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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의 개념과 한계*1)

- 법원 2016. 7. 1.자 2014마2239 결정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韓 忠 洙

  논문요약    

* 본 논문은 한양 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으로 연구되었으며(HY-2016년도) 아울러 

2017. 3. 6. ONE Academy 창립세미나 기념으로 발표된 바 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는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

하기 위한 문서’에 대한 종래의 일반적인 해석론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풀이하였다. 그런데 대법원 2015. 12. 21.자 2015마4174 결정을 

시작으로 대법원은 단체나 법인 등의 내부문서 역시 동 규정의 보호대상으로 파악

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입장과 매우 유사하다. 다만, 대법원은 

이 사건 대상결정에서 문서의 주관적인 목적에 중점을 두지 않고 객관적인 성격과 

함께 문서에 담긴 정보를 중심으로 공개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일본의 학설 중 

절충설에 가까운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법 제344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

는 자기전용문서 개념은 일본과 달리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제한해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는 자기전용문서 규정이 일본민사소송법 규정을 

벤치마킹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일본과 전혀 다른 실무관행을 갖고 있고 일본 

판례의 입장 역시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해석론을 

도입할 하등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민사소송법의 자기전용문서는 개인

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것으로 개인의 일기장이나 메모, 비망록 등으로 국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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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결정의 개요

1. 사건의 개요 

(1) 문서제출명령의 신청인은 사모투자 문회사로서 합병으로 소

멸된 A회사의 지분 16.59%를 보유한 주주이다. 그런데 피신청인 B

회사는 2011. 3. 3.경 A회사를 비롯해서 C, D, E  F주식회사를 흡

수합병하 다(이하 ‘이 사건 합병’라 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합병 

과정에서 A회사의 주식 가치가 평가 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합병 

당시 소멸된 A회사의 표이사 는 이사들이었던 본안사건의 공동

피고 1, 2, 3 등이 합병회사들의 주주인 피신청인 Y회사의 지시에 

어야 할 것이다. 법인이나 단체의 내부문서의 경우는 기업의 기술이나 직업비밀 

등의 규정(법 제315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문서제출의무, 자기이용문서(자기전용문서), 기술･직업의 비밀

duty of document submission, self exclusiveness document, 

technical or professional secr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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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의도 으로 A회사의 자산가치를 훼손하고, 이 사건 합병에 불

공정한 합병비율을 용하 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청인은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신청사건의 피신청인 B, Y회사와 아울러 자연

인 1, 2, 3 등(이들은 소멸한 A회사의 표이사 등 임원임)을 상 로 

서울 앙지방법원 2013가합34353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이하 ‘본안

소송’이라 한다)1)를 제기하 다.

(2) 신청인은 2013. 9. 3.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제1심 법원에, 피신

청인 B와 피신청인 Y회사에게 일정한 문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문서

제출명령신청을 하 고(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제1심 법원은 

2014. 7. 11. 이 사건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에 피신청인

들은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제기하 는데 항고법원인 서울고등법원

은 1심에서 제출을 명한 문서  일부에 해 법 제344조 제2항 제2

호가 규정하는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한 문서( 례

는 이를 ‘자기이용문서’라고 칭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자기 용문

서’ 혹은 자기이용문서라고 혼용한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심의 결

정을 일부 취소하 다. 동 항고법원의 결정에 해 신청인과 피신청

인들 모두 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하 다. 

(3) 항고법원이 신청 상이 된 문서들  피신청인 회사들의 자기

용문서로 악한 것은 아래 내용으로 나  수 있다. ① 합병으로 

소멸한 A회사의 2003년부터 2011년까지의 여  상여 의 지  

련 자료로서 이와 련된 기안문, 결의서, 내부품의서, 젠테이션 

1) 2013. 5. 3. 신청인들이 제기한 이 사건 본안소송은 2017. 2. 27. 재도 아직 1심 

법원에 계류 인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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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② A회사와 피신청인 B의 IPTV 사업자에 한 로그램 공

과 련한 의향서, 양해각서, 계약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련 기안

문, 결의서, 내부품의서, 젠테이션 자료 등 ③ A회사의 종합유선

방송사업자에 한 매출과 IPTV 사업자에 한 매출 간 상 계 

검토 련 기안문, 결의서, 내부품의서, 젠테이션 자료 등 ④ A

회사의 매비와 리비의 구체  항목, 각종 경비  고정비의 분류

기 과 해당 항목, 임직원에 한 성과  지  규모, 여  인건비 

근거자료, 채 별 고단가, 각종 매출액, 랫폼별 시장매출규모, 매

년 권 구매･상각 내역 등에 한 문서들 련 기안문, 결의서, 내

부품의서, 젠테이션 자료 등(해당 명세서들은 제외) ⑤ A회사의 

이사들이 합병비율의 정성을 단하여 이 사건 흡수합병에 동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근거로 삼은 회계법인의 검토보고서, 제안서 등과 

그 검토를 하여 회계법인에 제공한 서류들, ⑥ 이 사건 합병 추진 

 실행과 련하여 피신청인 B  Y회사는 물론 다른 합병회사들

과 교신한 공문, FAX, 이메일, 기타자료 일체 등 ⑦ 이 사건 합병 

추진  실행과 련하여 합병으로 소멸한 A회사와 피신청인 Y회사

가 합병에 따른 회계업무를 담당한 회계법인에게 제공하거나 동 회

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제안서, 보고서( 안, 간  최종보고서, 

젠테이션 자료 일체를 포함), 공문, FAX, 이메일 기타자료 일체 

등이 그것이다. 

(4) 항고법원은 설시한  각 문서는 통상 피신청인들 내부의 의사

결정을 하여 피신청인들의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쳐 작성되는바, 피

신청인들 내부의 이용에 쓸 목 으로 작성되고 외부인에게 공개하는 

것이 정되어 있지 않은 문서들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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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2항 제2호가 정하는 문서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인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한 문서’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신청인들은  문서들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시하 다. 항

고법원은 법원 2015. 12. 21.자 2015마4174 결정2)이 채용한 자기

용문서 단 기 을 그 로 용하 다. 

2. 이 사건 대법원 결정의 요지 

법원 2015마4174 결정에서 정의한 자기 용문서의 요건(내부문

서의 성격, 공개로 인한 불이익, 특별한 사정)은 이 사건 법원 결정

에서도 그 로 유지되고 있으나, 이 사건 법원 결정은 이들 세 요

건을 단하는 세부 인 기 을 제시하는 에서 기존의 법원 

2015마4174 결정과 차별성을 갖는다.  

가. 내부사용 목적의 문서와 정보

법원은 어느 문서가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서의 

표제나 명칭만으로 이를 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문서의 작성 목

, 기재 내용에 해당하는 정보, 당해 유형･종류의 문서가 일반 으

로 갖는 성향, 문서의 소지 경 나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 으로 고

려하여 객 으로 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다. 따라서 설령 

2) 법원은 동 결정에서 어느 문서가 그 문서의 작성 목 , 기재 내용, 문서의 소

지 경 나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할 때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할 목 으로 작성되고 외부자에게 개시하는 것이 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

를 개시할 경우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간과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있다면, 이러한 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제2호

의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한다고 시하 다. 이 사건에서는 문제된 문서의 자기

이용문서성을 부정하 으나 법원이 처음으로 자기이용문서에 한 정의를 내

린 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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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으로 내부 이용을 주된 목 으로 회사 내부에서 결재를 거쳐 

작성된 문서일지라도, “① 신청자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사법

상 권리를 가지는 문서와 동일한 정보 는 그 직  기 ･근거가 

되는 정보가 당해 문서의 기재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② 객

으로 외부에서의 이용이 작성 목 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는 볼 수 없는 경우, ③ 당해 문서 자체를 외부에 개시하는 것은 

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문서에 기재된 ‘정보’의 외부 개시가 

정되어 있거나 ④ 그 정보가 공익성을 가지는 경우 등에는 그 문서

를 내부문서라는 이유로 자기이용문서라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

다.”라고 시하고 있다.

나. 사안에의 대입

(1) 내부문서와 그에 담긴 정보

에서 제시한 기본 인 입장을 이 사건에서 제출이 요구된 문서

들에 입을 해보면 합병으로 소멸된 A회사의 여  상여 의 지

 련 자료  A회사  피신청인 B회사의 매비와 리비의 구

체  항목 명세, 각종 경비  고정비의 분류기 과 해당 항목 명세, 

임직원에 한 성과  지  규모, 여  인건비 근거자료, 채 별 

고단가, 각종 매출액, 랫폼별 시장매출규모, 매년 권 구매･상각 

내역 등에 한 문서들은 각종 회계자료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정되어 있는 정보 는 그 직  기 가 되는 정보임을 알 

수 있고 법원 역시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다. 한편, 소멸회사인 A회

사의 이사들이 합병비율의 정성을 단하여 이 사건 흡수합병에 

동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근거로 삼은 회계법인의 검토보고서, 제안

서 등과 그 검토를 하여 회계법인에 제공한 서류 등은 합병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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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질 인 단자료로 주주들에게도 공개가 정되어 있는 정보 

는 그 직  기 가 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

다고 아울러 시하고 있다. 

(2) 내부문서성 자체 부인

이 사건 합병 추진  실행과 련하여 합병으로 소멸된 A회사가 

다른 합병회사와 교신한 공문 등은 오로지 내부자의 이용에 제공할 

목 으로 작성된 내부문서라고 단정할 수 없고, 업무수행의 지침이 

되는 내부회계기 이나  각 정보와 련한 결의서와 같이 이미 의

사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 작성되는 문서는 그 문서의 성질상 개시

로 인하여 문서소지자에게 심각한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시하고 있다.

다. 소 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각 문서의 표제나 명칭에 불구하고 문서

의 작성 목 , 기재 내용, 소지 경  등에 비추어 외부 공개가 정

된 정보나 그에 련된 정보를 포함하는지, 그 개시에 의하여 문서소

지자에게 발생할 불이익의 정도 등에 하여 심리함으로써 자기이용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  단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각 문서가 피신청인들 내부의 의사결정 목 으로 작성되었다는 만

을 근거로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고 이를 이유로 문서제

출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는 법 제344조 제2항 제2호의 자기이용

문서 등에 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

이 있다고 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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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서제출명령제도 일반 

2002년 민사소송법의 면 인 개정을 통해 문서제출의무는 증인

의무와 동일하게 일반의무로 환되었다는 것이 일반 인 견해이

다.3) 그러나 2002년 개정 당시 참조하 던 일본 민사소송법의 련 

규정(일민소 제220조 등)은 그 후 변화를 계속하 으나4) 우리 민사

소송법상의 련 규정은 개정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문서제출명령

제도 자체가 실무상으로도 활성화되지 않음으로써 법 제344조와 

련된 례의 축 도 그리 많지 않아 해석론의 지침이 될 결도 거

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 다. 그러나 최근 증거수집제도에 한 심

이 증 됨에 따라5) 미국의 증거개시(discovery) 제도6)를 도입하여야 

3) 한충수, ｢민사소송법｣, 박 사(2016), 485면; 김홍규/강태원, ｢민사소송법｣(2 ), 

삼 사, 533면; 이시윤, ｢신민사소송법｣(8 ), 박 사, 500면 등 참조. 

4) 표 으로 공무문서를 들 수 있다. 1996년 일본 민사소송법개정 당시에는 행정

기 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의 

균형을 맞추기 해 일본 민사소송법 제220조에서 공무문서를 일반  문서제출

의무의 상에서 제외하 다. 이후 1999년에 “행정기 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

에 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2001년에 민사소송법 제220조의 일부를 개정하면

서 공무문서도 원칙 으로 문서제출의무의 상이 되도록 하 다. 그런데 우리

의 경우에는 2002년에 새로운 민사소송법이 시행되기 이 인 1996년에 이미 정

보공개법이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일본과 같은 잠정  입법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유사하게 공무문서 일반을 제외하는 규정을 채택함으

로써 공무문서의 소송법상 취 에 한 혼선을 가져오고 있다{이에 한 상세한 

비 은 한충수, “민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서제출의무 범 ”, 인권과 정의(299호), 

(2001), 48～49면 참조}.

5) 한충수, “민사소송에서의 증거조사 차에 있어 몇 가지 문제  : 정보  증거수

집제도로의 인식 환을 한 시론”, 법학논총(제27권 제2호), 한양 학교(2010. 

6), 23면 이하 참조. 

6) 이에 한 최근의 상세한 논의는 김용진, “미국과의 증거조사공조 황과 

e-discovery 응방안”, 인권과 정의(429호), (2012. 11), 11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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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재 과정에서 서면증거의 강제  

제출을 가능하게 하는 문서제출명령제도에 한 심 역시 크게 증

가하게 되었다. 이런 차원에서 기업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작

성된 문서(소  내부문서) 등이 재 의 증거로 제출될 수 있는 경계

는 어디에 있는지에 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 

상 결정은 나름의 구체 인 기 을 제시해 주고 있어 상세한 고찰의 

필요성과 가치가 있다고 단된다. 

1. 문서제출의무의 차등적 구조와 상호관계

가. 절대적 제출의무 문서 

법 제344조 제1항은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인용문서)나 

당사자 일방이 문서소지자에게 문서의 인도나 열람을 청구할 수 있

는 사법상의 권리가 있는 경우(인도・열람문서)에는 명문의 규정을 
통한 외 설정이 없으므로 언제든 아무런 조건 없이 제출의무의 

상이 된다(제34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7) 따라서 법 제344조 제

2항에 따라 제출의무가 일반 으로 면제되고 있는 공무문서라 하더

라도 이를 소지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송당사자가 되어 

그 변론과정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해 공무문서 등을 

유리한 증거로 인용한 경우에는 제출의무의 상이 된다. 

나. 상대적 제출의무 문서

(1) 제출의무의 면제 사유 존재 

7) 한충수, 앞의 책, 484면에서는 이를  제출의무 있는 문서라고 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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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하여 작성되었거나(이익문서),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 계에 하여 작성된 것인 때

(법률 계문서)에는 일정한 증언거부사유(법 제304조 내지 제306조, 

제314조, 제315조 등)가 기재된 문서가 아닌 한 문서제출의무가 인정

된다. 따라서 통령, 국회의원 혹은 공무원 등과 련된 직무의 비

이 서면에 담겨있어 동의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공무원 등의 

직무비 문서, 법 제304조 내지 제306조), 문서소지자나 그와 근친

계에 있는 사람에 하여 형사소추나 치욕이 될 증언거부사유가 기

재된 문서(自己負罪禁止文書, 제314조) 그리고 문직업군 등의 직무

의 비  혹은 기술・직업비 이 기재되어 있고 그 비 유지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내용이 담긴 문서( 문직의 직무비   기술・직
업비  문서 등, 법 제315조) 등은 제출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이익문서

①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신청인의 이익을 해 작성된 이익문

서나 신청인과 소지인 간의 법률 계를 담은 문서인 법률 계문서의 

개념과 그 범 에 해서는 논란이 있어 왔다. 우선, 이익문서의 경

우 오로지 신청인의 이익만을 해 작성된 문서(신청인을 受遺 로 

하는 의사가 담긴 서면)일 필요는 없으며 반드시 그 이익이 직

일 필요도 없다. 따라서 계약서나 수증, 차용증, 보 증 등에 해

서는 채권자나 채무자 모두 자신의 이익을 해 작성된 것으로 주장

하는 것이 가능하다. 

② 이익문서 여부를 단함에 있어 증거확보라는 소송상의 이익도 

포함된다고 하는 견해가 있으나8) 다소 의문이다. 증거확보라고 하는 

소송상의 이익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면 이익이라는 용어보다는 

8) 이시윤, 앞의 책, 4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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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확보의 필요성이라는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보다 더 했을 

것이다. 증거의 편재 상이 심각하다거나 체증거가 없다는 사정 등

은 다른 제도의 도입을 통해 해결할 상이지 동 규정상의 이익 개

념을 확 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단된다. 

(3) 법률관계문서 

법률 계문서에 해서는 그 외연을 넓히려고 하는 시도가 지 

않다. 즉, 신청인과 소지인 간의 직 인 법률 계에서 작성된 것뿐 

아니라 그 법률 계의 생성과정에서 작성된 것도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가 그것이다.9) 이러한 시도는 증거의 편재 상을 시정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되지만 다소 의문이다. 를 들어, 어떤 기업이 

융기 으로부터 출을 받은 경우 출계약서는 당해 법률 계문

서로서 법원에 출되는 것이 타당하지만 각 출계약 당사자들이 

출계약을 체결하기까지의 내부 인 의사결정과정 에 작성되는 

기안서, 회의록, 품의서 등 제반 문서가 당연히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문서제출의무가 일반의무로서 

인정되지 않는 시기에는 이러한 해석 노력이 필요했는지 모르지만 

행법상 모든 문서는 제출의무가 인정되고 있으므로 굳이 법률 계

문서 등의 개념을 무리하게 확장할 필요는 없다고 단된다.10) 물론, 

법률 계문서로 인정된다면 법 제344조 제2항에서 열거되는 외사

유의 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이 이 있을 수 있지만  외사유

의 범 를 올바르게 단한다면 법률 계문서 개념의 부자연스러운 

9) 김홍규/강태원, 앞의 책, 532면; 이시윤, 앞의 책, 499면; 김홍엽, ｢민사소송법｣(5

), 박 사, 620면 등. 

10) 정동윤/유병 , ｢민사소송법｣(3 ), 법문사, 557면; 정 환, ｢민사소송법｣, 세창출

사(2009), 619면 역시 같은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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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는 자연히 불필요하게 될 것이다. 

다. 일반문서와 예외사유

(1) 인용문서, 인도・열람문서 혹은 이익문서나 법률 계문서가 아

니더라도 공무원 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련하여 보

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이하 공무문서라고 한다)가 아닌 한 모든 

문서에 해 제출의무가 일반 으로 인정된다(법 제344조 제2항). 

한 自己負罪禁止 내용이 담긴 문서와 문직의 직무비   기술・
직업비 이 담겨있는 문서 등도 제출의무가 면제된다(제2항 제1호). 

한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한 소  자기 용문서

(혹은 자기이용문서) 역시 제출의무의 상에서 제외되고 있다(제2항 

제2호). 

(2) 공무문서나 자기 용문서 개념은 우리 례나 실무 행을 통해 

형성된 것은 아니고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 당시 일본 민사소송법 

제220조를 참조하면서 받아들인 것이다. 

① 공무문서

일본은 1996년 민사소송법의 면개정을 통해 공무문서11) 일반을 

제출의무의 상에서 제외하 으나 그 후 2001년 부분개정을 통해

(2004년 시행) 실질비 을 담은 공무비  문서만을  제출의무의 상

에서 제외하 다(일민소 제220조 제4호).12) 그러나 우리는 여 히 어

11) 공무문서는 단순히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뿐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와 련하여 

보 하는 사문서 등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 그 범 가 상당히 넓다. 례 역

시 그 범 를 넓게 악하고 있다( 법원ﾠ2010. 1. 19.자ﾠ2008마546ﾠ결정 참조). 
12) 일민소 제220조 4호(ロ) 공무원의 직무상 비 에 한 문서로서 문서의 제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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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한 제한도 없이 여 히 공무문서 일체를 제출의무의 상에서 제

외하고 있어 문제 으로 지 되고 있다.13) 논자에 따라서는 공무문

서의 경우 행정부에 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거 당하면 정보공

개를 구하는 소를 통해 공무문서를 얻을 수 있으므로 큰 문제 이 

없다고 지 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모든 공무문서가 비 로서 비

공개의 상이 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

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민사소송 차에서는 모든 공무문서가 제출

의무의 상에서 제외된다는 것 역시 균형이 맞지 않는다. 더군다나 

정보공개청구에 한 최종 단 역시 법원이 하게 되므로 별도의 소

송 차가 아닌 당해 소송 차에서 법원이 공무문서의 공개여부를 

단하는 것이 보다 효율 이고 합리 일 것이다.14) 

② 자기 용문서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한 문서’ 역시 우리 례

나 실무에서 논의된 개념은 아니다. 일본 역시 1996년 민사소송법 개

정 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요건을 갖춘 문서만이 제출 

상이 되었으므로 법률 계문서의 개념 확 를 통해 문서제출의무의 

범 를 확 하는 노력이 있었다. 이러한 법률 계 문서 개념의 한계 

의해 공공의 이익을 해하거나 공무수행에 한 지장을 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

일민소 제220조 4호(ニ) 오로지 문서의 소지자의 이용에 제공하기 한 문서

(국가 는 지방공공단체가 소지하는 문서의 경우는 공무원이 조직 으로 이용

하는 것을 제외한다).

13) 일본의 개정과정에 한 소개는 한충수, “민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서제출의무 범

”, 인권과 정의(299호), (2001), 40～41면 참조. 

14) 박지원, “공공기 에 한 문서제출명령의 개선방안에 한 소고”, 민사소송(15권 

1호), (2011), 406면 이하에서는 제출의무 면제의 상을 공무비 문서로 제한해

야 하며 비 성 여부에 한 단 역시 당해 법원이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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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을 해 만들어진 것이 소  ‘자기사용문서(自己使用文書)’ 논의

이며 일본에서는 주로 융기 의 출품의서 등이 문제되어 왔다. 

그런데 일본은 1996년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문서제출의무를 일반

의무화하면서 그 외로서 오로지 문서의 소지자의 이용에 제공하기 

한 문서라는 외 규정을 두게 되었는데 이를 자기이용문서(自己

利用文書), 자기 이용문서(自己 利用文書) 등으로 칭하고 있다.15)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자기사용문서’ 등에 한 개념이 실

무에서 논의된 바 없었으므로 이를 외 규정으로 해야 할 실 인 

필요조차 없었으나 2002년 개정을 통해 일본 민사소송법 제220조의 

내용을 그 로 답습하게 되었다.16) 한편, 우리의 경우는 2002년 법 

개정으로 도입한 후 주로 라이버시 보호 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

되어 왔기에 개인의 일기장이나 서신 등을 그 상으로 열거하는 것

이 일반 이었고17) 기업 련 내부문서에 한 논의는 거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15) 이에 한 상세는 한충수, “민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서제출의무 범 ”, 인권과 

정의(299호), (2001), 35면 이하 참조. 아울러 일본의 자기이용문서에 한 례

(2007년까지)의 변천 과정에 한 소개는 정규상, “문서제출의무: 일본에서 자

기이용문서성 인정에 한 례를 심으로”, 민사소송(13권 1호), (2009), 250

면 이하 참조. 

16) 필자는 2002년 개정당시 동 규정을 외규정으로 둘 필요가 없음을 강조한 바 

있다{한충수, “민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서제출의무 범 ”, 인권과 정의(299호), 

(2001), 45면 참조}. 나아가 일본과 달리 동 문서의 명칭을 ‘자기 용문서’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 바도 있다(한충수, 앞의 책, 486면). 

17) 한충수, 앞의 책, 486면; 이시윤, 앞의 책, 517면; 호문 , ｢민사소송법｣(12 ), 

법문사, 568면; 김홍엽, 앞의 책, 622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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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전용문서의 자리매김 

가. 일반문서와 자기전용문서

인용문서나 인도・열람문서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 없
이 제출의무가 인정되므로 자기 용문서에 해당하더라도 당사자가 

이를 법정에서 인용하면 상 방의 제출 요구에 따라야 할 것이다.18) 

자기 용문서가 다른 사람의 사법상 청구권에 따른 인도・열람청구
권의 상이 된다면 이 경우도 역시 제출의무가 인정될 것이다(그러

나 자기 용문서가 다른 사람의 사법상의 인도 혹은 열람청구권의 

상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문제는 어느 특정 문서가 이익문서

나 법률 계문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자기 용문서에 해당하는 것

을 이유로 제출의무의 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가 하는 이다. 법 

제34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자기 용문서를 외사유로 들고 있지 

않으므로 자기 용문서가 이익문서나 법률 계문서의 외가 될 수

는 없으며 따라서 어떤 문서가 이익문서나 법률 계문서에 해당하면 

자기 용문서를 이유로 제출의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나. 자기전용문서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 가능성과 대법원의 입장 

(1) 서울고등법원 2015. 6. 4. 자 2015라20062 결정19)

18) 즉,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일기장을 언 하면서 해당 일기장에 따르면 자신의 

주장이 맞다 라고 주장한다면 당해 문서를 인용한 것이 되므로 상 방의 제출

요구에 따라 일기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19) 이 사건은 포스코로부터 슬라  구매권한을 갖고 수출업을 하는 법인인 신

청인이 피신청인들 회사를 통해 일본국 법인에 슬라 를 수출하고 개료를 취

득하고자 하 으나 피신청인들의 피용자인 개인들이 허 의 에이 트를 내세워 

개입하게 됨에 따라 개료  상당액을 지 받지 못하게 되자 피신청인 회사 

 개인들을 상 로 불법행 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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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들의 매입･매출 회계처리원장이 자기 용문서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문제되어 항고된 이 사건에서 항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법 제344조의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한 문서’란 ‘일

기, 메모, 가계부, 단체 내부의 의사형성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 등과 

같이 외  공개를 목 으로 하지 아니한 라이버시에 한 문서’

로 한정하여야 할 것인데, 매입 는 매출 회계처리원장은 회계장부

의 일종으로 이를 라이버시에 한 문서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

려 상법 제32조에 의하여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당사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상업장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피신청인들

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시하 다. 즉, 항고법원은 자기 용문서의 

핵심을 외  공개를 목 으로 하지 아니한 라이버시에 한 문

서로 악한 것이다.20) 이러한 근방법은 법 제344조 규정에 한 

독자 인 해석론에 터 잡은 것으로 단된다. 

(2) 대법원 2015. 12. 21.자 2015마4174 결정

①  2015라20062 사건의 재항고법원인 법원은  문서들에 

한 원심 법원의 단을 지지하면서도 “어느 문서가 그 문서의 작성 

목 , 기재 내용, 문서의 소지 경 나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할 때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할 목 으로 작성되고 외

이다. 본안소송 과정에서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들이 슬라  거래를 한 매입, 

매출원장에 해서도 문서제출명령을 하 고 본안 1심 법원이 이를 인용하자 

피신청인들이 항고를 제기하면서 자기 용문서임을 내세운 것이다. 

20) 그런데 항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단체에게 라이버시 권리를 인정하는 듯한 

표 을 하고 있어 다소 의문이다. 법인이나 단체에게 라이버시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 인 견해이기 때문이다{김상용, “ 라이버시권의 보호”, 

민사법연구(2), 651～652면 참조}. 법인이나 단체에 한 명 훼손은 인정되고 

있으나( 법원ﾠ2004. 11. 12.ﾠ선고ﾠ2003다69942ﾠ 결) 명 훼손과 라이버시의 

침해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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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에게 개시하는 것이 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개시할 경우 문

서를 가진 사람에게 간과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있다면, 

이러한 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제

2호의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한다”고 시하 다.

② 이 설시 내용은 일본 최고재 소가 기본 으로 취하고 있는 입

장21)을 그 로 차용한 것으로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의 다소 독자

인 해석을 일본 실무계의 해석 방식으로 치환하고 있는 것이다. 그

러나 당해 사건에서는 이러한 추상 인 기 을 언 하는 것으로 문

제가 해결되었지만( 상이 제출의무를 거부하기 어려운 회계장부 등

이므로) 각종 기안서, 품의서, 조사보고서, 서신, 이메일 등 각종 문서

가 쟁 이 되는 경우는 와 같은 추상 인 기 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다만, 이 결정은 법 제344조 제2항 제2호 자기

용문서에 한 독자 이고 간명한 해석의 길을 버리고 우리와는 연

도 다르고 해석 방법도 일 되지 못해 매우 혼란스럽기까지 한 일

본 례의 근 방법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III. 이 사건 대상 결정에 대한 판례해설과 평석 

1. 자기전용문서의 정의와 그 범주

가. 국내 학설

21) 高裁 平成11年（許）第2号 平成11年11月12日 高裁判所第二 法廷(民事訴訟

法判例百選 第4版, 69事件, 民事判例集53巻8号1787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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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국한된다는 제한설 

자기 용문서에 한 규정이 없더라도 개인의 순수한 의사형성과

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메모나 비망록과 같은 라이버시 보호 

상은 제출의무의 거부 상으로서 충분히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되므로 법 제344조 제2항 제2호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

장이다. 하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일본법과 규정 내용을 달리 

하든가 혹은 일본의 ‘자기사용문서’와 혼동되지 않도록 최소한 ‘자기

용문서’ 등으로 명칭을 달리해야 했을 것이다.22) 자기 용문서는 

이 문서가 거부사유로 된 취지에 비추어 신 히 단하여야 할 것이

므로, 문서 자체의 특성 즉 문서의 기재내용으로 단하되 개인의 

라이버시에 한 문서(일기, 서신, 비망록 등)로 한정하여야 한다. 따

라서 기업보고서, 융기 의 출 품의서 등은 기본 으로 자기 용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3) 

(2) 단체의 내부의사 형성 과정에 대한 보호를 위한 확대설

개인의 라이버시 보호 차원을 넘어 단체의 내부 인 의사형성과

정의 보호를 해 단체 내부용으로 작성된 품의서( 융기 의 출

22) 한충수, “민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서제출의무 범 ”, 인권과 정의(299호), (2001), 

45면 참조. 

23) 김원태/김상 , “신민사소송법하에서의 문서제출의무의 범 ”, 재산법연구(22권 

1호), (2005), 372면; 김용진, “민사소송에서 문서제출의무범 의무의 확 와 

업비 의 보호”, 지방변호사회지(통권 2호), (2002), 368면;. 권 재, “문서제

출명령신청의 범 ”, 인권과 정의(331호), (2004. 3), 113면; 이호원, “문서제출의

무의 범 에 한 개선 방안 연구”, 민사소송(제17권 제1호), (2013), 22～23면. 

김홍규/강태원, 앞의 책, 533면에서도 단체의 품의서나 의사록, 보고서 등이 자

기 용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김홍엽, 앞의 책, 

666면도 동일한 입장이며 정 환, 앞의 책, 621면, 송상 /박익환, ｢민사소송법｣(7

), 박 사, 587면 등 역시 개인의 서신이나 일기 등 개인의 라이버시 보호

를 한 것으로 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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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서가 표 임) 등도 자기 용문서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24)  

나. 비교법적 고찰로서의 일본의 동향

법 제344조가 모범으로 삼은 외국법은 1996년에 개정된 일본 민사

소송법 제220조이다. 한편, 독일은 문서제출의무를 여 히 한정 으

로만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ZPO 제422조, 제423조 등) 다만 

해석상 그 범 를 넓히고 있다.25) 따라서 제출의무를 일반의무로 확

한 우리 입장에서는 독일의 입법  해석론은 큰 의미를 갖지 못

할 것이다. 일본은 문서제출의무를 일반의무로 환한 1996년 민소법 

개정 이 에는 문서제출의무의 확 를 해 법률 계문서 등의 개념

을 확 하 고 그 한계 개념으로 ‘자기사용문서’라는 개념을 활용하

다.26) 즉, 문서제출의 신청인과 소지인 간의 공통의 이해 계를 가

진 공통의 문서가 아니면 소지인의 자기사용문서로 인정될 수 있었

고 따라서 이 경우는 제출의무의 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따라서 

할 청의 하천도로계획 조사보고서(河道計劃照査報告書) 등이 신청

인과 공통된 이익을 갖는 문서가 아니므로 제출의무의 상에서 제

외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배경에서이다.27) 1996년 민사소송법 개

정을 통해 문서제출의무를 일반의무화하면서 일반문서의 외조항의 

24) 강 , ｢민사소송법｣(6 ), 박 사, 579면; 병서, ｢민사소송법강의｣(4 ), 법문

사, 560면. 그런데 정동윤/유병 , 앞의 책, 558면은 입장이 분명하지 않지만 회

사의 품의서 등 내부문서 역시 자기 용문서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

는 듯하다. 정규상, 앞의 논문, 280면 이하 역시 이를 정하는 것을 제로 논

의를 개하는 것으로 단된다. 

25) Jauernig/ Hess, Zivilprozessrecht (C.H. Beck, 30 Aufl.), § 55 III. 2. 참조.  

26) 新 幸司, 民事訴訟法, (弘文 , 5版), 396面; 高橋宏志, 重點講義民事訴訟法(下), 

(有斐閣, 2版), 161面.  

27) 東京高決 昭和 54. 3. 19. 下民集 32卷 9-12号 1391面(民事訴訟法判例百選 II 

129 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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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일본 민사소송법 제220조 제4호에 소  자기이용문서를 삽입

하게 되었다. 동 조항의 자기이용문서가 개정  자기사용문서와 동

일한 개념인지 여부에 해서는 논란이 있으나28) 요한 것은 동 규

정의 자기이용문서가 개인의 라이버시 보호를 넘어 단체의 내부

인 의사결정과정을 보호하는 것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해 논란이 

많았다는 이다. 특히 단체 내부의 의사형성과정을 담은 품의서를 

둘러싸고 논의가 많이 개되었는데 최 의 입법의도는 이러한 단체

의 내부의사결정과정을 담은 문서도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하는 것으

로 악하고 있었다고 한다.29) 그러나 학계에서는 이에 반 하는 입

장이 지 않으며 례 역시 차 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1) 일본 판례의 동향

① 제출의무를 부정하는 기본 입장(은행의 출품의서 등)

i) 1996년 개정 후 일본최고재 소는 일본 민사소송법 제220조가 

규정하는 외사유인 자기이용문서에 해 하나의 기 을 제시하는 

결정을 하기에 이른다. 즉, 어떤 문서가 그 작성 목 , 기재내용, 당

해 문서를 재의 소지자가 소지하게 된 경 , 기타 여러 다른 사정

을 종합해서 단할 때 오로지 내부에서만 이용할 것을 목 으로 작

성되고 외부에 개시할 것을 정하지 않은 문서로서 외부에 개시되

면 개인의 라이버시가 침해될 뿐 아니라 개인 내지 단체의 자유로

28) 高橋宏志, 前揭書, 161面에서는 일본 민사소송법이 자기이용문서를 제출의무의 

외로 인정하고 있으나 법률 계문서의 한계로서 내부문서에 해당하는 자기사

용문서 개념은 여 히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9) 高橋宏志, 前揭書, 166面. 오로지 단체 내부에서만 사용하고자 하는 문서를 외

부에 공개하게 되면 항상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게 되어 

문서작성자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할 염려가 있다는 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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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의사형성이 해되는 등 소지자 측에 간과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일본 민사소송법 제220조 제4호(ハ) 소정의 ‘오로지 문서의 소지자의 

이용에 제공하기 한 문서’에 해당한다고 시하 다.30) 이 사건에

서 문제가 된 것(본안 사건은 출채무자가 은행을 상 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은행의 출품의서 고 동 문서 역시 외부에 

공개될 것이 정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것이 공개될 경우 은행

의 내부의사형성에 지장이 래할 것이라는 이유로 내부문서, 자기이

용문서의 성격을 인정한 것이다. 동 례 내용은 뒤 이은 최고재 소

의 련 례들이 모두 인용하는 모범사례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러나 이 례가 제시한 기  자체가 매우 추상 인 것이므로 뒤에 

나오는 련 사례에 해서 통일되고 측가능한 지침  기능을 수

행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ii) 주주가 신용 고의 임원을 상 로 제기한 일본 신용 고법에 

따른 표소송에서 신용 고의 출 련 출품의서가 문서제출명령

의 상이 되었다.31) 단순히 출채무자와 융기  간의 출을 둘

러싼 문제가 아니라 공익 인 성격을 가진 신용 고의 표소송에서 

문제가 되었기에 다른 단이 상될 수 있었다. 이 사건의 항고법원

인 동경고등재 소는 신용 고의 품의서가 본래 외  이용을 정

한 것은 아니지만 사무처리의 경과와 이사 등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한 것 등도 작성목 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회원 표

소송의 소송자료로서 사용되는 것은 그 속성에 비추어 내재 으로 

30) 高裁 平成11年（許）第2号 平成11年11月12日 高裁判所第二 法廷(民事訴訟

法判例百選 第4版, 69事件, 民事判例集53巻8号1787面).  

31) 高裁判所第一 法廷平成11年（許）第三五号 平成12年12月14日決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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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어 있는 것으로 악하 다. 따라서 회원이 제기한 표소송이 

정당한 이상 문서를 소지한 신용 고가 그 회원에 해서 품의서가 

내부문서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시하 다. 그러나 최고재 소의 

다수의견은 문서제출명령의 신청인( 표소송의 원고들)이 소지자인 

신용 고와 동일시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다고 하여  결정을 

기하 다. 그러나 町田顯재 은 융기 의 출품의서는 출을 

행함에 있어 조직체로서 의사결정의 정을 담보하고 그 책임의 소

재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 으로 하는 것이므로 표소송 등과 같은 

소송에서는 기본 인 자료로서 이용될 것이 정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출품의서는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하

지 않는 특단의 사유가 있다고 시하 다. 

iii) 일본 최고재 소는 시의회의 어느 회 ( 派, 일종의 정당)에 

소속하는 의원이 정무조사비를 사용한 조사연구의 내용  경비의 

내역을 기재해서 당해 회 에 제출한 조사연구보고서를 자기사용문

서로 악하면서 이것이 외부에 공개되면 집행기  등으로부터 간섭

을 받게 되어 조사연구가 해될 염려가 있다는 을 이유로 자기문

서성을 인정하고 있다.32) 그러나 동 보고서의 작성이 법령에 따른 의

무라는 에서 자기문서성을 부인하는 소수의견도 있다. 한편 최고재

소는 변호사회의 윤리 원회의 의사록  요한 발언의 요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하여 자유로운 의사형성이 해될 수 있음을 지

하면서 자기문서성을 인정하여 제출의무를 부정한 바 있다.33)

32) 平成17年11月10日/ 高裁一 法廷/平成１７年（行フ）第２号; 平成22年4月12日/

高裁二 法廷/平成２１年（行フ）第３号도 유사한 사건임. 

33) 平成23年10月11日/ 高裁三 法廷/平成２３年（行ト）第４２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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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출의무를 정한 사례 등 

보험 리인이 경 탄의 원인을 명확히 하기 해 조사 원회를 

설치해서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에 해 그것이 법령상의 근거에 기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조사 자체가 공익실 의 목 을 한 것이라

는 을 근거로 자기문서의 성격을 부인하고 있다.34) 융기 이 내

부사용의 목 으로 작성한 사내통지문서에 해서도 그것이 비록 내

부자들의 이용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해 문서는 단체 내부의 의

사형성과정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에서 자기이용문서의 성격

을 갖지 못한다고 시하고 있다.35) 한편, 개호서비스업자가 작성해

서 소지하는 서비스 종류별 이용 체크리스트의 경우 그것이 제3자인 

심사기 에 제출되는 문서의 부본이라는 을 이유로 자기사용문서

의 성격이 부인되고 있다.36) 나아가 출 상 업체에 한 채권의 자

산사정의 제가 되는 채무자 구분을 해 융기 이 작성한 문서

에 해서도 법령에 의해 자산사정이 의무라는 , 감독 청에 의한 

검사를 해 이용이 정되어 있다는  등을 이유로 자기사용문서

성이 부인되었다.37) 지방자치단체인  의회 의원의 정무조사비에 

한 수증 등 회계장부에 해서도 그것이  의회 의장에 의해 

확인의 상이 되므로 자기문서성이 부정된다고 시하 다.38) 

(2) 일본의 학계 동향 

일본 민사소송법 제220조에서 규정하는 자기이용문서가 개인의 

라이버시 보호를 한 것이라는 에 해서는 다툼이 없지만 융

34) 平成16年11月26日/ 高裁二 法廷/平成１６年（許）第１４号.

35) 平成１８年２月１７日 高裁判所第二 法廷平成１７年（許）第３９号 

36) 平成19年8月23日/ 高裁二 法廷/平成１９年（許）第１８号.

37) 平成19年11月30日/ 高裁二 法廷/平成１９年（許）第５号.

38) 平成26年10月29日/ 高裁二 法廷/平成２６年（行フ）第３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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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과 같은 단체의 출품의서와 같은 문서가 과연 제출의무의 

외가 되는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해 논란이 많았고 

그것은 재도 동일하다.   

① 제출의무 부정설

1996년 민사소송법 개정 당시의 취지에 동조하는 견해로 법인의 

내부의사형성 과정을 담은 품의서 등은 제출의무의 상이 될 수 없

다는 입장이다.39) 

② 제출의무 정설

단체의 품의서 등은 원칙 으로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입장이다.40) 품의서 등과 같은 단체의 내부문서가 제출의무를 면

하기 해서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것이 객 으로 인정될 수 있

어야 하고 아울러 그것이 규범 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제출의무가 정된다는 입장

이다.41)

③ 충설 

원칙 으로 단체의 내부 품의서 등은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하므로 

제출의무의 상이 되지 않지만 외 으로 제출의무의 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충설의 논거는 다양하다. 우선, 개인이든 단체

이든 내심의 역으로서의 침묵의 자유와 정보제공거 의 자유가 보

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자기이용문서 규정의 기본 인 취지임을 인정

39) 中野貞一郞, (解說)新民事訴訟法, (有斐閣, 1997), 53面. 

40) 松本博之/上野泰男, 民事訴訟法(弘文 , 8版), 471面. 

41) 山本和彦, “稟議書文書提出命令”, NBL 661号 6面, 662号 30～32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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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단체 내부의 의사형성이 법하고도 정하게 이루어진 것인

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내부의 품의서는 공통문서의 성격을 

갖게 되므로 제출의무의 상이 된다는 입장이 있다.42) 한편, 구체

인 사안에 따라 이익형량을 거쳐 자기 용문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43) 법인의 내부품의서 등은 외부에 공개되는 것

이 정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자체로 존 되어야 하고 보호되어야 

하지만 문제된 다툼을 해결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고 다른 체 인 

증거가 없는 경우 혹은 공익 인 성격을 갖는 경우에는 사법을 한 

력의무가 우선시되어야 하므로 자기이용문서의 성격이 부정될 수 

있다는 입장 등도 충설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무도 다양한 

논거와 이익형량 요소들을 동원하고 있어 어느 하나의 범주로 이를 

포섭하는 것은 쉽지 않다.44)

2. 이 사건 대상 결정의 입장

가. 기본원칙의 수립

이 사건 법원 결정에 따르면 법 제344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

는 자기 용문서에는 개인의 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는 차원을 넘

어 법인이나 단체 등의 내부 인 의사형성의 자유를 보장하는 문서

들도 해당될 수 있음을 기본 으로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그 추상

42) 新 幸司, 民事訴訟法學の展開, (有斐閣, 2000), 225面. 아울러 진실발견이 과도

하게 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자기이용문서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한다. 

43) 伊藤 眞, 民事訴訟法, (有斐閣, 5版), 431面.  

44) 高橋宏志, 前揭書, 187面 脚註 198)에서 충설을 여러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으

나 충설이라는 기 으로 포섭하는 것 자체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주

장하는 사람들 간의 공통 을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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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기 은 내부문서성(비공개성), 이익형량(공개에 따른 불이익과 비

공개에 따른 이익에 한 비교형량)이며 두 가지 기 에 의한 결과 

역시 사후 으로 재조정될 수 있다는 여지(특별한 사정에 의한 재조

정)를 열어두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앞서 본 일본의 최고재 소의 

1999년 례의 취지와 거의 동일하다.  

나. 기본원칙의 구체화와 모호성  

(1) 이 사건 법원 결정은 문서제출의무 여부에 한 구체 인 

단에 있어 앞서 언 한 기본원칙들인 문서의 비공개성과 공개에 따

른 불이익 여부에 한 단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문서의 비공개성 여부를 단함에 있어서는 객 으로 외부에서의 

이용이 작성 목 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는 볼 수 없는 경우, 

당해 문서 자체를 외부에 개시하는 것은 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

해 문서에 기재된 정보의 외부 개시가 정되어 있거나 그 정보가 

공익성을 가지는 경우 등에는 그 문서를 내부문서라는 이유로 자기

이용문서라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 라고 시하고 있어 앞서 본 

일본의 충설의 입장과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악된다.  

(2) 한편, 내부회계기 이나  각 정보와 련한 결의서와 같이 

이미 의사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 작성되는 문서는 그 문서의 성질

상 개시로 인하여 문서소지자에게 심각한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발

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시하고 있다. 아울러 법원은 문서에 

담긴 정보의 폭을 넓게 바라보면서 신청자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를 가지는 문서와 동일한 정보 는 그 직  기

･근거가 되는 정보가 당해 문서의 기재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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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도 제출의무의 상이 되는 것으로 악하고 있다. 법원의 이

러한 근 방법은 일본 최고재 소의 례들과 기본 인 틀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으며 학설상으로는 충설에 가깝다. 문서 자체보다는 

문서가 담고 있는 정보의 공익성과 근가능성을 강조하는 , 의사

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 작성된 문서의 경우 불이익이 감소된다는 

지 은 충 인 근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

원의 입장이 과연 법 제344조 제2항 제2호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며 설시하고 있는 구체 인 기  역시 모든 문서에 공

통 으로 용할 수 있는 범용성과 명확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3. 대법원 입장에 대한 평가와 비판

가. 단체의 자유로운 의사형성의 보호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1) 자기전용문서 규정의 연혁에 따른 문제점

일본 민사소송법 제220조가 규정하는 자기이용문서는 1996년 법 

개정 부터 논의되어 오던 ‘자기사용문서’를 법 규정에 포섭한 것으

로 은행의 출품의서 등에 한 논의를 정리하기 함이었다. 따라

서 동 규정이 정하고 있는 상은 단순한 자연인인 개인의 라이

버시 차원을 넘어 법인 등의 내부 의사형성과정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처음부터 담겨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일본의 상

황과 달리 이 부분에 한 논의가  없었고 문서제출의무가 제한

으로 인정되던 과거부터도 소  법률 계문서 개념의 확 를 지

하기 한 자기사용문서 개념은 일본과 달리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

서 법 제344조의 자기 용문서 규정을 일본과 동일하게 해석하고자 

하는 법원의 근 방법은 처음부터 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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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체의 내부 의사형성과정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민사소송법 규정의 개정 이 부터 단체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정

에 따라 작성되고 공개가 정되어 있지 않은 문서를 어느 정도로 

보호해야 하는가 여부에 한 논의를 해 온 일본에서 조차도 문서제

출의무를 일반의무로 설정한 행법의 해석상 법인 등의 품의서는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역시 지 않다. 그 에는 

개인의 라이버시나 정보자기결정권과 단체의 자유로운 의사형성을 

동등하게 취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을 지 하는 견해도 있다.45) 

(3) 법 제315조 제1항 제2호(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

법원이 이 사건에서 자기 용문서 여부를 단하기 해 제시한 

각종 기 은 법 제315조 제1항 제2호(기술 는 직업의 비 )가 규정

하는 기술 는 직업의 비 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단하기 해 제

시하는 기 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자기 용문서 여부를 단하기 

한 비공개성, 문서 개시에 따른 이익형량 등의 모든 기  역시 기술 

는 직업의 비  해당여부에 한 단기 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

이다.46)  

나. 대법원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논거의 취약점

(1) 대법원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기준 

법원은 일본 최고재 소가 제시하는 기본 인 노선을 따르면서

도 나름의 독자 인 이익형량을 실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아마도 이 

사건 상결정에서 제출이 요구된 문서들의 종류가 다양하여 일률

인 기 을 제시하기 어려웠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법원이 제

45) 松本博之/上野泰男, 前揭書, 520～521面. 

46) 松本博之/上野泰男, 前揭書, 522面도 동일한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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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기 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① 신청자가 열람 등

을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를 가지는 문서와 동일한 정보 는 

그 직  기 ･근거가 되는 정보가 당해 문서의 기재 내용에 포함

되어 있는 경우, ② 객 으로 외부에서의 이용이 작성 목 에 포함

될 수 있거나 어도 당해 문서에 기재된 정보의 외부 개시가 정

되어 있는 경우 ③ 정보의 공익성 ④ 내부의 의사결정이 된 후 작성

되는 문서 등이다. 이들을 체 으로 보면 법원이 문서 자체보다

는 그곳에 담긴 정보내용에 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대법원이 제시하는 기준의 모순점과 불명확한 부분

① 문서에 담긴 정보에 한 사법상의 청구권 유무의 문제는 법 

제34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출의무의 유무 문

제로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아울러 문서의 내용 일부만이 사법

상청구권의 상이 되는 경우에는 in camera 제도(제347조 제4항)를 

통해 제출 상을 특정한 후 일부분만의 제출을 명하는 차(제347

조 제2항)를 밟는 것이 법이 정한 수순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자기

용문서의 해당성 여부에 목하는 것은 하지 못하다.  

② 객 으로 보아 문서의 공개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거나 문

서에 담긴 정보가 공개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역시 자기 용문서 

단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자기 용문서인지 여부의 

단 기 이 아니라 자기 용문서에 한 개념 정의의 문제일 뿐이다. 

이로써 상 문서의 자기 용성 여부를 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

능하다. 

 

③ 정보의 공익성 여부를 자기 용문서 단의 기 으로 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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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다소 부 하다. 법 제344조 규정 어디에도 제출의무 유무에 

한 기 으로 공익성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없기 때문이다. 문서

제출을 요구하는 측이나 이를 거부하는 측이나 司法 正義에서 비롯

되는 공익 인 차원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여지는 언제나 존

재하기 때문이다. 문서제출로 요구되는 증거방법의 유일성, 체불가

능성 등을 제시하는 것은 몰라도 공익성을 내부문서 여부의 특성으

로 제시하는 것은 어느 측에게도 설득력이 없을 것이다.    

④ 의사형성 과정에서 작성되는 문서가 아니라 그 차가 완료된 

후 작성된 문서는 자기 용문서성을 갖지 못한다는 것 역시 납득하

기 어렵다. 일본최고재 소의 례 에도 사내통지문에 해 자기문

서성을 부인한 사례47)가 있으나 그 다고 해서 언제나 이 논리가 

용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법원이 지 하는 것처럼 문서의 표

제가 요한 것이 아니라 문서의 내용과 그 정보가 요한 것이므로 

의사형성 후 작성된 문서라 하더라도 그 내용에 의사형성 과정이 담

겨 있다면 자기 용문서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 개인(자연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자기전용문서

(1) 일반의무인 문서제출의무와 자기전용문서 개념의 제한 

문서제출의무는 일반의무이며 법 제344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

고 있는 자기 용문서는 일본과 달리 개인의 라이버시 보호를 

한 개념으로만 해석되어야 한다. 그것이 문서제출의무를 일반의무로 

규정한 우리 민사소송법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법 제344

조와 같은 내용이 일본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규정되어 있지만 연

47) 平成１８年２月１７日 高裁判所第二 法廷平成１７年（許）第３９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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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입법취지에 있어 우리와는  다른 궤 을 담고 있어 유사한 

취지의 해석론을 개하는 것은 매우 부 하다. 더구나 일본의 법 

개정 이후 나타난 련 례 역시 자기 용문서에 한 구체 이고

도 명확한 단 기 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제출의무의 

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자기 용문서는 개인의 라이버시권을 보

호하기 한 외  규정일 뿐 단체나 법인 등의 내부 인 의사형성

과정을 보호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러한 

에서 법원이 2015마4174 결정이나 이 사건 상 재 을 통해 일본

의 최고재 소 례와 같은 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

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 단체의 내부문서와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 

① 법인이나 단체 역시 내부 인 의사형성과정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문서를 통해 내부 으로만 보존할 필요가 있으며 이 역시 일정 

범 에서 존 되어야 함은 마땅하다. 그러나 이러한 법인의 내부 인 

의사형성과정의 비공개 이익은 자기 용문서 개념이 아닌 아래 두 

가지 방향에서 동일하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자연인인 개

인의 라이버시나 인격권 등의 보호를 통해 단체의 내부문서 자체

에 한 공개의무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단체나 법인의 내부 인 

의사형성과정을 담은 문서는 개인의 의사들이 결집된 결과물이기 때

문이다. 앞서 본 일본의 최고재 소 결 에서 변호사회의 윤리

원회 회의록과 련하여 원들의 발언 요지가 담겨 있어 이를 자기

이용문서로 본 결이 있는데48) 오히려 윤리 원들 개인의 라이버

시권 침해여부를 기 으로 당해 정보의 공개 여부를 단하는 것이 

타당했을 것이다. 개인의 라이버시권 역시 인 권리가 아니므

48) 平成23年10月11日/ 高裁三 法廷/平成２３年（行ト）第４２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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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상황에 따라서는 다소의 라이버시의 침해가 있더라도 련정보

의 공개가 요구되어질 수 있음은 당연하다. 

② 그밖에 법인이나 단체의 내부의사형성과정을 담은 문서에 한 

보호는 법 제315조 제1항 2호가 규정하는 기술 는 직업의 비 에 

속하는 사항이 기재된 문서 한 제출의무 면제로 충분할 것으로 

단된다. 이 사건 상결정과 2015마4174 결정에서도 문제된 제출 상 

문서가 해당 기업의 ‘직업의 비 ’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고 아

울러 이 개념에 한 정의를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두 결정에서는 

직업의 비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한 단이나 자기 용문서에 

한 단 기 과 근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i) 우선, 두 결정 모두 직업의 비 은 그 사항이 공개되면 직업에 

심각한 향을 미치고 이후 직업의 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가리킨다

고 지 하고 있다. 따라서 품의서와 같이 내부에서만 회람하거나 열

람하도록 하는 목 의 문서가 공개될 경우 당해 단체나 기업의 업무

를 수행하는 데 심각한 향을 미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일단은 제출

의무가 면제될 것이다. 그런데 두 결정은 어느 정보가 직업의 비 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문서 소지자는 비 이 보호가치 있는 비 일 경

우에만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한다. 나아가 어느 정보가 

보호가치 있는 비 인지를 단할 때에는 정보의 내용과 성격, 정보

가 공개됨으로써 문서 소지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민

사사건의 내용과 성격, 민사사건의 증거로 문서를 필요로 하는 정도 

는 체할 수 있는 증거의 존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비 의 

공개로 발생하는 불이익과 달성되는 실체  진실 발견  재 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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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내부문서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당해 문서에 기재된 정보가 보호가치가 있는 것인지 여부 등

을 단하여 직업의 비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타

당하다. 

ii) 단체나 기업 등에서 오로지 단체 내부에서의 사용만을 해 문

서를 작성하고 그 문서나 정보를 내부나 외부의 감사 혹은 조사의 

상에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다고 단된

다. 더구나 문서가 아닌 자체 정보를 심으로 본다면 면 이거나 

혹은 제한 인 수 에서는 공개의 상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그 문서에 직업상 혹은 기술 인 비 이 담겨 있어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단체 등의 주 인 비공개 목 의 문서라고 해서 

제출의무를 면제해  필요는 없을 것이다. 

(3) 이 사건에의 적용

① 이 사건에서 제출이 요구된 문서로서 문제가 된 것들을 요약하

면 i) 합병으로 소멸된 A회사의 경 사정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를 

담은 문서와 련 서류(명세서는 물론 기안문, 결의서, 내부품의서, 

젠테이션 자료 등 포함), ii) A회사의 이사들이 합병비율의 정

성을 단하여 이 사건 흡수합병에 동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근거

로 삼은 회계법인의 검토보고서  합병 련 당사자들의 교신 내용

을 담은 공문, FAX, 이메일, 기타자료 일체, iii) 이 사건 합병 추진 

 실행과 련하여 회계업무를 담당한 회계법인에게 제공하거나 동 

회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제안서, 보고서( 안, 간  최종보고

서, 젠테이션 자료 일체를 포함), 공문, FAX, 이메일 기타자료 

일체 등이 그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소멸한 A회사의 주주인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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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A회사의 B회사로의 합병과정에 한 법성과 성을 단하

기 한 자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요구되어진 문서들  각종 정보

를 담은 명세서 등은 문제될 것이 없으나 그러한 정보와 련된 기

안문, 결의서, 내부품의서, 교신내용을 담은 공문, 그리고 제3자인 회

계법인의 제안서 보고서 등의 안을 비롯한 문건 등은 제출의무 여

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② 이들 문서  련 개인의 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문서나 문서 

작성 회사의 기술이나 직업비 이 담긴 문서 혹은 법령상 공개가 

지되거나 제한되는 문서 외에는 법원에 재 자료로서 제출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단된다. 공연히 이들 문서가 피신청인 회사

들의 내부사용 목 으로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볼 이유가 없다

는 것이다. 단체나 법인 등의 내부의사형성과정은 련 법과 정 에 

따라 규율되어야 하므로 공개의 상이 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

이다. 다만, 개인의 라이버시권이 침해될 수 있거나 단체나 법인 

등의 기술 혹은 직업의 비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

만 그 제출의무가 면제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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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aning of ‘A document for the exclusive use by 
its holder’ and it’s theoretical limitation

Han choong-soo

In Korea every documents should be submitted as well as witness 

should appear and be examined in court. However, exceptions are 

very broad, one of them is document which were made by public 

officials or handled by public offices could be exempt from 

submission. The other is a document for the exclusive use by its 

holder(KCCP Art. 344 (2) 2). This document is usually called ‘self 

exclusiveness document’. This concept is originated from Japanese 

Code of Civil Procedure(JCCP Art. 220). In this case Korean 

Supreme Court adopted similar theory of interpretation for self 

exclusiveness document which was made and developed in Japan 

because JCCP Art. 220 is very similar to KCCP Art. 344. However, 

Japanese theories and cases could not serve useful purposes because 

they have no predictability and basically both countries have no 

common back-ground for self exclusiveness document. We just made 

it for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privacy right such as diary and 

brief. And it should be enough. According to the KCCP Art. 315 (1) 

2, internal document of legal persons could be protected from release 

of information if it could hurt technical or professional secrets. 

Therefore, Korean Supreme Court should change it’s opinion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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