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家機密保護制度와 국민의 알 權利에
관한 연구
천 상 범 (경기대학교)

【차

례】

Ⅰ. 연구의 目的
Ⅱ. 國家機密에 관한 기초이론
1. 국가기밀의 필요성 및 위험성
2. 國家機密, 秘密의 개념
3. 國家機密의 유형
4. 국가기밀의 요건
Ⅲ. 國家機密保護制度와 정보공개와의 관계
1. 국민의 알 權利
2. 알 權利의 기능 및 한계
3. 情報의 공개
Ⅳ. 결 론

국문요약
국민주권국가에서 모든 국가권력의 행사는 결국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의해서 그
최후적 정당성을 가지며, 情報의 자유로운 유통은 그 당연한 전제라고 할 수 있으므
로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함은 물론 그 권력행사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은 우리나라에서의 國家機密保護制度와 연계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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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알 權利, 정보의 공개 및 이와 관련된 문제점의 분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화
점 등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국민의 알 權利가 아무리 소중한 가치를 가졌다 할지라도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절대적∙무조건적 자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역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국가권력 또는 정부는 그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國家安
保라는 개념을 내세워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國家機密保護制度와 국민의 알 權利, 즉 정보의 자유 및 정보공개청구권과 상충되어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본 논문은 제2장에서 국가기밀의 기초이론으로 국가기밀의 필요성 및 위험성, 개
념, 우리나라의 판례, 일반국가기밀과 군사상 기밀의 법규정 및 분류, 요건, 범위 등
에 대하여 알아보고, 제3장에서는 국가기밀보호와 정보공개제도의 조화를 위해 알
권리의 의의, 법적 성격, 기능, 제한, 정보공개청구권, 현행 정보공개법과 비공개대상
정보 등을 살펴보았다.
각종 국가기밀보호제도 및 정보공개청구권과 관련 실정법적 고찰을 토대로 국가
기밀에 대한 접근∙이용을 제한하는 현행의 법제도에 대하여 앞으로 더욱 깊은 연구
가 행해지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국가기밀보호제도, 국민의 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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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目的
현대사회에 있어 정보는 권력과 자본의 결정이다. 情報化社會1) 또는 情
報社會2)의 진전은 구조적 불평등을 심화∙증폭시킨다. 정보의 독점, 정보
의 유통∙접근에서의 불평등 및 정보의 지배와 개인의 정보통제권 상실
또는 정보유통으로부터의 소외 등 이러한 기술들은 바로 현대 정보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문제의 핵심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소수에 의한
정보의 독점은 경제적 독점과 불평등을 확대 재생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정
보사회 또는 정보화사회에 대한 공법적 대응의 요청이 제기되는 것은 당
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공법적 대응의 가장 주된 문제영역의
하나가 바로 행정정보의 공개 문제이다.3)
그런데 國家安保와 관련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國家機密의 보호
는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
국민의 알 權利나 절차적 공정성의 보장이 요청되는 행정절차에 있어서
의 정보공개 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국가기밀보호의 유지가 어렵게 되

1) 情報化社會는 일반적으로‘기존의 언론매체의 확대에 추가하여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정
보처리 및 통신기술의 비약적인 진보에 따라 데이터의 이용가치가 높아지고, 사회에 유통
하는 데이터가 거대한 분량에 이르게 됨에 따라 일련의 사회구조의 변혁을 일으키는 상황
(�哲洙, 情報化社會와 基本權保護, - 情報公開法과 私生活秘密保護法을 중심으로-, 한
국공법학회, 1989.5), 또는‘정보 자체가 다른 재화나 에너지 이상의 유력한 자원이 되고,
정보가치의 생산을 중심으로 경제∙사회구조가 변화∙발전되어 가는 사회’
(권영성,『憲
法學原論』
,（파주: 법문사, 1996.3) p.399）
로 파악되고 있다.
2) �南辰,“情報化社會와 行政法體系의 再構成,”
『월간고시』
,（1991.8）
, p.83.
3) 洪準亨,『行政法總論』
,（2001.2）
, p.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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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국가안전보장이나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반면 국
가기밀을 내세워 국가안전보장이나 헌법질서를 강조하게 되면 정보공개
제도가 위축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견해차를
갖는 난해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딜레마의 해소를 위해서 조
정 내지 조화가 중요한 것은 물론 정보공개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정보공개제도의 전제로서의 국민의 알 권리 및
행정절차에 있어서 정보공개인 정보공개법 등과 국가기밀보호제도를 고
찰하여 우리의 현실상황에 알맞은 적절한 기준과 조화의 합일점을 찾고자
한다.

II. 國家機密에 관한 기초이론
1. 국가기밀의 필요성 및 위험성
가. 필요성
국가의 안전보장이란 외부의 직∙간접적 침략과 위협으로부터 국가가
자국의 안전, 즉 국가적 자기보존을 유지하고자 하는 생존의 원리이다. 또
한 그것은 단순히 군사적 수단에 의한 국토방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
치∙외교∙경제∙사회 심리적 분야 등 모든 방면에서 자국의 가치체계,
사회구조, 정치제도 등 그 국가의 근간이 되는 것을 수호하고자 하는 것이
다.4) 따라서 국가는 자국의 안전을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그 국가만
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필요로 한다. 즉 국가에 있어서 어떤 종류의 機密
내지 秘密5)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그 국익을 수호함에 있어 필요한 것은
4) 朴哲彦,“言論과 國家安保”
,『한국 언론연구소』
,（1988.5）
, p.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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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다. 물론, 국가가 비밀을 보유하고 이를 비공개상태로 보호∙유지
하여 나간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폐단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비밀은 인간에 있어서 불(火)과 같이 없을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불과 같
이 두렵다. 그것은 인생의 가치를 높이고 옹호하지만 또 인생의 숨통을 정
지시키고 황폐시키고, 모든 것을 그 관리 하에 미치게 하는 폐단도 있다.6)
국가에 있어 어떤 중요한 機密 내지 秘密은 알려지지 않은 것이 그 국익
을 수호함에 필요한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예컨대 외교의 교섭∙절충
과정에서 기밀이 누설된다면 그 국가가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될 뿐만 아
니라 교섭자체를 실패로 끝나게 할 위험성이 클 것이고, 군사행동과 같은
것은 군대의 인명손실의 방지와 직접적인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그 機密이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당연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을 國家機
密로 하여 이를 누설하면 처벌하고 있다.
반면에 국민의 알 權利7)는 개인의 행복추구 등 자기실현에 불가결한 조
건인 동시에 무엇보다도 참정권을 유효하게 행사하기 위한 전제이기 때문
에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지 않는 곳에서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정치에
참가하거나 중대한 국민적 이해관계에 관하여 옳은 판단을 내리길 기대할
수 없다. 국민의‘알 權利’
의 충족은 국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능
률적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물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합리적인 범위의 비밀사항을 갖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5) 機密과 秘密에 관한 국문학적인 개념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機密」
이라 함은“함부
로 드러내지 못할 대단히 중요한 비밀”
이라 하고,「秘密」
이라 함은“공개하지 않음 또는
숨겨 남에게 알리지 않는 일”
이라고 한다.(새국어대사전, 책임감수 양주동, 신한 출판사)
6) 大澤正道(譯)∙Sissela Bok(著),『秘密と公開』
,（日本 法政大學 法學部, 1997.10）
, p.31.
7) 알 권리는 정보의 흐름 속에서 그 수령대상이 되는 국민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
보를 자유롭게 수령하고 나아가 수집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자세히는 윤명선∙김병
묵,『憲法體系論⑴』
, (法律界, 1996）
, pp.544-545; 윤명선,“알 權利”
,『月刊考試』
,
（1993.12）
, p.8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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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나. 위험성
부정적인 위험요소를 살펴보면 국가기밀의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이
를 장악하는 소수 엘리트나 지배권자의 손에 실권이 집중되는 반면 일반
국민은 정보의 결여로 중요한 판단능력을 상실하게 되어 결국 愚民政治를
낳게 하는 계기가 된다. 또한 국가가 갖는 정보의 양은 방대하고 국가가
수집한 자료나 국가정책에 대한 상당부분은 國家機密로서 공개하지 않고
정보독점을 꾀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오늘날의 국가비밀주의 지향은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계획의 실패 그리고 판단의 잘못 등 국가의 과
오를 숨기는 수단8)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많아져 국가비밀은 주권자인 국
민의 알 권리에 중대한 제한과 침해의 결과를 낳기도 한다.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것은 곧 누가 권력을 쥐고 그 권력을 어
떻게 쓸 것인가를 결정한다. 따라서 행정부는 증가 일로에 있는 각종 機密
을 독점함으로써 한 정권의 유지수단으로 이용하게 된다.9)

2. 國家機密, 秘密의 개념
가. 國家機密의 개념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사회에 있어서는 각종 기밀에 대한 보안유지가 날
로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國家機密」
또는「國家秘密」
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실정법에서는
혼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개념에 대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국가기밀이라 함은 공지의 사실이 아닌 것으로서 적국을 포함한 외국에
8) 이동훈,“言論自由의 현대적 기능에 관한 硏究”
（성균관대
,
박사학위논문, 1990）
, p. 317.
9) 위의 글,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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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설되는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명백한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
는 것이면 秘密이건 對外秘이건 그 형식여하에 관계없이 국가기밀에 포함
된다고 하겠다.
국가기밀의 개념에 관하여서는 각종 법령상 차이가 있어 불명확하기도
하다. 그러므로 현행법령과 판례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이를 살펴본다.
1) 법령상의 개념
⑴ 國家保安法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
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1948년 12월 1일 제정(법률
제10호)된 國家保安法(1980년 12월 31일 전문개정, 법률 제3318호)은 제4
조 제1항에서‘군사상 기밀’
과‘국가기밀’
로 나누고,“반국가단체의 구성
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이를‘가’
목
과‘나’
목으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심지∙수집∙누설∙
전달하거나 중개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 軍事上
機密 또는 國家機密이 국가안전에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
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나) 가
목 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에서는 국가기밀을 군
사상 기밀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발생시에는 처음부터 국가 총력전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현대전의 양상
에 비추어 볼 때, 기밀의 범위는 비단 군사상의 기밀에 한정될 수 없고, 필
연적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모든 중요사항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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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과 직결되며 또한 군작전 수행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機密性을 지
니는 한 군사상기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대법원도 시종 일관되게
이에 대하여는“군사상기밀은 순수한 군사기밀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방면에 걸친 모든 기밀사항을 포함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國家機密이라 함은“대한민국의 국방정책상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알리지 않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사실∙물건 또는 지식”
을 의미하며,10)“국가안전보장상 대외적으로 비밀
로 할 필요성이 있는 군사∙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방면에 관한
기밀사항”
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11) 이는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견해이며,
국가보안법상 기밀의 범위를 대폭 축소한 최근의 전원 합의체 판결에 있
어서도 기밀의 개념에 관해서는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국
가보안법상 國家機密의 개념은 가장 넓은 의미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⑵ 刑法
형법(1997.12.13 개정 법률 제5454호) 제98조(간첩)에서는 간첩의 개념
을 정의함에 있어서, 동 조 제1항에서는“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
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2항
에서는“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라고 규
정하고 있는 바 제2항에서의「軍事上 機密」
은 국가보안법상「國家機密」
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원래 형법상 간첩행위는 군사상의 기밀을 탐지∙수집
또는 누설하는 것을 뜻하였지만, 오늘날의 총력전화된 현대전의 양상 아래
서는 군사상의 기밀이란 것이 순전한 군사기밀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한 제반 사항을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10) 黃敎安,『國家保安法解說』
, (집영출판사, 1998.6), pp.120-121.
11) �外洙∙鄭京植,『新國家保安法』
, (박영사, 1987.10), 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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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군사상 기밀은 곧 국가기밀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12)
⑶ 國家情報院法
국가정보원의 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가안전보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가정보원법(1980년 12월 31일 제정, 법률
제3313호) 제13조(국회에서의 증언) 제4항에서“이 法에서‘국가기밀’
이
라 함은 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
원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으로써 국가기밀로 분류된 사항에 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國家機密이라 함은 한정된 인원에게만 지득이 허용되는 범위와
내용을 의미하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한 바 있는 국가보안법상 고도의 중
요기밀만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고, 단순기밀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야 할 것이다. 또한 일정한 사항 중 國家機密로 분류된 것에 한하므로 후
에 설명하는 기밀의 形式秘性에 해당되는 것만이 국가기밀에 해당되기 때
문에 그 범위를 매우 좁게 규정하고 있다.
⑷ 軍事機密保護法
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14호로 전면 개정된 군사기밀보호법은 군
사상의 기밀을 보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
다. 군사기밀보호법은 제2조(정의)에서“이 법에서‘軍事機密’
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 관련 문서∙도화∙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
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행하여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군사기밀’
의 개념을 분석하면, ⑴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 즉 非公知性을 요건으로 함으로써‘機密’
의 기본 뜻을 분명하게 하고
12) �外洙∙鄭京植(1987), pp.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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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機密의 유형에 있어서, 군 관련 문서 등으로서 군사기밀 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행하여진 것으로 규정하여
기밀의 유형을 한정하였으며, ⑶ 군사기밀이 누설된다고 하더라도 있을
수 있는 모든 경우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
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국한하여 가벌성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⑸ 保安業務規程
1964년 3월 제정되어 1981년 10월 7일 전면 개정된 보안업무규정(대통
령령 제10478호)은 국가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同
法 제1조)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정의) 제1호에서는 국가기밀은“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
는 사항”
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판례상의 개념
⑴ 대법원의 판례
①“현행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정한 國家機密을 해석
함에 있어서 그‘國家機密’
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방면에 관하
여 반국가 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사실∙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그것들이 국내에서의 적
법한 절차 등을 거쳐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물건 또
는 지식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 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
가의 安全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機密로 보호할 實質價値를 갖춘
것이어야 할 것이다.
다만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가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
을 받은 자의 목적수행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그것들이 공지된 것
인지 여부는 신문∙방송 등 대중매체나 통신수단 등의 발달정도, 독자 및
청취의 범위, 공표의 주체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아 반국가 단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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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령을 받은 자가 더 이상 탐지∙수집이나 확인∙확증의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라 할 것이고, 누설할 경우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기밀을 수집할 당시의 대한민국과 북한 또는 기타 반국
가 단체와의 대치현황과 안보사항 등이 고려되는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
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 기밀이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누설되
는 경우 반국가 단체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
험성이 명백하다면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13)라고 하여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
한 모든 정보자료로서 순전한 의미에서의 국가기밀에 한하지 않고 정치∙
경제∙사회∙문화 등 각 방면에 관한 국가의 모든 기밀사항이 포함되며
그것이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항이라
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에게는 유리한 자료가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국가기밀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② 형법 제113조 제1항 소정의“외교상의 기밀”
이라 함은 외국과의 관계
에서 국가가 保持해야 할 기밀로서, 외교정책상 외국에 대하여 비밀로 하
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자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외국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항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를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외교정책상의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외교상의 機密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4)
③ 군형법 제80조에서 말하는“軍事上의 機密”
이라 함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기밀사항으로 규정되었거나 기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
니하고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기밀로 된 사항은 물론 객관적, 일반적인 입
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되는 사항도 포함한다

13) 大判 1997. 7. 16, 97도985 전원합의체 판결(다수의견); 大判 1997. 7. 25, 97도1295; 大
判 1997. 11. 20, 97도2021 전원합의체 판결(다수의견).
14) 大判 1995.12.5, 94도2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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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해석된다.15)
④ 군사기밀보호법상“軍事機密”
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 관련 문서∙도화∙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기록 또는 물건
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지 또는 공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행하여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하며16)
⑤ 형법상의 간첩죄에 있어서의“國家(軍事)機密”
이란 순전한 의미에서
의 국가(군사)기밀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방면에 걸쳐 북한 괴뢰집단의 知∙�知에 불구하고 국방정책상 위 집
단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을 우리나라의 이익으로 하는 모
든 기밀사항을 포함한다.17)
⑵ 헌법재판소의 판례
①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제7조, 제10조 소정의“군사상의 비밀”
은그
개념 및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무효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헌
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면이 매
우 크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하여 그 범위를 한
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들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軍事機密이 非公知의 사실로서 적법절차에 따라 군사기밀로서의
표지를 갖춤과 아울러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에 명백
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만큼 실질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해석 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
한다.18)
②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國家機密”
은“가”
목과
15) 大判 2000.1.28, 99도4022; 大判 1990.8.28, 90도230.
16) 大判 2000.1.28, 99도4022.
17) 大判 1986.7.8, 86도861; 大判 1983.4.26, 83도416.
18) 憲裁 1992.2.25, 결정89헌가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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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목에 있어 공통적인 의미로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 즉「비공
지의 사실」
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
래한다고 볼만큼의 실질가치를 지닌 사실∙물건 또는 지식이라고 한정 해
석해야 하고, 그중“가”
목 소정의“國家機密”
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
에 있어서“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또“보다 고도의”국가기
밀을 의미하여 그 이외의 것은“나”
목 소정의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이해
할 수 있다.“나”
목 소정의“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
은 일반인에게 알
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만큼의 實質價値를 지닌 사실∙물건 또는 지식이라
고 해석하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19)
⑶ 결어
「國家機密」
의 개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령에 따라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國家機密」
의 구체적 개념은 판례를 통하여 해석되고 있
는데 과거 판례의 입장은“대한민국의 안전과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자료로서 공지의 사실이라도 적을 위하여 유리한 자료가 되는 사항은
국가기밀로 해석하였다. (대판 1995. 7. 25, 95도1148)
그러나 최근 판례동향은“國家機密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할
경우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나아가 국민
의 기본권인「알권리」
를 불합리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엄격하게 한
정 해석하고 있다. (憲裁 1997. 1. 16, 92헌바626)
따라서, 최근 판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기밀이라 함은 공지의 사실
이 아닌 것(非公知性)으로서, 적국을 포함한 외국에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
보 및 국익에 명백한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實質的으로 있는 비밀(實
質秘性)이면 비밀이건 대외비이건 그 형식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이에 해
당된다 할 것이다.
19) 憲裁 1997.1.16, 결정92헌바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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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령 제25호,1969.5.30 제정) 제7조
제3항에 비밀이 아닌「對外秘」
란 것이 있는데 대외비란 그것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은 아니
지만,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
기 위해“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은 이를‘대외비’
로 하며,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라고 하였다. 따라서 대외비는 그 내용상 비밀이
아니라는 것이지, 중요도가 비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물
론 대외비도 국가기밀에 포함됨은 당연한 것이다.
나. 國家秘密의 개념
국가비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일반인에게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국익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법령이 정
한 비밀분류지침에 의거 비밀로 분류된 사항을 말한다. 그러나 법령 및 판
례상의 개념을 정리하여 본다.
1) 법령상의 개념
⑴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제2조(정의) 제1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과 같다.“
「秘密」
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
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이 令에 의하여 비밀로 분
류된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밀은 국가기밀 중에서 특
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항을 별도지정,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취급
관리토록 한 것으로, 문서∙도화∙조각 등 그 형태와는 상관없이 내용이
비밀에 해당되면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비밀에 대해 보안업무규정에
서 정한 비밀분류지침에 의거 Ⅰ∙Ⅱ∙Ⅲ급비밀로 분류(實質的 要件)되
고, 또한 별도의 비밀 표지가 명시된 것을 그 요건(形式的 要件)으로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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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또한 제4조(비밀의 구분)에서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Ⅰ급비밀∙Ⅱ급비밀∙Ⅲ급비밀로 구분하고 있으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비밀세부분류지침을 작성하여 놓고 활용하도록 하
고 있다.
2) 판례상의 개념
⑴ 대법원 판례
① 국가공무원법상“직무상 비밀”
이라 함은 국가공무의 민주적∙능률적
운영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사실이 일반에 알려
질 경우 그러한 행정의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행정기관이 비밀이라고 형식적으로 정한 것에
따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즉, 그것이
통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다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비밀성을 가졌는
지 또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
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이 객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20)라고 하여, 직무
상 비밀은 다수인에게 인지되지 않고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
② 형법 제127조에서 말하는“公務上 秘密”
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그것
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본 조항은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
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21)
③ 형법 제127조 소정의“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
이라 함은 반드시 법
령에 의하여 또는 인위적으로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뿐만 아니라 정
20) 大判 1996.10.1, 94누7171.
21) 大判 1996.5.10, 95도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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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경제∙군사∙외교적 또는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일반
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을 포
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22)
⑵ 결어
國家秘密에 대한 법령상의 개념은「보안업무규정」
에 정의되어 있는 바
와 같이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만이 비밀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그 내용이
일반에게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실질적으로 있는 국가기밀로서(實質的 요건) 국가비밀을 Ⅰ∙Ⅱ∙Ⅲ급으
로 분류하는 규정인 보안업무규정이 정한 비밀분류지침에 의거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Ⅰ∙Ⅱ∙Ⅲ급비밀로 분류된 사항(形式的 요건)을 말한다. (보
안업무규정 제2조 제1호)
따라서, 비밀은 국가기밀 중에서 특별히「秘密」
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항을 Ⅰ∙Ⅱ∙Ⅲ급비밀로 별도 지정하여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취급토
록 한 것으로, 문서∙도화∙조각∙필름∙사진∙상황판∙지도∙괘도 등
그 형태와는 상관없는 것이다.
그러나 각종 판례상에는 Ⅰ∙Ⅱ∙Ⅲ급비밀로 분류되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 었어도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비밀성이 없으면 비밀로 취급하지 않
으며,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
밀성만 있으면“비밀”
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實質秘說을 취하고 있다.

3. 國家機密의 유형
국가기밀을 일반 국가기밀과 군사상의 특수한 제 범위에 한정된 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상의 기밀로 나누어 고찰할 필요가 있다.

22) 大判 1981.7.28, 81도1172; 大判 1982.6.22, 80도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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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 國家機密
1) 법규정
국가정보원은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
안업무,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업무 등을 수행하는데(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2, 5호), 전자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보안업무규정(1981
년 10월 7일 개정, 대통령령 제10478호)이, 후자에 관하여는 역시 대통령
령으로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1981년 3월 2일 대통령령 제
10239호)이 각각 제정되어 있다.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장은 국가기본정
책의 수립, 국가정보의 중∙장기판단, 국가보안방책 수립 등에 관한 기획
업무(동 규정 제4조) 및 각 부처의 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업무(동
규정 제5조)를 담당한다.
2) 국가기밀의 중요도에 따른 법령상 분류와 취급
보안업무규정 제2조 제1호에서는‘秘密’
을“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보안
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한
뒤 제4조에서 그 비밀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1, 2, 3급 비밀로 구
분하였다. 1급비밀은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
쟁을 유발하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요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이고, 2급비
밀은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이며, 3급비밀은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이다. 한편 대통령훈령으로 제정된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별
표1〕
기본분류지침표에서는 1, 2, 3급비밀의 보다 상세한 내용 및 분류기준
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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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서 위 1, 2, 3급 비밀 외에 직무수행
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을“對外秘”
라 하여 비밀은 아니나 비밀에
준하여 취급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면에서 비밀에는 4가지 등급이 있
게 되는 것이다.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 또는 과소
분류하여서는 아니 되며,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
류하고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서 분류하여서는 아니 되며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발행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동 규정 제10조).
3) 實質的 의미의 비밀
實質秘說을 따를 경우 어떤 사안이 실질적 기밀인가를 판단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국가기밀의 실질요건인‘非公知性’
과 기밀보호의‘필요성’
에대
한 최종판단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에 따라 법원귀속설과 정부귀속설
이 있다. 세계적 통설은 법원귀속설(법원판단설)이라고 하겠으나 정부의
국민대표성을 내세우는 편에서는 국가기밀의 최종 판단자는 국민이고 정
부는 국민의 의사에 따라 조직되었다는 주장을 내세워 정부귀속설(정부판
단설)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결국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과 國家機密의 보호라는 두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하여 사법부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기밀
특히, 국가안보나 외교상의 기밀과 같이 민감한 정보나 자료에 대한 각국
의 사법심사는, 때로는 정치적 판단이 더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
기는 하지만 대체로 형식적 심사에 그치고 심지어는 인권 침해적인 양상
마저 보이고 있다. 미국과 일본처럼 사법부가 일반적인 사법심사와 함께
최종적인 헌법 해석권을 지닌 법제도하에서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國
家機密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권은 사법부에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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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 대한 최종 해석권은 일반법원이 아닌 헌법
재판소에 있고, 헌법소원제도를 인정하여 일반사법절차와는 별개의 권리
구제절차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법원의
재판」
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4) 형식적 의미의 秘密
법원이 국가기밀에의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할지라도 그 사법심사의 과
정에 있어서 행정관청이 한 비밀지정의 효과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
이 문제로 된다.
實質秘說을 취하는 이상 행정관청의 비밀지정이 법원의 사실인정을 구
속한다고는 할 수 없으며, 당연히 법원으로서는 독립하여 새로이 판단하
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그 지정이 전혀 추정력을 잃는다고
는 할 수 없다. 비밀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지정의 효과가 달라진다.
즉 그 비밀의 공개가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등의 고도의 비익
성을 요하는 경우와 같은 비밀은 그 판단에 복잡한 정치상황의 분석을 필
요로 하기 때문에 법원의 증거에 의한 판정능력을 넘는 것도 많고,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의 비밀지정이 가지는 비밀보호의 필요성에 관한 추정
력의 일정한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行政官廳에 의한 비밀지정은 직무상의 명령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그 지정된 비밀의 누설은 소속장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하는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7조 등)에 위반하는 것이 되고 公務員
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국가공무원
법 제60조)할 의무를 위반하게 되어 징계처분(동법 제78조 제1항 등)을 받
게 된다. 징계처분은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命令에 위반
하였을 때나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
과된 의무를 포함한다.)에 위반하거나 의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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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등이 해당될 것
이다.
행정관청이 스스로 秘密로 지정한 사항의 비밀성을 유지∙보호하는 가
장 적절한 수단은 이러한 내부규율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
에서 비밀지정은 형사처벌의 경우와는 달리 징계벌의 경우에는 거의 절대
적인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23)
나. 군사상 機密
1) 법규정
국가기밀 중 군사상의 특수하고 한정된 범위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법
률로서 우선 군사기밀보호법(1993. 12. 27 전면개정)이 있다. 그리고 군사
상 기밀의 관리, 취급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비롯한 군사기밀보호법
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 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1994. 7. 20 전면개
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다. 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에 의하면 軍事
機密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 관련 문서∙도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
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행하여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하는 것
으로서 ① 군사정책∙군사전략∙군사외교 및 군의 작전계획과 이에 따르
는 군사용병에 관한 사항, ② 군의 편제∙장비 및 동원에 관한 사항, ③ 군
사정보에 관한 사항, ④ 군의 운수 및 통신에 관한 사항 ⑤ 군용물의 생산,
공급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등이다.
2) 軍事機密의 분류
이 같은 軍事機密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군사 1, 2, 3급 비
23) 伊藤正己,“國家の機密と報道の自由⑴,”
『ジユリスト』
, (1974. 4), p.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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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로 구분한다. 그중 군사 1급비밀은 국가기밀 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
장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이
고, 군사 2급비밀은 군사기밀 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위
험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이고, 군사 3급비밀
은 軍事機密 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
로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으로 규
정하고 있다.
3) 軍事機密의 보호
군사기밀취급자는 軍事機密이라는 뜻을 표시, 고지하여야 하고 다만 군
사기밀의 표시 또는 고지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것은 그 군사기밀에의
접근을 방지하거나 그 소재를 은폐하는 등 군사기밀의 보호에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하며(同法 제5조 제1항), 이러한 군사상 기밀의 관리∙취급∙
표시∙고지 기타 기밀보호에 필요한 상세한 사항이 군사기밀보호법시행
령에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군사기밀취급자가 위와 같은 기밀보호상 필
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처벌된다(동법 제10조). 한편 군사상 비밀이라
하더라도 國民에게 알릴 필요가 있거나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현
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 국방부장관이 공개∙제공∙설명할 수
있다.(동법 제7, 8, 9조, 시행령 제7조).

4. 국가기밀의 요건
국가기밀의 개념분류는 形式秘說과 實質秘說에 의하고, 원칙적으로 이
른바 실질적 기밀이 전제되는 것임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이하에서는 이
러한 實質秘說에 입각하여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국가기밀의 요건을 고찰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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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非公知性
특정한 사안이 성질상 비밀로서 保護할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
이 이미 일반에게 알려진 것이라면 그 보호의 가치는 없다. 이 비공지성의
요건은 행위 당시 한정된 인적 범위에서만 알려졌을 뿐 그 범위를 넘어 알
려지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24) 일반에게 공지되지 아니하고 한정된 사람에
게만 접근 가능한 것이어야 하므로 적어도 그 접근가능한 사람은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 확정은 사람들을 일일이 이름을 적시하거나 그 수를
確定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비밀사항을 취급하는 기관∙부서
에 소속한다는 등 특정한 징표에 의해 한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비공지성의 基準은 상대적인 것이다. 따라서 국내의 전문부서에서는 알
려진 사항이라 하더라도 외국에서는 사정에 따라서 비공지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공지된 사실은 외국에 대해서도 秘密이라고 할 수 없음
이 보통이다.25)
공지여부의 판단은 당해 사실이 누설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비공지성의 요건은 그 필요여부나 정도 여하에 관하여 기밀을
보호하는 취지나 법규정의 내용에 따라 다르게 취급된다. 예컨대 일반국
민을 受命者로 하는 형법상의 간첩죄에 있어서의 국가기밀은 이러한 비공
지성의 요건이 필요하지만, 상대국의 첩보기관이나 공작원에 대한 정보제
공을 처벌하는 犯罪의 구성요건에서의 국가기밀은 비공지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후자의 경우 정보제공은 간첩행위로서 國家機密의 전달이라
기보다는 적국 또는 그 첩자에 대한 공작정보의 제공이라는 점에서 이적

24) 독일에서는 이 요건이 제한적 접근가능성(Begrenzte Zuganglichkeit)으로 이해되고
있다.
25) 이미 외국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거나 외신을 통하여 국내 언론사에 배포된 것으로서
외국에 널리 알려진 사항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
이 외교정책상의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외교상의 기밀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 大判 1995. 12. 5, 94도2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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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또 일반적으로 형법 제127조의 직무상비밀누설
죄에서 의미하는 비밀은 통상의 지식∙경험을 갖는 다수의 자에게 아직
알려지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고 할 수 있다.26)
나. 必要性
국가기밀로 다루어지기 위하여는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보에 실질적 위
협을 가져오거나 公務의 민주적∙능률적 운영을 국민에게 보장할 수 없게
될 위험이 존재하게 되는 경우 등 기능적으로 보아 비밀로 할 필요성이 인
정되는 사항이어야 한다. 기능적 비밀(functional secret)로 인정될 수 있
는 사정에 관하여는 국가기관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이 필요성
요건의 여부는 實質秘說을 취하는 경우 철저하게 적용되고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27)
다. 許容性
기밀보호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것은 보호대상인 기밀의 내용이 위
헌∙위법인 경우에도 국가기밀로서 법의 보호를 받는지 여부이다. 그러나
전술한 것처럼 現代國家에서 일반화되고 있는 국정공개의 원칙이 국가행
위의 잘못이나 비합리성을 견제하기 위하여 주장되고 있으며, 국가행위가
적법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요청에 비추어 본다면 국가기밀이 合憲性과
合法�性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적법∙위법의 판단은 미묘한 경우가 보통이므로 중대한 비밀보

26) 朴容相,“國家機密法의 體系,”
『司法論集 第27輯』
, (1996), pp.540-544.
27) 이러한 기능성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국가기밀로서 보호되는 군사기밀 또는
외교기밀이다. 국가기밀을 보호하는 실정법상의 규정은 그 보호필요성을 보통 그 보호
법익과 관련하여 국가안전에 대한 위해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그 위해가능
성의 정도에 따라 비밀의 등급을 매기거나, 그 처벌에 차등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 취급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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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아무나 이를 違法하다고 판단하여
공개하게 된다면 국가안전이나 공공복리를 해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될 것이므로, 명백하고 중대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이 있고, 적절한 시
정책을 구한 후에도 효과가 없으며, 누설행위의 목적이 그 위법상태의 발
생의 방지 내지 제거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공개행위의 위법성이 조각
된다고 해야 한다.
라. 眞正性
국가기밀로서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관할 국가기밀이 실제로 작성한 문
건이나 제조한 물건 등 진정한 것이어야 한다. 국가기밀이라고 주장되었
을 뿐 전혀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공표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자국에 대한 비방적 뉴스나 날조된 문건이 대외적 안전에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에 따라 이를 국가기밀에 해당
하는 것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III. 國家機密保護制度와 정보공개와의 관계
1. 국민의 알 權利
알 權利의 개념은 다의적이지만, 정보공개제도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경
우에는 말할 것도 없이‘情報公開請求權’
으로서의 그것이다. 학설은 언론
이나 대중매체를 둘러싼 현대적 상황에 입각하여, 표현의 자유(헌법 제21
조)가 요구하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나 국민주권원리(헌법 제1조 등)가
요청하는 자기통치나 정치참가 등에 근거를 구하면서 정보공개청구권으
로서의 알 권리를 다채롭게 발전시켜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아래에서는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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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이론, 법적 성격, 기능 및 한계, 제한, 보도의 자유와 알 權利 등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기로 한다.
가. 알 權利의 이론
1) 알 權利의 의의
알 權利(Right to Know) 즉 정보의 자유개념은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지만 그 정의가 명백하게 일치되지는 않는다. 즉「표현을 받는
28)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듣
자유」
29)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일반적 정보를 수집
고, 보고, 읽을 자유와 권리」
30)
,「공권력의 방해 없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
할 수 있는 권리」

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정보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자유(소극적 정보의
자유)와 의사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자유(적극
31)
,「광의의 알 權利를 들을 자유, 읽을 자유라 보고 협의
적 정보의 자유)」

의 알 권리를 정보를 획득하고 이것을 종합하여 토론함으로써 진리를 구
32)
등으로 학자들마다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다.
하는 자유」

그러나 현대사회를 情報社會로 특징지으며 크게 정보전달체계를 중심으
로 표현의 자유를 이해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정보에 관한 권리를 두 종류
로 파악하여‘정보를 보내는 권리’
와‘정보를 받는 권리’
로 나누고, 전자
의 범주에 표현하는 자의 권리, 즉 언론∙출판의 자유를 상정한 후, 후자
의 범주에 새로운 형태의 자유로운 國民의 알 권리를 논의하고 있다.
알 權利는 민주주의적인 국정참여를 위하여,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
하여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수집의 자유와
28) 文鴻柱,『韓國憲法』
, (해암사, 1988), p.273.
29) �哲洙,『憲法學新�』
, (박영사, 1996), p.234.
30) 權�星,『憲法學原論』
, (법문사, 1998), p.432.
31) 安溶敎,『韓國憲法』
, (고시연구사, 1989), p.410.
32) 芦部信壽,“民主國家における 知る權利と 國家機密,”
『シルニリスト』
, (1972. 6), p.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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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헌법적 근거는 헌법의 어느 조항만이 아니고
表現의 자유를 비롯하여 국민주권의 원리 등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알 권
리가 헌법상 권리이기는 하나 정보공개청구권에 관한 �法權者의 형성의
자유 또한 존중되지 않으면 안 되며, 따라서 법률의 제정에 의하여 이를
구체화시키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다행스럽게“공공기관
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되게 됨으로써 헌법규정에 근거하여 정보공개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실익이 없게 되었다.
알 權利에 대한 제약으로서 개별적∙구체적 제도보다 더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서 국가안보의 개념을 들 수 잇다
왜냐하면 국가안보는 알 권리의 실현을 통한 취재활동 자체를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취재의 결과를 보도하는 자유도 제약하는 방
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며 또한 국가안보를 상징하는‘機密’
이라는 개념
이 갖고 있는 불확정성은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우리는 물
론이고 국가마다 자유에 대한 정당한 한계로 國家安保를 쉽게 등장시키기
때문이다.
2) 알 權利의 헌법적 근거
우리 헌법에는 알 權利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알 권리의 헌
법적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언론출판의 자유에는 표현하는 자유뿐만 아니라 표현 받는 자유가 포함
된다고 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를 알 權利의 근거로
보는 견해(제1설)33)와, 우리 헌법 제10조는“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國家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고 규정하고
33) 文鴻柱,『韓國憲法』
, (해암사, 1988), p.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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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바 인간이 인격자로서 존엄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식을 가져야 하므
로 이러한 인격형성을 위한 독서의 권리, 학습의 권리등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며 따라서 알 權利는 헌법 제10조
에서 보장되고 있다는 견해(제2설)34) 및 알 권리를 헌법상 단일조문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국민주권원리를 천명한 헌법전문 및 헌법 제1조 제2항,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31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
리를 규정한 헌법 제34조 제1항 등을 종합하여 모두 알 權利의 헌법적 근
거가 될 수 있다는 견해(제3설)35)등이 그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1989년 9월 4일 결정36)에서「우리나
라의 헌법 제21조에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자유는 전통적으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
것을 전달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意味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인간으로서
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
로 하는데,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충분한 情報에의 접근이 보장됨으로
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수용
또는 접수와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
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알 權利’
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
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구인의 자기에게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정부보유
34) 석종현,“情報化社會와 行政情報公開制度,”
『고시연구』
, (1992. 1), p.133.
권영성, 전게서, pp.445-446; 강경근,『憲法學』
, (법문사, 1997), p.690.
35) 권영성(1996), p.469 참조; 구병삭,“情報公開法制定의 방향,”
『공법연구』17집, (1987),
p.10; �培元, 전게논문, p.36 등.
36) 憲裁 1989. 9. 4, 선고88헌마22, 헌법재판소 제1권, p.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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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개시요구에 대하여 행정청이 아무런 검토 없이 불응하였다면 이는
청구인이 갖는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언론∙출판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
유의 한 내용인‘알 權利’
를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이 되는 기본권이라는 점에
서 국민주권주의(제1조), 각 개인의 지식의 연마, 인격의 도야에는 가급적
많은 정보에 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제10조)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와 관련이 있다 할 것
이다.」
라고 하였다. 이로써 우리 憲法裁判所는 알 권리의 주된 근거를 표
현의 자유인 제21조에서 찾고, 제1조, 제10조, 제34조 제1항에도 부수적으
로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나. 알 權利의 주체, 객체 및 내용
기본권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국민일반이다. 따라서 알 權利의 주체도 독
일기본법 제5조처럼 모든 사람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언론기관이다. 언론기관이 정보의 자유 주체가 아니라
는 주장은 알 權利의 헌법적 근거를 국민주권의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참
정권 또는 행복추구권 등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한다.37)
그러나 법인에 대해서도 가능한 기본권의 주체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사법인으로서의 언론기관은 물론 공법인일지라도 그것이 同化的
統合이라는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한, 알 權利의 주체라고 해야 한다. 따라
서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등의 공영언론기관도 알 權利의
주체가 된다.38)
알 權利의 객체는 대개 국가기관, 기업, 시민 그리고 언론기관이다.

37) 堀部政男,“知る權利の法的構造,”
『法律時報』
, (1972. 6), p.33.
38) 許營,“外國人과 法人의 基本權主體性,”
『고시계』
, (1982.6), pp.17-21.
尹明善,“알 權利,”
『월간고시』
, (1993), pp.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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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에 대해 국민 개개인이 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
문에 주로 언론기관에 의존하게 된다. 기업에 의한 국민의 알 권리침해는
기본권의 사인간 효력이론에 의한 해결이 있어야 할 것이고, 시민에 대한
알 權利의 행사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충돌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다뤄져야 할 것이다.
알 權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극적 측면으로서 정보수령
권∙정보수집권과 적극적 측면으로서 정보공개청구권∙자기정보통제권
을 내포하고 있다.
정보수령권(The Right to Receive Information)이란 정보제공자로부
터 방해됨이 없이 정보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 즉 국가권력으로부터 방해
됨이 없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情報員으로부터 정보를 얻을 권리
를 말하며, 이는 곧 정보의 자유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정보수집권은 자발적 또는 중립적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취득함에 있
어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말한다. 이는 특히 일반적으로 볼 때 정보를
취득하여 국민들에게 알리는 입장에 있는 言論機關에게 있어 그 사회적
의의가 크며 따라서 언론기관의 정보수집권에는 취재의 자유가 포함된다
고 본다.
정보공개청구권은 비자발적인 정보원으로부터 情報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알 權利의 핵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권은 공권력이 보유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일반국민 또
는 언론기관이 공개를 요구할 권리(일반적 공개청구권)와 공권력이 보유
하는 특정의 정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개인이 공개를 요구할
권리(개별적 공개 청구권)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에서
는“情報公開法”
이라고 한다)’
에서 보장하고자 하는 대상으로서의 정보를
청구하는 권리이다. 그런 점에서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은 정보공개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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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국민의 알 權利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헌법상 국민주권의
원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권리이다.39)
그러나 개별적 情報公開請求權은 어느 누구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
니라 특정한 이해 당사자에 한하여 한정적으로 허용되는 권리라는 점에서
그것은 주관적 권리 내지 개별적 기본권으로서의 측면이 강하다. 즉 일반
적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주권주의의 실현을 위한 주권자로서의 권리에
중점이 주어진다면, 개별적 정보공개 청구권은 개인으로서의 국민의 지위
에 중점이 주어지는 권리라 할 수 있다. 알 權利의 적극적인 구현은 바로
정보공개제도로 달성될 수 있다. 여기에 정보공개제도가 갖는 헌법적 가치
가 논의되게 되며, 이러한 정보공개제도의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게 된다.
알 權利 즉 정보의 자유 및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주권의 원리와 깊은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헌법규정에 의하여 그 기초를 얻을 수 있지만 알
권리도 언론의 자유가 무제한이 아닌 것처럼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
은 분명하며 명예나 프라이버시에 관한 개인적 권리와 충돌할 수도 있으
나 이것을 제쳐두고 국가 대 국민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해서 본다면, 국민
에게 알 權利가 있다고 할지라도 국가가 그 정보를 모두 예외 없이 공개하
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39) 헌법재판소도“알 權利의 생성기반을 볼 때 이 권리의 핵심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
보에 대한 국민의 알 權利, 즉 국민의 정부에 대한 일반적 청구공개를 구할 권리라고 할
것이며, 또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천명하고 있는 헌법 전문과 제1조 및 제4조의 해석
상 당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憲裁 1989. 9. 4., 88 헌마
22결정.

國家機密保護制度와 국민의 알 權利에 관한 연구 ▷▷천상범

77

2. 알 權利의 기능 및 한계
가. 알 權利의 기능
1) 實質的 自治의 실현기능
민주정치체제에 있어 自治는 지배자가 국민의 뜻에 따르고 책임을 질 때
만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이 이성적인 주권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려면,
국민은 국정에 관하여 알지 않으면 안 된다. 국정에 관한 정보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國民은 통치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도 없다. 따라서 알 權利는 자기통
치체제의 적절한 기능수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40)
2) 정부언론에 대한 규제기능
정부의 對 國民言論이 정부정책의 일방적 홍보나 편향적인 가치관 내지
사고의 전달 등으로 이루어질 때에는 정보의 조작 또는 왜곡으로 말미암
아 국민은 다양한 정보를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된다. 따라서 국민의 알
權利, 특히 정보수령권은 정부언론에 대한 규제기능을 수행한다.41)
3) 인간다운 생활보장기능
오늘날 대량생산, 대량소비를 기본으로 하는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소비
자로서의 일반 국민은 생산자가 제공하는 상품을 일방적으로 구매하는 위
치에 놓여 있다. 상품공급자는 광고나 선전에 의해 소비자의 수요유발을
목적으로 자기 상품에 대한 정보를 조작할 수 있으므로 일반 소비자는 상
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필요로 하게 된다. 또한 공해, 환경오염, 개인정

40) �培元,“알 權利의 법적 성격에 대한 재검토,”
『법학연구』제32권 제1호(통권 제40호),
(1990.12), pp.163-164.
41) �培元(1990), p.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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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 집적 등의 문제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과 같은 산업사회에 있어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알 權利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4) 합리적 의사결정의 기능
국민의 알 權利는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토대가
된다. 민주국가에서 의사결정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고, 모든 공
공의 일은 참여의 보편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어떤 결정이 合理的
으로 이루어져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 정보가 공개, 논의,
설득되어 어떤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국민의 알 權利는 이러한 민주적 의
사결정 과정에 큰 기능을 행사한다.
5) 균형있는 사회발전 기능
국민의 알 權利, 즉 정보의 자유는 사회변화의 가장 기초적인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사회변화, 사회발전으로 이끄는 데 크게 기여한다. 개혁 커뮤
니케이션론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안되고 확산되어 사회변화를 초래하
는 과정으로 설명한다.42) 이 경우 새로운 아이디어만으로는 社會變化를 발
생시키기 어렵고, 이것이 전파되어 어떤 결과를 초래하여야만 비로소 사
회변화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情報가 수신자에게 전달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변화도 기
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사회변화라고 해서 모두 긍정적인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변화가 엄청난 부작용과 역기능을 초래할 때도 있
다. 따라서 정보유통은 모든 사회변화를 긍정적인 사회발전으로 이끄는
데 없어서는 안될 요소이다. 우리는 정보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사
회에서 사회변화가 엄청난 폭력을 수반하는 경우를 흔히 본다.43) 이것은
42) �哲洙,“알 權利와 Media에의 Access권,”
『공법학회』
, (1987),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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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결정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6) 권위에 대한 監視機能
국민의 알 權利는 어떤 권위가 계속 부정부패, 부조리, 무능, 무사안일주
의, 비능률, 관료주의, 보수주의 등 비 개혁성의 울타리 속에서 타락하는
것을 막는 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조직이 점차 복
잡, 다양해져서 정보욕구 및 정보유통의 필요성이 그 만큼 증대됨에 따라
정부로 하여금 국민에게 정보공개 의무를 법제화하고 있다.44)
7) 국민의 정치참여 機能
국민의 알 權利는 국민으로 하여금 정부나 기타 관련기관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며, 이러한 관계는 국민의 정치참여를 가능케 한다.
민주정치가 국민에 의한 정치라면 국민의 정치참여가 곧 민주주의의 기초
가 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국민의 참여는 국민과 일체감을 촉진
해서 연대감을 크게 증대시킨다. 국민의 알 權利가 잘 보장된 나라일수록
국민과 정부의 간격이 좁은 이유는 우연한 사실이 아니다.45)
나. 알 權利의 한계
알 權利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
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
한할 수 있다. 그러나 알 권리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제한은 불가능하다.
알 權利를 표현의 자유의 성격에 비추어 본다면 헌법 제21조 제4항에 기
초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의 논리를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알 權利가 갖는

43) 徐正宇∙車培根∙崔昌燮,『言論統制�論』
, (파주: 법문사, 1983), p.96.
44) 위의 책, p.97.
45) 위의 책, 동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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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권주의의 실현 및 인간 존엄성의 실현이라는 측면에 비추어 본다면
그 제한에는 엄격하여야 한다. 특히 표현의 자유의 성격에 비추어 본다면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가치가 알 권리에도 적용되어야 한다.46) 알 權利의
제한은 정보공개법상의 공개제외대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미국의 情
報自由法을 비롯한 외국의 정보공개법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비공개정보
의 범위는 우리나라의‘情報公開法’제7조도 명시하고 있다. 알 權利의 제
한과 관련된 주된 문제점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비밀∙사생활의 비밀
과 자유(privacy)의 보장과의 관계∙영업상 비밀∙의료비밀 등이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에 대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
니할 권리인 privacy권을 보장하고 있다. Privacy권은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게 하고 개인주의∙자유주의를 존립하게
한다.47) 따라서 국민의 알 權利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privacy에
명백히 부당한 침해가 될 수 있는 개인의 사상∙신조∙신체적 특징∙경
역∙재산소유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
개로 하여야 한다.48)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세계 각 국은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위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국가기밀을 법으로 지정하여 비공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해진 국가기밀에 대하여는 알 權利가 다소 제약되거나 완전히 배제되어
양자가 충돌할 경우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는 국가기밀이 우선되어야 한다
고 한다.
그러나 법령으로 정한 국가기밀이나 군사상 기밀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국가기밀을 행정특권으로 지정하게 되면 국민의 알 權
46) 成�寅,『言論情報法』
, (서울: 나남출판사, 1998), pp.369-379.
47) 卞在玉,“情報化社會에 있어서 프라이버시의 權利,”(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79), p.134.
48) �哲洙,“情報公開法과 私生活秘密保護法 서설, - 정보의 수집∙관리와 사생활보호-,”
『공법학회』
, (1989. 12),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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利의 실질적인 보장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국가기밀에 대한 최종
적인 판단권은 법원에 귀속되고, 정부는 법원의 사법적 통제에 따라야 하
는 것이다.
다. 국가 비상사태시의 알 權利의 제한
1) 개요
국가는 전쟁∙내란이나 경제공황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평상
시의 통치방법과 다른 특수한 방법으로 통치를 행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
고자 하는 것이 관례이다. 이러한 비상사태를 극복하는 통치방법을 위기
정부(Krisenregierung, crisis government)라고 한다. 이러한 위기정부
의 형태는 시대와 국가에 따라 다르나 言論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인권
의보장이 일부 또는 전부 정지되고, 행정권의 담당기관이 입법권 내지 사
법권까지 장악하는 등 國家權力의 집중 또는 확대가 그 공통적인 현상으
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국가비상사태시 대통령에게 긴급명령권
과 계엄선포권 등의 국가긴급권을 인정하고 있다.
2) 긴급명령권
대통령은 국가긴급권의 하나로서, 비상사태의 극복을 위한 입법수단으
로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는데 이것이 緊急命令
(Notverordnung, gesetzvertretende Notverordnung)이다. 헌법 제76
조 제2항은“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
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고…”
라고 하여
긴급명령권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緊急命令은 법률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명령으로 규정하는 것이므로 국
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중대한 위협을 가져오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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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나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심각한 위기의 존재를 인정하여 권력분립주
의의 일시적 배제를 의미하는 이 제도를 헌법상 인정하고 있다.
적법하게 성립한 긴급명령은 國會가 직접 제정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긴급명령으로서 입법사항에 속하는 언론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법률
을 폐지, 개정 또는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49)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긴급명령을 폐지, 개정 또는 효력을 정지시키려면
국회를 통과한 법률 또는 새로이 유효하게 성립한 緊急命令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 이 긴급명령을 발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
인을 얻어야 하는(헌법 제76조 제3항)외에 긴급명령권은 그 목적과 효력
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재적 한계가 있다. ① 국가의 보위를 위한 목적 이
외의 목적으로는 발령할 수 없다. ② 긴급사태의 수습이 아닌 적극적인 공
공복리증진목적으로는 발령할 수 없다. ③ 긴급명령으로서는 헌법적 효력
을 가지는 명령이나 헌법에 반하는 명령을 발령할 수 없다.50)
3) 계엄선포권
헌법 제77조 제1항은“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戒嚴을 선포할 수
있다”
고 규정하였는데 이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은 헌법 제76조의 긴급명
령권과 함께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이며, 비상사태의 권한이라고 하겠다.
계엄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
로서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질서를 維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
여 그 지역내의 행정권 또는 사법권을 군대의 권력 밑에 이관하고 헌법에
49) 朴哲彦(1988), p.182.
50) �哲洙(1989), p.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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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된 개인의 기본권의 일부에 대하여 예외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계엄에 있어서는 비상사태의 존재라는 전시요건이 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안녕질서회복의 목적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 병력사용이 필수요건이다.51)
헌법 제77조 제3항은“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고 비상계엄의 효력에 관하여 규정하
고 있다.

3. 情報의 공개
가. 행정정보의 공개
1)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행정정보공개제도는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행정절차에 참가하는 경
우에 예비지식을 얻기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정보공개제도는 사전절차제
도의 일환을 이루는 것이며 행정법적 차원의 문제이다. 그리고 정보공개
제도는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알 權利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정보공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자
료나 행정기관의 정책결정의 과정을 국민이나 주민의 청구에 의하여 公開
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보공개청구권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공개청구권은 알 권리의 본질적 요소의 하나라고
의 내용이 국가나 사
이해되어 왔고,5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알 權利’
51) �哲洙(1989), p.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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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의하여 방해받지 않고 일반적으로 접근(입수) 가능한 정보원으로부
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자유(소극적 측면)와 국가나 사회에 대하
여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권(적극적 측면)을
포함하는 것이라면, 주관적 공권으로서 정보공개청구권의 인정 여부가 헌
의 운명에 의존하고
법상‘알 權利’
와 표리의 관계를 이루며,53)‘알 權利’
있다. 그러나 情報公開請求權과‘알 權利’
의 관계에 관하여는 무엇보다도
두 가지 측면이 분명히 해명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첫째,‘알 권리’
가 정보의 자유와 정보공개청구권으로 구성된다
고 할 때, 이‘알 권리’
란 실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제21조)나 정보의 자유
와 보호영역을 달리하는 보다 포괄적인 권리라는 점이다.
둘째, 정보공개청구권은 공권력이 보유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일반국
민 또는 언론기관이 公開를 요구할 권리(일반적 공개청구권)와 특정의 정
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개인이 공개를 요구할 권리(개별적공
개청구권)로 分化된다.54) 공개가 요구되는 대상이 개인에 관한 정보인 경
우에는 개별적 공개청구권의 형태, 즉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자기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문제되며, 이러한 의미의 공개청
구권은 이른바 정보자결권의 불가결한 구성부분을 이룬다.
헌법상‘알 權利
‘에 개별적 공개청구권이 포함된다는 데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없다. 반면 헌법상 ’
알 權利
‘가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을 내포하는
지에 대해서는 논난의 여지가 있다.

52) 權�星(1998), p.412.
53) �哲洙,“情報化社會와 基本權保護,”
『공법학회』
, (1989), p.9.
54) 憲裁 1991.5.13 결정 90헌마133, 최광률재판관의 소수의견,『判例月報』
, p.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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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보공개법의 목적 및 원칙, 의무
1) 정보공개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1996년 12월 31일 법률 제 5242호로 제정된“公共機關의 情報公開에
관한 法律(약칭 情報公開法)”
은 총 5장 24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
다. 이 법의 목적은 동 법 제1조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
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
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國民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 제4조 제1항이“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법 제4조 제3항은“國家安全保障과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
로 수집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고규
정하였는데“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
에 관하여”법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둔데 대하여 同 法 제7조 제1항 제2
호에서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
는 정보 등을 비공개 대상으로 규제하고 있어 보호될 수 있기 때문에 적용
범위에 관한 조항에서 별도로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55)
비공개정보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정보공개법의 핵심적 논
쟁중의 하나인데 비공개정보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그것은 자칫
情報公開法이 아니라 情報非公開를 법적으로 제도화해 주는 情報非公開
法이나 秘密保護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안을 마
련하는 과정에서도 가장 많은 논의를 거친 부분이 바로 이 비공개정보에
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56)
55) 洪準亨(2001), p.646.
56) 慶健, 情報公開請求制度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p.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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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 法 제7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여
정보공개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
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②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③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⑤ 감사∙감독∙검사∙시험∙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
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
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는 정보
⑥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
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
보를 제외한다.
a)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b)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c)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⑦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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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b)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⑧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
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을 정보공개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 情報公開의 원칙
정보공개법 제 3조에서“公共機關이 보유∙관리하는 情報는 이 법이 정
하는 바에 따라 公開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정보공개의 원칙을
선언하고 하고 있다. 여기서‘정보’
란“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
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
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타당한 것이라고 평가되나 반면,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자료
중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신문∙잡지 등 일반자료나 일반인에게 특정한
절차 없이 자유로이 제공하기 위한 정보가 공개대상 정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難의 소지가 있
다.57) 만일 그러한 정보가 제외되는 것으로 볼 경우 공공기관이 직무수행
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결과 공개대상정보
의 범위가 대폭 축소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정보도 공개대상정보에 포
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公共機關의 의무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國民의 權利가 존중될 수 있도록
57) 洪準亨(2001), p.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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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며(제5조 제1항),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제5조제2항)”
라고 규정하였는데 특히 제2항은 규정자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그 실효성을 기할 수 있을지가 의문시된다. 정보관리체계의
내용을 좀더 분명하게 하여 공공기관이 작성 또는 취득하게 된 정보, 자료
의 분류 및 보관의무를 부과하고 임의적 폐지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는 것
이 바람직하다.58)
물론 情報公開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모든 국민이다. 이처럼 모든 국민
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보장했다는데 정보공개법의 제정 의의가 있다.

IV. 결론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國家機密保護制度와 국가기밀과 관련한 대법
원∙헌법재판소 판례, 국민의 알 權利 등에 대하여 고찰하였으며 문제점
등을 살펴보았다.
국가기밀로 다루어지기 위해서는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보에 실질적 위
협을 가져 오거나 公務의 민주적, 능률적 운영을 국민에게 보장할 수 없게
될 위험이 존재하게 되는 경우 등 기능적으로 비밀로 할 필요성이 인정되
어야 하고(必要性), 국가행위가 적법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요청에 비추
어 국가기밀 또한 合憲性과 合法律性을 유지해야 하며(許容性), 책임 있는
자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에서 실제로 작성한 문건이나 제조한 물건 등으
로 진정한 것이어야 한다(眞正性)
민주국가에서의 시민은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수단을 가져야 하며, 참
58) 洪準亨(2001), p.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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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활동을 통하여 정치적 능력은 물론 자신의 미래에 대한 결정능력을 향
상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기밀로서 가치가 별무한 사안
도 기밀로 다루려고 하는 비밀주의적 관료제의 극복이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불가피한 國家機密이 아닌 한 국민의 알 權利, 정보공개차원에서 합리적
으로 알려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당연한 것이라는
관료들의 사고전환도 중요한 것이다.
또한 과도한 국가기밀보호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지정권자
에 대한 합리적 통제, 비밀지정대상의 축소 및 명확화 방안이 비밀지정법
규 전반에 걸쳐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며, 일단 비밀로 지정된 사항이라도
일정기간 후 비밀성 여부에 관해 의무적으로 재심사하여 불필요한 것은 公
開하는 것을 국민의‘알 權利’차원에서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公共機關의 情報公開에 관한 法
律’에서 비공개대상정보(제7조1항)를 규정함에 있어, 불확정개념을 사용
하는 것이 다소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할 우려’
‘현저히 해할 우려’
‘중대한 이익’
‘상당한 이유’
‘현저한 지장’
‘정당한 이익’등의 불확정 개
념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고 있어, 오히려 情報公開法의 취지를 훼손하
여‘秘密保護法’
의 역할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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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search in The System to Protect National
Secrets and The People’s Right to Know
Sang Beom Chun (Kyonggi University)

A state has duties that it must open its exercise of power to
the public, needless to say it must ensure the utmost freedom
and rights of the people because the exercise of national
power has its ultimate rightness by securing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Therefore, the main contents of my thesis are about the
people’
s right to know related to the system to protect
national secrets, open information for the public, the analysis
of problems related to it, and trying to seek a solution that is
objective and reasonable compromise.
It, however, doesn’
t mean the absolute and unconditional
freedom even though the people’
s rights to know have the
pretty precious value.
A state, historically, has tried to restrict the people’
s rights
to know giving the priority to national security for the safety
of community. As a result, it caused numerous problems that
the system to protect the national secrets conflicted with the
people’
s rights to know, in other words, the rights of claim for
open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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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Ⅱ of this study is about a basic theory on national
secrets and goes over the concept, necessity and vulnerability
of national secrets. It also goes through legal regulations of
both general national secrets and military secrets classification,
conditions, and scope, our country’
s precedent etc.
Chapter Ⅲ touches upon the meaning of the rights to know,
legal character, function, limitation, the rights of claim for
open information analysis of problems related to current laws
of open information and closed information on certain items,
and rescue procedures. Ways of seeking harmony and balance
between the principle of open-to-the-public and closed-tothe-public in our country is also dealt with in this chapter.
Wishing more in-depth study to be carried out on the
current body of laws that limits the access and use of national
secrets through legally reviewing both the system to protect
national secrets and the rights of claim for open information,
this study briefly suggests the ways to improve the current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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