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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라52
1. 강대선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32길 7, 2101호 (용두동, BYC청량리오피스
텔) (02560)
2. 강현주
서울 종로구 평창길 90 (평창동) (03006)
3. 김다솜
부산 부산진구 백양대로208번길 133, 202동 704호 (개금동, 삼환아
파트) (47166)
4. 김성곤
서울시 은평구 서오릉로 8길 30 (03395)
5. 김영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24, 4층 19호 (서교동) (04038)
6. 김영준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1517번길 73, 933동 301호 (영통동, 삼성.태영
아파트) (16700)
7. 김은실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136, 506동 303호 (구미동, 까치마을건영
빌라) (13630)
8. 류경수
목포시 남악1로52번길 83, 122동 305호 (옥암동, 근화옥암베아
채) (58677)

제출자:김가연, 제출일시:2018.03.13 15:47, 출력자:김가연, 다운로드일시:2018.03.27 01:27

9. 류종하
서울 송파구 양산로2길 38, 605동 609호 (거여동, 거여6단지아파
트) (05789)
10. 민재홍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30, 111동 403호 (신림동, 신림푸르지오
아파트) (08770)
11. 박경신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14길 38, 103호 (연희동, 연희궁그린빌라
트) (03724)
12. 박준영
인천 서구 고산후로 398, 103동 1502호 (불로동, 불로e편한세상아
파트) (22622)
13. 배기태
서울 노원구 덕릉로71길 5, 101동 602호 (중계동, 성원아파
트) (01710)
14. 변성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7, 3212동 2007호 (하동, 휴먼시아아
파트) (16512)
15. 서원준
고양시 덕양구 서정마을로 46, 408동 1201호 (행신동, 서정마을4단
지아파트) (10491)
16. 윤영민
화성시 동탄반석로 277, 115동 3101호 (석우동, 동탄예당마을 우미
린제일풍경채) (18447)
17. 정준기
서울 중구 동호로11아길 28-6, 201호 (신당동) (0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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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정현철
부천시 경인로398번길 14, 씨동 305호 (소사본동, 진주연
립) (14692)
19. 조성태
서울 강동구 상암로 11, 107동 2016호 (암사동, 선사현대아파
트) (05240)
20. 한성농
부천시 경인로182번길 100, 102동 401호 (심곡본동, 광백드림
빌) (14740)
21. 한정동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293번길 39 (방서동) (28784)
22. 홍미라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290번길 26, 842동 101호 (영통동, 벽적골주
공휴먼시아8단지) (16698)
상

대

방 :

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위 사건에 관하여 2018. 2. 21.에 내려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5.자 2016가소
5944347 결정 취소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재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이 사건 문서제출신청을 기각한다.

재 항 고 취 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

제출자:김가연, 제출일시:2018.03.13 15:47, 출력자:김가연, 다운로드일시:2018.03.27 01:27

재 항 고 이 유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2018.03.13

재항고인(상대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 귀중

제출자:김가연, 제출일시:2018.03.13 15:47, 출력자:김가연, 다운로드일시:2018.03.27 01:27

재 항 고 이 유 서
사

건

2018마5311 손해배상(국)

재항고인

강대선 외 21인

상 대 방

대한민국

본안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5944347 손해배상(국)

위 사건에 관하여 2018. 2. 21.자 항고인용 결정에 대해 재항고인들의 소송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재항고이유를 제출합니다.

-

1.

다

음

-

원심 결정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제출대상 문서가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인도·열람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며,

1)

당사자들에 의하여 인용되지도 아니하

였으므로 제344조 제1항 제1호의 인용문서라 할 수 없고,

2)

모두 공문서로

서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 법원의 2016. 12. 15.자 문
서제출명령을 취소하였습니다.

2.

재항고이유

가 상대방은 이 사건 자료제공요청서 등을 수차례 인용했습니다
.

(1)

.

민사소송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의의
344

1

1

민법 제344조 제1항 제1호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문서제출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인용한 문
서라 함은 소송의 변론이나 준비절차에서 인용한 경우는 물론 변론에서
진술하지 않았더라도 준비서면에서 인용한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또한 ‘인용’한 문서라 함은 넓게 해석하여 문서의 내용에 관하여 언급하면
족하고, 문서를 명시적으로 증거로서 인용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당사자가
소송에서 당해 문서 그 자체를 증거로서 인용한 경우뿐 아니라 자기 주장
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언급하여 자기
주장의 근거 또는 보조로 삼은 문서도 포함”(대법원 2008. 6. 12.자 2006무
82 결정, 대법원 2017. 12. 28.자 2015무423 결정 등 참조)합니다.

(2)

인용문서의 존재

상대방은 이 사건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등을 본안에서 인용한 바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재항고인이 문서제출명령 신청에서 요청한 자료제공요
청서 및 자료제공요청사유(이하 “이 사건 자료제공요청서 등”)는 아래와
같이 상대방의 준비서면 및 제2차 답변서에 수차례 인용되었습니다.

(가) 2016. 10. 20.자

준비서면

먼저 2016. 10. 20. 제출된 상대방의 준비서면 제2쪽에 의하면 상대방
은 전기통신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 전기통신사업법
제 54 조 제 3 항 , 제 4 항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 83 조 제 3 항 , 제 4 항 )은 ...

통신자료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나 법관의 영장 없이도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수사기관의

자료제공요청서라는

서면요청에

의해

통신자료를 제공하여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하면서
자료제공요청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상대방은 재항고인들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통신자료 제공요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수사를 위
하여 이루어진 행위”(제1쪽),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자료 제공요청“(제2쪽),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
항에 근거하여“(제3쪽), ”이 사건 통신자료 제공요청은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함“,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이라는 법
률을 근거로 한 행위“, ”통신자료 제공요청을 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
한 적법한 공무집행“(제6쪽),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근거한
적법한 공무집행“(제7쪽),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규정에 근
거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제공요청을 한 것“(제8쪽), ”전기
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특별규정에 따라 통신자료를 제공
할 수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근거한 행위로 적법한
공무집행”(제9쪽)이라고 수차례 전기통신사업법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4항은

“제3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 요청

은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 자료제공요청서" 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

로, 위와 같은 인용은 상대방이 상대방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자기
주장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언급하
여 자기주장의 근거 또는 보조로 삼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나) 2016. 10. 21.자

제2차 답변서

다음으로 2016. 10. 21. 제출된 상대방의 제2차 답변서에 의하면 상대
방은 제3쪽에서 “같은 법 제4항은 ‘제3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
(이하

" 자료제공요청서" 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

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으
며, 또한 별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
53조를

첨부하여 이 사건 자료제공요청서 등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이 사건 통신자료제공 요청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

4항에

근거한 적법한 직무집행”(제5쪽), “수사를 위하여 전

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 제4항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
신자료의 제공을 요청”(제6쪽),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등
의 특별규정에 따라 통신자료를 제공”, “이 사건 통신자료제공 요청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

4항에

근거한 것”(제7쪽), “전기통

신사업법 제83조 제3, 4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 “위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통신자료제공 요청”(제9쪽)이라고 하여 전기통신사
업법을 인용하고 있는 바, 이 또한 상대방이 상대방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자기 주장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언급하여 자기 주장의 근거 또는 보조로 삼은 것이라 하겠습니
다.

(다)

상대방의 주장

이상과 같이 명백히 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언급하였음에도 상대방은
즉시항고에서, “단지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을 언급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이 사건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문서의 ‘존재’와 그 ‘내용’을 언급하면서 항고
인의 주장의 근거 또는 보조로 삼은 사실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법원 2006무82 결정의 사실관계를 보면, 재항고인은
답변서에서 이 사건 문서 그 자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제15차 사법시험관
리위원회 회의결과 공지사항’을 인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는데, 대법원은
“재항고인이 답변서에서 원문제와 모의고사문제 및 실제문제가 서로 다르다

는 점을 주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원문제의 존재를 언급하고 이를 자기
주장의 근거로 삼은 이상, 비록 ‘제15차 사법시험관리위원회 회의결과 공지사
항’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출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6. 12.자 2006무82 결정 참조).

이러한 법리를 본 사안에 대입해 본다면, 설사 상대방의 주장대로 단순히
법률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통신자
료제공 요청 행위가 법에 따라 이루어져서 위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이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료제공요청서의 존재를 언급하고
그 내용이 적법함을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므로 직접 인용한 것이
나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소결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자료제공요청서 등은 상대방이 “자기 주장을 명백
히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언급하여 자기 주장의
근거 또는 보조로 삼은 문서”, 즉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의 인
용문서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인용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
은 자료제공요청서의 존재나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는
그 자체로 본안에서 그 위법성을 다투고 있는 상대방의 통신자료제공 요청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여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나 인용문서 인 이상 공문서 라도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 ‘

’

‘

’

.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의 인용문서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는 달리, 그것이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제출의무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자 2006무82 결정, 대법원 2017. 12. 28.자 2015무
423 결정 등 참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료제공요청서 등이 인용문서에 해당하는 이상, ‘공문서’로서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의 잘못이 있습
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재항고인들은 재항고를 제기하오니 인용해 주시기 바

랍니다.

2018. 4.

재항고인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가연

대법원 민사1부(아) 귀중

대

법
제

1

결
사

건

원고, 재항고인

2018마5311

원
부
정

손해배상(국)

1. 강대선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32길 7, 2101호
2. 강현주
서울 종로구 평창길 90
3. 김다솜
부산 부산진구 백양대로208번길 133, 202동 704호
4. 김성곤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8길 30
5. 김영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24, 4층 19호
6. 김영준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1517번길 73, 933동 301호
7. 김은실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136, 506동 303호
8. 류경수

- 1 등록자:김혜진, 등록일시:2018.06.22 17:32, 출력자:김가연, 다운로드일시:2018.06.25 12:19

목포시 남악1로52번길 83, 122동 305호
9. 류종하
서울 송파구 양산로2길 38, 605동 609호
10. 민재홍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30, 111동 403호
11. 박경신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14길 38, 103호
12. 박준영
인천 서구 고산후로 398, 103동 1502호
13. 배기태
서울 노원구 덕릉로71길 5, 101동 602호
14. 변성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7, 3212동 2007호
15. 서원준
고양시 덕양구 서정마을로 46, 408동 1201호
16. 윤영민
화성시 동탄반석로 277, 115동 3101호
17. 정준기
서울 중구 동호로11아길 28-6, 201호
18. 정현철
부천시 경인로398번길 14, 씨동 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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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조성태
서울 강동구 상암로 11, 107동 2016호
20. 한성농
부천시 경인로182번길 100, 102동 401호
21. 한정동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293번길 39
22. 홍미라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290번길 26, 842동 101호
재항고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가연
피고, 상대방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상기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유일한, 부효준, 최상철, 이산해, 김현영, 김영두, 최호진,
정상수
소송수행자 강상문, 문종탁, 강봉준, 박동진

원 심 결 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21.자 2017라5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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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6. 22.

재판장

주

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김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박정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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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본입니다.
2018. 6. 22.

대법원

법원사무관 손병현

(인)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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