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질서의 통일적인 해석에 비추어보
면, 재판중계제도가 도입될 경우에도 재판중계 허용의 판단권자는 재판장이 될 가능성
이 높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재판중계에 대한 통제를 법관 스스로에게 준다는 점에서 재판중계
허용의 실효성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
중계 허용에 대한 판단권자의 문제는 그 판단권자를 통제하는 수단도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판단권자를 통제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그 통제가 정당
한지, 통제한다면 그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교수님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V. 재판중계제도 운영에 대한 통제
1. 재판중계제도 운영에 따른 피해발생의 가능성
재판중계제도는 양면성을 가진 제도이므로, 재판중계제도의 도입에 있어서는 그것
이 운영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피해상황에 대한 예방과 통제가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중계제도의 운영에 따른 피해발생의 가능성을 재판중계 전과 후로 나누어 본다
면, 재판중계 전에는 재판중계를 허용 또는 불허하는 판단권자의 결정에 의한 피해상황
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판중계 이후라면 재판중계 과정에서 등장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문제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사전예방적인 보호방안
재판중계의 허용여부에 대한 판단권의 결정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단권자를
재판장으로 한다면, 재판중계에 결정에 대해 소송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할 때, 법원장과
같은 상급기관이 이에 대해 재검토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재판중계 과정을 통해 야기될 수 있는 증인의 기본권 침해상황을 최소화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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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재판중계에 대한 판단권자가 증인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중계 전
미리 차폐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사후구제적인 보호방안
재판중계 운영에 대한 사후구제적인 보호방안과 관련하여서는 배상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보상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나누어서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리고 만약 재판중계가 국가가 아닌 (민영)방송사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방송사를 상대
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재판중계제도의 운영에 대한 통제수단을 구체화하기 위해 사전예방적인 보호방안과
사후구제적인 보호방안을 나누어 보았지만, 많은 부분에서의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운영에 대한 통제방안의 구체화와 관련하여 교수님의 고견을 여쭙고 싶
습니다.

VI. 결론
재판중계제도는 재판의 공개라는 헌법적 요청을 구체화시키고 확장시킬 수 있는 제
도입니다. 하지만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선택적인 것인 만큼, 그 도입여부의 결정 및 운
영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측면을 최대한 줄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재판중계제도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보호되어야
할 소송당사자의 정보와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공개되어야 할 정보의 범위를 결정하
는 문제라는 점에서 계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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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를 해주신 강동욱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 의견은 우리 사법부의 의견
이 아닌 제 개인의 의견임을 밝힙니다.

[재판공개의 헌법상 원칙]
강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바와 같이 재판의 공개는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바입니
다. 헌법 제27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형사피고인의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109조 본문이 규정하고 있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는 규정 및 나아가 기
본권인 알권리의 보장을 위해서 재판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
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재판의 공개 원칙은 역사적으로 밀실 재판의 폐해 때문에 생겨
난 것입니다. 법관이 아무리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한들 그 절차가 공개적으
로 이루어지지 않고 밀실에서 진행된다면, 심리와 판결의 공정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
습니다. 물론 심리와 판결이 공개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심리와 판결의 공정성이 바로
담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재판의 공개는 사법 신뢰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
닙니다.

* 수원지방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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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공개의 범위]
재판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 공개의 일환으로 재판을 방송하는 것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가 핵심 문제입니다. 현재 소년 법정 등 일부를 제외한 대한민국의 모
든 법정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관심 있는 사건의 심리는 물론 판결 선고까지 지
켜볼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특정 사건의 방청을 원할 경우 그 사건이 진행되는 법
정을 찾아가서 법관의 절차 진행을, 검사의 피고인신문 등을 지켜볼 수 있고, 형사 사건
의 피고인이든, 민사 사건의 당사자이든 증인이든 모든 사람들을 그대로 지켜볼 수 있습
니다. 대부분 사건과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관계인들만이 법정을 찾아오
긴 하지만, 때로는 장래 법조인의 꿈을 갖고 있거나 혹은 관련 과제를 해야 하는 부담을
갖고 찾아오는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도 있고, 뜬금없이 지나가다 들르는 경우처럼 전
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입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이목을 끄는 사
건들의 경우 방청석이 모자를 정도로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이 법정을 찾아옵니다.
사실, 살인죄나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들, 혹은 친척들끼리 서로 거짓말을 하고 있
다고 비난하며 싸우는 종중 사건 등 재판당사자들이 개인적으로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
활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건들이 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정에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누구나 법정에 찾아가서 그들의 재판을 방청할 수도 있고요. 상
황이 이렇다면 재판 당사자들의 사생활은 언제나 전혀 관련 없는 타인들에게 노출될 위
험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고 피고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형사사건(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자신의 프라이버시가 노출되는 것이므로)에 대한 절차를
밀실에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판 절차라는 것은 어차
피 공적인 이벤트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법부의 재판절차에 재판당사자들의 사생활의
비밀, 인격권, 프라이버시의 보장을 무리하게 요구한다면 사실상 사법부는 모든 절차를
비공개로 밀실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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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공개와 간전공개 차별의 필요성 있는가?]
공개를 하더라도, 이른바 직접공개와 간접공개는 다르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는 개인들 간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사건의 재판절차를 방송한다고 했을 때, 그 방송을 지켜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까요? 처음 이러한 유형의 사건을 방송하게 되면, 임대차 관련 소송이 이렇게 진행되는
구나하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방송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 방송이 일반화되면
이러한 유형의 소송들에 대한 관심은 급격히 줄어들 것이고 나중에는, 그 누구의 주의
도 끌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최순0 관련 형사 사건을 생각해 보
면, 그 형사재판의 공판과정을 방송하던 방송하지 않던 간에 이미 관심이 있는 사람들
이 많기 때문에, 법정을 찾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이미 그 피고인의 사생활 및 프라이버
시는 논의 대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즉, 뉴스화될 수 있는 사건은 재판을 방송하지 않더
라도 이미 피고인의 사생활이나 프라이버시는 충분이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표준 법정 내 방청석 수가 20개라고 가정할 때, 방청석 수가 100개 정도 되는 대법
정에서 재판이 진행된다면 그 재판당사자의 사생활은 표준법정에서 진행된 재판당사자
의 사생활 보다 더 침해된 것일까요? 혹은 방청석이 10,000개 정도 되는 대법정이 있
다면 어떨까요? 표준 법정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방송했는데 이를 보는 시청자 수가
1,000명도 되지 않았다면(아무도 관심 없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같은 경우),
10,000개의 방청석이 꽉 채워진 법정을 직접 공개하는 경우와 비교해서 어떤 경우가
재판 당사자의 프라이버시를 더욱 심하게 침해하는 것일까요? 저는 재판을 방송한다는
것이 방청석의 확대와 같다고 봅니다. 방청석을 4,000만 개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죠.
그래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방청석이 많이 설치된 대법정의 경우에도 사회적으로
이목을 끄는 사건들은 방청석이 늘 모자라는 판이고, 재판 당사자 외에 아무도 관심이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방청석이 텅텅 비어있으니까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최순0 사건
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방청을 원하고 있고 재판 공개의 원칙 상 원하는 사람은 모두
방청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법원에 수만 개의 방청석을 만들어 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재판을 방송하게 되면 방청을 원하는 사람들의 각 집안에
방청석을 한 두 개씩 설치해 놓는 효과를 거둘 수 있죠. 방청석이 꽉 차는 경우도 있고
텅 빈 경우도 있는 것처럼 재판을 방송한다고 해서 모든 재판이 관심을 받는 것은 아닙
니다. 사회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는 사건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방송을 볼 테고,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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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건은 거의 아무도 보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이 바쁜 세상에 남의 송사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현재 대부분의 법정에 재판관계인 외 순수하게 법정 방청을 위해서 들어오
는 다른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간접공개와 프라이버시]
재판당사자의 프라이버시는 직접공개를 인정하는 이상 간접공개에 의한 것도 감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접공개에 의해 재판당사자의 프라이버시가 더욱 심하게 침해된
다고 단언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언급했듯이 사회적으로 이목을 끄는 사
건들의 경우는 직접 공개를 통해 재판을 방청한 미디어에 의해 사실상 간접 공개 이상
으로 재판 절차가 공개되고 있으니까요.
재판의 방송이 방청석의 확대 외에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재판의 방송은 금
지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반박이 가능합니다. 재판 방송에 있어
핵심적인 문제는 재판당사자, 증인 등 재판관계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인데, 이는 재판을
방송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판이 공개되는 한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것이므로,
재판 공개 원칙을 포기하고 밀실재판으로 회귀하지 않는 이상 이를 근거로 재판의 방송
을 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재판을 방송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누구나 재판을 직접 방청할 수 있고, 적법
한 절차에 의하거나(직접 방청을 한 미디어의 보도에 의하여), 혹은 부적절한 절차에 의
하여(몰래, 휴대용 녹음, 녹화 장치를 이용하여 재판 과정을 녹음하거나 촬영하여 소셜
미디어나 개인 블로그 등에 포스팅하는 등) 재판 과정이 간접적으로 공개되고 있습니
다.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를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간접 공
개된 재판의 진행 과정이 그 실제에 정확히 부합한다면 별 문제 없겠지만, 대부분의 경
우 그 재판 정보의 전달자, 편집자의 의도가 개입되어 재판 과정이 왜곡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재판 과정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방송하여
특정 재판의 방청을 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에 유혹되거나 휘둘
리지 않게 하고, 마치 자신이 법정 내 방청석에 앉아 직접 재판을 보고 있는 것처럼 느
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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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재판을 방송하게 되면 방송을 지켜본 국민들이 피고인을 범죄자로 인식하게 되어 무
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사실 이는 형사재판 확정 전에 기소된 피고인
혹은 그 이전 수사 단계의 피의자를 범죄자로 인식하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시각에 기인
한 것이지, 재판의 방송으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을 방송하던 방송하지 않던 간에 판결 확정 전의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되어야 하고, 재
판을 방송한다고 하여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 또는 배심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
죄의 심증 형성을 하는 것도 아니고, 검사의 입증책임이 경감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쟁의 도구화 우려에 관하여]
재판을 방송하게 될 경우 재판이 정쟁의 도구나 피고인들의 주장을 선전하는 장으
로 이용되는 등 희화화 될 우려도 있다고 하나, 이는 당해 재판장의 소송 지휘로 충분
히 극복가능한 문제입니다. 나아가 하급심 재판을 방송하지 않는 현재에도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된 사건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상황들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에 대처하는 재판장들의 경험(소송지휘)도 다수 축적되어 있고 이를 공유화
할 수 있으므로,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실체진실 발견 곤란 우려에 관하여]
재판 방송으로 인해 법관이 인기 영합적으로 행동하거나, 사건의 실체보다는 절차
적 측면에 집중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할 경우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견해도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재판장 개개인의 양심과, 자질, 능력에 따른 문제
여서, 재판을 방송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재판을 방송한다고
해서 재판장이 위와 같은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과학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방범죄 우려에 관하여]
범죄수법이나 범행과정의 노출로 모방범죄를 양산하거나 범죄자를 영웅화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게임이 아이들의 폭력성을 조장한다거나, 성인
용 영상물이 성폭력 사건을 부추긴다는 의견과 일응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이
슈들에 대하여는 관련 학계에서도 아직 확립된 정론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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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여러 정보를 얻게 되고 그 정보를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활용하기도 하고, 또는
자신의 행동을 억제하는데 사용하기도 하는데, 재판의 방송으로 기존 형사 사건을 흉내
내는 모방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반드시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를 행하려고 했던
자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미 다른 출처를 통해 그 관련 수법을 충분히 취득할 수 있었
을 것이고, 그렇다고 범행 의지가 전혀 없던 사람이 형사재판 방송을 본 후 충동적으로
갑자기 범행을 모방하여 실행한다는 것도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범죄자를 영
웅화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편집으로 인한 왜곡보도 우려에 관하여]
재판 방송이 특정 방송사의 의도대로 편집된 결과, 오히려 진실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견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법부가 주도하는 방송국(가칭 Court TV)이 설
치되면 이러한 우려에 가장 이상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법원이
주도하는 방송이 어려운 경우, 기존 지상파 방송국 혹은 인터넷 방송국을 번갈아 가며
송출 기관으로 지정하되, 방송의 전체적인 구도, 촬영 방법, 각도 등을 매뉴얼로 정해두
고 이를 어긴 방송국은 재판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풀에서 배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는 이미 오랜 경험을 통해 관련 규칙을 제정, 개정한 미국 각주
의 사례를 참고하면 되므로, 앞서 지적된 위험성은 충분히 제거될 수 있습니다.

[결론]
재판 방송은 재판 공개의 당연한 귀결로서 이를 구현하기 위해 그것이 가져올 순기
능에 대해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이로 인해 사법 투명성 제고, 부적절한 재판 진
행 방지 및 정확한 절차 정보의 기록 등 몇 가지 부수적인 긍정적 변화는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재판 방송은 법정 내 방청석만을 두는 재판의 형식적 공개를 넘어 누구나 원하면 재판
을 TV나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재판의 실질적인 공개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나아가, 중요 사건의 경우 이미 사실상 재판이 방송되는 것과 유사한 결과에 이르고 있으
므로, 어차피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될 정보를 보다 주도적으로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는, 사법부가 재판의 방송을 시대적 흐름으로 인식하여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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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 대법원은 2013년 2월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2)하
여 같은 해 3월 21일 국외이송약취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의 공개변론을 사법 사
상 최초로 사법부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한국정책방송(KTV)을 통해 생
중계하였다.3) 2015년 6월 26일에는 바람을 피워 혼외자를 낳고 가출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의 공개변론을, 그리고 2016년 9월 22일에는 관
습법상 물권으로 인정해 온 분묘기지권을 그대로 인정·유지할지의 여부에 대한 전원합
의체 판결의 공개변론을 같은 방식으로 생중계하였다.4) 나아가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
과 관련하여 세월호 관련 사건에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특
히 같은 규칙 제6조 신설)5)하여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 2014년 8월 19일, 수원지법 안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2)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제7조의2(변론에 대한 방송 등) ① 누구든지 대법원 변론에 대한 녹
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원 변론을 인터넷, 텔레비전 등 방송통신매체를 통하여 방
송하게 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방송에 의하여 당사자 등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이를 계기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공개변론뿐만 아니라 하급심 재판에 대한 재판중계를 허용하는
등 재판중계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촉발되었다(김태형, “재판에 대한 방송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저스티스 제130호, 2012, 128-164면 참조).
4) 파이낸셜 뉴스, “대법원 재판 사상 첫 TV 생중계”, 2013년 3월 14일자 기사; 로이슈, “대법원 전원합
의체 공개변론…외도 가출 유책배우자 이혼 가능”, 2015년 6월 27일자 기사; 법률저널, “‘토지소유권보
다 조상숭배’, 분묘기지권 사라지나”, 2016년 8월 24일자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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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원에 광주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관련 재판을 생중계하였다.6) 이와 같은 대법원의
재판중계7)에 대한 확대 경향은 일부 판사들의 막말로 인한 사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을 개선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통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법접근권을 강
화할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재판중계에 대한 확대 경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재판중계
는 여전히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극히 이례적인 경우에만 재판중계를 허용)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59조는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호는 재판장 허가가 있더라도 공판 또는 변론
개시 전까지만 촬영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의 공개변론 이외에 세월호 관련 사건의 재판중계와 같이 하급심 재판
도 방송과 인터넷으로 중계하여 재판 내용이 왜곡되어 전달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
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 예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재판 과정을 녹음·
녹화한 후 인터넷에 올려 재판 내용이 왜곡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이를 막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재판 과정에
5)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재판장의 명에 의한 중계 목적 녹음·녹화·촬영) ① 재판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판 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계를 목
적으로 한 녹음, 녹화 또는 촬영을 명할 수 있다.
1. 소송관계인의 수가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의 수용인원보다 현저히 많아 법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
2.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당사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중 상당수가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으로부터 원격지에 거주하여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중계장치가 갖추어
진 원격지의 법원에서 재판진행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여 보장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재판장은 녹음물, 녹화물 또는 촬영물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시설에서 중계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소속 법원 내의 시설
2. 제1항 제2호의 경우 : 원격지 법원 내의 시설
③ 제2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2항 제1호의 경우 : 소속 고등법원장(특허법원장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법원장(가정법원장 또는
행정법원장을 포함한다)의 승인
2. 제2항 제2호의 경우 : 법원행정처장의 승인
④ 재판장은 중계에 의하여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경향신문, “광주지법 세월호 재판, 안산지원에서 생중계”, 2014년 8월 19일자 기사 참조.
7) 이하에서 재판중계라 함은 “공개된 재판정에서 전개되는 재판과정을 TV방송과 라디오방송뿐만 아니라
IT기술의 발전에 따른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음성)녹음 및 (영상)녹화하여, 재판정에 참여하
지 못한 일반 대중에게 실시간으로 또는 차이를 두고 전달하는 것”이라는 광의의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
다(한동섭/정문식/김형일, 사법의 투명성과 개방성 확보를 위한 재판방송 실시 방안에 관한 연구, 법원
행정처, 2012, 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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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불분명한 정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직접 재판절차를 녹화해 방송하거나
인터넷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8)는 주장이 그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이 국민적 관심
사로 떠오른 점을 감안해 선고 장면을 공중파 TV로 생중계하여 화제가 되었다. 하지만
공개변론 장면이 생중계된 적은 아직 없고, 일부 선고 장면만이 녹화되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9)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따르면 박
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 과정이 재판중계를 통해 생
중계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국정농단의 주범이며, 헌법질서를
유린하였다고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공개변론 과정
을 생중계할 필요성이 여전히 없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의 사회는 소위 ‘정보화 사회(Informationsgesellschaft)’라고까지 일컬어지
고 있어 전통적 의미의 일반공개주의 내지 법정공개주의는 더 이상 법정에의 자유로운
출입가능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 이용가능한 모든 기술적 수단들(예컨대
신문, TV, 컴퓨터 등)을 통해 법정심리 내지 재판진행 전과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
을 수 있는 ‘TV공개주의(Fernsehöffentlichkeit)’10)로 이해되고 있다.11) 따라서 본 발
제문에서는 공개주의의 확대로서 TV공개주의를 실질적으로 가능케 하는 재판중계제도
에 대해 각국의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
소 이외에 하급심에도 재판중계제도를 확대 적용하고자 할 때 어떠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8) 법률신문, “현직판사, "하급심도 재판 방송·인터넷 중계 필요"”, 2013년 7월 8일자 기사.
9) 헌법재판소의 주요 선고의 동영상은 https://www.ccourt.go.kr/cckhome/kor/event/selectAdjuVi
deoList.do에서 볼 수 있다.
10) TV공개주의는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진행 중인 심리에 대한 TV보도(광의의 TV공개주의) 이외에 법정
내에서의 TV카메라에 의한 영상과 소리의 기술적 녹화의 허용 및 이에 대한 동시 또는 녹화중계(협
의의 TV공개주의)를 의미한다(Frank Burbulla, Die Fernsehöffentlichkeit als Bestandteil des
Öffentlichkeitsgrundsatzes, Frankfurt am Main 1998, S. 44).
11) 김재윤, “독일과 한국의 공개주의와 그 제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공개주의의 확대로서 TV공개주의
에 관한 최근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제21호, 2004, 318-3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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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각국의 재판중계제도의 현황
1. 미국
미국은 재판중계를 허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다.12) 즉 미국은 각 주 법원의
경우 워싱턴 D.C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1심 및 항소심 재판과정
에 대한 카메라중계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수정헌법 제1
조와 공정한 배심에 의한 신속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6
조를 조화시키려는 차원에서 재판중계에 대한 수년간에 걸친 다양한 논의와 실험의 결
과이다.13)
보다 구체적으로 미국에서는 1970년 중반에 이르기 전까지 언론의 자유보다는 공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더 중요시되어 형사재판에 있어 라디오나 비디오 또는 사진촬
영 등에 의한 보도, TV방송에 의한 보도가 광범위하게 금지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 TV가 보편적인 언론매체로 자리 잡기 시작하자 광범위한 재판중계의 금지의 벽
이 허물어지기 시작하였는데, 1972년 미국법률가협회(ABA)에서 개정한 신윤리강령
(The American Bar Association’s New Code of Judicial Conduct) 3A(7)이 그 단
초가 되었다. 이 개정 신윤리강령은 법정 내에서 라디오방송, TV방송, 녹음 및 사진촬
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종래의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교육목적의 경우에 한해 예외적
으로 전자장치와 사진촬영을 허용하는 지침을 마련하였기 때문이다.14) 특히 1976년에
는 앨러바마와 워싱턴 주가 법정에서 TV방송 등을 허가하는 규칙을 채택하였고, 이를
계기로 여러 주에서 재판중계를 허용하기 시작했으며, 1980년대 말에는 22개 주에서

12) 이하의 설명은 강동욱, “형사재판에 대한 중계방송 제도도입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법과 정책연구
제10집 제2호, 2010.8, 614-617면; 김소연, “재판 중계의 헌법적 의의와 비교법적 고찰”, 성균관법
학 제28권 제3호, 2016.9, 274-279면; 조규범, “재판방송에 대한 입법론적 소고”, 입법학연구 제10
집 제2호, 2013, 223-226면; 한동섭/정문식/김형일, 앞의 연구보고서, 143-153면에서 주요 내용
을 발췌한 것이다.
13) 미국의 각 주 법원과 마찬가지로 재판중계가 폭넓게 인정되는 재판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재판
을 언급할 수 있다. 즉 국제형사재판소 절차와 증거에 관한 규칙(Rules of Procedure and Evidence)
제137조는 재판과정에 대한 기록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국제형사재판소 사무국은
속기록, 음성 및 영상기록과 기타 음성이나 이미지 기록수단을 포함하여 모든 재판과정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만들고 보존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은 재판소 규칙 제21조에 따라 다른 명령이 없는 한 법정
외부로 공개될 수 있으며, 재판의 모든 음성 및 영상기록의 방송은 재판부의 다른 명령이 없는 한 최
소 30분 지연해서 제공되고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는 한동섭/정문식/김형일, 앞의 연구보
고서, 193-198면 참조.
14) 이 개정 신윤리강령의 주요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는 한동섭/정문식/김형일, 앞의 연구보고서,
146-147면 참조.

68

제2주제 각국의 재판중계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발제문

시험운영을, 12개 주에서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재판중계 허용의 흐름은 더욱 커져 1990년대 이후 대부분의 미국 주 법원은 공개
구두변론을 인터넷방송(webcasting)으로 실시간으로 보내는 등 TV방송과 더불어 인터
넷방송에 의한 보도를 허용하는 추세에까지 이르고 있다. 즉 미국 플로리다 주 순회법
원이 1999년 8월 16일 미국 사법 사상 처음으로 인터넷을 통해 재판을 공개하였고,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검표에 관한 재판과정도 인터넷을 통해 중계되었다. 그리고
뉴햄프셔 주 대법원은 2008년 “언론인이나 일반인이건 상관없이 법정 내에서 랩탑 컴
퓨터, PDA, 휴대폰 등은 물론 휴대폰에 부착된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법정
내 카메라 및 녹음장치 사용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다. 메사추세츠 주에 소재한 퀸시
지방법원도 2011년 5월 2일부터 1심 재판과정이 실시간으로 스트리밍되고, 실시간 스
트리밍 후엔 그 영상이 저장되어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다. 다만 이처럼 미국 주 법원
에서 재판중계가 재판장의 재량에 의해 폭넓게 허용되고 있으나, 성폭력 사건과 소년
사건 관련 절차는 방송 및 녹화가 금지된다. 예외적으로 중계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법
정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카메라와 카메라 기자, 사진작가의 수, 설치 위치 등이 정
해져 있고, 카메라 작동시 무음으로 촬영을 해야 하고 플래시를 터뜨릴 수 없다. 변호인
과 피고인간의 특권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인과 의뢰인, 공동변호인 사이, 판사와 변호
인 사이의 의논에 관해서는 마이크 설치가 금지된다고 한다.15)
그러나 미국 주 법원에서 재판중계를 폭넓게 허용하는 것과 달리 연방대법원은 대
법관들이 재판중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아직도 많은 경우에 있어 시행
되고 있지 않다. 다만 1980년대 후반부터 재판중계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거부감은 약
화되기 시작하여 재판중계를 위한 다양한 실험적 시도들이 있었지만,16)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상태이다. 연방대법원은 2000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관심이 증폭된
Bush v. Palm Beach Country Canvassing Board 및 Bush v. Gore 사건에서 주요
방송사들로부터 제기된 실시간 방송신청을 기각하는 대신 구술변론 내용을 녹음해 언론
에 제공하기 시작했고, 2010년 가을부터는 모든 사건에 대해 녹음파일을 제공하되 일
률적으로 모아서 재판이 있었던 주의 금요일에 공개하고 있다고 한다.17)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연방대법원의 재판중계와 관련한 부정적 입장에 대해 미국 상
원과 하원은 2005년부터 연방대법원에 대한 카메라의 접근을 허용하자는 취지를 담고
15) 한동섭/정문식/김형일, 앞의 연구보고서, 149-151면.
16)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는 조규범, 앞의 논문, 223-224면 참조.
17) 김소연, 앞의 논문, 277면; 한동섭/정문식/김형일, 앞의 연구보고서, 152-1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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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이른바 ‘Sunshine 법안(Sunshine in the Courtroom Act)’18)을 계속적으로 제
출하고 있으며, 2015-2016년 현재에도 해당 법률안이 상원19)과 하원20)에 각각 제출
되어 있는 상태이다. 상원과 하원에서 제출된 Sunshine 법안의 공통점은 “재판의 중계
가 소송당사자의 적법절차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재판장은 재량으로 사진촬
영‧녹음‧방송‧TV중계를 허용”할 수 있고, 증인보호와 관련하여 “증인의 신청에 의해 증
인의 얼굴과 음성을 불분명하게 할 수 있고, 재판중계에 있어 증인을 확인할 수 없게
차폐(遮蔽)할 수 있으며, 재판장은 증인에게 이러한 요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하
며, “배심원 선택과정이나 재판절차 내의 배심원에 대한 중계는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2. 영국
영국의 재판중계와 관련하여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법정에서는 1925년 형사소송법
(Criminal Justice Act 1925)에 따라 TV카메라, 캠코더, 녹음기 등의 법정 내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반면, 스코틀랜드의 법정21)에서는 1992년부터 재판중계를
허용하고 있어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다만 2011년 9월 영국 법무부는 법개정을 통
해 잉글랜드와 웨일즈 법정에서 카메라의 반입을 허용함으로써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재
판과정을 촬영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를
중심으로 영국의 재판중계에 대한 입장 변화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2)
우선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적용되는 1925년 형사소송법 제41조 제1항 (a)는 “누
구라도 법원에서 법관, 배심원 또는 민사 및 형사법원에서 행해지는 모든 절차에서 증
인 또는 당사자의 사진을 촬영하거나 또는 촬영하려고 하는 것, 공표할 의도로 초상화
또는 스케치를 작성하거나 작성하려고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법
18) 이 법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는 김소연, 앞의 논문, 278-279면; 조규범, 앞의 논문, 224-226면
참조.
19) S.783 - Sunshine in the Courtroom Act of 2015.
(https://www.congress.gov/bill/114th-congress/senate-bill/783: 최종검색일 2017.1.8.)
20) H.R.917 - Sunshine in the Courtroom Act of 2015.
(https://www.congress.gov/bill/114th-congress/house-bill/917: 최종검색일 2017.1.8.)
하원의 법안은 사법위원회(House Committee on the Judiciary)뿐만 아니라, 법원‧지적재산권‧인터
넷 분과위원회(Subcommittee on Courts,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Internet)에도 회부된
상태이다.
21) 스코틀랜드 법정에서의 재판중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는 한동섭/정문식/김형일, 앞의 연구보고서,
159-160면 참조.
22) 이하의 설명은 조규범, 앞의 논문, 226-228면; 한동섭/정문식/김형일, 앞의 연구보고서, 154-166면
에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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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내 재판중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였다. 그리고 1981년 법정모욕법(Contempt of
Court Act) 제9조는 “법정의 허락 없이 테이프 레코더나 다른 녹음장치를 법정에서 사
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행위”, “녹음장치를 이용해 만들어진 재판과정에 대
한 기록 또는 그것을 가지고 직·간접적으로 만들어낸 기록을 공중이 들을 수 있게 공
표하거나 공표할 수 있게 처리하는 경우”는 법정모욕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여 재판중계
를 엄격히 금지하였다고 한다.23)
이렇게 엄격하게 재판중계를 금지하는 데 대해 영국법조협회(Bar Council)는 1989
년 재판에 대한 텔레비전 방송의 가능성과 바람직한 방향을 담은 보고서인 ‘Televising
the Courts’를 마련하여 재판중계를 시험적으로 허용하도록 법개정을 촉구하였다. 이
러한 노력에 힘입어 2004년 말부터는 ‘TV카메라의 법정 취재 규칙’을 제정하기 위해
시험적으로 법정 내 TV취재를 허용하기 시작했고, 2011년 9월 영국 법무부는 법개정
을 통해 잉글랜드와 웨일즈 법정에 카메라의 반입을 허용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재판
과정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정에서 촬영 가능한 부
분은 판사의 판결 내용에 국한되고, 피해자나 증인, 피고인, 배심원에 대한 촬영은 금지
된다. 특히 형사재판에 대한 TV중계는 항소심법원의 판결문 낭독과 선고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하급법원으로의 확대는 시행경과를 보면서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고 한다.24)
영국의 민사 및 형사법원의 1심과 항소심에 대한 재판중계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것과 달리 2009년 10월 1일 창설되어 10월 5일 첫 재판을 시작한 영국대법원
(Supreme Court of the United Kingdom)은 2005년 헌법개혁법(Constitutional
Reform Act 2005) 제47조에 근거[형사소송법의 ‘법원(court)’이라는 표현이 대법원을
제외한 사법부를 의미한다고 명시함]하여 재판중계를 허용하고 있다. 영국대법원이 재
판중계를 허용한 이유는 첫째, 대법원의 공식기록으로 모든 재판과정을 디지털로 기
록·보관하기 위한 것, 둘째, 주요 방송사들이 프로그램 제작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방송센터에 재판을 생중계하기 위한 것, 셋째, Sky News 웹사이트를 통해 재판을 생
중계하기 위한 것, 넷째, 교육기관에서(합리적인 사용제한을 두고) 수업이나 학술연구
에 사용하고자 요청할 경우 DVD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네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고 한다.25)
23) 한동섭/정문식/김형일, 앞의 연구보고서, 154-157면.
24) 한동섭/정문식/김형일, 앞의 연구보고서, 157-158면.
25) 한동섭/정문식/김형일, 앞의 연구보고서, 160-1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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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대법원은 재판중계를 위하여 ‘대법원 실행지침(Supreme Court Practice
Direction)’에서 심리(Hearings)는 텔레비전으로 촬영되고 방송될 수 있고, 대부분의
심리는 Sky News의 웹사이트에서 생중계되도록 허용하고 있다.26) 이처럼 영국대법원
이 재판에 대한 생중계를 허용한 목적은 대법원의 업무에 대한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제
공함으로써 재판과정에 대한 균형 잡히고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기 위함이다. 촬영영
상은 Sky News의 웹사이트에 마련된 별도 섹션에서 생중계로 서비스된다.27) 녹화자
료는 뉴스, 시사프로그램, 교육 또는 법률훈련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으나, 가벼운 오
락·풍자프로그램, 정당방송, 광고나 프로모션에는 사용될 수 없다.
현재 영국대법원은 3개의 재판정에 각 4대의 소형 카메라를 벽에 부착시켜 재판과
정을 녹화하고 있으며, 이 카메라들은 리모컨으로 Zooming과 Panning을 할 수 있고
대법원 건물 내의 AV 갤러리에 연결되어 송출된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법원
은 1명의 커뮤니케이션 담당관과 2명의 엔지니어를 고용하고 있다. 통상 대법원에서 1
년에 이루어지는 재판 건수는 80회 정도로 촬영된 영상은 BBC와 Sky News의 웹사이
트를 통해 생중계된다. 특히 2012년 2월 열린 위키리크스(Wikileaks)의 설립자 줄리안
어센지(Julian Assange)에 대한 범인인도재판의 경우 14,500명이 심리 첫 날 실시간
방송을 통해 시청했으며, 같은 해 3월에는 35,000명이 대법원 재판을 실시간 방송으로
시청했고, 월 22,000명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대법원 재판
과정에 보다 손쉽게 접근하게 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28)

3. 독일
독일의 경우 녹음이나 촬영을 통한 재판중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29) 독
일 기본법 제5조 제1항 제2문에서는 “언론의 자유와 방송 및 영화에 의한 보도의 자유
는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TV 방송국과 그 대표자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는 달리 공개주의의 범위 내에서 법정심리에 참여할 기회를 요구할 어떠한 권리
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독일 법원조직법 제169조 제2문도 “라디오․텔레비젼 등으
로 방송하는 것과 공람을 위하거나 그 내용을 공표할 목적으로 녹음 및 영화 촬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이 규정은 법정심리의 라디오․텔레비젼
26)
27)
2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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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시도 및 법정심리에 대한 내용의 실시간 생중계 또는 시간적 간격을 둔 공표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30) 즉 이 규정은 재판장과 법원에게 재판중계에 대한 어떠한
예외도 인정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절대적 금지에 해당한다.31) 이렇게 공개를 목적으
로 한 녹음이나 녹화를 금지하는 이유는 증인 및 감정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이들의
진술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과 인격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단지 판결의 선고를 포함한
전체 심리 동안 라디오·텔레비전 등의 방송을 금지하는 것이지 심리의 개시 전과 종료
후 및 심리의 휴식 기간 동안에도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32)
그런데 뉴스전문 TV 방송국인 n-tv는 법정심리 및 판결의 선고시에 TV촬영이 허
용되는 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조직법 제169조 제2문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
다. 이에 대해 연방헌법재판소는 2001년 1월 24일 5:3의 다수견해로 법원조직법 제
169조 제2문이 헌법에 합치된다는 판결을 내렸다.33) 5명의 재판관은 소송의 무제한적
인 공개는 “소송관계인의 인격권의 보호, 공정한 절차의 요구 및 판결의 효율성, 방해받
지 않는 법과 진실발견”에 대치되는 것이므로,34) TV촬영의 절대적인 금지가 헌법에 합
치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나머지 3명의 재판관은 행정법원의 소송절차는 특별한
인격권 보호의 이익도 없으며, TV공개주의로 인해 법과 진실발견의 과정이 언제나 위
태롭게 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이러한 절대적인 금지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다.35) 왜냐하면 행정법원의 소송절차에서는 소송당사자가 개인적으로
직접 심리에 참석하기보다는 변호인이 참석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리대상도 사실문제가
아닌 법률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한다.36)
한편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98년 7월 16일 연방헌법재판소법(BVerfGG) 제
17a조를 신설하여 제한적이나마 재판에 대해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및 영화촬영을 허
용하고 있다. 즉 같은 법 제17a조 제1항은 법원조직법 제169조 제2문과는 달리 연방헌
법재판소에서 “법원이 소송관계인의 참석을 확정할 때까지의 구두심리”에서, 그리고
“판결을 공개적으로 선고할 때” 라디오·텔레비전 등으로 방송하는 것과 공람을 위하거
30) 이 규정은 행정법원, 노동법원, 사회법원 및 재정법원 등에 대한 절차(독일 행정법원법 제173조, 노동
법원법 제52조, 사회법원법 제61조, 재정법원법 제52조 제1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1) Otto Ridolf Kissel, Gerichtsverfassungsgesetz, 3. Aufl., München 2001, § 169 Rn. 69.
32) 김재윤, 앞의 논문, 312-313면.
33) BVerfGE 103, 44 ff.
34) BVerfGE 103, 44 (58 ff.).
35) BVerfGE 103, 44 (77/78).
36) 김재윤, 앞의 논문, 3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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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내용을 공표할 목적으로 녹음 및 영화 촬영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같
은 조 제2항에서 다시 그것이 제한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연방헌법
재판소는 소송관계인 또는 제3자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의 유지 및 절차의 질서정
연한 진행을 위해 제1항에 따른 촬영 또는 중계방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하거나 방
송횟수의 제한이라는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이처럼 독일이 1998년 연방헌법재판소법 제17a조를 신설하여 제한적이나마 재판
에 대해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및 영화촬영을 허용한 이유는 연방헌법재판소의 절차의
특수성을 고려한 결과이다. 즉 일반적으로 연방헌법재판소의 절차에서 소송관계인은 일
반인이 아닌 기관의 대표 또는 소송대표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조직법 제169조
제2문에서 목적하는 일반적인 인격권의 침해는 발생하기 어렵다. 그리고 연방헌법재판
소 절차에서 다루어지는 헌법적 문제들은 대부분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와 사회적 참
여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을 내포하기 때문에 이미 공개적으로 상당하게 토론된 경우가
많다고 한다.37)

4. 프랑스
프랑스는 형사소송법 제306조 제1항에서 “공개가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
할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심리는 공개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공개주의를
선언하고 있으면서도, 같은 법 제308조 제1항에서는 “개정 후에는 일체의 녹음 또는 음
성방송장치, 텔레비전 또는 영화카메라, 사진기의 사용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18,000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재판중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하지
만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다만 재판장은 자신의 감독 하에 심리 과정을 녹음할 것을 명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판과정에 대한 녹음은 허용하고 있다. 녹음된 저장매체는 봉
인되어 중죄법원의 사무국에 보관된다(같은 조 제3항).
반면에 프랑스는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에서는 헌법재판소 내부규칙 제8조와 제
9조에 근거하여 재판중계가 전면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즉 프랑스 헌법재판소 내부규칙
제8조는 “재판장은 공판 내에서 경찰권을 행사한다. 재판장은 심리의 원활한 진행을 수
행하고 심리를 진행한다. 공판은 헌법위원회에 내에서 공중에게 공개된 공간에서 직접
영상으로 중개되는 대상이 된다. 재판장은 소송당사자의 요구나 직권으로 공판의 공개
를 제한할 수 있는데, 이는 공공질서를 위해서 혹은 미성년자나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37) 김재윤, 앞의 논문, 321-3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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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만 제한된다. 재판장은 예외적인 경우와 상기의 제한된 동기 하에서만 비공개공
판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9조는 “공판의 개시 이후에 전조
(제8조)에서 열거한 재판방송에 필요한 것과 다른 음성이나 영상을 저장하고 송출하는
모든 기계의 사용은 공판정 및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공간 내에서 모두 금지된다.
그러나 재판장은 소송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헌법위원회의 인터넷 사이트에 공판
영상을 송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재판장은 공판의 보존이 헌법위원회의 문서
보관소에 이를 보관할 이익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그 보관을 명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다고 한다.38)

5. 일본
일본에서 재판과정에 대한 사진촬영은 1948년경까지는 허용되었으나, 조명기구 전
구가 깨져 재판관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1949년 개정 형사소송규칙 제215
조에 따라 공판정에서 사진촬영, 녹음 또는 방송은 법원의 허가제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법정에서의 사진촬영 등에 대한 언론사의 개선요청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자
1987년 12월 일본최고재판소는 일본신문협회 편집위원회에 대해 시행기간을 3년으로
하여 허가제를 바탕으로 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재판중계를 허용하는 운용요령을 제
시하였다. 이 운용요령의 주요 내용은 “①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의 허가에 의해 법정
안의 사진취재를 인정한다, ②촬영은 법관의 착석 후 개정을 선언할 때까지의 2분 이내
로 하고,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재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한다, ③취재는 기자클럽
가맹사의 대표취재로 하고, 인원은 정지카메라, 비디오카메라 각 1명으로 한다, ④촬영
은 법정 후방에서 법관석이 있는 정면을 향하여 행한다, ⑤조명이나 녹음기재의 사용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이때에도 1952년 규정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상당하
다고 인정하고, 동시에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하며, 신체구속 중의 피고인
에 대하여는 그 수갑이나 포승을 풀어 신체구속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촬영하도록
하였다. 일본최고재판소는 시행기간이 지난 후인 1990년 12월에 운용요령을 다소 개정
하여, ①촬영의 개시시기를 법관 착석 전의 입정시로부터 동작이 나오도록 하고, ②법
관석에 한정되어 있던 촬영대상을 클로즈업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당사자석까지 확대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운용요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상당성 인정, 피고인의 이의
38) 조규범, 앞의 논문, 230-231면; 한동섭/정문식/김형일, 앞의 연구보고서, 188-1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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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제기를 요건으로 함으로써 일본에서 법정의 재판중계는 여전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전세계적인 주목을 끈 1995년 옴진리교 재판에서 재판 중
피고인의 모습 촬영을 재판장에게 요청했으나 승인받지 못하고 일러스트로 대체한 것은
그 단적인 예라고 한다.39)

III. 각국의 재판중계제도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
1. 재판중계제도의 허용범위
가. 재판중계의 전면적 허용·예외적 금지 vs.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
앞서 각국의 재판중계제도의 현황을 살펴본 바,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시
사점은 각국은 재판중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요소들(피고인과
증인의 인격권을 비롯한 사생활의 자유와 정보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성, 무죄추정의 원
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위험성, 언론의 영향력으로 인한 사법의 독립성
훼손 위험성 등)40)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재판중계의 허용범위와 관련하여 미국은 전면적 허용·예외적 금지
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미국은 워싱턴 D.C.를 제외한 거의 모든 주 법원에서는 정
도의 차이는 있지만 재판과정에 대한 방송을 허용하고 있어 대표적인 전면적 재판중계
허용 국가라 할 수 있다. 다만 미국 연방대법원은 재판중계에 대해 여전히 소극적인 입
장이다.
반면 미국을 제외한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은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의 입장
을 견지하고 있다. 즉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은 법원에서 재판과정에 대한 라디오·
텔레비전 등으로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재판중계
가 갖는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사재판에서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고 피고인
의 방어권과 인격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에서 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적
금지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2005년 헌법개혁법 제47조에 근거하여 영국대법원의 재판
과정에 대한 방송을 전면 허용하고 있으며, 독일은 1998년 연방헌법재판소법 제17a조
39) 한동섭/정문식/김형일, 앞의 연구보고서, 191-192면.
40) 형사재판과정의 중계방송을 허용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는 강동범, 앞
의 논문, 619-626면; 정문식, “재판방송의 헌법적 문제와 가능성 –재판방송의 헌법적 정당성과 허용
방안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31집 제1호, 2014, 157-16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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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근거하여 헌법재판과정에서 구두심리를 개정할 때와 결정 선고시 간접적 공개를 인
정하고 있고, 프랑스는 2010년 헌법재판소 내부규칙 제8조와 제9조에 근거하여 헌법재
판에 대한 재판중계가 허용되고 있다.
각국의 재판중계의 허용범위와 관련하여 우선 미국의 각 주 법원과 같이 재판중계
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자는 견해41)는 피고인과 증인을 포함한 소송관계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찬성하기 어렵다. 반대로 재판중계를 절대
적으로 금지하자는 견해42) 역시 대다수 일반인에게 법정문은 활짝 열려있는 것처럼 보
이지만, 법정 수용능력의 제한과 장소적 접근성의 어려움, 그리고 심리진행도 일반인이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한 참석하기 힘든 근무시간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
실상 법원의 재판진행에 참석할 실현가능성이 지극히 낮아 공개주의를 형사소송법상의
형식적 치장물로 전락시킬 위험성이 있어 지지할 수 없다. 무엇보다 오늘날의 법정공개
주의는 점점 그 의미를 상실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TV공개주의가 실질적 공개주의
의 확대로서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 국민은 법정에의 직접적인 참석을 통
해서 보다 TV, 인터넷 등 대중매체의 재판과정에 대한 보도를 통해 법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넓혀 사법제도에 대한 이해수준을 높이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감시·통제를 실
질적으로 기능하게 만들 수 있다.
생각건대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는 피고인과 증인을 포함한 소송관계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일반 국민의 사법부의 재판과정에
대한 정보이익의 보호도 중요하기 때문에 피고인과 증인을 포함한 소송관계인의 인격권
과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정심리에 대한 재판중계를 제한적으로 허용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43)

41) 대표적으로 Karl-Ulrich Kuhlo, Geschäftsführer des Fernsehsenders n-tv, DER SPIEGEL,
Heft 5/1995, S. 29; Rüdiger Zuck, Court TV: Das will ich sehen!, NJW 1995, S. 2082 f.;
ders., Medien und Justiz - Notwendigkeit und Gefahren für die Rechtsprechung, DRiZ
1997, S. 23 ff.; ders./Hans Lechner, Kommentar zum Bundesverfassungsgerichtsgese, 4.
Aufl., München 1996, § 17 Rn. 7.
42) 현대 독일의 다수견해로 Heiner Alwart, Personale Öffentlichkeit (§ 169 GVG), JZ 1990, S.
883, 894 f.; Stefan Ernst, Kameras im Gerichtssaal, ZUM 1996, S. 187, 191; Helge
Kortz, Ausschluß der Fernsehöffentlichkeit im Gerichtsverfahren - Interessenausgleich
oder Verfassungsverstoß?, AfP 1997, S. 443, 448; Rolf Stürner, Anmerkung, JZ 1995, S.
297, 298; Jochen Witzler, Personale Öffentlichkeit im Strafverfahren, Pfaffenweiler 1993,
S. 164 f.
43) 김재윤, 앞의 논문, 317-3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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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원별, 심급별 재판중계의 허용범위
두 번째 시사점으로 각국은 재판중계를 허용할 경우 법원별, 심금별로 재판중계의
허용범위가 서로 상이하다는 점을 언급할 수 있다. 우선 법원별 재판중계의 허용범위와
관련하여 미국은 연방대법원의 재판과정에 대한 라디오나 텔레비전 생중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2010년부터 모든 사건에 대해 녹음파일을 제공하되 일률
적으로 모아서 재판이 있었던 주의 금요일에 공개할 뿐이다. 반면에 영국대법원은 1년
에 80회 가량 진행되는 모든 재판과정을 재판정에 설치된 소형 카메라로 촬영·녹화하
고, 이 영상을 BBC와 Sky News의 웹사이트를 통해 생중계하여 재판중계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 재판과정의 재판중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대법원
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형법이론적·형사정책적으로 중요하고 이에 사회적으로 중요
관심을 끄는 몇몇 형사사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의 공개변론을 중심으로 재판중계가 이루
어지고 있다. 그러나 영국대법원과 같은 전면적 재판중계는 아니더라도 대법원 전원합
의체에 회부된 주요 형사사건의 공개변론에 대한 재판중계를 현재보다 더 확대할 필요
성이 있다고 본다. 대법원은 사실심인 하급심과 달리 법률심이므로 피고인과 증인을 포
함한 소송관계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적으며,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
결은 종래 판례의 입장을 변경하는 중요한 형법이론적·형사정책적 내용을 담고 있어
법조 관계자는 물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 많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독일과 프랑스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중계를 허용하고 있는데,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소송관계인의 참석을 확정할 때까지의 구두심리”와 “판결의 선
고”라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재판
과정 전체에 대해 재판중계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재판중계와 관련하
여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2006년부터 주요 헌법재판소 결정의 선고 장면만을 사전에
녹화하여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헌법재판소 홈페이
지에 게시되어 있는 동영상은 2016년 10건, 2015년 11건, 2014년 12건, 2013년 8건
등으로 매년 10-12건의 사건만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
정, 특히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선고 장면뿐만 아니라 공개변론의 전과정에 대
해 전면적으로 재판중계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예컨대 2015년 간통
죄에 대한 위헌심판에 있어 위헌결정44)은 국민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44)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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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간통죄 폐지 여부에 대한 찬성측과 반대측 공개변론
이 방송됨으로써 국민들이 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지
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있어 헌법재판소는 선고 장면만을 방송에
공개하였으나, 대통령 탄핵심판이 갖는 헌법적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선고 장면뿐만
아니라 탄핵심판의 전과정에서 펼쳐지는 공개변론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판중계를 허용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아닌 형사재판의 하급심(1심, 항소심)에 대해서
도 재판중계를 허용할지, 허용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가 적정할지 문제가 있다. 하급
심의 재판중계와 관련하여 미국 각 주 법원은 이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은 원칙적 금지의 태도를 취하고 있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우리
나라의 경우 대법원, 헌법재판소에서만 재판방송이 허용되고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을 위해 하급심의 재판중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지 않다. 즉 재판과정을 TV카메라
를 통해 생중계하면 사실심리가 진행되는 일선 법원의 경우 개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등 현실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TV중계시 증인이나 재판 당사자
가 여론을 의식해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고, 형사사건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피고인은 재판과정이 공개된다는 사실에 위축돼 방어권 보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
기된다.45) 이러한 문제점과 대다수의 대륙법계 국가에서 하급심에 대한 재판중계가 허
용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각 주 법원과 같이 하급심 재판 모
두에 대해 재판중계를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다만 하급심에서도 TV공개
주의의 순기능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일차적으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세월호 사건에 대한 재판중계가 그 대표적 예라 할 수
있음) 이외에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연쇄살인사건, 강도강간사건 등 주요 강력범죄에 한
정하여 재판중계를 시범적으로 허용하고,46) 일정 시기가 지난 후에 이를 바탕으로 기업
의 부정부패사건, 정치인의 뇌물수수사건 등 주요 중대범죄까지 재판중계를 확대함이 타
45) 법률신문, “대법원 공개변론 생중계··· 재판 투명성 높인다”, 2013년 3월 8일자 기사.
46) 이러한 주요 강력범죄에 대한 재판중계의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파티맘(party mom) 사건’에 대한 재판
생중계를 언급할 수 있다. 2008년에 발생한 파티맘 사건은 두 살 난 딸(케일리 앤서니)을 잔인하게 살해
하여 1급 살인죄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 ‘케이시 앤서니’에 대한 사건으로, 재판과정이 미국 전역에
TV 생중계된 바 있다. 2011년 7월 5일 케이시 엔서니는 수사과정에서 거짓말을 하여 수사를 방해했다
는 점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1급 살인과 아동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
았다. 이는 2년 7개월 동안 사건을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해당 사건에 대한
평결을 내린 배심원단은 검찰 측의 증거가 불충분했기에 무죄평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https://namu.wiki/w/%ED%8C%8C%ED%8B%B0%EB%A7%98%20%EC%82%B4%ED%95%B4%
EC%9D%98%ED%98%B9%20%EC%82%AC%EA%B1%B4: 최종검색 201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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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다고 본다.47) 하급심의 재판중계의 허용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인격권, 그리고 사생
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나, 이들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통해 사법
접근권을 강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다만 주요 강
력범죄 가운데 성폭력 사건과 소년 사건 관련 절차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 보호가
최우선되어야 하므로 재판중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2. 재판중계의 주체와 방식
재판중계가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될 경우 재판중계의 주체는 누구여야 하는지, 그
리고 중계를 하는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각국의 재판중계
제도의 현황을 살펴본바, 재판중계의 주체와 방식이 서로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우선 미
국 주 법원은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법원이 촬영·녹화주체가 되어 재
판과정을 촬영·녹화할지가 재판장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고, 촬영·녹화된 영상은 실시
간으로 인터넷이나 케이블방송으로 공개되고 있다.48) 마찬가지로 영국도 영국대법원이
재판중계의 주체가 되어 3개의 재판정에 4대의 소형 카메라를 벽에 부착하여 재판과정
을 촬영·녹화하고, 이 영상은 국영방송사인 BBC와 민간방송사인 Sky News의 웹사이
트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49) 독일은 연방헌법재판소의 재판중계에 대해 연방헌법재
판소가 그 허용여부를 결정하지만, 그 촬영·녹화의 주체는 방송사에서 담당하고 있다.
1998년 헌법재판소법 제17a조가 신설되고 나서 2004년까지 약 6년 동안 총 65건의
연방헌법재판소 결정 선고 가운데 ARD, ZDF, PHOENIX 방송사에 의해 약 25% 정도
인 16회의 생방송이 이루어졌다고 한다.50)
이러한 재판중계의 주체와 방식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방송사가 아닌 법원방
송국을 설립하여 법원이 재판중계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그 방식도 생중계가 아닌 지
연중계나 녹화중계의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공개재판의 주요 목
적인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사법부가 담보해야 할 의무이
고, 재판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개입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
이 시청하게 되는 재판방송에서는 생중계가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
고 한다.51) 그러나 막대한 예산과 인원을 투입하여 법원방송국을 설립할 필요가 있는지
47)
48)
4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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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취지로 정문식, 앞의 논문, 165-166면 참조.
한동섭/정문식/김형일, 앞의 연구보고서, 149-150면.
한동섭/정문식/김형일, 앞의 연구보고서, 163-164면.
한동섭/정문식/김형일, 앞의 연구보고서, 180-1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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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이며, 재판중계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예를 살펴볼 때 법원이 재
판과정의 촬영·녹음의 주체가 되고 촬영·녹음된 영상은 법원 홈페이지52)와 국영 또
는 민간방송사에 의해 중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중계방식 역시 생중계 또는 녹
화중계를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국민의 관심이 높고 사회적 파급력도
높은 주요 사안(예컨대 세월호 재판,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 헌법재판소의 주요 위헌심
판 공개변론,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공개변론 등)에 대해서는 생중계 방식을 채택하
는 것이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투명성·개방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다 충
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 물론 생중계의 경우 재판 내 돌발 상황이나 그 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고인과 증인을 포함한 소송관계인의 인격권 등 기본권침해의 위
험성이 있으나, 재판중계에 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53)함으로써 그러한 위험
성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본다. 이와 달리 사안에 대한 선택과 집중 없이 재판중계 대
상에 포함된 전체 재판과정에 대해 녹화중계만을 고집할 경우 자칫 현재의 한국정책방
송(KTV)이나 국회방송54)처럼 무료하고 지루한 법정녹화중계 방송이 이루어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투명성·개방성의 확보를 위해 도입하고자 하는 재판중계제도가 정작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방송이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51) 조규범, 앞의 논문, 237면.
52) 현재 국회는 국회 홈페이지 내에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을 마련하여 본회의, 각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생중계하고 있다(http://assembly.webcast.go.kr/).
53) 예컨대 영국대법원은 재판영상을 녹화할 때 필요한 지침인 ‘영국대법원의 방송 엔지니어를 위한 방송
지침(Instruction for Broadcasting Engineers at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Kingdom)’
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지침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카메라는 항상 법원의 재판과
대화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② 방청석에 앉아있는 방청객을 클로즈업하거나 법원 구성원들의
반응을 촬영해서는 안 된다. ③ 법관들 간의 사적 대화를 고의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해서는 안 된다.
④ 변호인이나 재판정 내 누구의 사적 대화도 고의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해서는 안 된다. ⑤ 아직 공
개되지 않은 판사석의 어떤 서류도 클로즈업해서는 안 된다. ⑥ 법원에서 혼란이나 시위가 발생하여
재판이 중단되거나 휴정하게 될 경우 촬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⑦ 시위가 발생할 경우 카메라는 그
로 인해 중단된 재판의 촬영을 지워야 한다(한동섭/정문식/김형일, 앞의 연구보고서, 164면).
54) 이들 방송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는 한동섭/정문식/김형일, 앞의 연구보고서, 199-222면.

81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사법정책연구원 공동주최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중계제도의 도입방안 심포지엄

IV. 맺는 말
일찍이 독일 형사소송법 학계에서 저명한 교수로 정평이 나있는 Hans-Heiner
Kühne 교수는 자신의 형사소송법 이론서에서 공개주의에 대한 법률적 규율의 과제는
공개주의의 장점(규범 수범자에 대한 생생하고 비판적인 법의식의 함양, 사법기관의 탈
익명화·탈신비화를 통한 재판의 투명성 확보, 사법 감시를 통한 법 발견의 적정성 유
지)과 단점(범죄행위에 대한 법정에서의 효과적 방어방법 학습, 대중 또는 대중매체에
의한 법원 통제의 무가치, 피고인과 증인의 인격권의 심각한 침해 위험)의 사이에서 ‘이
성의 중도(Mittelweg der Vernunft)’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기술한 바 있다.55) 본 발제
문에서 각국의 재판중계제도의 현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얻어 낸 재판중계에 대한 이
성의 중도는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 현실을 고려할 때 다음의 정도가 아닐까 생각된다.
첫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주요 형사사건의 공개변론에 대해 재판중계를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적으며,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래 판례의 입장을 변경하는 중요한 형법이론
적·형사정책적 내용을 담고 있어 법조 관계자는 물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 많기
때문이다.
둘째,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 특히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 장면뿐만
아니라 공개변론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판중계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주요 헌법소원 내
지 위헌제청의 위헌심판에 있어 위헌 내지 합헌 결정은 국민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며, 위헌 여부에 대한 찬성측과 반대측 공개변론이 방송됨으로써 국민들
의 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탄핵심판이 갖는 헌법적
중요성이 비추어 볼 때 선고 장면뿐만 아니라 탄핵심판 전과정에서 펼쳐지는 공개변론
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판중계를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다 충실히 보장할 필
요가 있다.
셋째, 하급심에서도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 연쇄살인사건, 강도강간사건, 기업의 부
정부패사건, 정치인의 뇌물수수사건 등 주요 중대범죄에 한정하여 재판중계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하급심의 재판중계의 허용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인격권, 그리고 사
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나, 이들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통해 사
55) Hans-Heiner Kühne, Strafprozeßlehre, 5. Aufl., Heidelberg 1999, S. 239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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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접근권을 강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과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공개변론, 그리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요 중대범죄에 대한 하급심 판결에 있
어 재판중계제도의 확대적용은 여론의 감시 하에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법접근성을 확보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다.

주제어 : 공개주의, TV공개주의, 재판중계, 재판의 공정성, 사법의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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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
김

형 일*
형 일*

최근에야 재판중계의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우리나라와 달리 이미 오랫
동안 다양한 토론과 실험을 거쳐 재판중계를 시행하고 있는 해외 각국의 현황을 비교분
석하고, 바람직한 재판중계제도를 수립하는데 필요한 주요 시사점들을 일목요연하게 정
리한 발제문은 많은 도움이 되었다.
재판중계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재판의 당사자인 법조인들만 아니라 미디어 민주주
의 시대 국민의 알권리 확대라는 차원에서 보다 다양한 입장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법
조인이 아닌 미디어 연구자의 시각에서 재판중계에 대한 몇 가지 토론거리를 제시하고
자 한다.

I. 재판중계의 개념에 대하여
발제문을 보면 재판중계란 “일반인이 이용가능한 모든 기술적 수단들을 통해 법정
심리 내지 재판진행 전과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TV공개주의”를 말한다.
여기서 TV란 일반 국민들이 법정에 직접 가지 않아도 재판의 진행과정을 방청할 수 있
게 해주는 기술적 수단인 ‘미디어’의 한 종류이다. 그런데, 재판중계의 허용 여부를 둘
러싼 각국의 논의를 살펴보면 이러한 ‘전송기술’로서의 미디어와 ‘방송사’로서의 미디어
* 극동대학교 미디어홍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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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분하지 않음으로서 논란이 일고 있다.
후자로 이해할 경우 방송사가 재판중계의 주체가 된다. 방송사는 시청률이나 사회
적 평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시청자의 관심이 높은 재판만 중계하려 하고,
흥미 위주의 자극적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 재판당사자의 인격권은 무시하기 십상이다.
생동감 넘치는 영상을 위한 역동적인 카메라 워킹은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
다. 방송사의 자의적 편집으로 재판내용이 왜곡될 수도 있다. 재판중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대부분 여기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먼저 재판중계의 개념을 정의할 때 “법원이 다양한 전송기술을 이용하여 재
판의 진행과정을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법원이 재판중계의 주체임을 명시
해야 한다. 실제 영국대법원의 경우처럼 법원이 재판중계를 직접 수행할 경우 재판의
진행은 물론 재판중계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상당 부분 사전차단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II. 재판중계 범위의 결정에 대하여
이제 우리도 재판중계의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에서 전면적 허용·예외적 금지
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일부 사건에 대한 재판중계를 하고 있는 대법
원 공개변론의 범위도 넓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주요 결정의 선고 장면만 아니라 공개
변론 전과정에 대한 중계를 허용하자는 발제문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아울러 재판중계의 범위를 하급심으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사실관계를 두
고 치열한 법리논쟁이 이루어지는 하급심의 경우 법률심인 대법원 변론보다 재판중계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다. 하지만 이러한 부작용이 재판중계의 필요성을 상쇄할만큼 중대
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언급했듯이 법원의 통제를 통해 상당부분 해소 가능하다.
오히려 재판중계를 하급심으로 확대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중계해야
할 재판이 너무 많아진다는 것이다. 때문에 중계대상 재판의 범위를 좁히는 것이 불가
피한데, 그 판단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이 주된 논점이다.
발제문에서는 “일차적으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다수의 인명피해
가 발생한 사건이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연쇄살인사건, 강도강간사건 등 주요 강력범죄
에 한정하여 재판중계를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일정 시기 지난 후 기업의 부정부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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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정치인 뇌물수수사건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처럼 국
민적 관심사나 사회적 파급효과와 같은 주관적 기준으로 재판중계의 허용범위를 정할
경우 더 큰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누구나 동의할 수 있고 누가 판단해도 유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객관적
인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사법적 차원에서 재판중계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심급별, 재판종류별, 그리고 적용법리나 양형기준, 판결의 적용
범위 등을 고려한 기준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전송기술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중계방식을 정해야 한다. 재판중
계의 우선순위에 따라 생중계할지 녹화중계로 할지, 편집을 어느 정도로 할지, TV채널
로 송출할지 인터넷 스트리밍으로 내보낼지, 아니면 VOD 형식으로 제공할지 등을 지
정하는 것이다.

III. 재판중계의 주체와 방식에 대하여
재판중계는 2단계로 이루어진다. 우선 재판의 진행과정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제작
단계’가 있고, 다음으로 이 영상을 일반인들이 볼 수 있게 방송이나 인터넷으로 전송하
는 ‘송출단계’가 있다. 전자는 재판의 진행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반면, 후자는 일
반인의 접근성과 사회적 파급효과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나누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제작단계’에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법원이 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판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를 통해서 재판중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디지털 영상기술의 발달로 재판촬영 및 녹화에 필요한 인력이나 비
용이 획기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법원이 재판중계를 직접 해도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송출단계’의 경우 인터넷 전송의 경우 이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시행하고 있
듯이 스트리밍 서비스나 VOD 구축 모두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재판중계가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려면 TV채널을 통한 송출이 필요하다. 비용을 고려한다면 기존 방송사의
채널을 이용하는 것이 낫다. 하지만 편성권이 100% 방송사에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예
상하는 재판중계가 이루어질지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법원이 편성권을 갖고 자유롭게 재판중계를 송출할 수 있는 전용 TV채
널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발제문에서 언급된 한국정책방송(KTV)이나 국회방송(NA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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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운영하는 방송채널이다. 이 채널들은 시청
률이나 경영 효율성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중요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3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에서 국민과의 소통채널을 갖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재판중계의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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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조

규 범*
규 범*

재판방송은 재판의 진행과정을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해시킴으로써 법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재판과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공익적 요소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재판방
송을 통해 법을 사회적 필요에 적합하게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전통적인 법
정공개주의보다 더 많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오늘날 미디어의 비약적 발
전은 법정에서의 녹음이나 녹화, 촬영 및 중계를 막기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고 있으며,
혹여 재판과정에 관한 녹음이나 녹화가 편파적으로 편집된 후 인터넷이나 SNS로 확산
될 경우 사법부의 신뢰성 저하는 물론 재판당사자의 인격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재판에 대한 방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되, 반대론에
서 주장하는 여러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통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가 있다.
발표자 김재윤 교수님은 발표문에서 각국의 재판중계제도의 현황과 그로부터 도출
할 수 있는 시사점을 고찰하면서, 재판중계제도의 허용범위와 재판중계의 주체와 방식
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발표자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몇
가지 사안에 관하여 첨언하는 형식으로 토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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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발표자는 재판중계의 허용과 관련하여 국민의 사법부의 재판과정에 대한 정
보이익의 보호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소송관계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정심리에 대한 재판중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발표자
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법률이 허
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개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입법부 역시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의를 방송하고 있는데,1) 이와 같이
사법부도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많은 정보를 국민에게 공
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재판방송은 국민의 법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향상시키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
여 법을 사회적 필요에 적합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현재 대다수의
국민은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심리와 재판과정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가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한정된 법정의 방청좌석 때문에 국민의 재판참여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대의 공개재판의 원칙은 재판과정 및 판결선고에 대한 방청의
자유 보장이라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서 언론매체를 통한 재판정보의 대중전달이라는 적
극적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므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방향으로
재판방송이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법원조직법｣ 제59조에서의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법정 내에서 일정한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가 재판방송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심리를 통해 허가하는 방식의 절차적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재판중계의 허용 범위와 관련하여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이 헌법적 중요성이
높은 사안에 대하여 탄핵심판의 전과정에서 펼쳐지는 공개변론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재
판중계를 허용하고, 하급심 재판 모두에 대해 재판중계를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1) 국회방송은 ｢국회법｣ 제149조와 ｢국회에서의 중계방송 등에 관한 규칙｣, ｢국회방송에 관한 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국회법｣ 제149조(국회에 의한 방송) 제1항은 “국회는 방송채널을 확보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 그 밖의 국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 등을 음성 또는 영상으로 방송하는 제도를 마련
하여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49조의2(중계방송의 허용 등) 제1항에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92

제2주제 각국의 재판중계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토론문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한정하여 재판중계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합
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공개재판의 원칙이 실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일반인이 방청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방송을 통한 간접공개가 재판의 직접공개와 같은 효과
를 가지기 위해서는 재판의 전체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호에서

“촬영등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에 한한다”는 제한규정을 개정하여 재판전체
에 대하여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재판의 전체 진
행과정을 녹화 및 공개하는 것은 민감한 사안에 대한 언론의 발췌 또는 편집 보도를 통
한 사실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정된 공간에서

제한된 방청객을 대상으로 재판을 공개하는 직접공개와 달리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시청하게 되는 재판방송에서는 생중계가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지연중
계나 녹화중계의 방식도 적절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재판영상의 공개가 전면적으로 허용된다 할지라도 모든 재판을 실시간으로 일반 국
민들에게 중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지도 않을 것이
다. 따라서 사법의 투명성 제고와 개방성 강화, 그리고 이를 통한 신뢰성 회복에 가장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재판부터 우선 방송을 실시하고, 점차 재판방송을 확대할 필
요가 있다. 예컨대, 사법행정상 최고의결기관이라 할 수 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수
행하는 재판이나 헌법재판에 대한 방송을 우선 실시해보고 그 결과를 검토하면서 점진
적으로 방송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발표자는 재판중계의 주체와 방식과 관련하여 발표자께서는 막대한 예산과
인원을 투입하여 법원방송국을 설립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법원이 재판과정의
촬영･녹음의 주체가 되고 그 영상은 법원 홈페이지와 국영 또는 민간방송사에 의해 중
계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토론자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다.
재판방송의 주체로는 재판과정의 녹화·방송은 기존 방송사가 하는 방안과 법원이
직접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갖추어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방송사가
법정에서 녹화와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현재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송사
가 직접 이를 수행하게 되므로 비용적인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 방
송사에게 재판 영상녹화를 허용하게 되면 방송국에서 관심을 갖는 사안에 대해서만 영

93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사법정책연구원 공동주최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중계제도의 도입방안 심포지엄

상녹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관심이 있는 재판에 대한 방송국 간의 과열경쟁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촬영과 편집에 관한 법원의 통제가 쉽지 않다는 단점도 있다.
법원이 재판방송의 주체가 되는 경우 법원 스스로가 정한 방송가이드라인에 따라 실
시할 수 있으므로 재판방송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재판방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재판에 필요한 필요최소
한의 인력과 장비를 갖춘 법원방송국의 설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재판방
송의 주체를 고려할 때에는 공개재판의 주요 목적인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의 의
무는 궁극적으로 사법부가 담보해야 할 의무라는 점, 그리고 재판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개입을 방지하도록 법원 스스로 재판방송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은 어떠한지 묻고 싶다.
마지막으로 재판중계에 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의 마련에도 의견을 같이하면서
그 방향에 대하여 첨언하고자 한다. 피고인이나 소송당사자의 프라이버시 등 인격권 침
해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가칭)｢재판방송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재판
방송을 허용하는 경우 피고인과 소송당사자 그리고 방청객의 인격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피고인이나 소송당사자가 발언할 때 재판정
전경이나 판사석 등 다른 화면을 삽입하거나 검사 또는 변호사가 경청하는 장면으로 대
체하는 방법을 활용하거나 당사자 얼굴 부분에 대한 모자이크 처리나 음성변조 등의 방
법 등도 가능할 것이다. 재판과정에 참여하는 관계인의 사적 대화에 대한 녹취나 촬영
을 금지시키고, 카메라는 법원의 재판과 공식적 대화에 초점을 맞추며 방청객을 클로즈
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판과정에 대한 영상
은 원칙적으로 편집하지 않고 보관하되, 필요시 소송당사자의 인격권 침해 가능성을 최
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증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하여 모자이크
처리 또는 음성변조 한다는 내용을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하는 방법 등으로 인격권
침해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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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필자는 종합편성채널 방송사의 사내변호사로 5년째 언론소송 등 실무에 종사해 온
이유로, 재판결과에 대한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우리 언론기사들로 인해 판결 내용이
일부 왜곡 또는 오해되는 경우를 이따금 목격한 바 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대법원이
2013년부터 전원합의체 판결의 공개변론을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한 것에 대해 매우 높
이 평가하며, 변호사협회를 통해 교류 중인 일본변호사들이 우리 대법원의 변론 생중계
라는 사실에 경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기억도 있다. 그러나 대법원
외의 하급심의 재판도 중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은 있었으나 그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 약하여 논리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기회에 김재윤 교수님께서
각국의 재판중계제도의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이해하기 쉽고 빠짐없이 정리해 주신 덕
분에 새로운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나름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김재윤 교수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싶다.
김재윤 교수님의 발표문 내용과 주요 주장을 정리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대법
원, 헌법재판소에서만 재판방송이 허용되고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하급심
의 재판중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지 않으나, 각국의 재판중계제도의 현황을 비
교·분석해 볼 때 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주요 형사사건의 공개변론과 헌법재
* TV조선 사내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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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은 주요 결정에 대해서는 재판중계를 허용할 필요가 있으
며, ② 미국의 각 주 법원과 같이 하급심 재판 모두에 대해 재판중계를 허용할 수는 없
으나,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 주요 강력범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재판중계를 허용하고
점차적으로 기업의 부정부패나 정치인의 뇌물수수사건 등에까지 재판중계를 확대함이
타당하다는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김재윤 교수님의 이러한 기본방향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논거들에 대해서는 대부
분 찬성하는 바이며, 다만 이하에서는 일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필자의 다른 생각
을 피력해 보기로 한다.

II. 각국의 재판중계제도 현황과 관련하여
1. 각국의 재판중계제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각 주 법원이 1심과 항소심 재판과정에 대한 중계는 물론 공개 구두변론을 인터넷
방송으로 실시간 내보내고 있는 미국이 언론의 자유와 재판청구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방대법원이 재판중계에 대해 부정적인 점은 우리와 정반대의 상황
으로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다.
반면, 프랑스가 헌법재판에 대한 중계를 폭넓게 허용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프랑스
와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는 녹음이나 촬영을 통한 재판중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
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륙법계 경향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적으로는 대법원이 재판
중계를 허용하고 녹화자료를 뉴스나 교육 또는 법률훈련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게 하
고 있는 영국의 제도가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영국 법무부의 “법정에서 촬영 가
능한 부분은 판사의 판결 내용에 국한되고, 피해자나 증인, 피고인, 배심원에 대한 촬영
은 금지된다.”는 2011년 9월 개정안 내용은, 국민참여재판이 활발히 이용되기 시작한
우리의 법원에서 특히 참조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2. 일본의 현황에 대한 질문과 보충
우리와 법체계가 가장 유사하다고 하는 일본의 경우에도 최고재판소의 운용요령 개
정에 불구하고,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고 동시에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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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요건으로 인해 법원의 재판중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음은 아쉬운
부분이다. 그런데 이렇게 법원의 상당성 인정 및 피고인의 이의 불제기를 요건으로 하
는 ‘1952년 규정된 법률’이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이 발표문에서는 보이지 않아, 본 토
론문에서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지금 일본에서도 다른 외국의 실시현황을 들어 재판에 대한 중계가 왜 허용되지 않
는가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활발한 논
의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바, 여기서는 민사나 형사재판에 따라 재판중계를 규제하는
법령이나 논거들을 소개해 보기로 한다.
현재 일본의 민사재판의 경우, 민사소송규칙 제77조가 “방송은 재판장의 허가를 얻
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재판장이 허가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방송 단계에서부터 시행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2)
현재 일본의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발표문에도 나오는 바와 같이 형사소송규칙 제
215조에 의해 공판정에서의 사진촬영, 녹음 또는 방송이 법원의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
다. 그리고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피해자와 피고인의 인권보호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
로 보고 싶으면 직접 방청을 하면 되고 그 내용은 언론을 통해 상세히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재판중계가 없어도 큰 문제는 없다는 시각도 존재하는 것 같다.

III. 각국의 재판중계제도로부터 도출된 시사점과 관련하여
1. 재판중계에 대한 규제방식의 문제
우리 대법원이 일부의 중요재판에 대해 변론의 중계를 허용하고 헌법재판소가 중요
사건에 대한 선고 장면의 녹화를 허용하는 등 종래부터 우리 사법기관도 재판의 공개를
통하여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각 주 법원
이 1심과 항소심 재판과정에 대한 중계를 허용하고 있는 미국이나 헌법재판에서 재판중
계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프랑스에 비하면 재판의 공개가 세계적 수준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대법원의 재판중계에 대한 확대 경향에 불구하고 법원조직법 제59조 등 우리나
2) http://okwave.jp/qa/q282626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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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재판중계에 대한 규제방식이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으로 고착화되어 있는 것은
문제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중계를 허용해야 할 이유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통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사법접근권을 강화할 필요성 등이 들어지고
있는바,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재판중계에 대한 규제방식은 원칙적 허
용·예외적 금지로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즉 국민의 알 권리 등 기본권 강화를 위
해 재판중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재판중계를 허용하기 어려운 부정적 요소들인 피
고인과 증인 등 소송관계인의 방어권과 인격권을 침해할 위험, 언론의 영향력으로 인한
사법권의 독립성 훼손 위험 등이 큰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재판중계를 제한 또는 금
지하는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도 부합하는 규제방식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2. 하급심 재판의 중계가 허용되어야 할 경우
이 토론회의 주요쟁점인 하급심 재판중계에 관하여 김재윤 교수님은 우리나라에서
미국과 같이 하급심 재판 모두에 대해 재판중계를 허용하기는 어렵다는 전제에서, TV
공개주의의 순기능을 고려하여 세월호 사건처럼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나 연
쇄살인·강도강간 등 주요 강력범죄에 한정하여 재판중계를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일정
시간 후에 기업의 부정부패사건, 정치인의 뇌물수수사건 등 범죄까지 재판중계를 확대
해 나가면 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필자도 하급심 재판 모두에 대해 재판중계를
허용하는 것이 자칫 현재의 KTV나 국회방송처럼 중계의 효율성에 비해 국민들로부터
높은 시청률을 끌어내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하급심 재판 모두
에 대해서는 재판중계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김 교수님의 의견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연쇄살인·강도강간 등의 형사사건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회적 비난가능
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재판중계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축시킬 여지가 있을 뿐 아니
라 이를 자세히 지켜 본 국민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강력범죄에
대해 우선적으로 재판중계를 허용하는 것에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그보다는 기업의 부정부패사건이나 정치인의 뇌물수수사건 등에 대한 재판중계
를 하급심 단계에서부터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공인과 국정 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를 보장하고 국민주권의 실질화를 위해 더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성폭력 사건과
소년 사건 관련 절차를 재판중계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함은 매우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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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중계의 주체와 방식의 문제
재판중계의 주체와 방식과 관련하여 김재윤 교수님은 법원방송국의 설립은 막대한
예산과 인원의 투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의 예를 들어 법원이 재판과정에
대한 촬영·녹음의 주체가 되고 그 영상도 법원홈페이지와 국영 또는 민간 방송사에 의
해 중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과정을 촬영·녹음하는 과정
은 생각 이상으로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이며 법원이 이의 주체가 된다 하더라도 많은 예
산과 인원의 투입을 필요로 하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법원이
그 주체가 되어 영상을 관리한다면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재판과정에 대한 촬영과 중
계까지 하게 된다는 점에서, 가뜩이나 업무부담이 많은 법원에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것일 수도 있을뿐더러 국민일반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고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도 법원방송국의 설립에는 부정적이나, 기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케이블TV채널인 법률방송과 신문사인 법률신문 등을 활용한다면 많은 예산과 인
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싶다. 즉 필자는 법원이 재판중계에 대한
허가 또는 금지의 권한을 가지되, 재판과정에 대한 촬영·녹음 및 중계의 역할은 법률
방송이나 법률신문 등 법률 관련 보도에 전문성을 가진 언론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대안
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피고인과 증인 등 소송관계인의 인격권 등 침해를 예방하
기 위해 재판중계에 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김재윤 교수님의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IV. 결론
결론적으로 발표문을 읽고 필자가 주관적으로 정리해 본, 하급심을 포함한 우리의
재판중계가 이렇게 나아갔으면 하는 기본방향은 아래와 같다.
�� ������ 대�� ������ ��� �� ���� ���� ���� ����� ������ 대한�
������ ���� 금지·���� 허용��� ���� 허용·���� 금지�� ����� 한다��
�� 대���� ������ ������ ��� 확대� �� �사�� 대��� 변���� ��하고� 사실
���� ��� ������ 대���� ���� ���� ����� 하고�� ������ ����
���� �고� ����� ���� 대한� ���� ��� �� ��� ��사��� 대���� 공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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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 ���� ����� 한다��
�� ���� ������ ����� 확대� �� ��� ���� ������ ��� ������ 어렵더
라도�� ���� �� ��� ��� �� 사��� �한� ���� ���� ��� ���� 부정부패사건
��� 정���� ����사건� ��� 있어��� ����� ���도� ������ 즉각적으
�� ���� ���� 있다��

위 기본방향은 어디까지나 필자의 부족한 개인적 의견일 뿐이므로, 이 외에 많은 분
들의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논의 과정은 좀 더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필자는 재판중계 자체에 일부 부정적 요소가 있다 하여 재판중
계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
를 높이기 위해 우리의 규제가 재판중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기를 바
란다. 또한 과거 일부 언론기사의 재판에 관한 보도내용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일부
왜곡 또는 오인하게 하기도 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하급심의 재판중계야말로 재판 과
정에 대한 불분명한 정보 난립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김재윤 교수님의 발표와 관련하여 필자의 솔직한 의견을 피력하였는바,
그와 관련하여 각국의 재판중계제도에 대한 개인적 평가 및 향후 우리 하급심 재판중계
가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기본방향에 대하여 주관적인 의견을 정리해 보았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 하급심 법원의 재판중계를 시청할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해 보면서, 소중한
토론의 기회를 주신 사법정책연구원 및 법원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부족한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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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김재윤 교수님의 훌륭하신 발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법정책연구원
은 ‘재판 중계 제도에 관한 연구’를 2016년 연구과제로 선정하였고 금년도에 연구를 진
행 및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일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모든 분들의 고견을 통하
여 보다 내실 있는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김재윤 교수님께서 발제하
신 각국의 재판중계제도 현황 및 이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는 앞으로 재판중계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하는 데에 더없이 소중한 연구 자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발제문의 내
용과 개진하신 의견에 대해 별다른 이견은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각국의 재판중계제도
를 바라보는 몇 가지 기준을 설정한 뒤 추가적으로 중요한 현황을 소개하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시사점과 함께 재판중계제도에 대한 몇 가지 단초를 언급하면서 발제자의 고
견을 청하는 것으로 토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I. 쟁점의 정리
1. 법적 쟁점
재판중계제도에 대한 논의에서 법적 쟁점은 매우 다양하나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
들을 추려본다면 다음과 같다: “공개재판의 원칙, 법관의 독립성, 절차의 공정성, 공공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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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알권리, 미디어기본권, 개인의 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보호”. 위 쟁점들에서 다시
몇 가지의 공통점을 추출해본다면 첫째는 개인의 권리, 특히 기본권이며 두 번째는 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절차에 따라 유권적으로 그리고 구속적이고 자주적인 결
정을 내려야 하는’1) 사법이 그 본질상 그리고 사법기능에 적합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존되어야 할 속성 내지 가치이다. 끝으로 이 쟁점은 법원과 소송참여자의 소송행위가
공개되는 정도와 방식에 따라 나타나는 소송주체의 자의식과 행위가능성의 문제이다. 소
송주체의 자의식과 행위가능성은 다시 앞의 두 요소, 즉 법원이 보존하여야 할 속성과
가치 및 소송참여자의 사적 자유 영역이라는 개인의 권리에 연쇄작용을 일으킨다. 이 점
을 감안하여 각국의 재판 중계 현황을 살펴보면 재판중계 및 재판 중계방송의 허용여부
나 범위, 방식 등 세부적 제도 운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황이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앞서 제시한 쟁점들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제도적 쟁점
앞서 언급한 법적 쟁점은 “법원-언론-개인” 간의 삼각관계, 혹은 “법원-언론-개
인-일반 공중”이라는 사각관계에서 나타난다. 여기에서 어디에 좀 더 비중을 둘 것이
며 이를 위해 어떤 법적 규율형식을 취할 것인지, 어떤 정당화 근거를 제시할 것인지의
문제는 각국의 제도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재판 중계 및 재판 중계
방송의 허용 여부, 그리고 허용한다면 그 범위나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제도적인
차원에서 발견된다.2) 제도적 쟁점은 먼저 재판중계와 재판 중계방송이 각각 무엇인지
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는 단순히 이론적 유희가 아니라 개념적으로 ‘재판 중계’와 ‘재판
중계방송’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며 양자는 위 법적 쟁점에 의하여도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3) 두 번째로, 재판 중계 등의 허용 여부에 대한 법적 근거이다. 법률이나 법령상
혹은 법원과 방송사간의 협약 등 다양한 형식으로 재판 중계 등의 근거설정이 가능하
다. 세 번째는 재판 중계 등을 실제로 허용하는 작용형태이다.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있
는 경우, 다시 말해 재판 중계 등을 허용하는 각각의 상황이나 사유, 절차종류 등을 한
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도 있고 해당 수권규범에 따라 재판장에게 재량
1) K. Hesse,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20. Aufl., Rn.
548.
2) 다만 여기에서 제도적 현황의 소개는 기술적인 단계, 예를 들어 어떤 촬영 장치나 영상구현장비를 법정
당 몇 대를 동원하며 어떤 화상 수준에 이르도록 할 것이며 전송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문제까
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며, 크게 필요하지도 않다고 본다.
3) 이하에서는 양자를 모두 지칭하는 경우 ‘재판중계제도’ 혹은 ‘재판중계 등’이라고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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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혹은 재판장이 집행하는 법원의 경찰작용인 법정경찰(Sitzungspolizei)상의 처분
으로 발령할 수도 있다. 네 번째로는 어떤 재판 절차 혹은 심급에서 허용 혹은 금지될
것인가이다. 원칙적으로 재판 중계 등을 허용하는 경우 특정 절차나 심급의 구별은 예
외적 금지로,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 허용으로 나타난다. 다만 아래에서 살펴
보는 바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금지된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법원의 재량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이는 다시 법적 쟁점에서의 공개재판의
원칙과 공공성 등의 문제가 특히 강하게 대두되는 경우라고 하겠다.
이하에서는 발제문에서 소개된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국가의 현황, 특히 그 중에서
도 유럽 각국의 현황을 위의 제도적 쟁점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4가지 기준을 중심
으로 하여 소개한다. 다만 아래 언급한 내용의 상당 부분은 최근 수년간의 자료를 토대
로 한 것이므로 최근의 변화가 모두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을 미리 밝혀둔다.4)

II. 현황
1. 독일
독일연방정부는 2016년 10월 법원조직법 및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한 소위 “재판
절차의 미디어공개 확대에 대한 법률안”5)을 발의하였다.6) 대상 규정은 기존 독일에서
재판중계제도는 물론이거니와 법정 내에서의 사진촬영, 녹음, 녹화 등을 모두 엄격히
금지하고 있던 법원조직법 제169조 및 이와 관련된 법률이다. 독일 법원조직법 제169
조는 다른 국가의 법제에 비해 훨씬 엄격하기 때문에 1964년 규정된 이래 지속적으로
오늘날의 기술적, 사회적 변화에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다.7) 게다
가 이러한 미디어 차단은 부수적으로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소송수행에 큰 불편을 주
기도 했다.
4) 그런 의미에서, 본 지정토론문의 내용은 형식이나 완성도에 있어 미완이므로 인용에 부적합함을 아울러
밝혀둔다.
5) Entwurf des Gesetzes zur Erweiterung der Medienöffentlichung in Gerichtsverfahren und zur
Verbesserung der Kommunikationshilfen für Menschen mit Sprach- und Hörbehinderungen
(Gesetz über die Erweiterung der Medienöffentlichung in Gerichtsverfahren - EMöGG)
6) BT-Drucks. 18/1044
7) 연방헌법재판소장인 Andreas Voßkuhle 역시 2010년 개인적인 견해로 재판중계제도, 특히 TV 중계
제도에 대한 절대적 금지가 완화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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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인 이목을 집중시킨 여러 사건들에 대한 언론의 취재가 위 법원조직법 규정
에 의해 차단됨에 따라 동 규정은 다시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2013년 극우테러
단체인 NSU에 대한 재판(NSU-Prozess)에서도 법원조직법의 규정으로 인해 법정 내
부로부터의 영상중계가 거부되는 사례를 기화로 하여 연방법무부는 동 규정이 시대적
으로 적절한 규정인지 전면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연방법관협회의 보고서(2013)와 연
방-주 연구반 보고서 (2015) 등은 법원조직법 제169조의 절대적 금지 규정을 완화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마침내 2015년 16개주 법무부 장관 컨퍼런스에서도 최고법원의 판
결선고에 대해서는 재판 중계 등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동 법률안에 의한 법원조직법 제169조 개정안은 먼저 제1항에서 언론보도인을 위
한 별도 공간에서 음성중계를 허용한다. 다만 이 음성중계는 소송관계인이나 제3자의
보호가치있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절차의 질서있는 진행을 위하여 부분적으
로 금지될 수 있다. 다음으로 제2항에서는 심리 및 판결선고의 녹음이나 녹화는 현저
히 시대적 의미를 지닌 절차의 경우 학문적 목적이나 역사적 목적을 위해 법원이 허용
할 수 있음을,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과 달리 연방대법원(Bundesgerichtshof)8)의 판
결 선고에 대해 특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음성 및 TV 중계방송과 녹음, 녹화를 공중
에 방영하고 공개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하여 재판 중계방송의 대상을 연방대법원의
판결선고로 정해두고 있다.
동 법률안은 공개재판의 원칙이 본질적으로 법정공개(Saalöffentlichkeit)를 의미
하는 것이며 다만 미디어공개(Medienöffentlichkeit)로의 확대를 가능하게 함을 확인
하고 있다. 어떤 절차에 대해 재판 중계 등이 허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동 법률안이
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 입법이유서는 어떤 절차에서 허용되는 지를 원칙적으
로 정해두는 것은 자의적으로 보일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중계 등이 허용되는
지를 정함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다만 재판 중계방송은 최고 연방법원인 연방대법원의
판결 선고에 허용되며 그 외에는 재판 중계, 즉 법원 내부적 중계를 예정하고 있으며
방식 또한 음성 중계로 한하고 있다.

8) 연방일반대법원이나 연방상급법원 등으로도 번역하나 이는 정확한 명칭이라기보다는 해당 기관을 설명
하는 표현에 가까운 관계로 여기에서는 연방대법원으로 표기하고 원어를 병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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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심리를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심리 진행 중 녹음이나 촬
영은 물론 재판중계 방송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법원은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다
만 정숙하고 질서정연한 공판의 진행이나 선고에 방해가 없어야 한다. 또한 현저히 중
요한 공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 등의 사진은 재판장이 미리 허용하지 않는 이상 녹
화나 촬영할 수 없다. 한편 공개심리의 확대를 위하여 법원 내 다른 법정으로의 중계도
금지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이탈리아의 재판중계제도 관련 규정은 원칙적인 허용을
정하고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된다고 한다.

3. 스페인
스페인은 법원 내부로의 중계를 허용하고 있다. 법정 외로 보도함에 대해서는 공식
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재판장의 재량으로 허가한다. 이 경우 재판장의 재량은
법정경찰상의 처분으로 이해된다. 실무에서는 보통 절차의 개시에는 카메라 촬영이 허
용되지만, 심리에 들어가면서 녹음이나 녹화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테러사건
과 같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 재판장의 허가 하에 심리가 중계방송되기도 한다.

4. 네덜란드
형사재판에 있어서 네덜란드는 판사의 법정 입장, 재판장의 개시선언, 검사의 공소
사실 진술, 구술변론, 검사의 구형 및 판결 선고 등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
음 내지 녹화가 가능하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에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네덜
란드 사법위원회의 2013년 언론가이드라인9)은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으며, 신
청이 거부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반대로 언론인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
지 않을 경우 적정한 제재처분이 발령될 수도 있다. 증인, 감정인, 피해자 또는 일반인
에 대한 녹음 또는 녹화는 허용되지 않으며 개인적인 동의를 구할 수는 있으나 판사는
예외적인 경우 위와 같은 개인적인 동의에 의한 녹음이나 녹화까지도 금지할 수 있다.
단, 피고인에 대한 사진촬영은 금지된다.
9) 네덜란드 사법위원회는 2013년 전국의 모든 법원이 사건의 진행단계에 따라 어떠한 방법으로 언론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를 내용으로 하는 언론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사법정책연
구원, 네덜란드의 사법개혁과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한 연구, (2016), 53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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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벨기에
벨기에는 재판의 촬영, 녹음 및 녹화에 대해 법률상 규정이 없고 원칙적으로 재판
장의 재량에 의한다. 다만 2005년 벨기에 사법부는 법원과 언론사 간 협업에 대한 지
침을 마련한 바 있는데, 여기에서는 법정 내에서의 촬영이나 녹음은 원칙적으로 금지
된다. 물론 재판장은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허가를 발령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지침이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법률상 금지되는 절차로는 소년형사절
차이나, 여기에서도 판결의 선고는 금지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성범죄사건절차의 경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동의(Zustimmung)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지된다.
촬영이나 녹음의 허용이 재판장의 재량에 놓여있기 때문에 벨기에의 재판 중계 실
무는 통일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대개의 경우 녹화나 사진촬영은 당사자의 동의에
의한다.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매체는 사진을 공개하기에 앞서 얼굴을 알
아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 대체로 법정에 입장하거나 판결의 선고를 녹화하는 것은 허
용된다. 심리의 생중계를 재판장이 허용한 경우는 지금까지 1회뿐이라고 한다. 다른 법
정으로 심리를 중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데, 이는 벨기에 헌법 제148조가 규
정하고 있는 대중의 자유로운 접근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용
가능성 역시 재판장의 재량에 놓여있다.

6.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형사소송법은 법정 내의 촬영, 녹음, 녹화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일반적인 실무 관행에 의할 경우 이러한 촬영이나 녹음 등은 외부 공개를
위한 목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공개심리의 확대를 위해 법원 내 다른
법정으로 중계하는 것은 허용된다.

7.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형사소송법 제228조 제4항은 형사공판절차의 TV 및 라디오 중계는 물
론 촬영과 녹화 역시 금지하고 있다. 나아가 미디어법 제22조는 다른 재판절차에서의
심리에 대해서도 이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이 절대적 금지규정은 다소 완화된 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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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절대적 금지규정이 추구하는 목적인 공정한 절차의 진행이나 사실발견의 장
애 제거 등에 반하지 않으며 공공의 정보요청과의 형량 등에 따라 이를 허용할 수 있다.

8. 그리스
그리스는 법정에서의 녹음과 녹화 및 중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
별적인 사안에서 피고인이나 피해자에 의한 신청이 있고 공판절차가 공적 생활과 아무
관련이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결이유을 통해 녹화물 등의 제공, 다시 말해 중계
가 금지될 수 있다. 한편 위의 원칙에 따라 공개된 심리의 모습은 법원 내 다른 장소의
대중에게 중계함이 허용된다.

9.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사진촬영, 녹음 및 녹화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법정 뿐만
아니라 법원 건물 전체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아일랜드에서 재판의 중계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재판의 생중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까지 한 차례 모든 기자들이 심리를 방청할 수 있도록 대형법정에서 심리를 생중계한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위 사례는 지금까지 예외
로 남아있으며 이러한 중계를 위해 특별규정을 두어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없다고 한다. 법원 내부적인 목적을 위한 음성 및 영상의 녹화는 허용된다.

10. 핀란드
핀란드는 개별법을 통해 재판의 공개에 대해 규율하고 있으며 특히 재판의 사진촬
영, 녹음, 녹화 및 기타 방식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이에 대한 허가권한은 재판장에게
주어진다. 관계 당사자의 사적 영역에 대한 보호 또는 중대한 위해로부터의 보호 및 기
타 사유에 반하지 않는 경우, 재판장의 허가는 원칙적으로 심리개시 이후 판결 이전에
발령되어야 한다. 법원건물 내부로 심리를 중계하려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
가를 요한다.
특기할 점은,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4년 핀란드는 두 번의 재판을 TV로 중
계한 바 있는데, 해당 절차는 각각 핀란드의 전 총리와 현직 총리가 피고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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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스웨덴
스웨덴은 심리 중 공개를 목적으로 하는 녹음은 인정되는 반면 사진촬영이나 녹화
는 금지된다. 공개재판의 원칙상 더 많은 방청객에게 심리를 공개하기 위하여 심리를
다른 법정으로 중계하는 것은 허용되며 과거 실제로 이뤄진 바 있다.

12. 노르웨이
노르웨이 형사소송법은 공판절차 중에 녹화나 녹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등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리 중은 물론 법원 건물 내에 머무
르는 동안 사진촬영도 금지된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적인 예외에 대해 재판장은 특히
중요한 공익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예외를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재판장은 이에
대해 절차참여인의 의견을 청문하여야 하나, 그 의견에 구속되지는 아니한다. 재판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으나 집행정지효는 주어지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 등이
미성년인 경우에나 피고인 및 그의 가족들이나 기타 절차참여인에게 예상 외의 부담이
발생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노르웨이의 대표적인 재판 중계방송 사례로는 총기난사범 브레이빅 사건의 중계방
송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절차 전부를 중계하지는 않은 부분 중계의 형식을 취하였다.

13. 포르투갈
포르투갈 형사소송법은 공개를 위한 사진촬영이나 녹음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그
러나 법원이 발령하는 허가는 실무상 흔히 내려지지는 않는다고 한다.

14.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는 심리 중 녹음이나 녹화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그러나 중대한 공익
상의 절차에 있어서는 방송국이 녹화와 중계방송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신청에
대해서는 크로아티아 공화국 대법원장이 결정을 내린다.

108

제2주제 각국의 재판중계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토론문

15. 에스토니아
재판의 녹음, 사진촬영 및 녹화는 법원의 허가를 요한다. 절차참여인은 법원의 판
결에 앞서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는 있으나 그 허가나 금지를 요구할 권리가 주어
지는 것은 아니다.

16. 스위스
스위스는 법원 건물 내에서의 녹음이나 촬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재판
절차의 녹음 등을 법원 외부로 전송하는 것도 금지된다. 그러나 공개심리의 확대를 위
하여 법원 건물 내의 다른 법정으로 중계하는 것은 허용되며 실제로 행하고 있다.

17. 폴란드
폴란드는 형사소송법 제357조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에 의하면 심리의 촬
영이나 녹음이 공익에 근거하며 관련 당사자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며 심리를
방해하지 않는 한 허가할 수 있다고 한다.

18. 체코
체코의 형사소송법은 재판장이 허가하는 경우 공개를 목적으로 하는 심리의 녹음
이나 촬영이 허용된다. 다만 이를 위하여는 사전에 재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재판
장은 이를 허가함에 있어 절차의 권위를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법정 내 언론인들이
출입 숫자 등을 적절히 통제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보호필요성이 있는 증인의 증언
과 같은 경우에는 중계방송을 금할 수도 있다.

19. 헝가리
헝가리에서는 원칙적으로 사후 공개를 목적으로 하는 형사공판절차에서의 녹음이
나 녹화가 허용된다. 다만 증인의 녹화 등은 동의를 요한다. 실제로는 녹음이나 녹화
등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소년형사절차나 국가기밀관련절차 및 심리가 현저
히 방해받고 있는 경우 등이라고 한다.

* 주요 국가의 재판중계방송 실시 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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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전망
1. 법정공개에서 미디어공개로?
지금까지 공개재판의 원칙을 천명하는 공개주의는 법정에서의 방청을 전제로 한
공개, 즉 법정공개(Saalöffentlichkeit)의 의미였다. 다시 말해 누구나 방청인으로 공
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으며 방청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공판의 일시나 장소
가 공개되어야 하며 법정이 일반적으로 방청 가능해야 하는 것이 공개재판의 원칙이라
고 이해되어왔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대부분 국가의 입법자는 - 재판 중계 등을 허용
하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 헌법적으로 주어진 그의 자유로운 형성여지 내에서 법정공
개를 예정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공개재판의 원칙, 특히 법정공개에서의 “누구나” 그리고 “법정에서”라
는 두 가지 핵심요소는 유럽에서 처음으로 공개재판의 원칙을 명시하기 시작한 1808년
프랑스법이 배경으로 삼고 있던 두 가지 관점에서 기인한다. 하나는 계몽주의적 관점
으로, 이에 따르면 권리의 주체로서 인간이 절대주의 시절과 같이 밀실10)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양 당사자가 자의적이지 않은 판결을 받기 위해 다
른 외적 압력을 배제시킬 수 있도록 국가의 통제 하에 놓인 장소에서 정당한 소송행위
를 취한다는 점이다. 이 물리적 장소가 바로 법정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을 전
제로 한 공개는 한편으로는 관심이 있는 사람에 대한 법정 출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인적 대상이나 범위가 비록 여전히 불특정 다수11)이긴 하나 방청을 희망하는 자에 대
한 일반적인 방청가능성을 보장함을 의미하는 것이지 모든 이에 대한 예외없는 현실적
보장까지 완벽히 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12) 따라서 법정 이외의 장소에까지, 방청
희망여부에 상관없이, 무제한적으로, 현실적으로 공개가 가능해야 공개재판의 원칙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정에서의 방청을 전제로 한 공개주의의 실현은 방청을 전제로 하지 않
는, 나아가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 즉 미디어를 이용한
10) 독일 제국법원 형사부 역시 이에 대해 “닫힌 문 뒤에서 어둠에 감추어진 법원의 행위와 이로 인한 잘
못된 해석과 불신”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RGSt 70, 109 (112).
11) 주지하다시피, 당사자에게만 방청을 허용하는 것은 공개주의가 아닌 당사자공개주의이기 때문이다.
12) 배종대/이상돈/정승환/이주원, 신형사소송법, 제5판, (2013),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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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에 대해서는 법정에서의 방청보다 더욱 강력한 제한이 가능함을 암시한다. 이에
따라 종래 법원조직법 제59조는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물론 「법정 방청 및 촬
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촬영 등을 위한 신청과 피고인 등의 동의 및 재판장의 허
가를 규정해두고 있으며, 여기에서 허가발령의 기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로 위의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비해 보다 넓게
해석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제4조의 촬영 등은 공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계 목적
이 아니므로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에 한하도록 제한되어 있었다(규칙 제5조 제1호)
이러한 공개주의의 내용은 변화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2014년 신설된 「법정 방
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재판장의 재량으로 중계 목적의 녹음·녹화·촬
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된다. 제6조 제1항 제1호는 법정질서유지라는
재판장의 법정경찰권의 발동으로, 제2호는 재난이나 대형 인명피해사건의 당사자나 피
해자 등이 원격지에 거주하는 경우 참여 보장을 위한 것으로 제2호의 경우는 종전 법
정 방청을 전제로 하는 공개주의 실현방식에 비해 분명히 확대된 공개목적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재판 중계방송이 허용되고 확대되는 경우 법정공개를 전제
하고 있던 기존의 공개주의는 이제 사실상 미디어공개(Medienöffentlichkeit)의 가능
성을 열어주게 된다.
이와 같은 공개주의의 변화는 경계해야 할 점들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 공중에 대
한 재판절차의 투명성 강화는 사법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뢰를 강화할 수도 있는
반면, 재판절차를 공연화시키고 각종 외부적 요인에 좌우될 여지를 남기게 될 수도 있
다. 이는 상당부분 매스미디어에 대한 해당 국가나 사회의 감응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날 것이다. 미디어공개로 인한 소송관계인의 위축이나 부담은 방어권의 행사에 사실상
제약으로 나타나며 반대로 미디어를 이용한 여론형성의 문제도 있고 미디어를 보다 효
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로 인해 무기평등의 원칙이 무색해질 가능성도 있다.

2. 개인의 자기결정권 및 사적 자유영역의 보호
헤겔(G. W. F. Hegel)에 의하면 자의식은 타인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다. 자의
식의 원천을 ‘인정 투쟁(Kampf um Anerkennung)’이라고 하는 헤겔의 관점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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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한 사람은 “그”가 다른 이로부터 “그”라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인격의 존
재를 인정받고 주체성이 부여된다. 나아가 사르트르(J.-P. Sartre)의 ‘타자(l'autre)’와
타자의 ‘시선(regard)’의 서술에서는 나의 행위를 타인이 보고 있다는 “부끄러운” 사실

을 알게 되면서 나를 확인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이른바 “자기로의 현시(préscence à

soi)”라는 형태로 나의 행위가능성을 만들어낸다. 네테스하임(M. Nettesheim)은 이러
한 상호주관적인(사르트르의 관점에서는 주체-타자에 의한 부담이 작용하는) 상황에서
사적인 자유영역의 컨셉이 반응한다고 한다.13) 이러한 철학적 사유는 헌법상 개인정보
보호를 근거짓는 개인의 정보자기결정권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재판중계제도가 하급심에까지 확대되고 공개주의의 의미가 법정공개를 넘어 미디
어공개라는 의미로 - 비록 전면적인 이전이 아니더라고 - 확장되는 경우 특히 문제되
는 것은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사적인 자유영역에 대한 보호이다. 다만 여기에서 주의
해야 할 것은, 재판중계제도로 인한 공개의 문제를 어느 양 극단의 상황으로 서술해서
는 안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재판중계제도가 공개재판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기 때
문에 개인의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거나 비교 법제 연구를
통해 다른 어떤 나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하여 이러한 문제제기를 그저 기우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동시에 재판중계제도로 인한 공개는 현대 사회의 “관음과 노
출”이라는 문화적 형상을 긍정적으로 표방하는 것일 수도 있으므로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로 사적인 자유영역의 침해를 주장하여서도 안 된다. 사적인 자유영역, 다시 말해
프라이버시는 자연적 사실이 아니라 역사 속의 사회적 현실이며 그에 대한 (헌)법적 보
호 역시 변화된 틀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14) 특히 매스미디어에 대한 각
국의 사회적 감응성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 및 사회의 인식
수준 등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3. 법관 재량의 강화
각국의 현황에서 나타나는 바에 의하면 재판중계 등의 허용여부에 대한 결정은 재
판장에게 주어진 재량에 의하여 내려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 중
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 명시적인 법령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한
13) M. Nettesheim, Grundrechtschutz der Privatheit, VVDStRL 70 (2011), S. 7 (8).
14) M. Nettesheim, Grundrechtschutz der Privatheit, VVDStRL 70 (2011), S.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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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음이 보이기도 하나 이에 전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떤
절차나 공판절차의 어떤 부분이 중계 혹은 중계방송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법관은 넓은
재량을 가지게 된다. 소년형사절차나 성범죄와 같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절차의 종류
를 법률에 규정하기도 하나, 이를 열거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의
침해가 될 수도 있으며 규제정책적 관점에서 획일규제가 되어 오히려 적절하지 못할
수도 있다. 물론 이 경우 재판중계제도를 명목상 인정함에도 실제로 많이 활용되지 않
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법이 예정한 제도가 사회상을 반영하고 상호
적응해가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하지 무리하게 시행 혹은 금지하는 것은 자칫 후견주의
적 발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한 판단은 따라서 법관의 재량에 상당부분 일임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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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 국가의 재판 중계방송 실시현황
불허용
[�국� 연방법원]

허용
[�국� 50개주(단�� ���� 제외)]

∘ 단�� �사재판에� 한��� 2011��터� ��라� �� 정지영상�촬영��허용(유타)�������허용(뉴욕)
영��� ��� ����� 실시중

�� ��인의� 동의⋅재판의� ��에� �라� 허용
(텍사스�� �스� ��라이�� �� 16�� 주)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 �정� 전�� 촬영�� 허용(�리�� 유사)

∘ �일의� ��� 재판중계(음�� �� 영상)에� 대해서�
허용��� �용의� 법원��법� �정�이� 마련됨

[프랑스]

�� 판사의� 재�에� �라� 제한� 완화(캘리포니아��
미시건�� �스��� �� 19�� 주)
� �� 단�� ��� ��� �슨� 사건� 이�� 제한사�� 있음(예��
2004�� ��� 브라이언트�� 2004�� 페터슨��
2005�� 마이�� 잭슨)
[�국� ��랜드�� 웨일즈]

∘ �정� 이�� 음�이�� 영상� 기록⋅전���� 일체� ∘ �사법정�� ���� 한정�� 판사의� �언�� 허용
금지

[일본]

∘ �정� 전�� ��인� 불��� 상태에서�� 허용

[�국� 스코틀랜드]

∘ �인��� 불허�� ���판의� ��인�� ���� 불허
[캐나다]

∘ ���에� 대해서�� 불허

∘ 대법원·���에� 대해서�� 재판중계허용
[호주�� 뉴질랜드�� 스페인]

∘ 스페인�� 2004�� ���� ��사건�� 2013��
기�� 탈�� 사건� �� 허용
[중국]

∘ 재판��� 실시(��화�지� 아니함)
[노르웨이]

∘ �기�사�� 브�이��� 사건(2012)�� ��� 중
계(����� �음�터� 제한)�
[남아프리카공화국]

∘ �스�리�스의� 살인사건(2014)�� ��� 중계
(��인�� ��인� �� �인� 제한)
[�� 외� 국가]

∘ 네덜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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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
한

동 섭*
동 섭*

1) 공개재판의 원칙
 우리나라 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 재판의 공개를 헌법상 원칙으로 천명.
 법원조직법 제57조 1항.“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

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재판을 원칙으로 함.

*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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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판중계의 필요성과 문제점
 대다수의 국민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심리와 재판과정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갖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법정의 규모가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재판 참석권은 제한될 수 밖에 없음.
 재판공개를 일반 시민이 직접 방청하는 ‘직접공개’뿐 아니
라 TV와 같은 언론매체를 통한 간접공개로까지 확장할 필요
성이 있음.

 재판중계란 공개재판의 원칙에 근거한 것으로, 재판의 투명성

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국가 공권력이나 제3자가 영향력을 행사하여 재판관의 독립
성을 해치거나 반대로 재판관이 부당하게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사법부의 민주적 본질을 보장하는데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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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미디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재판을

공개하는 것은 법정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소수의 사람들
을 대상으로 재판을 공개하는 것과 다른 사회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재판중계에는 예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오래 전부터 재판중계를 둘러싸
고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재판중계를 하는 나라들
은 대부분 제한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대법

원 공개변론만 중계하고 있기 때문에 큰 논란은 일지 않았지
만 향후 재판중계의 대상을 하급심으로 확대할 경우 여러 가
지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하급심 재판에서는 재판 당사자들이 직접 출석하여 사실관

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기 때문에 이를 중계할 경우
인격권 침해나 재판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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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중계의 합리적 구현방안 모색
 하급심 재판중계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논란은 중계

대상을 어떻게 선택하고, 진행과정은 어떻게 촬영하며 어떤
매체와 채널을 통해 공개할 것인가 하는 제도적이며 기술적
차원에서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됨.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우려를 불식

시키면서 재판중계를 통한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모색해보고자 함.

1) 인격권 침해
 방송을 통해 재판을 공개할 경우 피고인의용모나

자태가 널리 공개됨으로써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음.
 피고인의 인격권과 국민의 알권리라는 기본권 간의 충돌
을 초래할 수 있음(이균룡, 1999).
 재판중계가 피고인만 아니라 재판에 참여하는
소송 당사자들의 인격권도 침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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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
공개된 장소인 재판정에서의 행동을 초상권이라는 사생

활 보호의 범주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음.
재판이라는 것은 어차피 공개된 이벤트로 누구나 원하면
다른 사람의 재판을 방청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사생활
이 완벽하게 보호받지는 못함.

피고인이라는 명예스럽지 못한 지위에 있더라도 공개된

법정에서 심리를 받는 이상 공적인 지위에 있는 것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은 부득이한 것임.
판사, 검사, 변호사는 재판절차라는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참여하는 사람들로서 사적 권리의 일부 침해는
감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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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 보호 문제는 카메라의 위치를 조절하고 재판장의

적절한 소송 지휘가 뒷받침된다면 해결될 수 있음.
 상기의 이유만으로 초상권을 포함한 인격권 침해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재판중계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
적으로 피고인을 포함한 소송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함.

2) 재판에 미치는 영향
(1) 카메라의 존재만으로도 재판이 방해 받을 우려가 있음.
카메라가 재판과정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의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음(Lassiter, 1996: 971).
(2) 여론재판의 우려. 무죄추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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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
 재판이 방송을 통해 일반에 공개될 경우 법정심리

가 철저하게 진행되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음.
 재판에 대한 시민의 감시와 비판이 가능하게 되면서 판사
를 비롯하여 검사와 변호사 등 소송 당사자가 사건에 대
한 준비를 철저히 하게 되고, 소송에도 진지한 태도로 임하게
되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기여할 것임
(강동욱, 2010).

3) 재판의 존엄 손상

(1) 법정에서의 사진촬영이나 방송은 재판이나 법정의
위신 내지 존엄을 손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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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
법원의 권위는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함으로써 국민들로 부

터 부여 받는 것. 재판중계를 통해 사법의 투명성과 개방성이
제고되어 법원의 권위가 오히려 강화될 수 있음.
법정에서의 촬영과 같은 행위가 법정의 위신과 모순이

되는 것은 아님. 법원의 위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진촬영이나
방송 등을 금지하는 것은 전근대적 사고임.

 하급심 재판중계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쟁점들은 재판중계의

당위성에 대한 본질적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파생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이며,
이러한 부작용은 실제 재판중계 과정에서 상당부분 해소 가능
하다고 판단됨.
 누가 어떻게 촬영하며, 촬영된 영상을 어떻게 편집할 것인가,

그리고 이를 어떤 매체와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전송하느냐
하는 방송기술적 및 제도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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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 촬영의 주체
(1) 기존 방송사의 재판촬영 허용
 충분한 촬영 및 편집장비와 전문인력을 갖춘 기존 방송사

로 하여금 재판정에 들어와 영상을 촬영하게 하는 방법.

 기존 방송사 촬영의 문제점

첫째, 방송사들이 관심을 갖는 사안에 대해서만 촬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
둘째, 방송사들이 특정 재판만을 선호할 경우 방송사들이 몰려
재판의 진행자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셋째, 방송사의 촬영 및 편집내용에 대한 법원의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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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 자체적인 촬영
 법원 내부에서 재판 촬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이를

운용하는 인력도 법원 소속으로 하는 것.
 촬영에 대한 필요 시설을 구축하고, 별도의 전문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기술의 발달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그리
크지 않음.
 이 경우 영상촬영 전반에 대한 법원의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사전 예방이 용이함.

첫째, 재판의 공정한 진행에 방해가 되거나 재판 당사자의 인격권
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촬영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을 통해 예방할 수 있음.
둘째, 촬영된 영상물에 대한 통제권도 법원이 가지고 있게 되며,
방송사를 비롯한 외부에서 요청할 경우 그 목적에 적합하게
편집하여 제공할 수 있음.
셋째, 방송사 등에서 편집을 통해 재판의 실제와 다르게 왜곡된
영상을 방송함으로써 문제가 될 경우 법원의 원본영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시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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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대법원의 재판영상 녹화 지침>
① 카메라는 항상 법원의 재판과 대화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② 방청석에 앉아있는 방청객을 클로즈업하거나 법원 구성원들의 반응을 촬영해서는
안 된다.
③ 법관들 간의 사적 대화를 고의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해서는 안 된다.
④ 변호인이나 재판정 내 누구의 사적 대화도 고의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해서는 안 된다.
⑤ 아직 공개되지 않은 판사석의 어떤 서류도 클로즈업해서는 안 된다.
⑥ 법원에서 혼란이나 시위가 발생하여 재판이 중단되거나 휴정하게 될 경우 촬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⑦ 시위가 발생할 경우 카메라는 그로 인해 중단된 재판의 촬영을 지워야 한다.

2) 재판의 촬영 및 편집 방식
(1) 촬영
 벽면에 부착할 수 있는 고성능 소형 카메라.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으며, 실제로 영국대법원이나
ICC의 법정에서 사용. 녹화의 시작과 중단, 카메라의 이동 및
초점 변경 등 모든 동작이 원격으로 조작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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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대법원 법정 내부의 카메라 >

< ICC 법정 내부의 카메라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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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집
 재판과정을 녹화한 영상은 무편집을 원칙으로 보관해야 함.

일단 재판이 시작되면 종료될 때까지 휴정 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촬영하여 보관함.

 재판 장면의 경우 담당직원이 부조정실에서 카메라별로 커팅

을 통해 편집하는 것은 무방함.
 녹화분량이 많아도 디지털 저장기술의 발달로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음.
 무편집으로 기록된 재판영상을 공개할 때는 실시간 생중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의 목적에 따라 일정한 편집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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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대법원 방송조정실 내부 모습 >

3) 재판중계 채널
(1) 기존 방송사를 통한 송출
 기존 방송사를 통해 재판중계를 송출할 경우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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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방송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영상을 편집해서 제공하는 방안.
 둘째, 재판중계 아카이브를 설치하여 각 방송사에서 필요한 영

상을 검색해서 활용하는 방안.
 셋째, 기존 방송사를 통한 생중계 방식(기존 채널 혹은 방송사

홈페이지).

< 영국 대법원 홈페이지 >

< Sky News의 영국대법원 재판과정 생중계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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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송출
 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재판영상을 송출

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서비스로 구분됨.
첫째, 진행되고 있는 재판을 생중계하는 스트리밍 서비스
(실시간 혹은 지연중계).
둘째, 기존의 재판영상을 아카이브에 축적한 후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VOD 서비스.

< ICC 유튜브 공식채널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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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재판 중계의 문제점
 기존 방송사의 채널을 통해 송출할 경우, 법원이 방송 편성

및 편집에 대한 통제권을 갖기 어려움.
 인터넷을 통한 송출의 경우, 통제권은 법원이 가질 수 있지만

능동적인 이용자 외에는 접근하기가 어려워 보편적 시청이 보장
되지 않음.

(3) 자체 방송채널(PP)를 통한 송출
 이러한 한계를 최소화 하기 위해 법원이 자체적인 방송채널을

만들어 재판중계를 직접 송출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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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등록하여 재판중계 채널을 운영

할 경우에는 방송법에 따라 공공채널로 지정 받을 필요가 있음.
 공공채널로 지정되면 모든 케이블TV 및 위성방송에서 의무전송

(must carry)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에 대한 접근성
을 높일 수 있음.

4) 재판중계의 대상과 방식
(1) 재판중계의 대상
 재판중계를 하급심으로 확대할 경우, 중계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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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든 재판을 실시간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중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함.
② 원칙적으로 모든 재판에는 공개재판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재판의 성격
이나 내용, 피고인에 따라 일반인의 방청이 아예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직접 공개는 불가피하지만 방송을 통한 간접공개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음.

(2) 재판중계 방식
① 실시간 중계
 재판중계가 직접공개와 같은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모든 재판진

행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어야함. 하지만 이 경우 재판진행과
정에서 재판의 공정한 진행을 저해하거나 방송에 부적합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할 방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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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녹화 방식
 재판이 완결된 후 녹화된 영상을 편집하여 중계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이 경우 재판중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쟁점을

해소할 수 있지만, 편집행위 및 방송 시점의 문제 등으로 재
판의 투명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③ 지연 중계
 가능한 편집 없이 있는 그대로 중계하되 일정한 시간을 지연시

켜 송출하는 방식. ICC의 경우 30분 가량 지연하여 송출함.
 직접중계에 근접한 효과를 내면서 재판과정에서 돌발상황이 발

생할 경우 대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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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방송은 단순히 TV와 같은 미디어 기술을 통해 재판공개의 수준

을 물리적으로 확장시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님. 시민의 기본권을 포
함한 문제인 만큼 방송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재판방송의 장점
을 살리고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함.
 방송이 시행될 경우를 대비하고, 실제 방송을 총괄할 수 있도록 방송

의 법적, 제도적. 기술적 문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준비할
(가칭)법원방송위원회를 제안함.

 법원방송위원회에는 재판중계의 당사자들인 재판관, 검찰, 변호인

들은 물론 재판중계의 사회적 영향과 기술적 판단을 위한 학자와
방송인 등 관련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함.
 법원방송위원회 산하에 (가칭)법원방송채널을 설립하여 재판중계

의 실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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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방송은 법원이 재판중계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재판공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법원방송은 자체적인 방송제작 시스템을
확보하고 송출까지 직접 수행하게 됨. 또한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음.
첫째, 다양한 방식으로 재판중계를 함으로써 재판공개의 효과
를 극대화할 수 있음.

 둘째, 재판중계 외에도 국민적인 수요가 있는 다양한 포맷의 사법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법에 대한 이해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음.
 셋째, 법원이 일반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상시적인 커뮤니케이

션 경로가 마련됨으로써 사법의 개방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신
뢰성을 높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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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제
토론문

1)전
전

광 식*
광 식*

○ 재판중계의 당위성과 필요성
▶ 공개재판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 ⇨ 당위성(근거) 측면
▶‘살아 있는’ 법교육의 장으로 활용! ⇨ 필요성 측면(사법이해와 신뢰)

○ ‘살아 있는’ 법교육의 방향성
▶ 미국‘Court TV’의 추억
- 생생한 재판현장 중계와 전문가에 의한 즉응 해설
- 다종다양한 콘텐츠로 무장한 독립 방송채널
▶ ‘국회방송’의 재연? ..... No!
- 지루한 중계방식 지양 ⇨ 적당한‘Fun’, ‘상업주의’ 가미 필요성
- 다양한 프로그래밍(법정뉴스와 해설, 법정드라마, 법정토론과 토크쇼, 모의법정,
법률상담 등)을 통한 법정방송의 완결성 지향(장기목표)
* 법무법인 휘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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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중계 파트(법원)와 엔터테인먼트 파트(방송사)의 결합
⇨ 민관 합작 방송법인의 설립 가능성 검토
▶ 일석이조의 기회
- 법정커뮤니케이션 교육의 기회로도 활용 가능
- 판사·검사·변호사의 열의와 집중도 제고

○ 몇 가지 생각

▶ 방송인력의 조달 문제
-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프로그램 참여
⇨ 앵커, 해설자, 리포터 모두 법조전문가로 할 수 있는 여건 구비
- 법관의 참여 문제 검토
▶ 중계대상자(특히 피고인)의 동의 문제
- 동의의 범위는 곧 대중 노출의 범위를 의미함
- 이는 촬영 및 중계의 기법과도 연결된 문제임
▶ 중계대상의 선정 문제
- 한정된 인적, 물적, 시간적 한계의 극복 차원
- 공평타당한 선정의 주체, 기준, 방법의 설정 필요성
▶ 사실상의 소송구조 가능성?
⇨ 피고인에 대한 물적 지원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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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1)김
김

삼 수*
삼 수*

■ 공개원칙 속 비공개 운영
○ 재판공개의 원칙상 1,2심의 하급심 판결 정보도 국민의 공공자산이므로 법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되어야 할 것임.
○ 하급심 재판 공개는 다양한 하급심 판결을 연구하고, 분석하여 분쟁의 원인, 분쟁
회피수단, 분쟁해결의 법리 등을 개발하여 법치주의 제고에 기여.
○ 재판 공개시 제도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 하급심 재판 중계의 논란 :
○ 찬성 : 국민의 알권리 강화, 재판의 공적기능 확대(국민과의 거리 좁히고, 막말 시
비 없앨 수 있음), 재판내용의 왜곡 방지 등
○ 반대 : 당사자의 프라이버시 침해(피고인의 자라난 과정, 인성, 사건 당시 상황
등), 증인의 위축 우려, 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원칙 왜곡 등
⇒ 법률심인 대법원 재판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지만 사실심인 1심, 2심의 하급심
재판엔 피고인이 출석하기 때문에 사생활보호가 중요.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사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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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재판을 중계할 것인가?
○ 하급심(1심) 연간 1만 여건 이상, 산술적으로 하루에 30여건이 넘는 재판.
○ 생중계·녹화 중계 등이 있지만 중계를 허용할 재판과 금지할 재판에 대한 선별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재판의 공개범위, 비실명화 정도 및 공개방법 등은 중요한 사안
① 당사자들의 동의 및 실명사용 제한 : 피고인과 증인들의 유죄증거 판별과정에서
진술 부담 경감. 개인 음성과 얼굴을 명확히 볼 수 없도록 조치할 필요.
② 시민재판중계요구권 : 최순실 게이트, 세월호 참사 등 국기문란,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한 대형사건이나 시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재판의 경우 시민들이 중계를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하급심 재판 중계의 단계
① 1단계는 법정의 범위를 넓히는 것 : 제한된 원격시청 시설마련.
② 2단계 이를 기반으로 충분한 모니터링 후 예외적 공개
- 발제자의 (가칭)법원방송위원회 구성은 적절함. 위원회를 통한 예외적 공개
- 학회, 방송인은 물론 시민사회 등 다양한 전문가 참여 필요.
③ 3단계는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진행.
- 한국정책방송(KTV)·국회방송(NATV) 등의 방송현황이나 조직도 참고
-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국민적 관심이 크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재판만 선별
방송하는 재판 중계 차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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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씀
아이를 잃은 슬픔에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부모들이 법정 밖에 삼삼오오 모
여 눈물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안산에서 출발해서 광주까지 내려왔지만 방청
석이 다소 부족하여 미처 법정에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입니다. 사전에 배부된 방청권이
모자랄 수 있음을 알면서도, 잠깐이라도 재판 과정을 눈으로 보고 싶은 마음에 돌아가
며 방청을 하기로 하고 법원으로 향했던 모양입니다.
장기간의 취재로 눈이 퀭한 기자들도 복도 곳곳에 등을 기대고 앉아 기사를 작성하
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별도의 기자실을 운영하기도 하고 제한적이나마 법정 내 노트
북 사용을 허용하였음에도 온 국민의 눈과 귀를 대신하여 법원에 온 기자들의 취재에
대한 갈증을 완전히 해소하여 주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2014. 8. 사법 사상 처음으로, 다른 지역 법정에 설치된 스크린을 통해 세월호 사
건 1심 재판 과정을 중계하였던 것은 이처럼 재판을 보고자 하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
들, 그리고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배려하려는 법원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법원과 재판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요구가 더욱 커진 듯합니다. 이러한 시점에 당시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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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계를 훌쩍 넘어서는 수준의 재판 중계에 대해 논의하는 오늘의 자리는 참으로
뜻 깊은 자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세월호 사건 1심 재판이 진행되었던 광주지방법원의 기획법관 겸 공보관으로
서 재판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를 도와 방청 및 중계 등의 업무에 관여하였던 경험
이 있습니다. 오늘 논의하고 있는 하급심 재판 중계에 가장 근접한 방식의 재판 공개
업무에 관여하였던 사람으로서 당시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 몇 가지 저의 생각을 말씀
드리는 것으로 토론에 갈음하려 합니다.

II. 지정토론문
본격적인 토론 말씀에 앞서,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급심 재판 중계에
관한 여러 방안을 소개하면서 깊이 있는 발표를 해 주신 발제자 분과 이러한 자리를 만
들어 주신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
우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피고인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 재판
의 공개를 통해 형사사건의 피해자 등 그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은 직․간접적으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고 일반 국민들도 이른바 ‘국민의 알 권리’를 보
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개재판의 원칙이 지켜질 때 공정한 재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법원은 공개재판의 원칙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오래 전부터 주요 법원에 100명 이상의 방청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법정을 갖추어 두었
고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의 경우 방청권 추첨 등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기회
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대법원은 2013. 3.경부터 국민
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의 중계방송을 실시하여 오고 있습
니다. 세월호 사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4. 8.경에는 사법사상 최초로 하급심 재
판 과정을 다른 지역 법정에 중계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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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2014. 4. 16. 세월호가 침몰한 이후 합동수사본부는 사고의 주요 관련자들을 광주
지방법원 본원에 기소하였고, 2014. 6. 10.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에 대한 제1회 공판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2015. 2.경까지 약 8개월 동안 세월호 관련 사건1)에 대한 1심 재
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재판부2)는 기소 직후부터 법정 현황 등을 점검하였는바, 당시 가장 큰 형사법정은
보조의자를 활용하여 최대 103명 정도가 방청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및 유가족들(이하 ‘피해자 측’이라 합니다)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담당하였던 ‘세월호 참
사 피해지원 공익법률지원단(이하 ‘법률지원단’이라 합니다)’을 통해 파악된 피해자 측
방청 희망자만 하더라도 100명 정도에 이르렀던 만큼 법정 하나로는 혼란을 피하기 어
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기자들의 취재 열기도 최고조에 달하여 내․외신 기자들도 100명 이상이 방청
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은 속보경쟁으로 인한 크고 작은 오보가 속출하던 시
점이어서 법원의 입장에서도 국민들에게 재판에 관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함으
로써 재판부가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려 심리에 부담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필
요성 또한 큰 상황이었습니다.

2. 보조법정의 설치․운영
여러 방안을 검토한 끝에 재판부는 보조법정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재판이 진
행되는 법정(이하 ‘주법정’이라 합니다)에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 주법정과 인접한 법정
에서 재판 장면을 볼 수 있도록 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쟁점이 검토되었습니다.
1) 선장 및 선원들에 대한 2014고합180호 사건,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에 대한 2014고합197호 사건, 선박
검사원 등에 대한 2014고합224사건, 진도VTS 근무자들에 대한 2014고합263 사건, 구조 책임자에 대
한 2014고합436 사건 등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하 ‘세월호 사건’이라고만 하고, 특별
한 언급이 없는 경우 선장 및 선원들에 대한 2014고합180호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해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2) 재판부에서 재판 진행에 관한 사항을 전적으로 관장하는 가운데, 사안의 특수성 상 재판부의 요청에 따
라 법원 차원의 다양한 행정지원이 있었습니다만, 이하에서는 편의상 재판부, 광주지방법원을 통칭하여
‘재판부’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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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위와 같은 방식 자체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당시 「법원조직
법」3) 및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4)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심리 진행 중에
는 일체의 ‘촬영’을 할 수 없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재
판부는,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 있는 보조법정에서 본 법정의 상황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는 위 법 또는 규칙에서 말하는 촬영 또는 중계가 아니라
고 보았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법정을 기술적 조치를 통해 확장하는 개념으로
보았던 것입니다.5)6)
다음으로는 인적․물적 지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보조법정의 방청객
들이 주법정의 상황을 정확하게 살필 수 없다면 그 운영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
입니다. 정확하고도 생생한 전달을 위해 우선 주법정에 여러 대의 카메라를 설치하였습
니다.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의 도움을 받아 법대를 향한 카메라, 검사석과 증인석
을 향한 카메라, 변호인석과 증인석을 향한 카메라를 설치하였고 실물화상기 화면도 보
조법정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진행 상황, 특히 말하는 사람
에 따라 프레임을 변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법정 밖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두
었습니다. 혹시 있을지 모를 보조법정의 돌발 상황을 재판장에게 신속하게 전달하여 적
절한 지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치도 취하였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거친 결과 제1회 공판준비기일부터 주법정 103석, 보조법정 70석의
방청석을 확보하고 피해자 측에 105석(주법정 60석, 보조법정 45석), 기자들에게 12석
(주법정)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나마 일반 국민들에게도 20석(주법정
10석, 보조법정 10석)을 방청권 추첨을 통해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7) 그러나 여
3) 「법원조직법」 제59조(녹화등의 금지)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촬영․중계방송 등
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4)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촬영등 행위시의 주의) 재판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
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제한을 하여야 한다. 1. 촬영등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에 한한
다. 2. (이하 생략)
5) 상당수 법정의 경우 출입구의 유리창으로 법정 내의 재판 진행 상황을 볼 수 있는데, 보조법정에서 스
크린으로 방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카메라는 위 유리창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접근하였던 것입
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규칙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안산지원 법정에서의 방청
은 허용될 수 없었습니다.
6) 한편, 피고인들의 동의 문제도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위 해석 논리 및 위 규칙 제4조 제2
항의 단서규정으로 극복되었습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②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전항의 신청에 의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촬영등 행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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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사실상 재판을 직접 방청하기 어려웠던 점 등은
숙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보조법정의 운영만으로는 거의 매일 열리는 공판기
일에 안산에서 광주까지 전세버스로 이동하여야 하는 피해자 측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3. 안산지원 중계
피해자 측에서는 재판 초기부터 법률지원단을 통해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볼 수 있도
록 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언론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이 미치는 보조법정에서 주법정의 상황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별론으로,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이 미칠 수 없는 다른 지역 법원의 법
정에서 주법정의 상황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조치까지 위 규칙에서 말하는 촬영 내지 중계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 어려웠으므로 그러한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피해자 측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2014. 8. 6.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재판을 원격지 법원 내의 시설에 중계할 수 있도록 「법정 방청 및
촬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규칙 개정으로 보조법정 운영에 관한
근거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 방청 및 촬영에 관한 규칙」
제6조(재판장의 명에 의한 중계 목적 녹음ㆍ녹화ㆍ촬영)
① 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판 또는 변론의 전부 또
는 일부에 대하여 중계를 목적으로 한 녹음, 녹화 또는 촬영을 명할 수 있다.
1. 소송관계인의 수가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의 수용인원보다 현저히 많아 법정질
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당
사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
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중 상당수가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으로부터 원격지
에 거주하여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중계장치가 갖추어진 원격
지의 법원에서 재판진행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여 보장을 위하여

7) 나머지 방청석은 피고인들의 가족들 등에게 적절히 배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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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재판장은 녹음물, 녹화물 또는 촬영물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일정한 시설에서 중계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소속 법원 내의 시설
2. 제1항 제2호의 경우 : 원격지 법원 내의 시설
③ 제2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2항 제1호의 경우 : 소속 고등법원장(특허법원장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법
원장(가정법원장 또는 행정법원장을 포함한다)의 승인
2. 제2항 제2호의 경우 : 법원행정처장의 승인
④ 재판장은 중계에 의하여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재판부는 선장 및 선원들에 대한 재판이 위 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다수
의 인명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중 상당수가 원격지에 거
주하여 법정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중계장치가 갖추어진 원격지 법원에서 재판진
행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여 보장을 위하여 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하였고, 법원행정처, 안산지원과 재판중계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추진하
는 과정에서도 몇 가지 쟁점이 검토되었습니다.
우선,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내지 법정질서유지권이 안산지원 내 중계가 이루어질
법정(이하 ‘중계법정’이라 합니다)에까지 미치는지, 그렇지 않을 경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중계법정의 방청객을 피해자 측으로 제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검토 결과 재판부는 안산지원 중계법정에는 재판장의 위 권한이 미치
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안산지원장에게 중계법정의 질서유지 등을 위한 조치를 부탁하
였습니다. 안산지원장은 중계법정을 설치하는 한편,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
측과 안산지원 출입기자단에게만 방청권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 2014. 8. 19. 제9차 공판기일에 사법사상 최초로 안
산지원에 재판중계가 실시되었습니다. 초기에는 피해자 측 약 50여 명과 기자들이 중계
법정에서 재판을 방청하였고 재판을 마칠 무렵까지 평균 10명 정도8)의 방청객이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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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매 기일 안산지원 중계법정의 상황을 점검하면
서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4. 성과와 한계
안산지원 중계를 실시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피해자 측을 배려하기 위함이었
던 만큼 가장 큰 성과는 피해자 측에게 보다 폭넓게 방청 내지 절차 참여의 기회를 제
공할 수 있었다는 점일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피해자 측의 절차 참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여러 조치9)를 취하였는데 보조법정 및
안산지원 중계를 통하여 방청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 것이 그 조치들의 전제가 되었다
할 것입니다. 특히 안산지원에 대한 재판중계는 하급심 재판으로서는 사법 사상 처음
실시된 것이었는데, 원거리에 거주하는 피해자 측을 배려하였다는 측면에서 피해자 측
뿐만 아니라 언론으로부터도 호의적인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한 직접적인 효과는 아니겠습니다만, 보조법정 및 안산지원 중계를 통해 확보할
수 있었던 방청석을 언론에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데에도
일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당시 재판부는 노트북 석을 따로 지정하여 해당 기자에
게 노트북 사용을 허용하였는데 재판의 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상세하게 취재를 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재판절차가 충실하게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10)
다만, 위와 같이 시설과 설비를 갖추었음에도 검사, 피고인과 변호인, 증인 등의 마
이크 사용 방식에 따라 보조법정 또는 안산지원 중계법정에 그 소리가 정확하게 전달되
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던 점11), 여러 가지 여건상 일반 국민들에게는 충분한
방청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였던 점 등은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8) 재판이 여러 차례 진행되고, 피해자 측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활동에 전념하게 됨에 따라 안산
지원 중계법정을 찾는 방청객의 수는 줄어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9) 거의 모든 기일에서 시작 전과 마무리 전에 피해자 측에 발언 기회를 제공하였고, 의견서 양식을 법정
외부이 비치하여 서면으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단원고 학생들이 미성년자로서 안산지
역에 거주하고 있고, 사고 후유증으로 장거리 이동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점을 고려하여 단원고 학생들
에 대한 증인신문을 안산지원 법정에서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10) 예를 들어, 일부 언론사에서 증인의 진술을 원래의 취지와 다소 다른 방향으로 기사화한 경우에도 재
판을 직접 방청하고 취재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점검한 다른 언론사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기사를 작
성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일도 있었습니다.
11) 재판장이 종종 마이크 사용에 대한 주의를 주거나 핸드마이크 사용을 권유하기도 하였음에도 간혹 위
와 같은 불편함이 호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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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급심 재판12) 중계방송에 대한 기대와 우려
가. 실현 가능성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법부는 대법원 공개변론의 중계방송과 세월호
사건 1심 재판의 안산지원 법정 중계를 통하여 재판 과정의 촬영 및 중계에 대한 경험
을 축적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의 재판과 하급심의 재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세월호 사건 1심 재판은 비교적 원만하게 절차 협의가 이루어져 소송
관계인 사이의 특별한 갈등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있었지만 항상 그러할 것을 기대하
기는 어려운 점 등을 생각하여 보면 위 경험을 언제나 그대로 활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
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건에서 재판중계를 할
수 있는 인적․물적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무엇보다 세
월호 사건 1심 재판 중계 당시 화자에 따른 프레임의 전환, 서증조사의 스크린 현출 등
생생한 전달을 위해 노력하였던 경험은 방송 형태의 중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급심 재판을 중계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부분과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는 신중한 검토를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흔히 재판 중계와 관련하여 피해자 등의 정
보 접근성 제고 및 절차 참여권 보장,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정보의 왜곡 감소 등이 장
점으로 이야기됩니다. 단점으로는 언론 노출로 인한 스트레스 등 재판부의 부담, 여론
재판으로 흐를 위험성,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 등이 제기되곤
합니다.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겠습니다.

나. 기대
단점으로 제기되는 부분들 중 어느 하나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입
니다. 그럼에도 저는 재판 중계, 특히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건에서의 하급심 재판
중계는 일반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법원, 검찰, 피고인과 변호
인, 피해자 등 소송관계인 모두에게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13)
12) 민사재판보다는 아무래도 형사재판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하에서는 하급심 형
사재판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3) 장기적으로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대부분의 하급심 재판을 중계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
장하고 이를 통해 법원과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만 당분간은 하급심 재
판에 대한 중계방송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부터 단계적, 순차적으로 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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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재판 중계를 통해 국민들이 재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
다. 재판의 전 과정을 지켜본 국민 대부분은 법관과 크게 다르지 않은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수년간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 또는 그림자배심원
들14)을 통해 이러한 점은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국민의 법감정 사이
의 간극은 서로 다른 것을 보았기 때문에 비롯된 측면이 큰 만큼, 재판 중계를 통해 정
보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은 크게 감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판 중계를 하게 되면 검찰이나 피고인 측 역시 근거 없는 여론몰이로부터 오히려
자유로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주장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적절한 증
거의 제시는 국민들에게 이성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
역시 생업을 미루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재판 과정을 파악할 수 있을 터이니 적
절한 방식으로 절차 참여를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우려되는 점과 극복 방안
다만, 앞에서 잠시 언급한 우려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역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재판부는 물론 소송관계인들이 느낄 수 있는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
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특정 부분만을 가지고 순서를 바꾸어 편집을 한다든
가 우연한 실언, 실수 등만 자극적으로 부각되도록 편집을 하게 된다면 재판 진행에 큰
장애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계를 통해 누구나 재판의 전 과정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되 재판 계속 중에는 이를 편집하여 사용하지는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연 방송이나 녹화 방송을 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하급심 재판
중계를 할 정도로 사회적 관심이 모아진 사건이라면 소송관계인이 공인인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일반인이 소송관계인인 경우와 같은 평면에서 논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한
면서 그 확대 여부 및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므로 이하에서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서의 중계방송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 실제 재판부에 평결을 전달하는 배심원은 아니지만 배심원과 마찬가지로 전체 재판을 보고 유사한 방
식의 평의․평결을 할 수 있는 소통프로그램의 참가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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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서는 비공개 심리를 하지 않는 한 재판 중계를 하지 않더라도 재판 내용이 기사
화 되는 것을 피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법정에 출석한 증인 등의 신상
정보가 보호되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불가능할 수 있는 만큼
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절차적, 기술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증인신문
의 경우 증인의 의사를 가급적 존중하고 모자이크나 음성변조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
토될 수 있겠습니다. 지연 또는 녹화 방송을 통해 신상이 노출되지 않았는지 재확인하
는 방안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발제자께서 말씀하여 주신 방안들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추후 다양한 의견수렴과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형성되어 갈 것
이라고 생각하므로 다소 원론적인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바로 재판의 중계에서 우리
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게중심이 기본적으로 ‘재판’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개
재판의 원칙을, 의미 있는 사건에 있어 중계방송 등의 방식으로 확대를 하는 것이므로
그 대상과 범위, 방식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담당 재판부가 그 중심이 되어야 할 것으
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피고인의 동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거나 외
부 위원회가 당해 사건의 중계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므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사
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두거나 필요한 경우 외부 위원회에게 자문을 구하는 절차를
두는 정도가 보다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III. 마치는 말씀
세월호 사건 1심 재판의 중계는 그 범위나 방식의 측면에서 제한적인 형태의 중계
였다고 할 것입니다. 그 경험을 잘 활용하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제가 될 부분
을 충실히 검토한다면 재판 본연의 역할을 다 하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만족
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실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는 법조계와 학계, 나아가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자리가 그
소중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저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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