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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정입니다.

인사말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 5월 31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사당 인근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
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대하
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사당 인근 집회·시위 금지 조항은 국회의 기능과 안전을 보
장하기 위한 목적은 정당하나,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일률적이고 전면적인 금지는
과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기존의 집시법 11조가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 제한하는 것이 위헌이므로, 이를 보완할 수 새로운 내용의 조항을 2019년까지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
습니다.

집시법 11조는 집회에 대한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의 규정체계로써, 헌법의 기본권보장의 구조인 “원칙적 보
장, 예외적 제한의 관계”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집회 장소 선택의 자유는 집회 장소에 따라 의견표명의 효과성이 달라지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
회의 자유에는 집회 장소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집회 장소 선택의 자유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집시법 11조는 집
회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시법 11조는 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와도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지난 2017년 6월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는 금지구역에 관한 규정 및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시
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때에는 해당 도로와 주변 도
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집시법 개정을 위한 그간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11조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는 결실을 맺었고, 저는 이제 집시법을
올바른 방향으로 개정하기 위해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국회 기능의 보호와 집회의 자유를 조화시킬 수 있는 좋은 의견들이 모이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토론회를 공동주최 해주신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관계자 분들과 좌장을 맡아주신 송영섭 변호사님을
비롯하여 언제나 최고의 발제를 준비해 주시는 한상희 교수님, 민변의 든든한 후배 오민애 변호사님, 그리고 열띤
토론으로 함께해 주실 정진우 집행위원장님, 김선화 입법조사관님, 민선 활동가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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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집시법의 역사적 변화 속에서 장소 금지의 의미*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거리」를 위한 법리적 고찰

Ⅰ. 서론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에 의하면 폭력의 반대는 비폭력이 아니다. 폭력의 대항점에 존재하는 것은 권력이다. 폭
력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반면 권력은 “폭력의 조직화”가 아니라, 정치공동체 속에서의 공
동행동으로부터 나온다. 자발적 토론에 의한 상호적 동의와 지지, 그에 터 잡은 공동의 행동이 권력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의 활성화된 삶에 기반을 두는 권력은 폭력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스스로 정당하다.
이에 폭력을 사용하는 권력은 더 이상 권력이 되지 못한다. 어떤 권력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폭력이 정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권력 자체가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음을 은폐·엄폐하고자 하는 의도에서이다. 자신의 손아귀로부
터 자꾸만 빠져나가는 권력을 필사적으로 만회하기 위하여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진정한 권력은 그 폭
력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가지게 된다.
이 점에서 이 점에서 집회·시위는 폭력과는 대척점에 있게 된다. 그것은 아렌트적 의미에서의 권력을 만들어내는
원천일 뿐, 폭력과 친화적인 개념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폭력이 더 이상 권력에 의해 뒷받침되지도 억제되지도
않는 곳”에서 새로운 권력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그 폭력 자체를 없애버리기 위해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펼쳐내
는 한바탕 카니발일 따름이다. 집회와 시위는 바로 이런 반폭력성으로 인하여 그 자체 평화이거나 혹은 평화를 향
한 것이 된다.
세계인권법제와 우리 헌법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함은 바로 이 때문이다. 세계인권선언 제20조는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고, UN에 정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1조 또한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는 인정된다.”고 못 박고 있다. 우리 헌법 역시 “모든 국민은 (…)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선언하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열린 사

*이 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호 부분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고 제청한 사건(2015헌가2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위헌제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쓰여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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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이라는 의미를 부여한다.
실제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가 가지는 정치적 함의는 꽤 다르다. 양자는 모두 사상의 자유시장을
바탕으로 민주적인 의사형성을 가능케 하는 시민권적 권리로 규정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하지만, 근대 부르조아
지의 관념과 이미지의 담론이 난무하는 전자에 비해 후자는 체제에 대한 무산대중의 항변으로서의 의미가 더욱 강
조된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엮어내는 힘이 여기서 나오며, 버스에서조차 흑인칸으로 내몰려야 하던 흑인들이
시민권을 외치며 인종통합의 길로 내달을 수 있는 동력 또한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01 그래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권력 그 자체를 새롭게 창출하고 나날이 갱신하게 만드는, 민주제 자체의 원동력이 된다. 헌법재판소가 “집회의 자
유는 사회·정치현성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공개적으로 표출케 함으로써 정치적 불만이 있는 자를 사회에 통합하고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기능을 한다”02고 말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요컨대, 집회·시위의 자유는 대의제가 유도하는 관념의 정치를 길거리의 현실정치로 변환하는 힘을 가진다. 혹은
매스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시뮬라시옹을 깨는 또 다른 힘을 창출한다. 살과 살을 맞대고 일상과 농담을 주고 받으며
모든 ‘사적인 것’들을 공적인 것으로 변환해 내는 공간이 바로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 소통
되는 비아냥과 웃음, 욕지기와 해학들이 매스미디어화된 민주주의, 시장이 인간을 대체한 자유지상주의, 그리고 이
들의 대표자가 되는 것만이 살 길이라 믿는 정치적 다수자들이 내뿜는 그 폭력의 정치정치에 과감한 균열을 만들어
내게 된다. 함성이 울리고 깃발이 나부끼며 침과 땀이 뒤섞이는 이 공간에서 우리는 그들의 폭력을 이겨내는 우리
의 권력을 구성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집시법은 그래서 폭력이 된다. 한나 아렌트의 권력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연대하고 동의하며 함께 행동해
나갈 때 발생한다. 집시법은 이런 방식으로 생겨나는 권력에 대한 공포로부터 탄생된 폭력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장소를 빼앗고, 사람들이 서로 토론하며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며, 사람들이 상
호 동의하는 가운데서 연대하여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을 봉쇄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것은 폭력
이 된다. 집시법은, 사람들의 권력으로부터 혹은 광장의 권력으로부터 자신의 정치세력을 방어하기 위한 적나라한
폭력 그 자체인 것이다.
지난 권위주의의 시절, 집시법이 정권안보법으로 맹활약을 한 것은 바로 이 점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이나 긴급조
치와 더불어 정치적 반대자 혹은 “사회불만세력”이 그 불만을 토로하고자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범죄자의 낙인을
찍어 처단하는, 그래서 그들의 말과 행동을 정치의 장에서 제거해버리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되었던 것이다. 이에
집시법이 내세우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라는 말은 허사 혹은 췌언에 불과하게 된다. 그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는가
아닌가와 전혀 무관하게, 오로지 ‘신고없이 집회·시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불만세력의 입을 다물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집시법의 입법목적이었기 때문이다. 또는 집회와 시위가 가지는 폭력성을 그들의 권
력으로써 죄악시하고 그로부터 무언가를 방어하여야 할 절대적인 공익이 존재하는 양 치장하기도 하였다. 이 글이
문제 삼고자 하는 절대적인 집회금지 장소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집회와 시위를 처벌하는 것은 그 대표적인 사
례이다. 대중의, 갖지 못한 자들의 함성을 도외시하는 공권력에 절대적인 보호구역을 마련하고 이를 마치 그 어떤
도전으로부터도 자유로와야 하는 성스러운 공간으로 규정하는 국가행태인 것이다. 그래서 그 속에는 국가의 절대
성이라는 오도된 국가주의가 자리한다. 신성한 국가의 업무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또 그리하여서도 안 된다
고 하는 일종의 국가절대주의적 관념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이런 일련의 추이들을 비판하고 집회 및 시위가 진정한 인권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제로서 그 헌법적 이
01  바로 이 점에서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는 사이버공간은 집회·시위와 마찬가지로 보다 비계급적인 토론과 참여의 광장을 열게 된다.
02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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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도모해 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쓰여졌다. 특히 지난 수 차례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위헌성을 판정받는
집회금지구역제도를 새로이 설정하고자 하는 입법적 시도에 대한 비판과 항의를 담아보고자 하였다.03 이를 위하
여 우선 집회·시위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의미를 간단히 정리하면서 이로부터 그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위헌
심사 기준 및 그 심사의 강도를 살펴보고(II), 이에 따라 과잉금지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이 사건에서 절대적 집회금
지구역을 설정하고 있는 집시법 제11조 제3호가 위헌임을 논증한 다음(III), 보론으로 민주화를 지향하는 현행 헌법
의 제정 30년을 앞둔 현 시점에서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질서를 조화시킴으로써 보다 민주적인 국가운영 및 헌
법실천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약간의 당부(IV)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Ⅱ. 집회의 자유의 헌법적 의미에 관하여

1. 집회·시위의 자유의 의의

우리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선언하여 언론·출판
의 자유와 같은 지위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르네상스로부터 형성되어 온 인본주의의 이념에 기반
하여, 정신적 영역까지 지배하던 교황과 군주의 권력을 부정하고 인간의지의 자유성을 강조하면서 선언된 “모든 주
의와 주장이 이 땅위에서 자유로이 활동하게 하라"(밀턴, 「아레오파지티카」)라는 명제가 이 조항을 통해 우리의 현
실에서도 실천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모든 주의와 주장」이 언어의 형식을 빌어 표출되는 것이 언론·출판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집단적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이 집회·결사에 해당한다. 양자는 기본적으로 그 보호법익이 같은 것
이다: 한 마디로 자유롭게 말하고 비판하며, 그것을 문자나 언어로 혹은 집회와 시위와 같은 집단적 의사표현의 방
법으로든 외부에 표명함으로써 개인의 문제의식을 사회적 의제로 공론화시키고 이로써 시민사회를 공공영역으로
고양하게 된다.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는 이러한 의사표현의 과정을 통하여 그 실체를 구축하게 되며 그
발언자·집회자들은 이런 표현행위로써 그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기정체성을 확보하게 된다.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포괄적 시민권(citizenship)은 여기서 나온다.
하지만,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가 가지는 정치적 의미는 항상 같은 것만은 아니었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대체로 유산시민의 권리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문자의 해득과 지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것인 만큼
그에 상당하는 정도의 학식·교양(Bildung)과 공적 영역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며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경
제적 여유를 갖춘 사람들이 누리던 시민적 자유였다. 반면, 집회·결사의 자유는 그와 함께 지배적인 통치체제로부
터 벗어나 있던 대중, 농민, 노동자, 병사들과 같은 민중들의 권리로 확립되어 왔다. 영국에서 집회의 자유는 18세
기 이래 청원권과 연관되어 발전되어 왔으며, 유럽대륙에서는 노동자들의 조직인 노동조합의 합법화과정을 통하
여 이 집회의 자유가 발전되어 았다는 점은 이를 의미한다.04 미국의 경우에도 유사한다만, 그와 함께 대표적인 소
수자집단이었던 흑인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대중집회의 형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하는 가운데 그 기본
권의 실질적인 내용이 충당되어 왔다.
이에 이런 관점은 Emerson에서 잘 나타난다. 그는 노예폐지론자(abolitionist), 여성참정권논자(suffragettes)
03  현행 집시법 제11조 제3호는 청와대, 국회, 법원, 국무총리공관 등을 신성한 국가영역으로 지정하고 그 담장으로부터 100m의 공간은 절대
적 집회금지구역을 정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헌법상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비례의 원칙 내지는 과잉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 판단하였다.
04  참고로 프랑스의 경우 1789년 헌법에서 언론의 자유의 한 구성요소로 인정되었으며, 그리고 1946년 헌법에서 ‘공화국 법률에 의해 승인된
기본원리’로 수용되었다고 한다. 자세한 것은 조병인,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35-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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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미디어를 이용할 수 없었던 소수자집단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로서의 집회·시위의 자유가 행
사되어 왔음을 언급한다.05 또한 E. C. Baker는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진다고
하면서, 집회·시위는 지배적인 관점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그의 실천에 필요한 힘을 구동함으로써 사회
적으로 가치 있는 경험을 창출하게 된다고 하였다.06 이런 논의는 모두 집회의 자유가 언론·출판의 자유와는 달리
소수자들의 자유로 자리매김되면서 이 소수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민주사회에 포섭되고 통합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기능해 왔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요컨대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시처럼, 집회의 자유는 정
치적 의사형성과정 혹은 정책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역학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모든 세력이 어느 정도 자
신의 힘을 발휘하는 경우에 비로소 상대적으로 올바른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결과에 기여하며 바로 이러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때에 집회의 자유는 제대로 포착된 공공의 복리에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07
실제 집회·시위의 자유가 현대사회에서 수행하는 기능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건전한 여론형성과 여론표현의 수단, 혹은 일상생활의 의미와 가치의 형성이라는 의미에서의 문화생활의 한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한 사회의 통합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08
- 국민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의사형성의 과정에 순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대의제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현대정치사회에 있어서는 집회의 자유는 주로 대의과정에서 누락되거나 간과되는 소수자-민중의 이해관계를 표
출하고 이를 정치과정에 투입시킴으로써 그것을 보완하는 기능(즉 대표강화Representaion-Reenforcement)을
수행한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본질요소로서의 그때그때의 다수자(jeweilige Mehrheit)의 지배는 이로써 가능하
게 된다.09
- 이상의 기능들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국가로부터 자유롭고 자율적인 시민사회 내지는 생활영역을 형성하
고 발전시키는 전제로서 작용한다.
-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집회를 통하여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한다.10

결국 집회·시위의 자유는 인격의 실현(제10조), 민주주의 및 국민주권의 실현(제1조)라는 점에서 중대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 선진국의 헌법현실이 다른 기본권이나 사회적 이익에 대하여 집회·시위의 자유에 나름의 우월

05  Thomas. I. Emerson, System of Freedom of Expression, Random House, New York, 1970, p.286
06  Edwin C. Baker, Human Liberty and Freedom of Speech(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p.153: 조병인, 전게서, 40면에서 재인용함
07  BVerfGE 69, 315[346]
08  이 사회통합적 기능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사회·정치현상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공개적으로 표출케 함으로써 정치적 불만이 있는 자를
사회에 통합하고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기능”(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83(병합) 결정)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하지
만, 사회통합의 기능은 단순히 불만과 비판을 관리하고 포섭한다는 의미와 함께 시민사회의 공공영역에 참여함으로써 그 유효한 구성원으
로서의 경험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게 됨으로써 스스로를 시민권자로 인식하고 자각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통합을 도모하는
데에서도 발현된다고 할 것이다.
09  이 점에서 S. Mouffe가 근대의 다원적 민주주의는 “지배와 폭력의 부재”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제한되고 도전될 수 있는 일련
의 제도를 만드는 데 있다”고 말한 것은 타당한다. 상탈 무페, 이행 역, 민주주의의 역설, 인간사랑, 2006, 43면. 이러한 기능은 독일연방헌
법재판소도 인정하여, 민주주의에 대한 보정적 기능 혹은 대표강화의 기능으로 설명한다.  BVerfGE 69, 315(343); 자세한 것은 이욱한, “집
회의 자유의 헌법적 기능과보호범위에 관한 연구,” 강원법학 제38권, 2013, 503-4쪽 참조.
10  이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태도이기도 한다. “의견표현의 자유는 사람의 인격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이고 자유민주주의적 국가질
서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인권의 하나로 간주된다. (……) 집회의 자유는 집단적 의견표현의 자유라고 이해되므로 동일한 바가 원칙으로
서 집회의 자유에도 적용된다. 데모를 행하는 자는 완전히 공개된 상태에서 미디어가 개재함이 없이 자신의 신체적 참여에 의해 자신의 의
견을 표명함으로써 직접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인격을 발현시키는 것이다.” BVerfGE 69, 315[34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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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음은 바로 이러한 기능들 때문이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입장에서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열린 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이라고 이해하고는
한편,11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인정하면서 “민주적 공
동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요소로서 자리매김하고12 있다.
요컨대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적·경제적·사회적·개인적 발전뿐만 아니라 생각의 표현과 참여적 시민의 육성
에 있어 필수적”인 것으로, 한편으로는 “민주적 시스템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여타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시민적, 문화적 권리들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이며, 여러 다양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13

2.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국가적 보호

이에 국가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존중respect의무), 집회에 참가하거나 집회로 인
하여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 권리의 행사가 비국가행위자의 행위로 인하여 방해받지 않도록 적
극적인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보호protect의무), 나아가 그 집회·시위의 자유를 향유함에 필요한 제반의 조건
들을 창출, 촉진 또는 제공함으로써 그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의무(실현fulfil의무)가 있다.14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집회·시위의 평화성(peacefulness)에 대한 추정이다. 대체로 민주사회에서 인권이
자 기본적 자유로 인정되는 집회·시위는 평화적인 것에 한한다. 그래서 평화란 집회·시위의 필요개념으로 설정된
다. 집회는 공동목적을 가지는 다중이 일시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일정한 의사를 사회적으로 표명하는 행위를 말하
며, 따라서 의당히 집회·시위에는 다중의 모임이라는 일정한 위세나 물리적 힘이 작동하게 된다. 그리고 바로 이런
위력성으로 인하여 집회·시위는 이런 저런 국가적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집회·시위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상당한 헌법상의 보호를 받게 되지만, 그것이 일정한 물리적 힘을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것이 사회질서나 타인의 권리 등에 직접적인 위해를 미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규제의 대상이 될 수는 있는 것이다.15 소위 시간·장소·방법(time, space, and manner)에 대한 규제는 그 대표
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이런 논의는 두 개의 개념요소를 상정한다. 첫째, 집회·시위는 일단 적법하고 평화적인 것으로 추정받아
야 한다. 그것은 국가에 의하여 부여되는 실정권 내지는 특권(privilege)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게
되는 전국가적, 초국가적 인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집회·시위가 국가적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은 규
제의 주체인 국가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며, 그러한 입증이 있을 때까지는 모든 집회·시위는 일응 자유롭게 행사되
어야 한다.16
11  헌법재판소 2003.10.30 선고 2000헌바67,2000헌바83 결정
12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83(병합) 결정
13  UN 인권이사회,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과 비사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적정한 집회관
리”에 관한 공동보고서,“ A/HRC/31.66, 2016. 2. 4.(비공식 번역본: 한국어)(이하 ”특별보고관 보고서“라 한다), 제5문 및 제6문.
14  특별보고관 보고서, 제13-14문.
15  물론 이 부분과 관련하여 현행의 집시법에는 집회의 개념에 대한 용어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위력이 존재하지 않는
단순한 모임의 경우에까지 집시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종의 광범위하기 때문에 무효(void for overbreadth)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16  특별보고관 보고서, 제18, 21, 25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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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여기서 “평화”의 개념은 비교적 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외부를 향해 행사되는 일정한 물리력이 집회·시위의
본질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의 “평화적”이란 하등의 갈등이나 사회적 분쟁 또는 물리적 힘의 행사가
부재하는 상태라는, 소극적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집회에 수반되는 어느 정도의 ‘폭력’이나 ‘소란’은
이 “평화”의 개념에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그러기에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산하 베니스
위원회가 발표한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지침(Guidelines on Freedom of Peaceful Assembly)>은 “평화적”
이라는 말에 “성가시게 하거나(annoying), 도발적(give offence)인 행위를 포함하며, 심지어 제3자의 활동을 일시
적으로 방해, 훼방, 차단하는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정리한다.17 아울러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비난받을만한 행위(reprehensible act)”를 저지르지 않는 한 집회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시하
기도 하였다.18
그리고 이러한 이해는 헌법재판소에서도 받아들여져 “집회 또는 이동하는 집회를 뜻하는 시위란 그것이 불특정
다수인의 규합이요, 단체적·집단적 행동을 수반하는 만큼 어느 집회·시위라도 직접적인 법익침해까지 이르지 아니
하여도 어느 정도는 사회적 불안이나 사회적 혼란의 우려는 불가피한 것”19이라고 한 바 있다. 즉, 집회·시위에 필연
적으로 수반되는 “사회적 불안이나 사회적 혼란”은 법적 규제를 통해 피해야 할 필요악이 아니라, 우리 헌법이 수인
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

이런 연유로 인하여 소위 방법규제로 불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련의 제한들은 비록 그것이 내용중립적으
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집회·시위의 자유에 관한 한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집회·시위 자체가 외부로 표출
되는 다중들의 물리력과 결합되어 있는 만큼 집회·시위가 이루어지는 시간(time)이나 장소(place) 그리고 방법
(manner) 등은 다중의 집합적 표현행위의 중요한 요소를 구성하게 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집회의 목적·내용과 집회의 장소는 일반적으로 밀접한 내적인 연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집회의 장
소에 대한 선택이 집회의 성과를 결정짓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본 것은 이런 맥락에서이다. “집회장소가 바로 집
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집회의 자유는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한다.”는 판단이 가능하게 된다.20
이런 논거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경우는 미국연방대법원이다. 미국의 경우 공공도로나 인도와 같은 공유공간
들을 공적 포럼(public forum)으로 이론구성하여 거기서는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아니한 채 자유롭게 집회·시위를

17  “The term “peaceful” should be interpreted to include conduct that may annoy or give offence, and even conduct that temporarily
hinders, impedes or obstructs the activities of third parties.“ Venice Commission, Guidelines on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2nd
edition, 2010, p.15. in: https://www.osce.org/odihr/73405?download=true
18  ibid., para. 111. 유럽인권재판소도 “교통혼잡, 불쾌감, 심지어 상업활동에 대한 피해 등 집회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야기되는 어느 정도의 혼
란은 용인되어야 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유럽인권재판소, Kuznetsov v. Russia, 10877/04, 2008. 10. 23. 선고, para.44.
19  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89헌가8 결정. 이 결정은 1989.3.29. 개정 전의 구 집시법 제3조 제1항 제4호, 제14조 제1항이 “누구든지 현
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 있는 집회 또는 시위를 주관하거나 개최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것은 집회·시위의 이러한 일반적 특
성을 제대로 감안하지 아니한 채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여 자의적인 법집행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위헌선언하였다.
20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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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21 뿐만 아니라 낙태반대론자들이 낙태시술병원에 가는 임신부들에게 다가가
“상담”활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낙태시술병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공공의 도로나 인도에 고의로 서 있는 것
을 금지하는 주법률을 위헌으로 판단하였다. 10미터의 완충지대라 하더라도 그러한 공간적 거리 자체가 긴밀한 대
면적 관계 속에서 낙태의 문제에 대하여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키게 된다고 본 것이다.22
실제 미국 연방대법원의 이러한 방법규제에 관한 틀은 기본적으로 중간적 심사(intermediate scrutiny)에 의
존하고 있다. 엄격심사와 합리성심사의 중간단계에서 중요한 정부의 이익(important government interest)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이익과 실질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규제방법(means that are substantially related to that
interest)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심사의 기준은 집회·시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이 성취될 것을 요구한다.

규제된 언론의 내용을 이유로 하지 않고(내용중립적 규제), 정부의 중요한 이익에 봉사하기 위해 엄격하게 조정
되고(중간적 심사기준의 적용), 정보의 통신을 위한 많은 대체정보를 남겨두었다면(대체수단의 마련), 정부는 공
공 광장에서도 보호되는 언론의 시간, 장소, 그리고 방법을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23(괄호 안은 인용자의 것)

이 조건들을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법규제는 그 의미 그대로 표현의 내용에 근거한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오로지 그 표현내용과는 무관하게
행위를 중심으로, 그리고 행위를 대상으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의 요건은 중간단계의 심사(intermediate test)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규제는 반드시 중대한 정부의 이
익에 봉사하여야 하며, 그 수단으로서의 규제행위는 잘 재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보
다 덜 제한하는 다른 대안을 선택하여서는 달성할 수 없는, 그런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서만 규제가 허용
되는 것이다.24 하지만 이때의 narrowly tailored 요건은 엄격심사에서의 그것보다는 완화된다. 규제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덜 제한적인 수단(less restrictive means)을 선택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다. 오히려 정부의 목적을 달성
하는데 필요한 정도보다 “실질적으로 더 넓은 수단”(substantially broader)25을 선택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의
미한다.
셋째, 규제대상이 되는 표현자들이 정보의 소통을 위한 대안적 통로(alternative channels)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상태(open)가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26 다만 주의하여야 할 것은 이 때 집회나 시위가 도로나 인도 등과 같은

21  예컨대, United States v. Grace, 461 U.S.171(1983); Pleasant Grove City v. Summum, 555U.S. 460(2009) 등 참조.
22  McCullen v. Coakley, 573 U.S.____(2014): 이 판결은 장주영, 미국수정헌법 제1조와 표현의 자유 판결, 육법사, 2015, 527-551면에 번역,
수록되어 있다.
23  “We have often noted that restrictions of this kind are valid, provided that they are justified without reference to the content of the
regulated speech, that they are narrowly tailored to serve a significant governmental interest, and that they leave open ample alternative
channels for communication of the information.” Clark v. Community for Creative Nonviolence, 468 U.S. 288(1984) 이 사건은 피청구인
측인 「창조적 비폭력을 위한 공동체(CCNV)」가 무주택자의 애환을 표현하기 위하여 백악관 옆의 국립공원에서 텐트촌을 건립하고 거기에
투숙하고자 하는 것을 금지한 국립공원관리자의 처분(텐트촌 건립은 허가하되, 거기에서 숙박할 수는 없도록 함)은 이 요건에 해당되며 나
아가 O'Brien의 기준에서 부합되는 만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24  Clark v, Community for Creative Non-Violence, 468 U.S. 288(1984)
25  Ward v. Rock Against Racism, 491 U.S. 781(1989)
26  Metromedia, Inc. v. San Diego, 453 U.S. 490(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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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forum27에서 이루어질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다른 대안적 통로를 마련해 주었다고 해서 행정청이 위의
둘째의 요건(중간단계심사)을 완화시켜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다.28
엄격심사에 비하여 이 심사의 기준은 정부의 핵심적 이익(compelling interests)을 중요한 이익(significant
interests)을 바꾸고, 덜 제한적인 수단(less restrictive alternative)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의
제한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며, 이 두 번째의 심사기준과 의사전달을 위한 대체수단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세
번째의 심사기준은 상호 별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러한 심사의 기준은 비
록 방법규제라는 내용중립적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집회·시위의 자유가 가지는 특성–시·공간 속에서 물리적 위력이
펼쳐져야 한다는 특성–을 잘 반영하여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실질적 이익을
조화시키는 최선의 심사기준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은 전술한 낙태병원의 완충지대와 관련한 McCullen사건에서도 규제의 목적에
관하여서만 보다 폭넓게 “정부의 중요한 이익”임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입법의 방법, 즉 필요 이상의
과도한 규제를 하였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취하는 엄격심사의 수준 이상의 심사를 하고 있다. 그래
서 “주정부는 쉽게 이용가능한, 보다 덜 침해적인 수단으로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상당책임을 다 했다는 것을 입
증하지 못 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 내용중립적인 규제, 즉 방법규제를 하더라도 그 방법 자체가 집회·시위의 불가
결한 요소임을 감안하여 그에 대한 헌법합치성 여부의 판단은 비교적 엄격한 심사의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비례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침해의 최소성 판단은 집회·시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사소통의
수단이 확보되어 있는가 아닌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면서 그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법
자는 최선을 다 하였는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집시법의 역사와 그 패악성

1. 군사쿠데타의 포고

우리나라에서 집회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신고제에서부터 시작한다. 1960.7.1. 제정 시행된 집회에관한법률(법
률 제554호)은 단 세 개의 조항만 두어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신고제를 규정하였다. 그래서 제1조에서는 종교, 학술,
체육, 친목에 관한 집회와 정당·단체등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집회를 제외한 모든 집회는 24시간 전에 소관경
찰서장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또 평화직 시위행렬을 주최하고자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하였다.(제2조) 제3조는

27  이 개념은 인종차별에 반대하여 주청사로부터 법원까지 행진한 학생운동가를 처벌하는 것은 표현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한  Cox v. State of Louisiana, 379 U.S. 536(1965)로부터 파생되었다고 한다. 이 개념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특히 Ronnie J. Fischer, “"What's
in a Name?": An Attempt To Resolve the “Analytic Ambiguity" of the Designated and Limited Public Fora,” Dickinson Law Review, Vol.107,
Winter 2003, P.639f 참조.
28  실제 미국연방대법원은 어떠한 집회나 시위로 인하여 사회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집회나 시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어
하기 보다는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하고 있는 위험 그 자체를 억제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도 한다. Tribe, L., American
Constitutional Law, 2d ed. (Foundation Press, 1988), p. 854. 예컨대, Cox v. Lousiana, 379 U.S. 536 (1965) 즉, 그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집회·시위를 규제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반드시 구체적인 한계를 정해서 규제를 하여야 하며(Cox v. Louisiana, 379 U.S.
536(1965), 연방대법원 청사 주변의 건물에서 피켓팅하며 행진하거나 유인물을 나누어 주는 것 정도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U.S.
v. Grace, 461 U.S. 171(1983) 사실 외국의 경우에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일정한 시설로부터 몇 미터 이내 등과 같이 절대적인 기준에 의
하여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는 예는 거의 없다. 오히려 그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을 방해하거나 인원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가의 여부를 중
심으로 판단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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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한 때에는 2만환 혹은 5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이런 규정방식은 집회와 시위를 구분하면
서 모든 국민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단지 행정상의 관리목적을 위한 신고제를 도입하였고
그 위반에 대한 벌칙 또한 경미한 벌금의 수준에서 통제하였을 뿐이다.
하지만, 이런 집시법의 태도가 급진적으로 변화하여 집회·시위에 대한 금지법 내지는 통제법으로 전락하게 된 것
은 군사쿠데타의 주범들이 발령한 군사혁명위원회포고 제1호부터이다. 이들은 쿠데타 직후인 1961.5.19. 이 포고령
을 발하면서 제1호에 “국내질서의 유지와 치안확보상 필요한 한도내에서 엄정하게 일을 운영할 것”임을 밝히면서
제1항에서 “일체의 옥외의 집회를 금한다 단 종교관계를 제외한다”고 하였다. 이 조치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검열제의 실시, 직장포기·파괴·태업 금지, 유언비어날조유포금지, 야간통행금지(오후7시-오전5시) 등의 조치와 함
께 발해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집회금지의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이상의 위반자 및 위법행위자는 법원의 영장 없
이 구속구금하고 극형에 처한다”라는 벌칙조항을 두었다. 이어 제13호에서는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1호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었던 옥외집회금지조항에 있어서는 정치단체를 제외하고 학생·직업인·종교단체 및 시민들의 군사혁
명사업을 찬동지지하기 위한 정치적 색채를 띠지 않은 시가행진 및 행사는 사전에 소정의 소속절차를 밞은 경우에
는 차를 허가한다”라고 하여 쿠데타를 지지하는 관제시위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이 조치는 이틀이 지나지도 않아 그 허점이 드러났는지, 5.21.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장도영 의장의 명의
로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 제4호를 발령하여 “군사혁명위원회포고 제1호 제1항에 의한 옥내집회금지조항에 있어
서 금지되었던 극장개관을 5월 21일부터 허가한다”고 하였다. 또 그 다음날인 5.22.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 제9호
는 제1항에서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13호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않았던 학생, 직업인, 종교단체 및 시민들의 군사
혁명과업찬동지지를 표시하는 시가행진 및 각종행사도 단기 4294년 5월 23일을 기하여 일체 금지한다”고 하였고,
제2항에서는 “군사혁명위원회포고 제13호를 무효로 한다”고 하여 그것을 폐지해 버렸다.
이런 비상적 조치가 법률로 규정된 것은 1961. 9. 9.이다. 국회는 <집회에관한임시조치법>(법률 제713호)를 제정
하였다. 그 제정이유를 보면 “국가의 중요시책과 혁명과업촉진을 위한 각종 집회도 금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
육·결혼·상제까지도 금지되고 있어 불편함이 적지 아니한 현실이므로 전면해제는 시기상조이나 잠정적으로 혁명
과업촉진상 또는 당면의 필요한 집회만은 신고만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
주관하는 집회와 결혼·제사에 관한 집회에 대하여는 신고없이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혁명과업수행을 촉진하
며 국민생활의 원상복귀에 진일보시키는데 기여하도록” 함이 그 목적이었다.
이 법률은 일부의 집회29를 제외하고는 모든 옥내집회를 금지하는 한편(제1조), 이 예외적인 집회조차도 그 목적,
일시, 장소, 회합, 예정인원, 주최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한 신고서를 늦어도 집회의 24시간전에 소관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2조) 그 위반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 정을 알면서 회합한 자
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다.(제3조)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 또는 주관하는 집회와 관혼상
제, 종교의식 및 극장의 개관을 위한 집회는 예외로 한다.”고 하였다.(제2조)
이 집회에관한임시조치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집회는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지 위의 11가지 유형에 해
당하는 옥내집회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다. 군사쿠데타의 연장선상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계속하여 침탈하고 있
었던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현행 집시법이 가지는 신고제의 연원이 도출된다. 군사혁명위원회의 포고에

29  1. 경제개발사업추진에 직접 관계있는 집회, 2. 농사교도사업을 위한 집회, 3. 이재민구호를 위한 집회, 4. 재건국민운동을 위한 집회, 5. 보
건, 교통사고방지 기타 행정시책의 계몽선전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 6. 책임 있는 언론의 창달과 자율적인 윤리를 높이기 위한 일간 신문 통
신 기타 정기간행물의 발간인, 주필, 편집인 및 기자의 집회, 7. 각급학교학생의 재건국민운동을 위한 교외집회, 8. 체육 및 오락을 위한 집
회, 9.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 또는 경제단체의 정관의 규정에 의한 총회, 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집회, 1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 또는 주관하는 집회, 11. 관혼상제, 종교의식에 관한 집회와 극장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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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터 일관되게 집회는 금지하되 친 쿠데타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는 그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군사
정부는 집회신고를 그 집회의 내용을 중심으로 허가하는 방식을 채택해 왔던 것이다. 그래서 이 신고의 내용에 집
회의 목적과 예정인원을 기재하게 하고 경찰서장이 이를 바탕으로 그 집회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임시조치법의 내용통제적 성격은 이듬해의 개정(1962. 9. 3.)에서 더욱 명백해져서 “농업협동조합, 한국은행
등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에 관계가 깊은 경제관계공공단체로 하여금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하도록”
집회신고 없이 집회를 할 수 있는 단체에 “기타 각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포함시켰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그러다가 제5차개헌이 이루어지고 군사통치체제가 비교적 안정권으로 접어든 1962. 12. 31.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법률 제554호)이 제정되어 그 다음날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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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치법을 통합하여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려는”(제1조) 목적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런 목적에 봉사하는 조항은 “누구든지 폭행 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제2조제1항)는 등의 원칙론적 선언규정 하나에 그치고 있을 뿐 그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은 여전히 집회와 시위를 규제하고 통제하는 데 주안점을 맞추고 있었다.
특히 이 집시법은 48시간 전 신고제(제4조)를 두면서도 신고는 그 본연의 취지에 맞게 행정청에 대한 단순한 정
보제공에 그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접수증표의 교부를 받아야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게 하였다.(제2항) 더구나
이 접수증표의 교부라는 수리(受理)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는 요건을 제대로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경찰서장의 상당
한 재량여지를 부여한다. 나아가 경찰서장등은 집시법 위반등의 이유로 신고된 집회·시위에 대하여 금지할 것을 통
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뿐 아니라(제3항), 시간·장소가 경합되는 다른 집시가 있다는 이유로도 그렇게 할 수 있
도록 하였다(제4항). 그리고 이 신고제에 위반한 집회·시위는 금지의 대상이 되어 해산명령을 받고(제13조제1항제
4호) 퇴거할 의무를 질 뿐 아니다(같은 조 제2항), 5년 이하 징역과 같은 엄중한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제14
조 제1항. 제2항은 이런 집회·시위에 참여한 자도 1년이하 징역 또는 2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게 하였다).
결국 집시법은 신고제를 도입하는 외관을 취하면서도 사실상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취하여 국가가 집회의 자
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전방위로 통제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야간집회를 금지할 뿐 아니라(제6조), 국회의사당·대통령관저 기타 중앙관서 등의 국가기관의 청사 또
는 저택의 경계지점에서 200m 이내의 공간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
을 두어 국가를 향한 집회·시위의 존재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제7조), 나아가 주요도시에 대해서는 관공서
의 출퇴근시간 1시간 전후에 대하여 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시간변경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으며,(제8조)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관의 지시 또는 출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제
12조) 관할경찰서장 또는 경찰국장에게 집회·시위의 해산을 명할 수 있는 거의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기도 하였
다.(2013조) 더구나 총 18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는 이 집시법에 벌칙조항만 5개에 이르고 있음은 이 집시법의 성격
이 어떠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것은 여전히 집회와 시위를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해악이라는 관점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집시법은 이후 15차례에 걸쳐 개정된다(5차례는 타법개정으로 인한 것인 만큼 실질적인 개정은 10회임). 그
중 주목할만한 것은 다음과 같다.
① 제1차개정은 1973.3.12.에 이루어진 것으로 신고기간을 48시간에서 72시간으로 늘이고, 집회금지통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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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의신청제도를 삭제하였다.(이는 제2차개정에서 다시 48시간으로 회귀함) 하지만 더욱 문제인 것은 옥외집회
와 시위의 개념을 규정한(제1조의2) 데에 있다. 여기서 옥외집회는 집회의 자유가 그나마 보장되는 옥내집회와는
달리 신고제나 금지통고제, 강제해산명령 등의 악법이 적용되는 영역이지만, 그 개념을 “천정이 없거나 사방이 폐
쇄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집회”(제1호)로 규정함으로써 금지대상의 영역을 지나치게 확장시켜 놓았다. 원래 집회에
있어 옥외와 옥내의 구분은 집회참여자와 그렇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여 통제·관리가능한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데, 이 개정법률은 대학교나 운동장처럼 물리적인 경계가 명확하고 출입관리가 용이하여 외
부인의 통제가 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집회조차도 “천정”이 없다는 이유로 각종의 규제와 억제의 대상이 되
는 옥외집회로 규정하였던 것이다.
② 또 다른 군사정권인 신군부의 통치가 시작되면서 1980.12.18. 개정된 집시법은 이런 상태를 더욱 악화시켜 놓
았다. 이 개정법률은 집회·시위의 금지사유로 강제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나 재판에 영향을 미
칠 목적, 그리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목적을 위한 집회를 금지하던 기존의 조항(제3조제1항)에 추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에 관한 단속법규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와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
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다는 규정을 새로이 신설하였다. 집회·시위에 대한 신고제와 함께 실질
적으로 집회·시위에 대한 내용심사가 가능하도록 만든 독소조항이 추가된 것이다. 특히 공공의 안녕질서나 사회적
불안과 같은 개념들은 그 구체성이 결여되어 언제든지 귀걸이코걸이 식으로 해석될 수 있어 경찰서장등에게 광범
위한 자의적 재량권을 부여하게 된다. 그 자체로서 문언상 위헌(void for vagueness)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된 것이다.
나아가 이 개정법률은 질서유지라는 명분으로 경찰관이 지시 또는 출입할 수 있는 경우가 옥외집회 또는 시위장
소로 한정되어 있는 구법을 모든 집회나 시위장소로 확대하여 전방위적인 감시와 감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제
12조) 또한 벌칙규정도 전 영역에 걸쳐 대폭 강화하여 5년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을 7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으로 강화(제14조)하는 등 그 통제장치로서의 위력을 크게 높였다. 부마항쟁에서부터 5·18광주
민주항쟁에 이르기까지 신군부의 집권과정에서 나타났던 대중들의 저항에 대한 정권차원의 대응으로 억압의 강도
를 더욱 강화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경로를 통해 유신체제에 입각한 권위주의적 통치는 그 본질을 전혀 바꾸지 않
고 그대로 신군부의 통치로 이어지게 된다.
③ 6월항쟁에 이어 새로이 등장한 87년헌법체제하에서의 집시법은 나름의 변화를 겪지만 그 실질은 본래의 억
압적, 통제적 성격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89. 3. 29. 개정된 집시법은 질서유지인제도
를 두는 경우 경찰의 통제를 상당부분 완화하는 방법을 도입하는 한편, 신고서가 미비한 경우 이의 보완을 통고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집회·시위의 금지사유도 위헌정당관련집회·시위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도 명백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또 금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복원하고 과도한 형벌을 원래
대로 완화하는 등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집회금지구역에 관하여서도 종전의 200m를 100m로 완화하고 그 대상
이 되는 기관도 국가최고기관 및 그 장의 공관과 국무총리공관 그리고 외교사절의 공관·숙소 등으로 축소하였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허가제에 준하는 신고제라든가 금지통고제도나 강제해산·퇴거명령제도와 같은
독소조항은 여전히 존치하였고, 집회·시위의 개념 또한 전시대의 그것으로 고착시키고 있었다.
2004. 1. 29.의 개정법률은 보다 미시적인 수준에서의 개선을 도모하였다. 집회신고시간을 조정하여 720시간 –
48시간 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나 군사시설 주변의 집회·시위에 대한 제한·금지 통고 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헌재결정에 따라 외교공관 주변 집회금지조항을 완화, 예외적 허용가능성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주민들의 피
해를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설치한 소음기준이 또 다른 자의적 경찰권행사의 기반이 되기도 하였고, 집회·시위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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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조화시키기 위한 명분으로 설치한 집회시위자문위원회는 그 자체 아무런 기능도 못하는
형식적인 기관으로 전락하였을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 내용이어야 할 집회·시위 자체를 사회적 필요악
정도로 간주하면서 “공공의 안녕질서”의 하위개념 내지는 충돌개념으로 획정하는 우를 범하기도 하였다.
그 외 1999. 5. 24. 개정법률은 질서유지선제도를 도입하여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도모하는
한편, 사유재산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집회·시위에 대하여 금지·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16. 1. 27. 개정법률은 복수집회신고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찰서장의 분할개최권유 등 노력의무를 부과하
고 집회·시위를 하지 않게 된 경우 철회신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동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정리

이런 집시법의 개정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과정을 그대로 반영한다. 군사정권에 의한 권위주의적 통치가 계속되
는 동안은 집시법은 문제 그대로 집회·시위 통제법으로서의 본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최장집의 말처럼 “운
동에 의한 민주화”로 규정되는 우리의 현대정치사를 억압하고 규율해 왔던 최악의 두 법률이 국가보안법과 이 집
시법이었음을 감안할 때 민주화와 촛불집회로 이어지는 일련의 역사과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본래의 억압적
성격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 두 개의 법률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음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민주화를 이끌어낸 추동력은 시민사회 일반의 변화에 의해 촉발된 것이기보다는 지도세력에 의해 이끌어진 “운
동”이었으며, 따라서 4·19혁명에서부터 5·18광주민주항쟁, 그리고 6·10민주항쟁에 이르기까지의 민주화과정들은
대부분 중산시민을 중심으로 한 물적 토대 위에서 구성되기 보다는 학생이나 지식인 등의 이념적 지향속에서 급격
하게 활성화된 것들이다.30 그것은 “국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저항이 아니라 국가와 (시민사회의 일부인) 지배계급
에 대한 민중의 저항”31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시법은 이런 운동을 그 자체로서 불법화하고 폭력적 통제와
진압의 대상으로 삼는다. 우리 현대사가 적지 않은 저항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저항에 반동의 가능성을 부여
하고 실질적인 민주화의 단계로 이행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유효한 기제를 이 법률이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
리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대중들의 목소리들이 하나같이 국가가 주도하는 통치체제로 매몰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합법·불법이라는 미시적인 논점만 부각 되었을 뿐 그들의 주장을 정치화하고 상층의 구조개혁으로 변형시키나가
는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게 차단되어 왔던 것이다.
최근의 촛불집회는 집시법의 운명에 대한 커다란 중대사건의 몫을 담당한다. 물론 촛불집회의 과정에서 집회와
행진을 보장했던 법원의 수많은 가처분들과 그에 이은 헌법재판소의 집회금지장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들이 있기
는 했다. 하지만, 인과의 순서를 따지자면 이러한 사법적 판단은 그 자체 집시법과 같은 권위주의적 통치의 잔재에
대한 촛불시민들의 항의와 저항의 결과에 불과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은 판단일 것이다. 촛불집회는 또 다른 민주주
의를 외치는 시민들의 광장정치였고 따라서 그 광장에 대한 소유권 내지는 광장의 주체가 우리 대중임을 선언한 집
단적 정치행위였다.
그들은 대의를 거부하고32 스스로를 정치적 주체로 자리매김하면서 C. Schmitt가 말하는 ‘예외상황’을 선언하였
30  물론 이 변혁의 운동은 그 나름으로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주도하고 그 실체를 구성하였다는 점은 당연 인정된다.
31  손호철, 현대 한국정치: 이론, 역사, 현실, 1945-2011, 이매진, 2011, 478면.
32  촛불의 시민들은 와글이 제안하였던 시민의회를 거부하고 “누가 나를 대표하려 하는가? 나는 내가 대표한다”라며 스스로가 정치적 주체
임을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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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것은 ‘대의의 종말’이라는 판단까지도 무색할 정도로 주권적 시민과 대통령·의회로 상징되는 대의자 사이의
간극을 극단화하고 그 간극을 활성화함으로써 스스로를 정치적 주체로 규정한다. 그들은 대통령 혹은 그의 정부로
표상되는 일련의 대의체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시하고 스스로 국가의사의 주체가 되고자 한 것33이기에 그들이 모
여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나아가 그 목소리가 ‘대의자’의 눈과 귀에 닿아서 민주적인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
회를 요구하였다. 이렇게 촛불시민들이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고자 거리에 나서 일종의 ‘대의의 종말’을 선언하였던
순간은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현행 집시법에 대한 일종의 사망선고가 된다. 그동안, 그리고 지금 현재에조차도
거리와 광장의 정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이 집시법이기 때문이다.

Ⅳ. 집회·시위 금지 장소 규정의 문제

1. 논점의 정리

집시법 제11조는 집시법이 제정될 때부터 절대적 집회·시위 금지구역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제23
조 제1호에 의하여 그 위반행위가 처벌받게 한다. 이에 의하면 ①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②대통령 관
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그리고 ③국무총리 공관(단, 행진의 경우는 제외)의
청사 또는 저택(이하 “주요국가기관”이라 함)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이내에서는 그 어떠한 집회나 시위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장소적 규제의 방법으로 절대적 집회·시위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집회·시위의 금지가 그것과 무관한 장소적인 특성에 의해서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라는 점
에 있다. 즉, 이 조항은 주요국가기관이라는 특성을 가진 공간에서는 집회나 시위가 어떤 성격의 것이며 그것이 어
떠한 구체적인 위험을 야기하는지 또 그 위험의 크기는 어떠한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의 분석과 판
단도 없이 획일적이고 일방적으로 모든 집회·시위가 금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런 절대적 금지로 인하
여 헌법 제21조제1항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그 자체로 형해화될 가능성이 발생하게 된다. 누구
나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할 집회·시위의 자유가 아무런 귀책의 사유도 없이 무조적적으로 제한되고 또 한편
으로는 그 자유를 최대한으로 존중, 보호, 충족하여야 할 국가적 의무는 전혀 준수되지 아니하는 위헌적 상태가 발
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미 수차에 걸쳐 위헌이라는 판단을 한 바가 있다.34 이하에서는 이 헌재결정들이 제
시한 위헌판단의 이유들을 중심으로 이 절대적 금지 장소의 제도가 왜 위헌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위헌성: 비례의 원칙의 적용

1) 목적의 적정성
이 사건의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처럼 주요국가기관의 공관에의 자유로운 출입과 원활한 업무 보장, 신체적
안전의 보장 등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법원의 경우에는 “사회적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포함하는 “법원의 독립과
33  그에 의하면 이 예외상태는 법은 퇴보하지만 국가는 잔류하며 국가는 자기보존권에 근거하여 법을 정지시킨다고 한다. 그리고 이 예외상태
에서 결단을 내리는 자가 주권자이며 “정치적 통일체로서의 국가는 그것이 존재하는 한 결단하는 통일체이며, 예외상태를 포함한 결정적
상태에 대한 결정권을 개념필연적으로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주권적」”이라 한다.
34  국회의사당의 경우 2018. 5. 31. 2016헌바354등(병합); 법원의 경우 2018. 7. 16. 2018헌바137; 국무총리공관의 경우 2018. 6. 28. 2015
헌가28등(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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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공정성 확보”도 그 목적이 될 수 있다. 집시법 제11조제1항이 규정하는 국가기관은 나름 중요한 국정을 수행
하고 있으며 이를 보호하는 것은 헌정질서의 유지·작동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된다는 점에서 그것을 지향
하는 입법은 그 목적의 정당성을 확보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수단의 적합성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한 위에 그러한 입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요국가기관의 기
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집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그 기능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따라서 수단의 적
합성도 인정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판단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첫째, 이런 판단은 일종의 유추적 방법에 의하여 선택된 입법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가 말
하는 입법목적을 침해하는 것은 집회나 시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집회·시위의 과정에서 도출되는 폭력성이나
위법성의 행동들이다. 집회의 당연한 개념요소인 평화적 집회의 과정에서는 주요국가기관의 출입이나 그 업무의
수행, 혹은 담당기관의 신변상의 안전이 침해되지 않는다. 혹은 법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세력으로부터
의 독립”이라 할 때의 사회적 세력은 그 세력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일반국민의 법감정
혹은 부분집단·사회의 주장은 사법권독립의 대상이 아니라 사법권이 존중하여야 하는 사법판단의 요소이다. 그럼
에도 헌법재판소는 이 모든 압력이나 폭력이 집회·시위로부터 직접 혹은 그로부터 거의 항시적으로 도출되는 것처
럼 판단하고 있다. 이는 집회·시위를 국민의 기본적 자유가 아니라 일종의 필요악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 현행 집시
법의 태도를 그대로 추종한 것에 다름 아니다.35
둘째, 이 집회·시위의 장소에 대한 절대적 금지는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는 이미 “어떤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헌법이념과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전체 법체계와 저촉된다면 적
정한 정책수단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면서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부여는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
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36
마찬가지로 심판대상조항이 선택한 절대적 집회·시위의 금지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
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위반되는 수단이기에 수단적합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이 집회에 대한 허가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그 전제가 디는 집회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 자체가 허용되지 아니
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헌법에서 말하는 허가란 상대적 허용이 전제되어 있는 일반적인 금지를 의미하는 것
으로 그 중심은 집회·시위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에 대한 헌법의 부정적인 판단에 놓여져 있다. 어떠한 이유에서건
집회·시위가 일반적으로 금지될 때에는 헌법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 형해화될 가능성이 있다
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금지와 허용의 과정에서 국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침해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하물며 이 사건의 규정은 일반적 금지와 상대적 허용이라는 그나마 집회·시위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형태가 아니
35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은 전제되는 위험 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국무총리 공
관 인근에서의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는바,”라고 하여 이 부분 판단을 침해의 최소성 요건에 관하여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장소제한
의 문제를 그 폐지가 아니라 예외적 허용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게 된다. 집회·시위를 필요악으로 간주하고 언제든지 위험상황을
안고 있는 것이라는 전제에 서 있다 보니,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의 옥외집회·시위가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에 대
한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한다는 일반적 추정이 구체적인 상황에 의하여 부인될 수 있는 경우라면, 입법자로서는 예외적으로 옥외집회·시위
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오도된 판단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36  이와 연관하여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사당이나 각급법원에 대한 절대적 금지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
고 98헌마363 결정. 하지만, 이 결정에서는 집시법상의 절대적 금지조항이 적정한 수단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단지
목적과 수단의 상관성만 판단하였을 뿐이다. 즉, 집회·시위의 절대적 금지의 합헌성 여부에 대한 판단(제21조제2항에의 합치여부에 대한 판
단)은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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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일정한 공간영역 내에서는 원초적으로 집회·시위가 절대 금지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허가제보다 더욱 강한 집회·시위의 금지라는 수단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부연하자면 헌법 제21조제2항에 의하
여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제가 금지된다고 한다면, 그보다 침해의 정도가 더 심한 절대적 금지의 제도는 당연히 금
지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법리에 부합하는 판단일 것이다.37
요컨대, 심판대상조항이 국무총리라는 헌법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택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절대적 금지구
역의 설정이라는 방법은 헌법 제21조제2항에 위반하는 방법으로 “헌법이념과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전체 법체계
와 저촉된다면 적정한 정책수단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국무총리공관에 대한 금지규정은 별도의 문제점을 가진다. 심판대상조항은 국무총리의 주된 직무가 이루
어지는 정부종합청사는 보호하지 않으면서 그의 부수적인 직무 내지는 그의 사적 생활이 이루어지는 국무총리공
관만을 보호함으로써 입법목적달성의 수단이 상당히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은 집회·시위에 의하여 혹여 야기될지도 모르는 위험으로부터 국무총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무총리공관 주변의 일정공간을 보호하고자 한다. 실제 국무총리의 직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서울특별시와 세
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정부종합청사이며 국무총리공관은 국무총리의 사적 생활이 이루어지는 숙소에 불과하
다. 물론 법무부장관은 이 사건에 대한 의견서에서 “국무총리 공관은 오늘날 국무총리의 숙소 기능보다는 정무수행
기능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공·사 단체와의 간담회 등 각종 행사, 외교사절 접견 등 중요한 정무가 상시 개최되
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38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 점은 굳이 부정할 바 아니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심각한 체계부조화가 발생하게 된다. 국무총리의 고유직무이자 중심적인 직무가 수행되는 공간
인 두 곳의 정부종합청사는 원칙적으로 집회·시위의 자유가 자유롭게 행사될 수 있는 공간이다. 현행 집시법은 어
떤 부분에서도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의 직무나 신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된 집무공간인 정부종합청사 주변에
서 집회·시위를 하지 못 하도록 통제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의 직무 중 주변
적인 직무 혹은 그의 사적 생활이 이루어지는 국무총리 공관만을 절대적 집회·시위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이상한 규제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사실 이러한 입법상의 부조화는 1989. 3. 29. 법률 제4095호로 구 집시법(법률 제1245호)을 개정하면서 제7조
제3호의 규정(“중앙관서, 서울특별시청, 부산시청, 도청, 역 단, 행진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을 삭제함으로써 야기
된 것이기는 한다. 하지만, 당시의 집시법개정은 “정치적 민주화와 발전”을 목표로“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진정한 기본권으로서 실질적 보장을 하기”위한 것으로, “현행법중 추상적이거나 남영의 여
지가 있는 비민주적 여러 가지 금지 및 제한 조항을 과감하게 정비”하는 한편, “모든 집회 및 시위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보장 될 수 있도록 하기로 한 것”이었다.39 1987년 헌법으로 민주화의 시대를 열고자 하였던 당시의 입법상
황에 미루어볼 때, 중앙관서 주변을 집회·시위의 절대금지구역에서 배제한 입법의도는 국민들이 보다 자유롭고 편
리하게 국정을 비판하고 그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정부, 특히 중앙정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함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대통령이나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은 그 헌법상의 지위를 감안하여 그 직무가 수행되는 곳(청와대,
국회, 법원)과 함께 그들의 신변상의 안전이 필요한 공관까지도 집회·시위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하지만, 국무
총리의 경우에는 그 직무상의 안전의 보장보다는 그의 직무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요구들이 보다 손쉽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 우선하였기에 “중앙관서”라는 규정을 삭제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다. 환언하자면, 민
37 각각 헌법재판소 2009. 12. 29. 선고 2006헌바20·59 병합 결정; 2005. 11. 24. 선고 2004헌가17 결정.
38  법무부장관 의견서 12쪽 각주 4)
39  제145회 국회, 민주발전을 위한 법률개폐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6호, 1989. 3. 6.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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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화를 위한 입법의 개선작업에 있어 다른 헌법기관이나 외교기관과는 달리 국무총리에 관한 한 직무공간과 숙소
의 연계성을 상실한 채 보호되는 실질적 법익-고유직무의 보호와 직무유관 사적 생활의 보호-의 차이를 혼동한 입
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3) 침해의 최소성
침해의 최소성에 대한 판단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한 수단이 기본권을 과잉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의 심사(최소성의 원칙)와 다른 대체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는 수단을 선택하였는지의 심사(보
충성의 원칙)로 대별된다. 그리고 이 모든 판단에 공통인자로 삽입되는 것은, 법률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
한 어떠한 위험이 존재하며 이 위험을 제거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기본권제한적인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한
지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
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는 원칙론를 선언한 바 있다. “집회의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
하는 다른 수단, 즉 집회참가자 수의 제한, 집회 대상과의 거리 제한, 집회 방법·시기·소요 시간의 제한 등과 같은 조
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헌재 2003. 10. 30.
2000헌바67등 참조)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현행 집시법은 집회·시위의 금지조항(제5조), 신고제 및 집회·시위 금
지명령(제6조), 확성기사용규제(제14조), 폭력집회 금지(제16조-제18조), 해산명령제(제20조), 벌칙규정(제22조,
제24조)기타 폭력행위나 업무방해행위를 처벌하는 형사법조항들을 들면서 이런 다른 덜 제한적인 수단이 존재하
고 있는 만큼 집회·시위 장소를 규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이라는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이
러한 판단은 자칫하면 입법자에게 원칙적 금지·예외적인 허용이라는 잘못된 입법정향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가
가게 된다.40 그런 장치들에도 불구하고 집회·시위가 주요국가기관의 업무수행이나 출입, 안전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소위 대규모 집회 등의 경우), 그 통제수단이 사후약방문에 그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주장과 함께 집회·시
위가 인근에서 벌어질 경우 업무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은 이런 덜 침해적인 장치가 있다 하더라도 예방
하거는 차단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는 집회·시위의 장소 제한의 문제가 가지는 보다 근원적인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 집회·시위의 경우 사회적·정치적 갈등이 표출되는 것이 분명한다. 하지만 바로 그러하기에 헌법은 기본권보
장의 형태로 그러한 사회적·정치적 갈등을 민주적인 정책결정과정에 편입하여 사회통합의 기제로서의 헌법질서
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환언하자면, 헌법재판소가 거듭되게 말하는 “업무 수행 자체에 지장을 주는 경우” 혹은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집회·시위의 문제점이 아니라, 오히려 헌법 제21조제1항이 최우선적
기본권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집회·시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자 그 전제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언급한 낙태병원에 대한 완충지대 설정에 대한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단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공동 도로와 인도에서] 청중은 [일상생활에서] 무시했을지도 모르는 언론에 접하게 된다. “진실이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제약받지 않는 사상의 시장을 보존하기 위한” 수정헌법 제1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전통적인 공공
광장의 이러한 면은 단점(vice)이 아니라 장점(virtue)이다.41
40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옥외집회 중 어떠한 형태의 옥외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필요최소한의 범
위에서 제한할 것인지에 관하여서는 이를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여 이미 이 원칙을 선언해 버렸다.
41  장주영, 위의 책, 5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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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하여, 일반인들-혹은 정책결정자-로 하여금 낯설고 이상한 의견에 직접 직면하게 함으로
써 자신과 다른 생각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고 이로써 진리에 다가갈 수 있는 성찰의 기회를 마련한다는 의미를 부
여하고 있는 것이다. 집회·시위의 방법으로 표출되는 사회적·정치적 갈등이나 집단이익 등은 현대와 같은 다원주
의사회의 본질요소가 되는 것들이며 따라서 민주주의가 구성되는 기본적 토대를 이루는 것들이다. 비록 그것이 낯
설거나 자신에게 거슬리는 것이고 따라서 다수자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이어서 표면적으로는 충돌이나 분쟁을
야기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런 의견들이 자유롭게 표출됨으로써 일반인들 혹은 정책결정자들은 그러한 의견의 존
재와 그 근거에 대해 인식하게 되고 또 스스로의 숙려를 통해 그 당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
리고 그것이야 말로 민주사회가 일정한 비용을 치루고서라도 소중히 수행하여야 할 임무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갈등은 대의제체제하에서는 대의장치를 통해서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동시에 반(半)대표
제의 실질적 국민주권의 체제에서는 정치적으로 대표자를 확보하지 못하는 소수자들이 자신의 의견이나 이익들을
정치과정에 투입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 중의 하나가 집회·시위임은 이미 헌법재판소도 인정한 바 있다. 헌법재판
소는 “집회의 자유는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요소”라고 하면서 “현대사회에서 언론매체에
접근할 수 없는 소수집단에게 그들의 권익과 주장을 옹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단을 제공한다”고 하여 집회의 자
유는 소수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하였다. 즉,“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관용과 다양한 견해
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열린 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이라는 것이다.42
그리고 이러한 민주주의의 요청은 국회의사당뿐 아니라 대통령, 국무총리 나아가 사법권의 독립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경우에도 의연히 타당하다 할 것이다. 거꾸로 헌법재판소의 인식은 명제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장점(virtue)
이라고 판단한 것을 단점(vice)로 전도하여 파악함에 다름 아닐 듯 한다.

㉡ 더욱이 집회·시위가 표출하는 사회적·정치적 갈등이나 그로 인하여 발산되는 물리적 충돌이 어떻게 하여 업무
를 방해할 위험성을 가지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존재하지 않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집회·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적 자유로서 그 행사는 원칙적으로 적법성과 평화성(peacefulness)의 추정을 받아야 한다. 즉, 특단의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모든 집회·시위는 다른 법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의 가능성은 없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는 것이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단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시오니스트 유대인, 흑인, 루즈벨트행정
부 등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면서 폭력을 사용하게끔 선전한 집회에서의 연설에 대해 “공공의 불편, 짜증
또는 불안을 훨씬 상회하는 중대한 실질적 해악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제시되지 않는
한” 그 발언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43 물론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실질적 해악”의 법리는 선택하고
있지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법리는 “명백한 위험”의 법리로 축소하여 채택한다.44
아울러 독일의 기준을 채택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독일의 경우는 물론 미국보다는 완화된 법리를 채택하여 현
존성의 요건에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사회질서
가 직접 위험에 노출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집회·시위로 인하여 사회질서가 위험에 빠지게 될 가능성

42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0헌바67등 결정
43  Terminiello v. New York, 337 U.S.1(1949)
44  예컨대, “집회 또는 시위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경우” 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89헌가8. 그외 헌
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9헌마406 결정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관련 사건에서 “실질적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명백
한 위험성”이라는 법리를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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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단지 간접증거 내지 억측에 의해서 판단되어서는 아니되며, 언제나 개별적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위험예측에
기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45 나아가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집회가 야기하는 위험성의 여부는 집회의
주최자 또는 지지자의 입장에서 판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집회의 주최자 내지 그 지지자가 폭력행
위를 의도하거나 혹은 타인의 폭력적 행위를 적어도 용인하고 있다는 판단이 고도의 개연성을 가지고 성립하는 경
우에 그 집회는 비로소 “평온성”을 상실한 것이 되며 따라서 이에 기반하여 비로소 그 집회는 금지될 수 있는 것이
다.46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결정례들에서는 집회·시위에서 나타나는 갈등이나 물리적 충돌이 어떻게 하여
업무나 출입의 방해, 혹은 신변안전침해 내지는 사법권침해라는 위험을 조성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
지 않았다. 즉 집회·시위에 대한 절대적 금지영역을 정하는 심판대상조항의 합헌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중대한 실질적 해악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명백한 위험”에 관한 판단이 존재하지 않은 것이다. 이
는 헌법재판소의 판단누락일 뿐 아니라, 입법자라면 반드시 고려하고 입법과정에 투여하였어야 했을 입법사항의
누락에 해당한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이 결여는 심판대상조항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법흠결에 해당하는 것이
다. 따라서 다른 판단에 이르기 전에 이 사실만으로 심판대상조항은 위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심판대상조항은 절대적 금지영역을 설정하면서도 집회·시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대안적 통로를 마련하지 않
고 있다. 실제 헌법재판소도 인정하였듯이 집회·시위의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가는 그 집회·시위에 있어 가장 본질
적인 고려사항(part of the very essence of freedom of assembly)47이기에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
리시키는 것은 금지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48 즉, 집회·시위의 장소에 대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집회·시위자가
자유롭게 선택하여야만 비로소 집회의 자유가 효과적으로 보장된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베니스위원회
는 공적 공간을 집회·시위의 장소로 삼는 것에 대해 그 공간의 통상적인 사용방식을 들어 거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집회의 자유에는 그 타겟이 되는 대상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범위내에
서 집회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포함한다(“the freedom of assembly includes the right of the assembly to take
place within “sight and sound” of its target object”)는 판단까지도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49
여기서 상술한 미국연방대법원의 심사기준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그에 의하면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반드시 대안적인 의사소통통로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 규정되고 있다. 이는 대안적인 통로의 제공의무를 국가에 부
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대안적인 통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집회·시위를 제한하여서
는 아니됨을 의미하기도 한다.
헌법재판소는 100m라는 규제조항 자체의 위헌성 여부는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았다. 오로지 원칙적 금지·예외
적 허용의 틀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만 위헌의 판단에 이르렀을 뿐이다. 하지만, 원칙적 금지의 대상공간 그
자체의 헌법적 의미도 보다 진지하게 고려되었어야 했다. 왜 100m여야 하며, 이 100m의 규정으로 인하여 어떠

45  BVerfGE 69, 315
46  ibid. 이런 판시에 기하여 연방헌법재판소는 개개의 집회 참가자 또는 명백한 소수자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전체 집회를 불법적인 것으로
선언할 수는 없다고 한다.
47  CDL-AD(2010)031 Joint Opinion on the on the Public Assembly of Serbia by the Venice Commission and OSCE/ODIHR, §32
48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등
4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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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헌법적 문제가 야기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했다는 것이다.50 이 100미터는 베니스 위원회가 말하고 있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범위내”(within sight and sound)에 명백히 해당되지 않는 공간영역이기 때문이다.
실제 전술한 낙태병원 사건에서도 10미터의 거리제한조차도 “다양한 대안에 관하여 여성들과 개인적인, 배려하
는, 동의하는 대화를 하려”는 집회·시위자의 의도를 충족하기에 너무도 과도한 제한이며, “만약 여성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소리 높여 낙태 반대를 외치는 것이라면, 완충지대는 효과적으로 상고인들의 메시지를 억누르게 된
다”고 하여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실질적인 침해를 이루게 됨을 선언한 바 있다. 즉, 미국 연방대법원이나 유럽
인권체제에서 요구하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범위내”라는 요건은 집회·시위자의 의견들이 항의대상에게 실질
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판시처럼 집회·시위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그 거리를 10미터가 아니라 100미터로 확장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관
공서 특히 절대적 금지영역으로 설정된 대통령관저, 각급법원, 국회의사당 등이나 그 장의 공관 등의 구조는 그
것이 위치하고 있는 건물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곳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음을 감안한다면 심판대상조항이 말하는
100미터는 실질적으로 항의대상으로부터 1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거리는 누
가 보더라도 집회·시위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하기에 충분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헌법재판소가 금지하고
있는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심판대상조항에서 의연히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의회 인근에 집회금지 구역을 설정한 외국의 입법례들”을 거론하면서 그에 비
추어보아도 지나치게 과도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실제 이러한 입법례의 대표적인 사례는 독일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는 심판대상조항과는 두 가지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독일은 “연방헌법기관에
대한 보호구역법(Gesetz űber befridete Bezirke fűr Verfassungsorgane des Bundes)”에 의하여 연방의회와

연방헌법재판소의 주변 도로나 광장 등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처럼 대통령이나 일반 법원
은 물론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혹은 국무총리의 공관에 대해서까지 집회·시위의 금지구역으로 설
정하지는 않고 있다. 헌법기관의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만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독일은 그러한 경우에도 절대적 금지구역을 설치한 것은 결코 아니다. 즉 의회의 휴회기간과 같이 연방의회

의 기능을 저해할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51 또한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이에른 주의 경우에도 주 의사당 주변을 “평화구역(gebefridete Bezirk)”을 설정하여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내무부가 란트 의회의 의장과 합의를 통해 집회·시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52 심판대상조항과 같
이 하등의 예외도 없이 문자 그대로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즉, 헌법기관의 보호라는 법익과 집회·
시위의 자유라는 법익을 최소한의 수준에서 균형을 맞추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53

50  유일하게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 부지의 경계지점에 담장을 설치하고 있고, 국회의 담장으로부터 국회의사당 건물과 같은 국회 시설까지
상당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국회의원 등의 자유로운 업무수행 및 국회 시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이 국
회 부지 또는 담장을 기준으로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적 기능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더
라도 지나친 규제라고 할 것이다.”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내용의 판단만 내어놓고 있다. 2018. 5. 31. 2013헌바322등
51  이희훈, 집회의 자유와 집시법, 경인문화사, 2009, 182쪽
52  바이에른 집회법(BayVErG) 제17-9조 참조; A. Scgeider, 서정범 역, 바이에른 집회법, 세창출판사, 2010, 101-2쪽.
53  실제 독일에서의 집회·시위의 제한은 군중동원을 주된 통치술로 삼았던 나치체제라고 하는 제3제국에 대한 역사적 극복노력과 무관하지
않다. 즉, 그것은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일반적 법리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독일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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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의 판단에는 침해의 보충성에 대한 설시가 미약하다. 사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이기도 한다. 즉, ①비례원칙의 요청
에 따라 집회금지처분은 다른 보충적 수단을 강구한 연후에 최후로 이루어져야 하며, ②‘직접의 위험’이라고 하는
문언은 개별적 구체적인 사실을 근거로 그 위험성의 예측을 요구한다는 것이 집회·시위에 대한 제한수단의 한계인
것이다.54 미국도 마찬가지여서 전술한 바와 같이 집회·시위로 인하여 예상되는 사회적 위험은 그 집회나 시위 자체
를 금지하거나 제어하기 보다는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하고 있는 위험 그 자체를 억제하거나 통제하는 방식을 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55
대법원도 이런 법리를 채택한다. 대법원은 미신고집회라고 해서 금지의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신고사항 미비점
이나 신고범위 일탈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 비로소
그 위험의 방지(…) 제거에 적합한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되, 그 조치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필요
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직접적인 위험을 예방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제한조치는
“시위 참가자수의 제한, 시위대상과의 거리제한, 시위방법, 시기, 소요시간의 제한 등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집회의 금지와 해산의 방식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56
헌법재판소도 다른 분야에 관한 한 이런 판단에서 그리 멀리 있지 않다. 서울광장통행제지행위에 관한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그 사건 통행제지행위는 “집회의 조건부 허용이나 개별적 집회의 금지나 해산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57이라고 단언하고 있
다. 또한 금치수형자에 대한 집필금지처분을 위헌이라 판단하면서 “굳이 집필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집
필행위 자체는 허용하면서 집필시간을 축소하거나 집필의 횟수를 줄이는 방법 또는 접견이나 서신수발과 같이 예
외적으로 집필을 허용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집필을 제한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도 규율준수를 꾀
하고자 하는 목적은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일정한 대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대안
에 먼저 의존할 것을 요구하고 “최장 2개월간 집필이 무조건 금지되는” 조치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58
헌법재판소도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현행의 집시법 체제는 이런 보충적 장치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심판대상
조항의 경우에도 폭력적인 집회나 확성기를 사용하는 등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집회·시위를 통제할 수 있
는 유효한 장치가 있으며, 해산명령제를 비롯한 경찰서장의 질서유지권과 같은 사전통제장치들이 집시법에 보장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행위등은 형사법상의 범죄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 사
후적 통제장치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또한 주요국가기관에 마련되어 있는 강력한 경비체제도 나름의 장치가 된
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대안적 조치들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왜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이라는 도식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거도 제시하지 않는다. 이 대안적 조치들은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하더라
도 그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유효한 장치들이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대부분의 집회·시위는 이 대안적 조치들로
인하여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야기하지 못한다. 즉, 대부분의 집회·시위는 주요국가기관의 업무수행이나 출입
을 방해할 만큼의 위력이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못하며, 또 주요국가기관의 신병을 위태롭게 할 수도 없다. 그리고
그러한 위험의 존재와 그에 따른 제한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은 제한의 주체인 국가가 하여야 한다. 그러한 입증이
54  BVerfGE 69, 315 [353]
55  Cox v. Lousiana, 379 U.S. 536 (1965);
56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846 판결
57  2011. 6. 30. 선고 2009헌마406
58  헌법재판소 2005. 2. 24. 선고 2003헌마28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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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때 비로소 집회·시위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런 법리를 가볍게 뛰어 넘어 주요
국가기관 주변에서는 원칙적으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듯한 판단만 하고 있는 것이다.

㉥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소규모 집회가 일반 대중의 합세로 인하여 대규모 집회로 확대될 우려나
폭력집회로 변질될 위험이 없는 때에는 그 집회의 금지를 정당화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인
식을 바탕으로 입법자로 하여금 소규모집회·시위와 대규모집회·시위를 구분하여 입법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
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 자체도 집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입각해 있다. 집회는 대규모일수록 그 위험이 커진
다고 보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실제 대규모집회는 그 만큼이나 강력한 대중의 요구를 담게 된다. 다중이 형성될
수 있는 의제라면 그것은 위험성을 먼저 따질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요구를 어떻게 정치화하고 이를 정책과정에 수용
할 것인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험성의 여부는 규모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장과 관련한 사회적·정치적 갈등의 성격이
나 그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정 및 그 결과, 그리고 집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와 함께 이러한 집회·시위
가 위험을 야기하게 될 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현재의 경찰인력과 경찰자원 그리고 주요국가기관에 배치되어 있는
경비인력과 자원 등을 감안하여 종합판단의 방식으로 정해져야 한다. 특히 그동안의 집회·시위의 경험과 그에 대
한 관리·통제의 경험에 비추어 현재 활용가능한 경찰·경비자원으로 충분히 그 물리적 위력을 통제할 수 있는 수준
의 집회가 어느 정도인지는 판단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 집회·시위가 대규모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그 집회·시위가
야기하는 위험성의 정도와 그에 상응하여 그 위험을 예방·교정할 수 있는 경비능력을 확보하고(혹은 확보할 수) 있
는지가 주된 판단의 대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보다 먼저 판단되어야 할 것은 대규모집회일수록 다중의 요구가 담긴
것인 만큼 정책결정자인 주요국가기관들은 이를 경청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다.

㉦ 헌법재판소는 또 “‘국회의 활동을 대상으로 한 집회가 아니거나 부차적으로 국회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
도가 내포되어 있는 집회’의 경우에도 국회를 중심으로 한 법익충돌의 위험성이 낮고, 국회의원 등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 물리력이 행사될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하였다. 문제는 타겟이 되는 주요국가기관의 활동을 대상으로 한
집회 또는 그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집회가 아닌 집회가 왜 그 장소에서 진행될 것인가라
는 보다 단순한 의문에 대한 답이 없다는 점에 있다. 국회는 모든 국정에 관한 심의·결정권을 가진다. 아울러 모든
국정에 대한 조사·감사권 및 국정견제권도 있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도 마찬가지다. 국무총리는 행정각부를 통할
하며, 대통령은 그런 국무총리를 지휘감독하는 한편, 정부의 수반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대부
분의 집회·시위는 국회와 대통령·국무총리의 활동을 대상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 또는 그들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삭제될 수가 없다.
실제 집회·시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 내용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함에 있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 점을 마치 악인 것처럼 다룬다. 국회,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로 대표되는 국가는 대중들의 의사와는 독립하여 별개로 작동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원칙은 물론, 헌법재판소 스스로도 인정했던 실질적 국민주권의 틀이 무너지고 만다.

4) 법익의 균형성
집회·시위의 자유를 비롯한 표현의 자유는 최우선적 기본권(preferred rights)으로 가장 높은 헌법적 가치를 가
진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실현뿐 아니라 개개인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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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기관에 대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과 이익을 집단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국정을 비
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민주권의 차원에서도 가장 의미심장한 행위라 하
지 않을 수 없다. 그러기에 입헌주의가 발달한 선진외국에서는 이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하여 그것이 가지는 물리
적 위력과 그로부터 파생될 수도 있는 사회적·정치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최대한 보장하고 최소한으로 제한
한다는 헌법적인 틀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적인 요청에 비하여 심판대상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그리 크지 않다. 국무총리의 기능이나
권한이 막중하다고 하지만, 집시법 제11조는 주요국가기관의 직무를 보호하고자 하기 보다는 오히려 주요국가기관
들을 국민들의 의사와 동떨어진 별개의 섬으로 간주하고자 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대의기관에 대한 자유위임의 원
칙을 고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집회·시위의 자유라고 하는 막중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절대적으로 금지
하면서까지 보호하여야 할 만큼 중요한(significant) 것으로 간주할 필요는 있을지는 의당 심각한 재고의 대상이 되
어야 할 사항이다.

3. 정리

결국 집시법 제11조의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결론처럼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여 위헌이다. 그러나 동시 입법촉구결정처럼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의 제도가 정당화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우리 헌법 제21조제1항이나 국제인권법규범의 틀에 비추어볼 때 이
순서는 바뀌어서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의 방식이 타당하다. 헌법재판소는 독일의 경우를 들고 있으나, 독일에서
연방의회 주변에 집회금지구역을 정하고 있는 제도는 현실에서는 거의 작동하지 않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규
정상의 외관에도 불구하고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의 틀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입법촉구결정에 기반하여 제출된 강창일 의원의 대표발의 법률개정안은 너무도 미흡하여 또 다
른 위헌논의를 촉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그에 의하면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다음과 같은 예외규정을 제외
하고는 현행의 100m내 집회·시위금지의 절대적 금지장소규정이 그대로 존치하게 된다.

① 대통령관저의 경우 지금 현재의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청와대 경계선으로부터 100m이내에서는 여전히
집회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② 국회의사당이나 국무총리공관의 경우 ㉠국회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거나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국회·국무총리공관의 기능이
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집회·시위가 허용된다고 한다.
③ 각급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는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을 위협하거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집회·시위가 허용된다. 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런 개정안은 원천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판단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민주주의 체제에서 집회·시
위가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에 대한 오해와 더불어, “운동의 역사”이자 촛불집회로 이어졌던 우리 현대정치사 자체
에 대한 부정까지로 읽을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다. 더구나 대통령관저는 그나마 예외적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함으
로써 또 다른 제왕적 대통령제의 잔재를 남겨두었다는 비판조차 자처하고 있다.
바람직하기는 강창일의원안의 원칙과 예외를 뒤집어 놓는 방안이다. 이를 나누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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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등은 국가최고기관이거나 혹은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국가
기관이다. 그런 만큼 이들을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국무총리의 경우 대통령의 보좌기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그 정책과정까지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이유로 삼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
② 이들 국가기관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 집회·시위가 파생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 즉, 그 집회·시
위의 목적이나 양상, 진행과정,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경비능력을 초과하여 이들 국가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중대
하게 침해할 명백한 위험이 존재하는 때에 그 업무공간 주변에서의 그 집회·시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때 집회·시위가 제한·금지되는 공간은 현행 집시법처럼 100m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정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
다. 예컨대 대통령관저나 국회의사당의 경우 이미 담장으로 인하여 이 위험의 발생저지 거리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
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다. 실제 거리규정이 필요한 곳은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 정도일 것이나 그
또한 담장을 통해 어느 정도의 거리를 확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 그런 기관을 상대로 폭력성을 가지는 불법한
시위가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규정은 불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④ 집회·시위를 제한·금지할 수 있는 사유는 국가가 입증하도록 하여야 한다. 집회·시위는 헌법상의 기본적 자유라
는 점에서 그것은 원천적으로 평화적 집회임의 추정을 받아야 한다.
⑤ 집회·시위를 제한·금지하더라도 국가는 그 집회·시위에 대한 대안적 통로를 마련하여야 할 의무를 져야 한다. 대
체공간·장소를 마련하거나 혹은 협의 등의 방식으로 적절한 통제수단을 마련하게끔 하는 등의 장치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Ⅴ. 보론: 민주사회에서의 집회·시위의 선진화를 위한 당부

과거 우리 사회는 대규모의 대중집회와 이를 불법화하고 무력으로써 강력대응한 경찰의 충돌로 인하여 한동안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그 극단적인 사례가 2015. 11. 소위 민중총궐기였다. 10만명이 넘는 대중들이 전국 곡곡에서
서울 도심지역으로 몰려들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자 경찰은 이를 사전에 불법으로 선언하면서 갑호비상까지 발
령하였다. 더구나 경찰은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함으로써 수많은 부상자를 발생시켰고 그 와중에 농민 한 명은 식물
인간상태에 빠졌다가 급기야 사망하기에까지 이르렀다.
반면 촛불집회의 모습은 이와 정반대였다. 그것은 집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불법으로 선언되었던 전례와는 달리
서울시를 비롯한 행정관청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백만이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
화적 질서를 침해하는 사고·사건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극단적인 대비는 우리 사회에서 집회·시위가 어떻게 규제되어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
가를 고민해야 할 필요를 드러낸다. 실제 그동안 국가가 보여왔던 집회·시위에 대한 대처방안들은 법치와 입헌주
의의 이전에 극단적인 물리력과 물리력이 충돌하는 외관을 만들어내고 이로부터 국민 대중에 대한 극단적인 공포
감과 위화감, 그리고 거부감을 야기하면서 집회·시위를 불법화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다. 이 과정에서 그나마 평화
적으로 진행되었던 집회·시위는 국민의 기본적 자유가 아니라 민주사회가 되기 위한 하나의 필요악 내지는 성장통
정도로 치부되어 왔었다.
그래서 물리력을 위주로 한 경찰의 대응이 집회·시위를 통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폭력성만 강화함으로써 소정
의 경찰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기 일쑤였을 뿐 아니라, 그러한 강경일변도의 진압방침으로 인하여 경찰과 집회
참여자간, 나아가 정부-국가와 시민들간에 상호불신과 긴장만 유발하였다는 반성이 그 밑바닥을 이루었다.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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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집회·시위를 바라보는 양측의 시선이 너무도 강력한 상호불신에 터 잡게 되고 거기에 각각의 조직논리·집단논
리에 정권의 통치술까지 겹쳐지면서 한 치의 변화도 없이 과거의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그렇다고 입법자인 국회
또한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이런 집회·시위의 현실을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가 현저히 누락되어 있는 것
도 사실이다.
실제 이러한 현실에서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야간집회금지조항의 위헌선언, 절대적 금지장소에 대한 위헌결정 등
집회·시위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결정 등을 통하여 집회·시위의 자유를 확장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해 왔다. 법원도
비록 일부의 판결에 그치고 있지만 가처분 등의 방식으로 과거 권위주의체제에서 억압적 정치의 수단으로 전락하
였던 집시법의 한계를 상당부분 제거하고 있기도 한다. 그러나 모두에서 보았듯이 현재의 집회·시위의 현실은 여전
히 극도의 불신과 혼란으로 치닫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의 불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지하듯, 구미를 비롯한 선진외국에서는 이미 1980년대에 집회·시위에 대한 국가의 관리방식에 커다란 변화를
이루어내었다. 집회·시위에 대한 부정적 판단을 전제로 이를 경찰의 물리력으로 진압하고 관리·통제하던 관행에서
부터 폭력완화기조에 기반한 대화 및 협력모델을 운영하게 된 것은 이를 말한다. 독일에서 핵발전소의 건립에 반대
하는 시위에 대한 Brokdorf판결은 이 점에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 즉, 이 판결은 집회·시위에 대해 국가의
보호의무를 확인하고 집회·시위에 친화적인 경찰개념을 정립함으로써 경찰과 시위참여자간의 대화·협력의 기회를
확보하는 한편, 집회·시위의 상소가 되었던 폭력을 급진적으로 완화함으로써 독일사회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상승
시킨 판결로 평가받고 있다.59
원래 거리는 일상의 정치공간이다. 그곳은 대화와 공감의 장소이며 연대의 자리이기도 한다. 하루하루 삶의 고달
픔에서 나라 살림의 운영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혹은 광장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 놓다. 특히 힘
없고 돈 없어 서러운 장삼이사의 서민들이 가진 자들의 권력에 맞서 자신의 애환을 나누고 삶의 희망을 말하는 유
일한 통로는 바로 이 공간이다. 그러기에 법을 지키는 경찰이라면 질서를 앞세우며 폭력으로 겁박할 일이 아니라
이들의 외침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보호하는 방안을 먼저 생각하여야 한다. 혹은 제대로 된 정부라면 차벽의 뒤켠
에서 엄폐·은폐를 일삼으며 이리저리 잠적해 버릴 일이 아니라 그들 앞에서 나서 그들의 아픔을 껴안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경찰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찰과 시민 사이의 긴밀한 상호신뢰와
협력의 의지가 선행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일련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이러한 진일보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
다. 아무쪼록 국회가 그 입법의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상호신뢰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소중한 기회가
열릴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

59  이에 관하여는 박병욱, “집회시위 과정에서의 폭력완화전략에 대한 고찰 – 독일의 브록도르프(Brokdorf) 판결을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제39호, 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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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오민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안의 방향에 대하여

1. 들어가며

2018년 5월부터 7월까지, 국회의사당과 총리공관, 법원 100m에서 원칙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 각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되면서, 집시법 제11조의 개
정안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시작되었다. 집시법 제11조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제1호), 대통령 관
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2호), 국무총리공관(3호, 행진은 예외),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4호01) 집회의 장소를 선택하고 결정할 자유가 집회의 자유의 가장 본질적인 내
용에 해당하고, 헌법재판소가 위와 같이 연이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집시법 제11조를 통한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떠한지, 그리고 결정의 취지가 어떻게 개정안에 담겨야
할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결정 전후 확인된 개정안과 해이 입법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2.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

각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살펴보면, 집회금지장소(국회의사당, 총리공관, 법원)의 특성과 이에 대한 의사 표현
의 자유가 보장될 필요성을 인정하고, 원칙적으로 집회·시위를 금지한 각 조항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즉 집회
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01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외교기관의 업무
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중 하나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하지 아니함(4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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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각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하고 있다. 즉, 각 집회금지장소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정당하고, 인근 100m내에서는 옥외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적합한 수단이기는 하나, 예외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
를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각 기관의 안정과 이로 인해 침해되는 국민의 기본권 사
이의 이익형량이 문제 되기 때문에 헌법에 반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등(국회의사당)
[2018. 5. 31. 선고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7헌바360·398·471, 2018헌가3·4·9(병합) 결정]

[결정요지]
1. 가.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며, 국정통제기관으로서 특히 행정부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한을 행사하는 등 국가정책결정의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회의 기능과 역
할은 그 특수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특별하고도 충분한 보호가 요청된다.

심판대상조항은 국회의원과 국회에서 근무하는 직원, 국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고자 하는 일반 국민이나 공무원
등이 어떠한 압력이나 위력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게 국회의사당에 출입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국회의사당을
비롯한 국회 시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입법된 것으로, 그 목적은 정당하고, 국회의사
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이하 ‘국회의사당 인근’이라 한다)에서의 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
지하는 것은 국회의 기능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나. 국회의 헌법적 기능은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집회와 양립이 가능한 것이며, 국회는 이를 통해 보다 충실하게
헌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민의의
수렴’이라는 국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국회가 특정인이나 일부 세력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보호될 필요성은 원
칙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물리적인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 및 국회의사당 등 국회 시설에의 출입이나 안
전에 위협을 가할 위험성으로부터의 보호로 한정되어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국회의사당’을 ‘국회 본관뿐만 아니라 의원회관, 국회도서관 등 국회의 기
능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국회 부지 내의 장소 전체’로 해석할 수 있으나, 심판대상조항을 이와 같이 해석하게 되
면 국회의사당으로의 출입과 무관한 지역 및 국회 부지로부터 도로로 분리되어 있거나 인근 공원·녹지인 장소까
지도 집회금지장소에 포함된다. 더욱이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 부지의 경계지점에 담장을 설치하고 있고, 국회의
담장으로부터 국회의사당 건물과 같은 국회 시설까지 상당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국회의 헌법적 기능은
이를 통하여서도 보장될 수 있다.
한편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집회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한다는
일반적 추정이 구체적인 상황에 의하여 부인될 수 있는 경우라면, 입법자로서는 예외적으로 옥외집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심판대상조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국회의 기능을 직접 저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규모
집회’, 국회의 업무가 없는 ‘공휴일이나 휴회기 등에 행하여지는 집회’, ‘국회의 활동을 대상으로 한 집회가 아니거
나 부차적으로 국회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집회’처럼 옥외집회에 의한 국회의 헌법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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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이 침해될 가능성이 부인되거나 또는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입법자로서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 가능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그 금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야 한다.

물론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가 행하여지는 경우 국회의 헌법적 기능이 훼손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
제수단들을 규정하고 있고, 집회 과정에서의 폭력행위나 업무방해행위 등은 형사법상의 범죄행위로서 처벌된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
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가능한 집회까지도 이를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다. 심판대상조항은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무력화시키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를 금지하는 데 머무르지 않
고, 그 밖의 평화적이고 정당한 집회까지 전면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상충하는 법익간
의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집회의 자
유 정도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라.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2. 심판대상조항이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에는 위헌적인 부분과 합헌적인 부분이 공존
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는 2019. 12. 31.까지 개선입법을
하여야 한다.

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위헌제청 등 (총리공관)
[2018. 6. 28. 선고 2015헌가28, 2016헌가5(병합) 결정]

[결정요지]
1.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자, 대통령의 보좌기관 및 행정부 제2인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바, 이러한 국무
총리의 헌법상 지위를 고려하면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은 국무총리의 생활공간이자 직무수행 장소인 공관의 기
능과 안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그리고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 행진을 제외한 옥
외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은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과 안녕을 직접 저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규모 옥외집회·시
위의 경우’,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는 옥외집회·시위가 아닌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다. 또한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은 국무총리 공
관 인근에서의 ‘행진’을 허용하고 있으나, 집시법상 ‘행진’의 개념이 모호하여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는 효과는 기
대하기 어렵다. 또한 집시법은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 외에도 집회의 성격과 양상에 따른 다양한 규제수단들을 규
정하고 있으므로,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의 옥외집회·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하더라도 국무총리 공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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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과 안녕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가능한 집회까지도 이를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
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을 통한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과 안녕 보장이라는 목적과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약 정도를
비교할 때,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집회의 자유 정도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는 없
으므로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2. 이 사건 해산명령불응죄 조항은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을 위반하여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 옥외집회·시위를
한 경우를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삼아, 그 해산명령에 불응할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
이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을 구성
요건으로 하는 이 사건 해산명령불응죄 조항 역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3. 심판대상조항이 가지는 위헌성은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과 안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의 집회를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데 있다. 즉,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의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것에는 위헌적인 부분과 합헌적인 부분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의 옥
외집회·시위 중 어떠한 형태의 옥외집회·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것인지에 관하여서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
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가 2019. 12. 31. 이전에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계속 적용되어 그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만일 위 일자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2020.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다.

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각급법원)
[2018. 7. 26. 선고 2018헌바137 결정]

[결정요지]
가. (1) 법관의 독립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필수 요소로서 다른 국가기관이나 사법부 내부의 간섭으로부터의 독립
뿐만 아니라 사회적 세력으로부터의 독립도 포함한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어 법
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막으려는 것이다. 이런 입법목적은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라는
헌법의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하다. 각급 법원 인근에 집회·시위금지장소를 설정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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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 인근에서 옥외집회나 시위가 열릴 경우 해당 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위협이 존
재한다는 일반적 추정이 구체적 상황에 따라 부인될 수 있는 경우라면, 입법자로서는 각급 법원 인근일지라도 예
외적으로 옥외집회·시위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라 할지라도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는 집회도 있다. 예컨
대 법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검찰청 등 법원 인근 국가기관이나 일반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집회로서
재판업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집회가 있을 수 있다.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라도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
표시 전달을 목적으로 한 집회 등 법관의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집회도 있다.
한편 집시법은 심판대상조항 외에도 집회·시위의 성격과 양상에 따라 법원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수단을 통
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달성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한 옥외집회·시위까지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
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3) 심판대상조항은 각급 법원 인근의 모든 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상충하는 법익 사이의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아,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어긋난다.

(4)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에는 위헌적 부분과 합헌적 부분이 공존
하고 있는데, 입법자로 하여금 어떤 경우 옥외집회·시위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지를 정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재량
을 존중하는 방법이 된다.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는 2019. 12. 31.까지 개선
입법을 하여야 한다.

3. 발의된 개정 법률안의 내용

2019. 7. 현재 발의된 집시법 개정 법률안은 총 21건이고, 그 중 집시법 제11조의 개정안을 담고 있는 법률안
은 9건으로, 헌법불합치 결정 이전 2건, 이후 7건이 발의되었다. 개정 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와 같다.

가. 집회금지장소의 범위 축소
: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2016. 11. 9. 발의, 의안번호 34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구현과 정치적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평화적 집회
및 시위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국회의장 공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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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는 금지구역을 설정함으로써 집회·
시위의 장소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 이에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는 금지구역을 완화하는 한편, 교통
소통을 위한 집회·시위 금지 규정은 삭제하고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주최자의 의
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개정법률안]
제11조 누구든지 각급 법원·헌법재판소 또는 대통령 관저 경계지점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
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있다.
1. 행진하는 경우
2.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되어 해당 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
하는 경우
4. 해당 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나. 집시법 제11조 삭제
: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안(2017. 6. 28. 발의, 의안번호 7660)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으로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요소임. 이에 따
라 평화적 집회 및 시위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그 제한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중대성에 비추어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
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는 절대적 금지구역을 설정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장소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공적 기관에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는 문제가 발생
하고 있음. 이에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는 금지구역에 관한 규정 및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중략)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개정법률안]
제11조 삭제

다. 헌법불합치결정 취지에 따라 해당 장소에 관한 조항 삭제 혹은 수정
: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안(2018. 6. 1. 발의, 의안번호 1387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임. 국회는 시민들의 의견이 일상적으로 응집되는 곳임에도 불구
하고 현행법상 주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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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회가 더 많은 국민의 의사를 듣고 이를 입법과정에 반영해야 하는 국회의 근본적 기능
을 고려하여 집회나 시위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도 국회의사당과 법원, 헌법재판소 경계 지점의
100m 내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집시법 제11조 1항 중에서 국회의사당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
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한 바가 있음. 이에 집회나 시위의 금지 장소로 국회의사당을 제외함으로써 국
민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개정법률안]
제11조 제1호에서 ‘국회의사당’을 삭제

: 이수혁의원 대표발의안(2018. 6. 14. 발의, 의안번호 139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의 100미터 내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집시법 제11조 제1항
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집회를 일률적·전면적
으로 금지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이며, 국회는 헌법적 기능에 따라 민의의 수렴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 하지만 국회에서 과도하게 집회·시위 행위
가 발현될 경우 국회의 기능과 업무를 저해시킬 우려가 있음.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도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보
호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의 집회의 자유 제한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 이에 헌법재판
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에서 국회의사당을 제외하되, 국회의 헌법적 기능이 침해되
거나 국회의 기능과 업무를 저해시킬 수 있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해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법률안]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 삭제
-제11조 제2항 신설: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국회의 기능 및 업무를 저해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할 수 없다.

: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안(2018. 7. 10. 발의, 의안번호 143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임. 국회의사당 및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과 안녕을 직접 저해할 가
능성이 거의 없는 소규모 집회·시위까지도 현행법상 국회의사당 및 국무총리 공간의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도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등 청사 및 공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내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중
에서 국회의사당 및 국무총리 공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한 바가 있음. 이에 옥외집회나 시위의 금지 장소로 국
회의사당 및 국무총리 공관을 제외함으로써 국민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개정법률안]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 삭제, 제3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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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안(2018. 8. 14. 발의, 의안번호 1487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행진을 제외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현행법 제11조제3호에 대하여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과 안녕을 보호하기 위한 것
으로서 그 목적은 정당하나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의 옥외집회 및 시위를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
도한 제한’이라고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가28, 2016헌가5(병합)]을 하였음.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
지를 고려할 때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과 안녕을 저해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는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도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 보호와 집회·시위의 자유 간 적절한 조화를 모색할 필
요가 있음. 이에 국무총리 공관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
는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도 집회·시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

[개정법률안]
제11조 제3호 단서 신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국무총리 공관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 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안(2018. 12. 31. 발의, 의안번호 1794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형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법원 인근에
서의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 달성을 위
한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나, 집회 및 시위의 일률적·전면적 금지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헌법불
합치 결정(2018. 7. 26. 2018헌바137)을 하였음. 이에 법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
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법관의 독립 및 재판의
공정성과 집회·시위의 자유 간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개정법률안]
-제11조 1호 ‘각급법원’ 삭제
-제11조 1의2호 신설: 각급 법원. 다만, 법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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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안(2019. 1. 9. 발의, 의안번호 181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됨.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과 재
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나, 집회 및 시위의 일률적·전
면적 금지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2018. 7. 26. 2018헌바137)을 하였음. 이에 법
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법관의 독립 및 재판의 공정성과
집회·시위의 자유 간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개정법률안]
-제11조 1호 ‘각급법원’ 삭제
-제11조 1의2호 신설: 각급 법원. 다만, 법관의 직무상 독립 및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안(2019. 7. 1. 발의, 의안번호 21234)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및 각급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규정과 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의 야간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규정에 대하
여 헌법불합치·한정위헌 결정을 하였음.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의사표현의 수단이며 특히 소수
집단에게 의사표현의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소임. 다만 집회·시위는 집단적 행동을 수반
하므로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
서의 적절한 조화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 장소와
금지 시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변경신고절차를 도입하여 현행법상 집회·시위 신고 후 수정 절차가 없는 상
황에서 생기는 불편을 해소하며, 미신고 집회·시위 등에 대한 해산명령의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심야시간 주거지
역에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집회·시위에 대하여 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하여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의 조화를 이루고자 함.

[개정법률안]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
: 1. 국회의사당.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
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국회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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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의 입법례02

미국의 경우, 의사당 구역 내(의사당, 의회도서관, 식물원, 공원, 광장, 도로 및 인도 등을 포함한 약 109만㎡)
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집회의 내용, 의회의 일정에 따른 제한은 없다. 다만 집회 방법
에 대한 제한03이 존재하고, 의사당 구역 내라고 하더라도 상원의장과 하원의장의 동시 허가가 있으면 집회가
가능하며, 의사당 구역 밖의 지역에서의 집회 및 시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연방대법원 건물 및 부지 내에서는 집회 및 시위, 공공에 표시될 수 있는 깃발 등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
된다. 위와 같은 금지 조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비판이 제기되고 위헌소송이 진행되었는데, 연방지방법원은 해
당 규정이 모호성 등으로 인해 수정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으나 연방항소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합헌이라고 판
단하였다.0405

또한 미국의 연방 건물 및 부지 통제 개선 법안이 2012. 2. 통과되었는데, 이는 대통령·부통령 및 비밀경호국
의 보호 하에 있는 인물들의 주변 구역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백악관과 그 부
지, 부통령 공관과 그 부지’를 집회·시위 금지구역으로 명확하게 정하는 한편, ‘인식 있는(knowingly)’상태에서
출입하면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영국의 경우, ‘공공질서법’에 따라 의사당 주변에서의 집회·시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 사전통지 내지 허가를
요하지 않고 의회의 개회 여부와도 무관하다. 본래 ‘경찰개혁과 사회적 책임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의사당 기준
약 1킬로미터 내의 특정 지역에서는 사전 신고 후 경찰의 허가가 있어야 집회가 가능하였으나, 2011년 위 법이
개정되면서 허가절차가 폐지되었다. 다만 의사당 광장과 인접 보도에서는 확성기 사용, 취침용 시설 설치 및 사
용 등이 금지된다.

일본의 경우 집회·시위 장소에 대한 법률상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안조례’를 통해 집
회·시위에 관한 규제를 하는데, 국회의사당이 위치한 도쿄도의 ‘집회, 집단행진 및 집단시위운동에 관한 조례’는
집회·시위의 허가신청이 있으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직접 위험을 미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도록 하고 있고, 국회 내지 국회 인근에서의 집회·시위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02  이하 내용은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의사당 인근 집회 금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과제, 이슈와 논점(1474호)를 주로 참조, 인용하
였음.
03  깃발, 배너 등 정당이나 조직, 운동을 나타내는 표식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고 있음. 의사당 구역 내 행진은 의회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에
지장을 미치지 않는 한 허용되고 인도를 벗어날 수 없다
04  이상, 최종연, “집회·시위의 장소적 제한에 관한 해외 입법례”(2016. 6., <집시법 제11조의 집회금지장소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문)
05  2011. 1. 18. Harold Hodge라는 대학생이 연방대법원 부지 내 광장에서 ‘미국 정부는 경찰리 흑인과 히스패닉을 살해하고 박해하는 것을 용
인한다’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몸에 걸고 1인 시위를 진행하였다가 연방대법원 부지 내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연방법을 위반하
였다는 이유로 체포, 기소되었고, 이에 위 연방법이 미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에 위반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연방항
소법원은 법원 광장은 ‘비공공적인 공론장’이고, 법원은 여론으로부터 중립적이고 대중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함을 이유로 헌법에 위
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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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경우,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 연방 및 주의 입법기관과 헌법재판소의 집회금지구역 내에서의 집
회·시위를 금지하면서 집회금지구역은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연방헌법기관보호구역법’이 집회금
지구역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의회, 연방참사원, 연방헌법재판소 주변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독일
연방의회와 원내교섭단체의 활동, 연방참사원과 연방헌법재판소의 업무 또는 위의 기관과 위원회의 활동이 침
해되지 않고 구역 내에서 이의 기관 건물의 자유로운 출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될 수 있고,
‘회의가 열리지 않는 날에 집회·시위가 개최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가가 전제된 것으로 본다.

이상과 같이 위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더라도, 현행 집시법 제11조와 같이 특정 장소의 인근 지역을 일률적
으로 집회·시위금지장소로 정하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5. 집시법 제11조의 개정 방향

집회의 자유는 집회를 통하여 형성된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사에 영향
을 줄 자유를 포함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9. 12. 29. 선고 2006헌바20·59(병합) 결정).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실현하는 방법이 곧 집회 및 시위를 진행하는 것이다.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
지하는 것 자체가 집회의 자유 실현을 제한하고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
기 위해서는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로 제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
적이 정당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제11조의 입법목적을 ‘국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보호’, ‘국
무총리의 생활공간이자 직무수행 장소인 공관의 기능과 안녕보호’,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어 법원의 재판에 영
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막고, 법관의 독립 및 재판의 공정성 보호’라고 보고, 위 각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
하였다.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으나, 위 각 기관은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보장하기 위해 존재하고 그 권한 또한 국민
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여되며, 국민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부여받은 권력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
야 한다. 국민의 감시와 비판을 받으며 제 기능을 다해야 하는 권력기관이, 외려 그 기능을 보호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집회를 통한 의사 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어떤 법
률안이 제정되기를 바라는 국민이, 법률의 제정을 촉구하며 그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이 있을까. 국
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 할 수 없고,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 촉구 운동을 진행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
그런 상황에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입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는 것만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의사 표현의 수단
을 상상할 수 있을까.

그러나 현실은, 적어도 국회의사당이 보이는 곳에서 집회를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르더라도,
소규모 집회이거나, 국회 업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등 다시 ‘조건’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집회를 하기 전에
그 집회의 내용이 무엇인지, 집회의 성격이 어떠할지 미리 검사를 받고 집회 가능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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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집회가 반드시 ‘작은 규모’로, ‘조용히’ 이루어져야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다.06 이
는 현재 집시법이 정한 장소에 해당하면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에서 나아가 집회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서 허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오히려 현행법보다 후퇴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위 헌
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른 수정 및 제한적 개정은, 오히려 더욱 후퇴한 방식으로 집회금지장소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모든 방식의 집회를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권력기관의 안정적인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라면, 집회 장소나 집회 참여 인원, 집회 진행 계획 등을 미리 확인하고 집회 자체를 금지할 것이 아니라 해산명
령 등 현행법상의 제도를 통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사후적으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집회신고를 수리하는 기관(경찰)에게 판단의 여지, 평가의 여지를 계속 두어, 국회의사당, 법원, 국무총리공관
을 비롯한 현행법상의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가능 여부가 경찰에 의해 판단되고 결정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집회의 규모, 집회의 방식 등에 대한
경찰의 판단에 의존하도록 하는 방식의 개정이 아니라, 현행법상의 집회금지장소 규정을 삭제하는 방식의 개정
이 필요하다.

06  집시법 제11조 제1호(국회의사당)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은 후 2018. 11. 27. 국회 정문 앞에서 집시법 제정 이래 처음으로 집회가 진
행되었다. 당시 인원의 규모가 크지 않고, 폴리스라인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집회신고가 수리되었는데, 이는 집회 규모, 집회 진행 방식에 대
한 구체적인 판단이 전제되어야 신고수리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2018. 10. 20. ‘2018 차별금지법 제정촉구대회 평등행진’을 진행하고자 국회정문 맞은편(진행방향 상위차로
유턴도로)을 지나는 행진코스를 내용으로 하는 집회신고를 하였는데, 경찰은 이에 대하여 집회금지장소라는 이유로 행진경로를 변경할 것
을 조건으로 제한통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정기국회 회기 중이기는 하지만 토요일이라는 점, 행진구간 중 일부만이 국회 경계에
서 100m 이내에 포함된다는 점, 전체 행진 구간(8.6㎞) 중 일부(320m)에 불과하여 비교적 단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질서유지
인을 배치하고 경찰과 협조하여 평화롭고 안전하게 진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찰의 제한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신
청을 인용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8. 10. 19.자 2018아13020 결정). 위 사안에서도 행진의 규모, 전체 행진 구간에서 집회금지장소가 차
지하는 비중, 행진의 성격 등을 행진 가능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는바,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사안을 살펴서 집회·시위 가능여부가 판단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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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집시의 자유가 멈춘 장소-집시법 제11조 어떻게 할 것인가”
발제에 관한 토론문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과 관련하여 특히 두 발제문은 모두 장소금지규정을 삭제하도록 하는 개정을
제안하고 있다. 발제문의 취지와 논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동감하는 바가 크지만, 토론자의 역할
이 있으므로 발전적 논의를 위하여 몇 가지 문제제기를 해보기로 한다.

한상희 교수님께서 잘 설명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집회시위의 자유는 인격의 발현이라는 주관적인
권리의 의미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표현행위의 하나이며, 민주적 기본질서를 구성하는
기본권의 의미도 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기본권이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집회장소의 제한규정에 대해서 입법개선을 하도록 한 결정례
를 보면, 일률적이고 전면적인 집회시위장소의 제한은 침해최소성, 법익균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
고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입법자에게 집회시위의 장소규제와 관련해서 검토해야 하는 기준들을 제시
하고 있다. 이 기준 중에는 발제문에서 모두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장소제한의 목적에 대해서는 헌법
기관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은 합헌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가 있다.

발제문에서 누누이 설명된 바와 같이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 본질적인 침해가 될 정도로 많은 규제
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한이 상당히 위헌성을 의심받을 수도 있지만,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
한 보장한다고 하여도 일정한 제한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보면, 우선 목적, 정의,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금지,
특정인 참가의 배제를 정하고 집회 및 시위의 금지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 법률의 취지는 집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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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의 보장을 우선 고려한다는 구조로 보인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집회 및 시위의 금지규정을 보면,
내용과 형식에 관해서 제한하고,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에 대해 정하며,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을 정하고 옥외집회시간제한(2008헌가25 헌법불합치 결정과 2014년에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
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이라는 2010헌가2 한정위헌결정으로 위헌무효가 되었으
나 아직 법률정비를 하지 않음), 옥외집회금지 장소(2000헌바67, 2013헌바322, 2015헌가28, 2018
헌바137 등 헌법불합치 결정이 여러 차례 있었으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계속적용・입법개선의무발
생),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질서유지선의 설정, 확성기 등 사용제한, 적용배제사항, 주최자 준수사항,
질서유지인 준수사항, 참가자 준수사항, 경찰관 출입,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또한 집시법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금지하는 장소, 방식, 확성기 등 소음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규제가 상당한 정도로 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문제
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개정시에는 야간옥외집회 등 규정
도 함께 삭제하는 등의 개정도 함께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소의 제한에 대해서도 지금 현행 장소제한규정이 없어도 헌법기관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는 시위
방식을 충분히 유지하게 할 최소한의 제한을 둔다면-예를 들어 소음기준, 폭력시위금지 등- 굳이 이
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나 법원의 경내에서의 집회시위는 기능수행에 지
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지 않은지, 경내에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국 입법
례처럼 (고립되지 않은) 보호구역을 두거나 헌법기관에서 제한을 둘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는 집시법에서는 이를 삭제하더라도 각 헌법기관의 관리와 관련해서는 이에 대해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는 것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을 듣고 싶다.

소음에 대해서 들리는 시위를 위하여 불가피하고 필요하기도 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국회 내에
서 일을 하다보면 집중해서 연구해야 하거나 생각해야 하는 일이 불가능할 정도로 소음이 심한 경우
들이 종종 있다. 생각해보면 들리는지 안들리는지 모르고 시위하는 입장에서는 꼭 들어라 하는 취지
로 큰 소리를 내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데시벨만 규제할 것이 아니라 시위가 있을 때 그 요
지를 접수할 수 있는 어떤 방식 또는 들릴 수 있다는 개연성이 큰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보기
도 한다. 집회와 시위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일단 인지되는 어떤 형식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시는지도 여쭤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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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민선 공권력감시대응팀

어디서나 자유롭게 집회 열자!
- 집회의 자유, 관리가 아닌 권리이기에

1. 집회 ‘장소’의 의미

"그토록 오고 싶었다. 그동안 늘 막혔던 청운동 입구를 지나서 청와대 100미터 앞으로 행진하고 있
다. 이곳에 오고 싶어서 그동안 많은 수모를 당했다. 내팽개쳐지기도 하고 얻어맞기도 했다."

- 2016년 12월 3일 박근혜 퇴진 6차 촛불집회, 청와대 100미터 효자치안센터 앞에 선 세월호 가
족의 말. 당시 경찰의 금지통고에 가처분 신청을 반복하면서 900미터, 400미터, 200미터, 그리고
100미터 앞 장소가 법원의 ‘허용’으로 열릴 수 있었음.

- 집회란 다수의 사람들이 공통의 의사 표현을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의도적이고 일시적으로 모이는
것. 집회의 자유는 기본적 권리로, 이를 보장하는 것은 다양한 신념, 관습이나 정책을 가진 집단들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관용적이고 다원적인 사회를 창출하는데 필수적.

- 언제(시간) 어디에서(장소) 어떤(내용) 집회를 할 것인가. 집회 장소는 집회를 구성하는 핵심적 요
소 중 하나이며, 집회의 목적과 맞닿아있음. 집회는 그저 ‘모이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다중이 모이는 것으로 집단적인 의사표현 행위. 표현의 대상이 보이고 들릴 수 있
는 곳에서 집회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음.
집회의 자유는 민주적 공동체가 가능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근본적인 기본권이다. 집회 장소가 집회의 목적과 효
과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
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헌법재판소 (2003년, 2000헌바67·83(병합)

52

집시법 11조 토론회

보이고 들릴 수 있음–공중집회는 특정한 사람, 집단이나 조직을 타겟으로 하여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개최된
다. 그 타겟 대상이 보고 들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집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지침 (2010년, OSCE/ODIHR 및 베니스위원회)

2. 권력기관을 성역화 하는 집회 금지 장소 규정

- 집시법 11조에 열거된 집회 금지/제한 장소들은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공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집시법 11조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규정은 이 장소들을 집회로부터 보호하며, 권력기관들을 성역화 해왔음.

- 이 장소들은 우리의 삶에 무수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법제도와 정책이 논의되고 결정되는 곳임. 이러한 권력
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야 함. 하지만 집시법 11조는 의사표현
을 하는 주체와 그 대상을 ‘분리’시키면서 집회의 목적과 효과를 퇴색시키는 역할을 해옴.

- 11조 금지 장소 외에도 10조 금지 시간, 12조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등 각종 금지/제한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는 집시법은 그 목적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닌 ‘규제’하고 ‘관리’하는데 있음. 2016년 방한한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보는 집회 시간과 장소 금지 규정을 포함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집시법을 개정
하라고 권고한 바 있음.

<현황>
30. 집시법 제11조는 청와대(대통령 관저),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외교기관을 포함한 주요 정부 부처와 외교 공
관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특별보고관은 평화로운 집회 장소에 대한 무조건적인
제한은 본질적으로 비례성에 어긋난 제한이라고 주장한다. 법을 통해 집회의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두고 이에 대
한 예외를 만드는 것은 자유와 제한의 상관관계에 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당연한 권리를 특권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러한 제한은 집회의 대상이 보고 들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집회를 할 수 있는 것 또한 제한한다.
<평화적 집회의 자유 권리에 관한 권고>
집시법과 그 적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 :
ⅱ) 집회의 일시 및 장소에 대한 일률적 금지를 방지할 것
-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한국보고서 (2016년 6월, A/HRC/32/36/
Add.2)

3. 집시법 11조 개정안의 문제

- 현재 발의되어 있는 집시법 11조 개정안 다수는 기존의 원칙적 금지 규정을 유지하면서 ‘조건’에 따라 예외
적 허용하는 방향임. 예외적 허용 사유는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보호되고, 대규모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소규모일
경우로 요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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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조건은 사실상 집회를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운용되도록 기능함. 일례로 작년 11월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에서 개최한 국회 앞 집회의 경우, 집시법 11조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로 집회 신고에 대해 금지통
고가 나진 않았으나 “신고 인원(50명) 및 신고 장소·시간에 준법집회를 개최하라”는 제한통고 하에 이루어짐.
규모나 내용에 따라 집회를 불허하거나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이 공권력에 주어지는 것으로 집회의 자유 권리와
배치되는 방향임. 예외적 허용 사유를 둘러싼 공권력의 자의적 해석과 적용이 우려되며, 집회의 성사 여부가 경
찰에 좌우되는 것임. 이는 헌법에 명시된 ‘집회의 자유에 대해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에 어긋나는 것임.

- 집시법 11조에서 외교기관의 경우, 2003년 위헌 결정(2000헌바67) 이후 예외적 허용 사유를 두는 방향으
로 개정이 이루어짐.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① 당해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
려가 없는 경우 ③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되는 경우) 하지만 개정 이후에도 외교기관들 앞 집회
는 숱하게 금지되었고, 그 이유는 규모나 내용을 봤을 때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
임.01

- 집시법 11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는 해당 기관의 기능 보호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집회의
자유 권리를 침해해왔다는 것임. 기존의 원칙적 금지를 유지하면서 공권력의 해석과 적용에 기대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다수 개정안의 방향은 기존 집시법 11조의 기본권 침해의 문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며, 공권력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임.
<현황>
26. 집시법 제8조 1항은 집회 또는 시위가 제5조 1항, 제10조 또는 제11조에 위반되거나 제12조에 따라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될 때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런 규정은 당국이 집회를 허가하
거나 제한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을 갖게 하며 실제 신고제에 반하여 집회를 ‘허가’하는 것에 달한다. 경찰은 언
제 집회를 금지할 것인지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을 행사하고 있다.
<평화적 집회의 자유 권리에 관한 권고>
집시법과 그 적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 :
ⅰ) 평화적 집회에 대한 권리의 행사가 사실상 허가제가 아닌 사전통고 정도만으로 규율되도록 보장할 것
-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한국보고서 (2016년 6월, A/HRC/32/36/
Add.2)

01  금지통고 사유별 현황에서 금지장소에 대한 건수는 다른 사유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인데, 그 이유는 집시법 11조 금지 장소 규정으로 아예 집
회신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 집시법 11조 이유로 금지통고된 사례 중 대다수는 예외적 허용 규정이 있는 외교
기관의 경우임. 금지통고된 집회의 신고내용과 경찰의 금지통고 사유를 보면, 예외적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집회의 내용이 해당 외교기관의 본국과 관련된 사안이기만 하면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금지통고를 하고
있었음. 휴일에 개최하는 집회에 대해서도 해당 외교기관인 365일 근무체계를 갖추고 업무를 하고 있다며 협조요청을 한 것을 근거로 내세
우며 금지통고를 하고, 과거의 집회 경력을 언급하며 기능과 안녕 침해를 추단함. 결국 집시법 11조 4호 운영에서 예외적 허용 사유들이 실
질적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집시법 제11조의 집회금지장소의 문제점과 대안> 국회 토론회 (2016년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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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집회에 대한 금지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특정한 장소나 시간, 또는 모든 장소와 시간에 완전히 권리
의 행사를 금지하는 등의 전면적인 집회 금지는 본질적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이는 그러한 금지로
인하여 집회 각각의 사정에 대한 고려가 배제되기 때문이다.
-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과 비사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적정
한 집회관리”에 관한 공동보고서 (2016년 2월, A/HRC/31/66)

4. 집회의 자유, 말할 권리를 넘어

- 집시법 상 사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기자회견, 플래시몹, 피켓팅의 경우에도 공권력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앉아서 진행하면, 구호를 외치면, 사람이 많으면 ‘집회’라며 미신고 불법 집회로 탄압하고 처벌해옴. 2017년 9월
경찰개혁위 권고로 경찰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을 관리에서 보장으로 변화하겠다고 했지만, 집시법 11조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여전히 경찰은 국회 인근이 집회 신고 예외 장소라며 아예 신고를 받지 않기도 하고, 신고
없이 집회를 하면 채증과 해산명령을 하면서 사후 처벌할 것이라 위협하기도 함.

- 지난 7월 16일과 18일, 노동개악 시도에 항의하고자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 2만 명 투입하고 주
변을 버스로 포위하며 국회 바깥만이 아니라 국회 안까지 진을 친 경찰들. 국회의 보호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어떤 보호인가. 집회로부터의 보호-듣지 않겠다는 것으로 특권에 대한 보호. 집회의 자유는 이 사회에 함께 살아
가는 구성원으로서 삶에 영향을 미치는 논의와 결정에 대해 말할 권리, 그러나 그 말이 전달되어야 할 대상에게
전해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음. 권력에 대항하는 집회를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게 하는 각종 금지/제한 장치들
은 집회의 자유의 본질에 반하는 것.

- 나아가 거리에서의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 있는 집회의 자유는 말할 권리 이상의 의미를 가짐. 집단이 모여
위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적극적인 의사 표현의 행위이며, 이러한 과정은 민주주의 사회의 성원으로서 서로를
확인하는 계기이기도 함. 집회의 자유 권리에 대한 국가의 의무는 단지 침해하지 않는 소극적 의무에 머물지 않
으며, 집회의 자유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촉진하는 적극적 의무가 수반되어야 함. 집회가 계획한 시간과 장
소, 내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부터 집회로 야기될 수 있는 불편에 대해 감수하는 것, 점점 줄어
들고 있는 공공장소의 사용을 보장하는 것 등.

-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는 집회의 대상이 되는 권력기관들을 집회로부터 성역화 하면
서 집회의 자유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온 조항임. 말할 권리는 곧 들릴 권리, 집회의 대상이 되는 기관들의
들을 의무가 동반될 때 의미를 가질 수 있음. 집시법 개정 논의 과정이 집회의 자유 권리와 이에 대한 국가의 의
무를 성찰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람. 권력기관과 경찰의 ‘선의’에 기댈 것이 아닌, 집회의 자유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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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한국의 시민사회는 다양하고 의욕적이며 활기가 넘치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이슈에 대해 목소리
를 내고 있다. 대중이 평화적으로 함게 모여 거리를 점거하거나 또는 정부기관을 점거하여 의사를 표출하고 변화
를 꾀하는 전통은 영감을 주며 본받을 만하다. 특별보고관은 이렇듯 생기 넘치는 시민사회는 긍정적이며 계속 장
려되고 촉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집회가 소란스럽고 떠들썩하다는 점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그 너머
에 있는 시민들의 필요와 열망에 대한 표현에 집중해야 한다. 시민들의 필요와 열망에 대한 표현은 사회적 갈등
의 척도이면서 이를 해소할 평화로운 수단이다. …

14. 특별보고관은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자유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예외적으로만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상
기한다. 국가의 일차적 책임은 권리의 향유를 보장하는 것이지 이를 제한할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 하
나 이상의 권리가 모여드는 상황에서 당국은 한쪽의 권리를 다른 쪽에 비해 우선시하기보다 양 권리의 행사를 가
능한 최대한도로 촉진하기 위한 관점과 접근을 택해야 한다.
-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한국보고서 (2016년 6월, A/HRC/32/36/
Add.2)

13. 국가는 집회와 연관된 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의무뿐만 아니라, 집회에 참가하거나 집회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집회의 관리는 집회가 가능하
도록 조정하고 촉진하는 일을 포괄하며 이하 권고사항들에서도 그러한 광의의 의미로 해석된다.

17. 실천적 권고사항들 :
(a) 국가는 관련 국제조약들을 비준해야 하며 적극적인 평화적 집회 추정을 법률로 확립해야 한다. 집회와 연관된
이들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여러 권리들에 대하여 국가는 법적 보호를 제공해야 하며, 그러한 권리들을 이행하
는데 필요한 법률과 정책, 절차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가야 한다. 어떠한 집회도 비보호 집회로 취
급되어서는 안된다.

29.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이며 최대한 제한 없이 향유되어야 한다. 국가안보나 공공안전, 공
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미풍양속의 보호, 타인의 권리와 자유 보호 등을 위하여 민주사회에 필요한 제한들, 적법하
고 불가피하며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례하는 제한들만이 오직 적용될 수 있다. 제한은 규범이 아니라 예외가
되어야하며, 권리의 본질을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과 비사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적정
한 집회관리”에 관한 공동보고서 (2016년 2월, A/HRC/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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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
- 집시법 11조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2019년 7월 24일 수요일 10시~1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
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정,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민주노총, 전농, 인권단체 등이 모여 집시법 11조 폐지를 위한 활동을 합니다.
2018년 11월 국회 앞 1호 집회를 열었고, 지난 5월 집시법 11조로 처벌받은
당사자들과 함께 진행한 재심 청구가 인용돼 8월 재심 재판이 시작될 예정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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