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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 說  

 

오늘날 우리는 財産意識的 社會에 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가치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것

을 가지려고 하며, 정의로운 재산분배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 인간생활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의 하나인 재산에 관한 질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社會共同體가 해결해야 할 본질적 과제다. 

특히 현대 자본주의 경제구조속에 있는 自由主義的 法治國家는 시대와 사회ㆍ경제적 상황에 맞는 

정의로운 財産秩序를 통하여 사회구성원에게 자유의 실현과 물질적 삶의 기초를 보장한다. 自由

와 財産은 어느 한쪽도 다른 쪽 없이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으나 재산

권이야 말로 자유를 의미있고 가치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며, 이런 점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는 財産民主的 基本秩序로 변화해 가고 있다.1)  

 

1) W. Leisner, Sozialbindung des Eigentums, Berlin, 1972, S.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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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시민 민주주의의 중요한 바탕 중의 하나가 바로 사유재산권의 보장이며, 개인주의적ㆍ자유

주의적 사상을 기초로 했던 近代立憲主義國家에서는 재산권을 국가권력이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신성불가침한 絶對的 基本權으로 파악했었다. 봉건사회의 붕괴 후 성립한 근대시민사회는 근대 

초기의 계몽사상 및 자연법사상과 로마법의 영향으로 모든 사람을 평등한 인격자로 생각하고 개

인의 자유스러운 사회 활동과 소유권에 제약이나 부담이 따르지 않는 절대적인 소유권의 보장을 

요구하였고, 그것을 배경으로 근대 자본주의가 급속한 발전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2). 따라서 당시

의 토지소유권은 절대적 사권으로서 보장되었으며, 土地所有權의 絶對性은 불란서 인권선언의 “所

有權은 神聖不可侵”이라는 규정으로 극명하게 표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자유의 원칙과 절대적 소유권의 보장은 근대 시민사회의 이상을 실현시키지 

못했다. 노동을 상품으로 팔 수밖에 없는 도시노동자나 소작민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으며, 

“계약자유”의 미명아래 가진 자로부터 착취당하여 결국에는 부의 편재현상이 심화되고, 사회계층

간의 분화와 대립갈등이 첨예화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재산권절대의 원칙은 대폭 수정될 수밖

에 없게 되었다. 형식적인 것에 그친 자유와 평등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인간으로서의 生存權

을 보장하기 위하여 바이마르(Weimar)헌법을 효시로 하여 재산권은 더 이상 절대적인 것일 수 없



고 相對化되어 공공의 이익 내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2) J. Chlosta, Der Wesensgehalt der Eigentumsgewahrleistung,Berlin,  

 

1975, S. 115 ff.; H.-J. Papier, in: Maunz/Durig, GG-Komm., Art.14  

 

Rdnrn. 18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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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부담하거나 제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이로써 財産權의 絶對性이나 神聖不可侵

性은 부인되고 財産權의 社會的 羈束性이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財産權의 社會的 制約 내

지 社會的 羈束을 강조하는 것은 재산권의 절대적 보장에서 나오는 사회적 폐단을 최소화하고 사

유재산제도의 기본이념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사유재산제도의 유지ㆍ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자기

희생 내지 양보인 것이다.  

현행 헌법은 제23조를 중심으로 모든 국민에게 물질적 삶의 터전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 포괄적 

개념으로서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23조의 財産權 保障은 다른 財産權 關聯規定(제 

13조 제 2항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금지, 제 22조 제 2항의 지적소유권, 제 119조의 경

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 제 120조 제 1항의 특허권, 제 120조 제 2항 및 제 122조의 국토개발상 

필요한 국토ㆍ자원 등에 대한 제한, 제 121조의 농지소작제도의 원칙적인 금지, 제 124조의 소비

자보호를 위한 생산품규제, 제 126조의 사영기업의 국공유화 내지는 그 경영의 통제ㆍ관리의 예

외적인 기능)들과 함께 국민 개개인에게 자유스러운 경제활동을 통하여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스

스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사유재산의 자유로운 이용ㆍ수익과 그 처분 및 상속을 보장한다. 

또 이러한 보장은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는 지름길이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증대

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다3). 그 뿐만 아니라 재산권 규정은 재산질서에 관한 헌법적 표현으로서 국

가 내에 있어서 개인의 지위와 전체로서의 사회질서를 위해  

 

3) 헌재판례집 5-2, 36,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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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사회국가 이념과 재산권의 조화로운 해석이 사회ㆍ경제

질서의 형성을 위한 법적ㆍ정치적 논의의 핵심에 자리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즉 국민 

개개인의 권리보장과 함께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내지 사회적 기속을 강조함으로써 헌법이 추구

하고 있는 社會國家 理念과 財産秩序의 調和를 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재산권 보장의 중요성에 부응하여 헌법재판소도 그 동안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받기도 

했던 정치적 분야에서와는 달리 다른 어떤 기본권보다도 재산권 분야에서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

를 위해 적극적이고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 왔다.  



본 연구는 財産權保障에 관련된 憲法規定의 체계적이고 조화로운 解釋을 위해 나름대로의 기준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해석상의 문제점이 많은 부분을 중심으로 재산권에 관한 개괄적 정리를 

하였다.  

 

2. 憲法上 財産權 保障의 意義와 機能 

 

(1) 財産權 保障과 自由權 

 

헌법 제23조 제1항은 개인의 재산권을 法制度로서 뿐만 아니라 個別 財産權者의 主觀的 權利로

서 보장한다4). 이 규정은 주관적 공권의 의미에 있어서 재산권적 자유외에 財産權의 客觀的 法制

度를 보장한다. 법적 장치로서의 재산권의 보장은 주관적 권  

 

4) 헌재판례집 1, 357, 370; 3, 202, 213; 5-2, 36,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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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로서의 기본권보장에 기여하며, 사적 재산권의 보장과 개인적 자유의 기본권적 보장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헌법의 재산권 보장은 계몽의 철학적 전통뿐만 아니라 재산권 보장을 인

권으로서 존중하고 자유와 재산권 사이의 강한 의존관계로부터 출발하는 법치국가 헌법의 전통 

위에 서 있다. 즉 재산권 보장에는 다른 기본권 보장과의 관계에서 볼 때 국민에게 재산법적 영

역에 있어서 자유영역을 확보해주고 그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생활에서 자기책임적 형성을 가능

하게 하기 위한 기능이 추가된다5).  

원칙적으로 옳은 것으로 판단되는 自由와 財産權 사이의 補完性은 자유신장을 위한 본질적 기초

의 보장이라는 의미에서 재산권 보장의 일방적 도구화로 오해되어져서는 안 된다. 헌법 제 23조 

제 1항의 이해에 있어서 安定性 側面(Sicherheitsaspekt)이 배제될 수 없지만, 그러한 측면은 재산

권 보장의 배타적이고 우선적인 기능규정과 내용규정에는 적절하지 않다. 재산권 보호가 권리자

의 개별적 의존성과 재산권 대상의 존재보장적 기능성에 따라 인정하게 됨으로 인해 안전성 측면

은 제 23조 제 1항 제 1문의 보장내용을 섣부른 제한으로 오도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 

제 23조 제 1항 제 1문은 생성배경으로 보나 실질적ㆍ기능적 의미에서 볼 때,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인격적 재산권의 보장으로 직접 연결된다6). 따라서 자유신장의 물질적ㆍ경제적 

기초를 위한 이 조항의 이러한 일방적 도구화는 최소한의 존재를 보장한다는 면에서 재산권 보장

을 지나치게 노후화 시키  

 

5) BVerfGE 24, 367, 389; 50, 290, 339.  

 

6) O.Kimminich, in: Bonner Kommentar, Art. 14 Entstehungsge- schichte I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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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비현실적인 것으로 이끌게 될 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기능성에 상응하는 모든 재산적 지

위를(특히 공법적 종류) 憲法의 財産權保護領域 속으로 무차별적으로 끌어들이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7). 이것은 국가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 축소금지 그리고 대체 금지로서의 헌법 제 23조의 

기본 구조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안전성 측면에 비례한 財産權 保障의 과잉되고 배타적인 機能및 內容規定은 그 외에도 재산적 가

치있는 主觀的 私權의 다양한 類型을 갖고 있는 사법질서에도 적당하지 않다. 존재 유지의 도구

로서 이해되는 헌법 제23조 제1항 제1문의 보장은 항상 단지 재산적 가치있는 (최소)잔액에 한정

된다8). 결과에 있어서 그리고 가치에 따를 때, 지금까지의 권리자에게 지금까지의 재산상태가 유

지되는 한 내용을 결정하는 立法者는 마음대로 主觀的 私權을 폐지할 수도 있고 다른 유형의 권

리를 통해 대체하거나 변형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헌법 제 23조는 일반적 재산보호라는 방향으

로 권리평준화 경향을 띄게 된다.  

나아가서 財産權과 自由의 補完性과 聯關性은 좀 다른 차원에 놓여 있기도 하다. 즉 헌법 제 23

조는 주관적 사권 즉 사회질서 형성의 수단으로서의 법적으로 인정된 의지력을 보장하고 요청한

다. 그리고 개인은 자기책임하에 사적 목표달성을 통하여 法秩序 및 社會秩序形成에 동참한다. 그

는 사회ㆍ경제적 생활에서 적절한 비율의 조정을 위한 公的 計劃執行者로서 투입되는 것은 아니

며,  

 

7) P. Krause, Eigentum an subjektiven offentlichen Rechten, Berlin, 1982, S. 42 ff.  

 

8) Vgl. H.-J. Papier, aaO., Rdnr. 3; ders., Unternehmen und Unter- nehmer in der 

verfassungsrechtlichen Ordnung der Wirtschaft, VVDStRL 35, S.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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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의 결정근거 또한 공적 이해관계만은 아니다. 헌법은 사회ㆍ경제적 형성의 수단으로서 

민주적으로 정당화된 高權的 行爲의 全體性을 알지 못하며 사회와 경제에 관한 정치적 민주주의

의 절대적 지배도 알지 못한다9). 헌법 제 23조는 법인격으로서의 개개 국민에게 사회형성에 있어 

일정한 지분을 보장한다. 따라서 개인적 사용과 요구에는 부응하나 단체경제적이고 전체사회적으

로는 기능하지 않는 재산권만이 이 기본권의 의미에 있어서 재산권은 아니다. 헌법 제 23조는 입

법자에게 財産權의 私的 利用을 위한 행사가 공익과 자유실현 요청이 일치하는 조건을 보장하는 

것이다. 즉 재산권 보장은 재산법적 영역에 있어서 사적자치의 특별한 보장형태로서 작용하며 여

기에는 憲法의 法治國家原則을 확인하는 힘의 분배 또는 권력분립 기능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10).  

뿐만 아니라 헌법 제 23조는 국가에 의한 재산박탈금지와 재산분해금지를 근거해 준다11). 사적으

로 재산가치있는 법적 지위의 보장으로 헌법 제 23조는 공권력에 의한 재산축적의 금지를 의미하

며 국가권력의 부작위 또는 불가침의무를 규정하는 것이다. 헌법의 재산권 조항에는 또 일종의 

평화보장기능이 있다. 즉 선거와 정치적 다수형성이 분배에 대한 투쟁으로 타락하는 것을 방지한

다. 선거와 정치적 다수를 통하여 국민의 어떤 집단이 다른 집단의 지갑에 손을 넣어서는 안 된



다. 우리 사회의 재산 질서는 정치적 인기 때문에 변화하는 다수의 단기적 처분에 맡겨서는 안 

된다12).  

 

9) Siehe demgegenuber A. Arndt, Das Problem der Wirtschafts- demokratie in 

den Verfassungsentwurfen, SJZ 1946, S. 137.  

 

10) H.-J. Papier, VVDStRL 35, S. 83.  

 

11) P. Krause, aaO., S. 21 ff.  

 

12) H.-J. Papier, in: Maunz/Durig, GG-Komm., Art. 14 Rdnr.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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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財産權 保障과 社會國家의 實現 

 

헌법재판소의 판례13)에서 부분적으로 암시되고 있는 바와 같이 공법적 지위를 헌법 제 23조의 재

산권에 포함시키게 되면 財産權 保障規定은 또 다른 기능과 효력을 지니게 된다. 즉 자유의 조건

으로서의 물질적 최저생활과 인간다운 생활을 뒷받침해 주기 위한 각종 사회보장정책은 결국 사

회적 영역에 있어서의 재산권 보장을 불가피하게 할뿐만 아니라 이러한 영역에 있어서 국가의 역

할과 지분을 확대시키게 되며 입법자에 의해 행해지고 책임지워진 財産分配機能이 추가된다14).  

결국 기본권에 기속되는 국가권력은 급부채무자로 되며 기존의 급부수준을 유지할 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사회법적 지위의 재산권적 확보는 최소한의 재산형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뒷받침하

여 社會國家의 實現에 결정적 역할을 하지만 장래의 납세자의 지갑을 본의 아니게 넘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공법적 지위의 재산권적 보호는 그런 의미에서 자유권 내지는 방어권을 급부참여권으로 전환시켜 

사회국가의 실현에 기여하게 된다. 그러나 기본권적 급부참여권은 자유권에 고유한 엄격성과 기

속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것은 오히려 입법자에게 비교형량의 지침을 주고 재정적 가능성의 

유보 속에 놓여 있을 따름이다. 여기에서 사회국가적 기본권의 확장으로 전통적인 防禦權的  

 

13) 헌재판례집 6-1, 543, 550: “퇴역연금수급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23조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이다”.  

 

14) H. Schneider, Der verfassungsrechtliche Schutz von Renten der 

Sozialversicherung, Heidelberg und Karlsrube, 1980, S.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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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護機能이 比例的 權利로 질적 저하될 위험성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15).  

 

(3) 財産權과 制度保障 

 

재산권의 보장은 개개 권리주체에 대한 기존의 그리고 새로 생기는 구체적 권리의 보호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私的 財産權이 법제도로서 유지되는 것에 대한 憲法的 確證을 포함한다16). 

이때 법제도로서의 사적재산권 보장은 생산수단의 사유를 허용하는 법률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재산권 보장을 무엇보다 입법자를 향해서 작용되며 私有財産의 存在可能性 그리고 私的 有用成을 

가능하게 하고, 사적으로 이용되는 재산에 대한 충분한 절차법적 그리고 실체법적 보장을 통하여 

公同福利에 따른 의무성에도 불구하도 사회질서 속에서 확고한 위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규범

의 핵심요소를 입법자는 충분히 고려해야 할 의무를 지게된다. 재산권의 제도보장은 개인의 법적 

지위보장 즉 구체적 권리보장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보충적 기능을 가지며 헌법상의 재산권 개념

이 확대되게 된 원인도 거기에 따른 것이다. 물론 주관적 재산권의 이질성으로 인해 제도보장에

서는 단지 소수의 일반적 구조원리가 근거될 뿐이고 극히 다른 주관적 재산권에 관한 분류가 필

요하게 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헌법 제23조의 제도보장으로 헌법은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진  

 

15) E.-W. Bockenforde, Grundrechtstheorie und Grundrechtsinterpre- tation, NJW 

1974, S. 1536  

 

16) 헌재판례집 1, 357, 370; 3, 202, 213; 5-2, 36, 44; 6-1, 543, 550; BVerfGE 58, 

300,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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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의 존재를 보장한다. 이러한 주관적 사권으로서의 재산권 보장은 법적으로 인정된 個人의 

意思力으로서 그리고 自己責任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질서의 형성에 공동참여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한다17).  

제도보장으로 사회생활의 특정 제도에 대한 규범적 기본장치 그리고 제도 그 자체는 입법자에 의

한 폐지나 본질적 변화로부터 보호된다. 그러나 제도의 전형적 기본구조와 제도를 유지하는 기본 

노선만 그대로 유지된다면 개별 경우에 있어서 法制度의 規範的 形成은 입법자에 의한 개정으로

부터 보호되지 않는다. 제도보장은 입법자에게 재산법적 영역에서 기본권적 보호를 받아야 할 핵

심적 요소에 해당하는 것을 사법질서로부터 떼어내는 것을 금지한다18). 그렇다고 해서 헌법에 근

거한 개개의 法的 財貨가 사적 유용성과 기본적 처분권을 통해 확인되는 사법적 지배하에 놓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 재산재가 중요한 공공복리를 위한 위험의 제거를 위해 

행정법적 지배하에 놓인다고 해서 곧 법적 제도보장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19).  

所有權者의 讓渡自由는 헌법 제 23조가 사유재산권을 제도로서 보장하는 법규범의 핵심요소에 속

한다. 헌법 제 23조 제 1항은 소유권을 양도하는 권리를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하고 있는 소유권 



질서의 분야에서의 행위의 자유를 신장시킨다. 그러므로 양도금지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

도보장과 일치하게 된다.  

양도금지가 어떤 공익을 위해 이루어진다는 것만으로는 불충  

 

17) Siehe H.-J. Papier, VVDStRL 35, S. 82 f.  

 

18) BVerfGE 24, 367, 389; 58, 300, 339.  

 

19) BVerfGE 58, 300.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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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며 정당성은 오히려 공익의 중요성과 연관된다.  

즉 재산권 보장과의 관계에서 공익적 중요성이 현저하게 우선된다고 여겨질 때 비로소 가능하며 

그 경우에도 엄격한 比例性原則의 적용을 받는다20).  

법제도로서의 사유재산 제도는 주관적 기본권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

러나 그것은 국가가 헌법 제23조의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재산권의 제도보장이 효과적인 기본권 향유의 사회경제적 기본전제

를 충족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제도보장으로서의 헌법 제23조로부터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재산분배요청이나 물질적인 기본권 전제조건의 성취를 위한 개인의 주관적 급부청구권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유재산권의 역기능적 집중에 대한 방어는 경제재산권의 집중에 반대하는 국가의 反企業集中 立

法 뿐만 아니라 財産形成을 위한 국가로부터의 장려도 요청한다. 원칙적으로 이와 관련한 국가의 

법적 의무는 헌법 제 23조 제 1항 제 1문의 재산권의 제도적 보장으로부터 나온다. 사유재산의 

심각한 불균형적 분배구조는 일반적으로 헌법과 경제질서에, 특수하게는 재산권의 제도보장에 잠

재적인 그러나 현존하는 위험이 된다. 사유재산권에 기초한 사회질서가 경제적ㆍ정치적 위기의 

시대도 아닌데 대다수의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생산수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분배구조의 위기를 극복하  

 

20) Vgl. BVerfGE 26, 215,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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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단지 분별과 이성의 요청만이 아니라 헌법 제23조 제1항 제1문의 제도보장에 의한 헌법

의 요청이기도 하다21).  

 

(4) 財産權 保障과 經濟秩序 

 



헌법 제 23조는 개인의 구체적 재산권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형성된 사회질서 제도로서의 재산도 

보호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유재산 제도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상의 재산권보장규정은 우리 헌법

이 추구하고 있는 경제질서의 형성에 있어서 헌법적 기초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그 바탕으로 하는 資本主義的 市場經濟秩序의 前提條件이다. 그러나 사

유재산제도가 재산권 보장의 중요한 내용임은 부인할 수 없으니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곧 특정경

제체제를 표방하는 것은 아니다. 사유재산제도는 사인의 자유로운 활동이 폭넓게 인정되고 계약

의 자유와 경쟁의 자유 등이 보장될 수 있는 어떠한 경제질서와도 조화를 이룰 수 있다22). 따라

서 재산권 보장만으로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를 결정지을 수는 없으며 다른 일반적 행동자유권, 

일반적 평등원칙, 직업의 자유, 결사의 자유, 근로기본권 그리고 경제조항의 제규정을 함께 검토

해야 경제체제의 윤곽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헌법이 어떤 경제체제를 표방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대부분의 국내학설과 

판례는23) 社會的 市場經濟秩序  

 

21) Vgl H.-J. Papier, VVDStRL 35, S. 92.  

 

22) 許 營,『韓國憲法論』(서울:博英社, 1995), 454면.  

 

23) 헌재판례집 3, 268, 283(소수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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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거론하고 있다. 그 헌법적 근거로써 헌법 제 119조 제 1항은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동조 제 2항은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사회적 정의의 요청에 따라 自由放任的 

資本主義가 아니라 자유시장원리를 원칙으로 하면서 자본주의 경제질서와 사회주의 경제질서간의 

조화의 한 형태로써 경제의 규제와 조정이 인정되는 修正資本主義에 입각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를 우리 경제헌법의 기본원리로 삼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헌법 제 120조 이하의 경제조항은 사

회적 시장경제질서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다. 우리 경제헌법이 가지고 있는 이런 측

면에서의 성격을 부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헌법이 社會的 市場經濟에 입각하고 있

다는 단적인 표현에는 문제점이 있다.  

우리헌법의 경제조항은 시장경제의 자기파괴적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 독과점의 배제를 통해 시장

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여 공정한 시장기능을 유지하려고 할뿐만 아니라 적정한 소득

의 분배와 經濟主體間의 조화를 통해 사회적 정의의 요청에 따른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그러나 규제ㆍ조정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생산수단인 농지나 토지의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더 나아가서 국토와 자원의 균

형있는 개발ㆍ이용과 농어촌의 종합개발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계획을 할 수 있게 하고 사유재산

의 국유 또는 공유까지도 규정하고 있다. 이런 헌법의 경제조항들은 부분적이긴 하나 특정분야에

서의 단순한 社會的 正義의 實現이라는 차원을 넘는 내용으로 사회조정적이고 계획적인 시장경제

의  



- 391 -  

 

특징과 사회주의 경제질서에 가까운 요소까지도 내포하고 있다. 헌법이 어떤 특정 경제헌법을 택

하고 있는가는 헌법규정들의 相互依存性 속에서 도출되어져야 한다. 즉 헌법적 기본원칙은 물론

이고 헌법의 제정에서 다양한 經濟政策的 의도와 상이한 이념에서부터 출발한 경제에 관한 헌법 

속의 特別規定들도 고려되어져야한다.24) 따라서 경제에 관한 일련의 조항이 총체적으로 경제질서

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경제헌법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는 표

현만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的確한 表現이 아니다. 그런 관

점에서 볼 때 우리의 경제의 헌법적 기본질서는 混合經濟體制 또는 自由主義的 混合經濟體制로 

보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25).  

뿐만 아니라 국가에 의한 통제를 규정한 경제조항을 經濟의 規制와 調整에 대한 권한을 행정부에

게도 부여하고 있는 헌법적 수권규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헌법 제 119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르면 광범위한 경제규제가 행정부의 직접적 통제하에 놓여있다. 이와 같은 經濟干?的 權限을 

가진 행정기관의 공적 관리와 경제적 자유의 보장이 조화될 때 이것은 바로 경제헌법의 혼합체제

를 의미하는 것이다26). 그러므로 우리헌법의 경제질서는  

 

24) P. Badura, Grundprobleme des Wirtschaftsverfassungsrechts, JuS 1976, S. 205, 

206.  

 

25) 여기에 관해 자세한 것은 拙稿 韓國憲法의 經濟秩序, 大田大學校 社會科學論

文集, 제11권 제2호(1992), 123면 이하 참조.  

 

26) E. R. Huber, Grundgesetz und vertikale Preisbindung, in : Der Betriebs-Berater, 

1969, S. 144 ; W. Thiele, Einfuhrung in das Wirtschaftsverfassungsrechts, S.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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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는 표현으로는 적어도 부족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볼 수 있으며, 우리의 경

제헌법에서 어떤 질서체계를 도출한다면 혼합경제체제가 가장 타당하다27).  

헌법재판소는 우리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경제체제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

고 있다. 노동조합의 제 3자 개입금지 조항의 헌법소원 결정에서 “헌법이 이와 같이 근로 3권을 

보장하는 취지는 원칙적으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는 시

장경제의 원리를 경제의 기본질서로 채택하면서…”라고 하면서 구체적 경제체제에 대한 표현은 극

도로 자제하고 있으며28), 대한선주주식회사의 정리와 관련한 헌법소원심판에서도 “재산권의 보장

과 사영기업의 자유를 골간으로 하는 우리헌법상의 경제적 기본질서 아래에서 사영기업의 존속 

및 활동에 대한 공권력 개입의 한계를 밝혀야 하는 중요한 헌법문제가 내포되고 있고…”라는 표현

으로 역시 特定經濟秩序의 採擇을 回避하고 있다29). 즉 판례의 태도를 종합해 보면 재산권 보장

과 시장경제의 원리가 제대로 기능할 수만 있다면, 사회ㆍ경제적 상황에 따라 국가가 매우 융통



성있는 경제정책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재산권 보장은 사유재산제도와 경제활동에 대한 사적자치의 원칙을 기초로하는 자본주의 시장경

제질서를 기본으로 하여 국민 개인에게 자유스러운 경제활동을 통하여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27) 同旨: 韓泰淵,「韓國憲法에 있어서의 財産權의 保障」,『考試硏究』(1990.3), 185

면.  

 

28) 헌재판례집 5-1, 29, 40.  

 

29) 헌재판례집 6-1, 462,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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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사유재산의 자유로운 이용ㆍ수익과 그 처분 및 상속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나아가서 이런 재산권 보장이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는 지름길이고 궁

극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증대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고있다30). 그러므로 재산권의 보

장은 혼합경제체제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經濟政策的 手段의 合憲性 審査에는 핵심적 역

할을 하게 된다.  

 

3. 財産權 保障規定의 構造的 特性과 法的 性格 

 

(1) 財産權 保障規定의 憲法構造的 特性 

 

우리 헌법은 재산권 보장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유용한 입법기술로 평가

되는 상반구조적 특징과 헌법해석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거나 불필요한 제한과 보장의 다중구조

적 특징으로 대변될 수 있다.  

 

1) 相反構造的 法規構造 

 

헌법 제 23조 제 1항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에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측면보다는 재산권 형성이라는 쪽에 더 큰 의

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즉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라고 보는 것  

 

30) 헌재판례집 5-2, 36,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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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타당하다. 헌법재판소도 재산권의 구체적 모습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에 형성



된다고 보고 있다.31).  

한편 헌법 제 23조 제 2항은 제 1항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과 결부되어 재산권

의 사회적 기속이라는 재산권 행사의 헌법적 한계를 밝히고 있다. 즉 재산권 형성적 법률유보와 

재산권의 헌법적 한계를 동시에 규정함으로써 憲法規定의 現實適應과 現實의 憲法適應力을 높일 

수 있는 상반구조적 규범구조를 택하고 있다. 이러한 규범구조는 변화하는 재산권의 개념의 측면

을 고려해 볼 때 역사의 발전에 따라 커지는 헌법규범과 사회현실의 괴리를 극복하고 헌법을 실

현시킬 수 있는 유용한 입법기술이다32).  

 

2) 多重的 規範構造 

 

현행 헌법은 재산권의 보장에 있어 헌법 제 23조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제 13조 제 2항에서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을 금지하고 있고, 또 제 22조 제 2항에서는 학문 및 예술의 자유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 그리고 제 120조 제 1항에서는 특허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 23조의 재산권 개념에는 당연히 知的財産權이 포함된다는 점과 재산권 보장의 내용에 財

産權 剝奪禁止가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헌법 제 13조 제 2항의 규정과 헌법 제 22조 

제 2항의 규정이 없더라도 헌법 제 23조의 규정만으로 충분  

 

31) 헌재판례집 5-2, 36, 44  

 

32) 許 營,『憲法理論과 憲法(上)』(서울 : 博英社, 1985), 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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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는 불필요한 다중 내지는 중복 보장구조라 아니할 수 없

다. 이러한 다중보장구조는 재산권보장의 특정내용을 관련사항과 함께 명시하여 보다 분명하게 

보장하겠다는 헌법제정자의 의도가 들어 있다고 보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으나, 해석에 있어서

의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다중보장구조와는 달리 헌법은 특히 토지재산권과 관련하여 헌법 제 23조에 있어서는 내

용과는 별도로 헌법 제 120조, 121조, 122조, 124조, 125조, 126조 등을 통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

로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다중적 제한구조를 취하고 있다. 물론 이것을 경제조항을 통한 특화

로 본다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으나, 헌법 제 37조 제 2항의 일반적 법률유보 내지는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규정 내에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규정들을 두고 있음은 헌법

의 통일적 해석에 커다란 어려움을 야기한다. 이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다중적 규정을 

단순한 중복규정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特化한 규정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크게 달

라진다. 단순한 중복규정으로 본다면 헌법 제37조 제2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큰 문제가 없겠으나, 

후자의 경우라면 상황은 다르다. 이 경우에도 헌법 제 37조 제 2항에 규정된 기본권제한의 한계

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지, 아니면 이러한 경우의 제한에는 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

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다. 의도적 중복규정을 수용한다는 전제하에서 해석한다면, 

예컨대 토지재산권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속을 다른 재산권에 비해 더 강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결



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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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 한계로서 비례성원칙과 관련해서는 狹義의 比例性原則의 보다 유연한 적용은 불가

피하며, 本質內容侵害禁止原則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같이 처분권 자체가 완전히 배

제되지 않는 이상 위헌으로 볼 수 없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33).  

그러나 헌법의 통일적 해석이라는 측면을 생각하면 경제조항에 있는 토지재산권과 관련된 재산권

침해법률은 헌법 제 37조 제 2항에 근거하여 위헌적 침해여부가 가려지는 것이 아니고, 단지 경

제조항과 무관한 재산권침해법률만 헌법 제 37조 제 2항의 적용을 받게 되어 모든 기본권침해를 

전제로 한 헌법의 기본권제한 입법에 대한 한계로서의 취지에 어긋난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 기

본권영역이 경제조항의 우회적 침투로 인하여 크게 좁혀지게 된다. 또 나아가서 경제조항의 목적

에만 부합되면 관련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까지도 가능하게 되는데, 이는 헌법의 통일적 해석과

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오늘날 재산권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 자유와 경제적 능력이 다른 기

본권을 실현시키는 결정적 전제가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기본권의 공동화 현상은 수

긍하기 어려우며 판례의 입장도 이와는 다르다34). 그러므로 經  

 

33) 헌재판례집 1, 357, 376 : 國土利用管理法이 규제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私有

地가 아니고 투기우심지역 또는 지가폭등지역의 토지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과 

구제기간이 5년 이내인 점, 설사 규제되더라도 去來目的, 去來面積, 去來價格 등

에 있어서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한 당연히 당국의 去來許可를 받을 수 있어 處

分權이 완전히 금지되는 것은 아닌 점 및 당국의 去來不許可處分에 대하여서는 

不服方法이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土地去來許可制는(土地 등의 去

來契約이 허가되었을 경우에는 制限의 解除로서 별 문제될 것이 없고 土地 등의 

去來契約이 불허가 되었을 경우에도) 私有財産制度의 否定이라 보기는 어렵고 다

만 그 제한의 한 형태라고 봐야 할 것이다.  

 

34) 헌재판례집, 1. 357.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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濟條項의 法律留保에 근거한 財産權 制限도 헌법 제 37조 제 2항의 適用對象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여러 가지 재산권 제한규정은 그것이 없더라도 사회국가원리 및 경제의 규제와 조

정을 통해서, 또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목적에 불과하며, 오히려 해석

상의 어려움만 야기시킨다. 나아가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도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의 

논리로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보장의 논리로 특별한 객관적 기준없이 이러한 다중적 제한규범구조

를 오용하고 있다.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 중의 하나이다.  

 

(2) 財産權 保障規定의 法的 性格 

 



1) 學說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몇 가지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먼저 自由權說에 의하면 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자유권적 기본권이지만 그 내용과 한계가 법률로 

정하여지고 그 행사도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고도의 社會的 義務性을 수반한다는 것이다

35). 여기에 반해 制度保障說에 따르면 재산권의 보장은 천부인권으로서의 보장이 아니고 개인이 

재산을 사유할 수 있다는 법제도, 즉 私有財産制의 保障을 의미한다고 한다36).  

 

35) 예를 들어 文鴻柱,『韓國憲法』(서울 : 海嚴社, 1987), 290면.  

 

36) 예를 들어 姜炳斗,『新憲法』(서울 : 修學社, 1963), 1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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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견해는 사회적 정의를 헌법적 원칙으로 하고 있는 국가에서의 재산권 보장이란 상대적 보장이

지 천부인권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소수설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질서를 사회적 

시장경제로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사회적 필요에 의한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의 가능성을 들어 합

리적 측면을 지녔다는 주장도 있다. 끝으로 折衷說은 權利와 制度를 함께 보장한다는 견해이다37).  

 

2) 私見 

 

우리나라에서의 학설과 판례도 헌법 제 23조 제 1항의 재산권보장은 사유재산을 허용하는 法律

制度와 그것에 의해 인정되는 具體的인 權利를 함께 보장하는 절충설의 입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

다. 헌법재판소는 민법상의 점유로 인한 부동산 취득시효제도에 대한 헌법소원결정에서 재산권 

보장은 개인이 현재 누리고 있는 재산권을 개인의 기본권으로 보장한다는 의미와 개인이 재산권

을 향유할 수 있는 법제도로서의 사유재산제도를 보장한다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38). 독일에서의 학설과 판례39)는 기본법상 재산권 보장의 성격과 관련하여 절충설

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재산권의 자유보장적 기능으로부터 나오는 재산권의 사적 유용성과 임의처분권은 사유재산제도를 

전제로 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權利ㆍ制度 同時保障說의 입장이 옳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권  

 

37) 김철수,『憲法學槪論』(서울 : 博英社, 1995, 421면 註 3) 참조.  

 

38) 헌재판례집 5-2, 36, 44.  

 

39) BVerfGE 20, 352, 355; 50, 290,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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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보장과 제도보장의 구별이 주관적 기본권과 객관적 제도보장 사이에 대립관계를 형성하는 것으

로 잘못 인식되어져서는 안 된다. 현행 헌법하에서 기본권의 제도적 측면은 기본권 주체의 법적 

지위를 우선적으로 강화시킨다. 즉 권리주체는 입법자가 재산권 보장을 존중하도록 요청할 수 있

다. 따라서 헌법 제23조는 방어권으로 재산권자가 재산법영역에서 위헌적 법률을 통해 침해되어

지는 것으로부터 보호한다. 재산권에 관해 입법형성권을 행사하는 입법권자는 사유재산제도와 그

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財産權의 槪念과 範圍 

 

(1) 財産權의 槪念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개념은 민법상의 개념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재산권 개념은 公

ㆍ私法上의 모든 財産的 價値있는 權利로 확장되어 있으며 이러한 확장된 개념에 대한 반론은 적

절한 것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재산적 영역에 관한 국민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재산권

의 헌법적 개념은 민법적 개념에 얽매일 수 없으며 이것은 바로 財産權 槪念의 變遷 내지는 擴張

을 의미한다. 즉 헌법상의 재산권 개념은 민법상의 개념보다 훨씬 넓을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

도 구속되지 않는다.  

물론 이것이 절대적으로 일반법에 대한 헌법의 독립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재산권의 

내용은 헌법에 따른 법률의 총체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이때 재산권의 형성에 있어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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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며 재산권의 보장의 헌법적 핵심은 재산권 개념이 아니라 內容과 限界

를 정하는 立法者의 이러한 限界속에 놓여 있다.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의 헌법상 재산권 개념을 전제로 할 때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은 私法上ㆍ

公法上 經濟的 價値가 있는 모든 權利 또는 社會通念에 의하여 形成된 모든 財産價値的 法益을 

뜻한다. 여기에는 민법상의 물권ㆍ채권과 특별법상의 권리 및 자기성취로 얻은 것이나 특별한 희

생에 의해 얻은 재산가치있는 공법상의 권리도 포함한다. 기대나 기회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재

산권 보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단순한 개념적 분리는 잘못된 것이며 그것은 침해행위의 

위법적 내용에 대한 고려나 신뢰관계 등을 고려해서 결정되어져야 할 것이다40). 따라서 기업의 

이윤기회(Gewinnchance)에 대한 침해는 재산권 보장에 반한다41).  

 

(2) 財産權의 範圍 

 

넓은 재산권 개념은 다양한 재산권과 대상물의 전형적 분류를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넓

은 개념은 재산권 보장의 보호방향의 고려하에 역시 상이한 취급을 요청하는 일련의 다른 지위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획일적 재산권 개념을 주장하려면 넓은 재산권 개념의 기

초위에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의 추상화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구별은 그의 개념에서  



 

40) I. v. Munch, GG-Komm., Art. 14 Rdnr. 21.  

 

41) BGHZ 76, 387, 392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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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라 오히려 財産權의 形成에서 출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財産權 槪念의 開放性은 이

미 보호영역의 차원에서 여러 가지 재산적 가치있는 권리가 재산권 보장하에 어느 정도나 자리잡

을 수 있는지 구별된 심사를 할 것을 요구한다. 기본권 체계적 이유나 다른 기본권에 대한 경합

관계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몇몇 중요한 재산권 항목을 중심으로 그 범

위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動産과 消費財 

 

동산과 소비재에 대한 개인의 재산권은 이론없이 그리고 특별히 강하게 보호된다. 그러나 그러한 

재산권의 개인적 자유에 대한 특별히 밀접한 관계로 인해, 여기서는 재산목적물의 사용이 재산권 

이용이 아니라 자유권 행사로 나타나며, 따라서 헌법 제 23조의 보호 범위가 아니라 다른 自由權

의 保護範圍에 속한다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거기에 반해 구입과 양도권은 재산권적으로 보호된

다42).  

 

2) 土地 

 

포괄적 개념의 재산권 보장에 있어서 중핵을 이루는 적용범위는 토지소유권을 비롯하여 토지와 

관련된 각종 권리, 즉 토지재산권에 있다. 지표에 대한 독점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토지는 인  

 

42) BVerfGE 42, 229,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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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모든 생활과 생산활동에 있어서 결코 없어서는 안될 불가결의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서 인간

생활의 기본인 동시에, 국가형성의 기반으로서 국민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인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 요소이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으로도 토지의 분배와 이용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그 사회의 사회적ㆍ경제적 질서가 달라져 왔으며,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모

든 영역이 상이한 모습을 갖게 되었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는 土地財産權의 특수한 社會的 羈束

性을 강조해 왔다43). 즉 늘어나지 않으면서 없어서는 안될 토지는 자유로운 힘이나 개개인의 의

사에 전적으로 맡겨져서는 안되며, 공익이 재산적 제도에 있어서 보다 광범위하고 철저하게 강조

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특별한 사회적 기속은 토지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입법자의 가장 



중요한 활동영역 중의 하나로 되었으며, 公用侵害法의 거의 유일한 適用領域이 되었다. 따라서 토

지재산권과 관련하여 私法的 財産權秩序 역시 상당한 정도로 行政法的 利用秩序에 의해 규제된다.  

건축의 자유가 사실상 토지재산권의 구성요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오히려 구조적인 공법적 이용

할당에 기인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44). 현행 건축법은 건축상의 이용성을 광범위하게 공법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추상적 건축자유는 인정하기 어렵지만, 그것은 건축법과 건축계획

이 법치국가적 원칙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私法上의 財産權과 公法上의 

利用秩序가 結合되어 있다. 토지의 소유권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자기의 땅에 건축을 할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계획  

 

43) 헌재판례집 1, 357, 371면 이하.  

 

44) I. v. Munch, aaO., Rdnr.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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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그의 이익이 고려되도록 청구할 수도 있으며, 입법자는 건축관계 입법에서 재산권 보장을 

존중해야 한다. 바로 그런 점에서 재산권 보장을 사실상 토지재산권자에게 공법상의 이용질서 형

성과 관련하여 법적지위를 설정해 주기 때문에 토지재산권과 결부된 잠재적 건축자유를 거론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45).  

입법자는 특정 이용가능성을 토지재산권으로부터 제외시킬 수 도 있다. 예를 들어 별로 중요하지 

않는 지하자원은 토지에 종속되지만 반대로 경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토지재산권으로부터 분리되

며 그의 사용은 형성적 행정행위에 의해 부여되는 바, 광산채굴권이 여기에 해당한다. 광업권은 

사람들이 그것을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권리에 귀속시키는가와는 별개로 재산권 보장의 범주에 

속한다.  

 

3) 營業權 

 

헌법 제 23조의 재산권은 설립되고 개시된 영업에 대한 권리도 포함한다46). 영업은 영업의 본질

적 존재 뿐만 아니라 영업에 사용되는 토지 및 건축물, 기타 시설물, 재고품, 채권, 영업상의 관계, 

고객 등 구체적 영업에 있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뜻한다47). 즉 영업은 영업권자의 손

에서 통일된 구성요소로 파악되는 물적, 인적, 그리고 영업상의 모든 기타 수단의 총칭으로 이해

되  

 

45) P. Badura, in: Handbuch des Verfassungsrechts, 1983, S. 685.  

 

46) Vgl. BVerfGE 1, 264, 276 ff.; P. Badura, in: Handbuch des Verfassungsrechs, S. 

692 f.  

 



47) BGHZ 23, 157; 45, 150, 155; BVerfGE 13, 225, 229; 45, 142,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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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야 한다. 도로에 접해 있는 영업에 있어서는 도로에서의 특별한 위치 즉 도로에서의 접촉도 

영업권의 범주내에서 보호되어야 할 부분이다. 도로에 인접한 사람을 위한 외부로의 접촉은 토지

재산권 뿐만 아니라 營業權의 構成要素이기도 하다48).  

公道에로의 接近과 出入이 유지되어야 하며 영업권자에게 유동교통과 유동인구의 영향이 미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그러나 營業의 公道路로의 移轉은 헌법 제 23조하에 보호될 수 없으며 따라서 

허가를 필요로 하는 특별이용에 해당한다.  

헌법 제 23조를 통한 영업권의 보장으로 영업활동 그 자체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재산권보호

는 현존하는 구체적 가치에만 미친다. 따라서 물적, 인적 그리고 기타의 수단이라는 존재하는 조

직(장치)위에 기초한 실행된 영업 및 기업활동 만이 제 23조의 범주에 포함된다.  

장래의 그리고 아직 더 이루어져야 할 영업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에 대한 전망은 보호되어져야 할 

영업권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職業 또는 營業上의 認ㆍ許可의 거부와 그것과 연관된 營業機

會의 喪失은 헌법 제 23조의 의미에 있어서 재산권이 아니다49). 어떤 영업의 시작과 확장이 단지 

계획되거나 준비되어 졌다고 재산권 침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당해 공권적 행위없이도 

즉시 그리고 제한없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설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서 다

르게 취급되어져야 한다.  

영업과 관련한 재산권 보호의 광범위한 확장은 영업자에게 이익을 증가시키고 이익의 기초를 이

루며 또 그것을 유지시키는데  

 

48) BGHZ 45, 150, 157; 55, 261, 263; 57, 359, 361.  

 

49) H.-J. Papier, in: Maunz/Durig, GG-Komm., Art. 14 Rdnr.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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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는 모든 법적 그리고 사실상 주어진 것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오해되어 져서는 안 된다. 

영업은 구체적인 법적,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지역적인 여건으로부터 이것들을 끌어낼 수는 있으

나 이러한 상황과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기회는 영업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50). 밖으로부터 

오는 우연한 여건의 계속에 대한 기업가의 신뢰는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는 없다. 그

러한 상황에 市場資料 역시 마찬가지다. 헌법 제 23조는 법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조건범주 내

에서 그리고 시장환경으로 확인된 상황적 전제하에서 보장되며 외부로부터 주어진 여건이나 상황

전제적 영업기회와 유리한 고지의 변화에 대해서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기업가가 그러

한 여건이 장기간 또는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되고 그가 그의 보호할 만한 신뢰를 토대로 

특정 투자나 현저한 비용을 지출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재산권의 보장이 된다51). 이것은 공권

력의 특정 합의, 약속 또는 그외 특별히 신뢰를 주는 행위양식 등에서 발견될 수 있다.  



영업의 계속은 많은 경우 단순한 영업적 행위를 위한 것이든, 특정구조물이나 하천수와 같은 특

정 자연적 요소의 사용을 위한 것이든 공법상의 허가가 유지되는 것에 종속될 수도 있다. 법률이

나 주변규정에 내재된 기간이 경과하거나 행정법상 허용된 취소로 인해 불가피한 공법적 허가가 

없어지면 제23조에 따른 영업권은 취소의 정지나 허가를 새로 내줄 것을 요구할 권리를 보  

 

50) P. Badura, Die Rspr. des BVerfGE zu den verfassungsrechtlichen Grenzen 

wirtschaftspolitischer Gesetzgebung im sozialen Rechtsst-  

 

aat, AoR 98(1973), S. 153, 167 ff.  

 

51) BGHZ 45, 83, 87 f.; P. Badura, AoR 98(1973), S. 168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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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지는 않는다52).  

공법적 허가의 취소와 새로운 허가의 결정이 담당공무원의 재량에 놓여있는 한 설립된 영업의 존

재사실은 利益衡量과 比例性審査의 要素로서 법적으로 무시할 사항은 아니다. 기존의 영업에 대

하여 허가 이후 아무런 사실상 또는 법적 사항이 변화하지 않았다면 취소결정은 예외없이 재량권

의 남용이다.  

 

4) 財産權 保障과 公法上 金錢義務의 賦課 

 

헌법 제 23조가 국민에게 모든 재산적 가치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것은 조세를 비롯한 그 

외의 公法的 金錢納付義務賦課에 영향을 미친다. 과거에는 제 23조가 국가의 재정권력 앞에서 별

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은 租稅의 賦課를 통해서 국민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53). 즉 재산권의 보장범위는 재산권보

장의 機能的 意味 때문에 조세부과를 통해서도 직접 재산권침해가 생기는 것으로 간주된다. 재산

권 보장과 함께 재산권적 영역에 있어서 개인적 자유공간 자기책임하의 생활형성의 유지가 기초

되는데 공법상의 조세의무를 통해 이러한 자유영역이 직접 축소된다. 재산적 부담은 납세의무자

에게 그의 수입재산을 자유롭게 그리고 자기의 의사결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취지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 35조 제 1항 제 3호의 위헌심판

에서 먼저 성립하고 공시  

 

52) Vgl. BVerfGE 58, 300, 353.  

 

53) H.-J. Papier, in: Maunz/Durig, GG-Komm., Art 14 Rdnr. 156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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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갖춘 담보물권이 후에 발생하고 공시를 전혀 갖추고 있지 않은 조세 채권에 의하여 그 우선순

위를 추월당함으로써, 합리적인 사유없이 저당권이 그 본래의 취지에 따른 담보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어 담보채권의 실현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財産權의 本質的 內容을 침해

하는 것이라고 본다54). 뿐만 아니라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헌법불합치결정과 관련해서도 헌법재판

소는 토초세법상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장기간 토지를 보유하는 경우, 조세 보유기간 동안의 지

가의 변동상황에 대처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보충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결과, 장기간에 걸쳐 지

가의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경우에 최초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와 비교할 때는 아무런 토지초

과이득이 없을 경우에도 그 과세기간에 대한 토초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게 되고, 이는 토초세 과세로 인하여 원본 자체가 잠식되는 경우로서 소득세인 토초

세의 본질에도 반함으로써 사유재산권 보장의 취지에 반한다고 하며, 토초세는 그 계측의 객관성 

보장이 심히 어려운 未實現利得을 課稅 對象으로 삼고 있는 관계로 토초세 세율을 현행법과 같이 

고율로 하는 경우에는 자칫 가공이득에 대한 과세가 되어 원본잠식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의 우려

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55)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도 국가에 의한 조세권을 통해 재산권 침해의 발생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인

정하고 있으며 판례에 따르면 납부의무가 국민을 과도하게 부담지우며 그의 재산관계를 근본적  

 

54) 헌재판례집 2, 245, 257; 유사판례로서 헌재판례집 3, 569, 577.  

 

55) 헌재결 1994. 7. 29, 92 헌바 49, 52(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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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침해하는 극단적 경우에는 예외없는 재산권 침해를 인정하고 있다56). 특히 토지초과이득세

나 양도소득세와 같이 조정적 조세의 합헌성 심사에는 比例性原則이 유용한 기준이 되고 있다.57)  

 

5) 財産權 保障과 貨幣價値의 切下 

 

물가인상과정은 화폐가치의 축소로 이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래의 교환가치와 구매력의 부분

적 상실로 연결되고 이것은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헌법 제 23조의 재산권 보장과 연관된다. 동전

과 지폐로 구체화된 화폐는 민법상 동산에 해당한다58). 사법질서에 있어서 화폐의 지위는 구매력

의 주체라는 그것의 경제적 기능이나 특성보다 오히려 화폐가 동산이라는 사실에 의해 결정된다.  

헌법이론이 화폐에 대한 물권적 성격을 인정하고 돈이라는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하는 한, 

또 그렇기 때문에 화폐는 제 23조의 보호영역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설과 판례에 따르면, 화

폐의 국가적 가치 보장이나 안정은 화폐가치의 유지를 위한 통화정책적 또는 경제정책적 노력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안정된 통화에 대한 기본권을 부정하며 화폐가치에 대한 헌법적 

보호나 권리보장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59).  

 



56) BVerfGE 50, 290, 339.  

 

57) 여기에 관해서 자세한 것은 Kim, Hyung Sung, Die Bedeutung des 

Verhaltnismaßigkeitsprinzips bei den wirtschaftslenkenden Gesetzen, Gottingen 

1988, Diss., S. 137 ff.  

 

58) Vgl. E. Wolf, Lehrbuch des Sachenrechts, 2. Aufl, 1979, S. 17.  

 

59) BVerfGE, HFR 1969, S. 347; H.-J. Papier, in: Maunz/Durig, GG-Komm., Art. 14 

Rdnr.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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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23조의 기본권 속에 돈을 포함시키는 것은 財産權 保障의 機能과 관련하여 교환가치의 

원칙적 보장을 의미한다60).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은 배타적으로 돈을 민법적 개념인 동산이나 물

권적 질서의 객체로서 파악하게 되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화폐에는 물건에 비할만한 그리고 交

換價値로부터 독립된 점유 내지는 使用價値가 없기 때문이다. 즉 제 23조의 보장으로부터 교환가

치를 배제시키게 되면 화폐는 교환가치로부터 독립되고 독자적인 사용가치가 없으므로 자기책임

적 활동을 위한 자유영역을 보장받기 어렵게 된다. 그러나 화폐를 제 23조의 재산권 보호범위 속

에 포함시키는 것은 오늘날의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조건하에서는 물건으로서의 가치에만 아니라 

화폐가치에도 경제적으로 보장된 개인의 신장을 위한 근본적 의미가 부여된다는 인식에 더 큰 이

유가 있다61).  

이러한 기능과 관련해 볼 때 재산권 보장은 화폐의 교환가치보장으로 되고 그것은 곧 화폐의 구

매력이나 교환가치의 저하는 헌법 제 23조의 의미에 있어서의 재산권 침해를 뜻하게 된다. 따라

서 국가의 재정목적을 위한 행위가 화폐가치의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되는 극단적인 경

우에는 재산권 침해의 가능성이 고려되어질 수 있다62).  

 

6) 特分財産權 

 

회사법적으로 생겨난 주식과 같은 지분재산권 역시 헌법 제 23  

 

60) H.-J. Papier, in: Maunz/Durig, GG-Komm., Art 14 Rdnr. 176.  

 

61) H.-J. Papier, in: Maunz/Durig, GG-Komm., Art 14 Rdnr. 176.  

 

62) Vgl. H.-J. Papier, in: Maunz/Durig, GG-Komm., Art 14 Rdnr.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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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재산권 보호 영역에 속한다63). 주식은 회원권적 요소와 재산권적 요소를 동시에 지니며 따

라서 소유자에게 이익분배와 관련하여 회원으로서의 권리뿐만 아니라 財産權的 請求權도 보장된

다. 지분소유권의 특성은 권리의 처분을 제외하면 그것이 권리자에 의해 직접 이용될 수 없으며 

그것의 處分은 오로지 會社의 機關들을 통해서만 인정된다는 점에 있다. 지분권자의 처분권은 회

사의 종류와 형식에 따라 다양하며 그 범위에 있어서도 단순한 지분소유권자와 자기의 재산을 직

접 운용하고 그것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는 기업소유권자 사이의 차이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

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지분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입법자의 형성권이 결정적 의미를 

갖게 된다64).  

 

7) 企業에 대한 財産權 

 

헌법 제 23조는 기업, 특히 기업을 경영하는 회사에 대한 企業家의 財産權을 인정한다. 이것은 회

사의 외부적 관계뿐만 아니라 회사의 내부적 의사형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재산권 보장

은 기업의 의사 결정을 규정하는 절차, 기구 그리고 당해 기업 또는 회사를 기능적 무능력으로 

이끌 수도 있는 공동의사 결정권으로부터 企業所有權을 보호한다. 예를 들면 기업의 의사 형성과

정이 너무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어서 수긍할만한 시간적ㆍ물적 비용으로도 기업의 어떤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수 없는 경우가 이에  

 

63) Vgl. BVerfGE 25, 371, 407; 50, 290, 341 ff.  

 

64) BVerfGE 50, 290, 351,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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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할 수 있다65).  

 

8) 相續權 

 

우리 헌법은 바이마르(Weimar)헌법이나 독일 헌법과는 달리 재산권 보장규정에 상속권에 관해서

는 따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명문규정의 유무를 떠나서 상속권의 보장은 무릇 

私有財産制가 인정되고 있는 한 당연히 인정되어져야 할 권리이다. 상속권은 재산권으로부터 따

로 독립시켜 생각할 수 없는 불가분의 부분을 이룬다66).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

존의 기초와 자주적인 생활형성의 가능성은 기득 재산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로 노동과 그 밖의 

작업에 의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상속권은 바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노동의 성과를 다음 세

대로 연결해 주는 하나의 방법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속권의 보장없는 재산권의 보장은 항구적이

지 못하여 部分保障에 그치게 된다. 따라서 재산권 보장에 있어서 상속권의 배제는 사유재산제의 

본질내용을 침해하게 된다. 이러한 상속권은 동시에 유언자(피상속인)에게 상속의 자유 내지는 유



언의 자유도 보장한다67). 遺言者의 處分權과 相續人의 財産取得權(Eigentumserwerbsrecht)은 기본

권으로 보장되는 相續權自由의 不可分的 構成要素다68).  

 

9) 公法上의 地位 

 

65) BVerfGE 50, 290, 351 f.  

 

66) 韓泰淵,『憲法學』(서울 : 法文社, 1985), 193면.  

 

67) O. Kimminish, aaO., Art. 14 Rdnr. 94.  

 

68) H.-J. Papier, in : Maunz/Durig, GG-Komm, Art 14 Rdnr.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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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청구권이 헌법 제 23조에 의해서 보호되는 권리인가에 대해서는 학

설이나 판례의 입장이 확실하게 정리되어 있지는 않은 바, 연방대법원은 제한없이 인정하는 입장

이었으나69)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오히려 부정하는 입장이었다가 그 후에는 공법적 청구권의 종

류에 따라 구분하게 되었다70). 여기에 대해서는 原因關係에 의한 區別基準이 매우 유용하다고 생

각된다. 우선 자기책임적 성취를 통해서 얻어진 모든 재산가치있는 공적 권리는 재산권 보장의 

범위 내에 있다. 즉 급여의 원인관계로서 일정한 기여에 대한 반대급부(erdiente Leistung)를 내용

으로 하는 청구권만이 재산권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71). 이러한 기준에 따른 공무원의 

급여나 연금청구권 등은 재산권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 헌법재판소도 군인연금법에 관한 위헌심

판에서 “퇴역연금은 군인이 장기간 충실히 복무한 공로에 대한 공적보상으로서 지급된다고 하는 

은혜적인 성질을 갖는 한편 퇴직연금 중 기여금에 상당한 부분만은 봉급연불적인 성질을 갖는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 연금수급권자의 기여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권적 보호의 대상임을 밝히

고 있다.72)  

그러나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진 청구권이나 기대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급여 및 노인수당 등 각종 수당제도에 의한 급여는 재산권적 보호대상이 아니다. 사회보험

급여와 관련해서는 개인의 일정한 기여에 의해 형성된 부분과  

 

69) BGHZ 6, 270, 278.  

 

70) BVerfGE 4, 219, 240 f.; 14, 288, 293; 45, 142, 170; 53, 257, 289 f.  

 

71) BVerfGE 53, 257, 291 f.  



 

72) 헌재판례집 6-1, 543,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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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사회목적적 고려에서 주어지는 급여의 비율에 따라 재산권적 보호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

다73).  

다음으로는 생명, 신체 자유와 재산에 대한 特別한 犧牲을 통해 생긴 公法上의 補償請求權에 관

한 것이다. 이 사회보상급여는 순수한 사회목적적인 이유에서 국가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급여가 아니다. 생명 및 신체의 손상이라는 개인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반대급부라는 점과 자본 

및 노동과 개인의 희생을 재산권적으로 동등한 가치로 인정하는 일반적 견해를 고려해 볼 때 사

회보상급여에도 재산권적 보호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74)  

 

5. 財産權 保障의 主體와 第 3者的 效力  

 

(1) 財産權 保障의 主體 

 

기본권의 주체는 대한민국 국민만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사람이다. 기본권 주체라는 의

미에서 볼 때 헌법 제 23조의 경우는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제 23조의 기본권은 내국법인에게도 인정되지만 私法上의 法人에게만 해당된다. 公法上의 法人은 

본질적으로는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며 따라서 재산권의 주체도 아니다75). 이것은 공적 과제의 해

결을 위한 권력적 작용과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공적과제 해결영역 밖에서도 마찬  

 

73) BVerfGE 53, 257, 292.  

 

74) 全光錫,「財産權과 社會保障請求權」,『考試硏究』(1991. 5), 81면.  

 

75) Siehe BVerfGE 21, 362 ff.; 45, 63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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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다. 재산권 보장은 기본권 주체에게 재산법적 영역에서 자유로운 영역을 확보해주는 기능을 

가지며 따라서 사인의 손에 있는 재산만을 보호하며, 그럴 경우에만 財産權 保障의 機能的 意味

에 충분할 수 있다. 사유재산권은 제 23조를 근거로 우리 사회의 질서로서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공법상의 법인 수중에 있는 재산권은 사적 자치, 사적 이용성 그리고 개별적 자기책임성

의 기초가 될 수 없다76).  

독일의 경우 기본법 제 19조 제 3항에서 기본권의 본질에 따라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내국법

인에게도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 규정을 갖고 있지 않은 우리의 경우에도 이러한 



맥락에서의 내국법인에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함에는 異論이 없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른 기본권 

주체들과 연계해서 가능할 것이다. 여기에 따라 재산권을 포함한 기본권적 자유권은 그의 본질에 

따라 원칙적으로 오직 사법상의 단체에게만 가능하며, 그러한 경우에도 법인을 기본권 주체의 범

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인의 구성과 활동이 자연인의 자유로운 신장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경

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77).  

이런 논리에 따라 독일연방헌법재판소도 公法上 法人의 基本權 主體性을 극히 제한하고 있다78). 

즉 구성원의 개별권리의 관리자로서 증명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대학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

되고, 이러한 예시를 충족시키는 전제조건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

고 있다79). 따라서 공기업의 경  

 

76) Vgl. BVerfG, NJW 1982, S. 2173, 2175.  

 

77) BVerfGE 21, 362, 369.  

 

78) BVerfGE 15, 256, 262; 21, 362, 373 f.; 45, 63, 79; 53, 366, 387.  

 

79) G. Durig, in: Maunz/Durig, GG-Komm, Art 19 Abs. 3, Rdnr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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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공법적 주체가 모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법인이라 하더라도 공법적 주체

가 모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한 기본권주체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렵다. 기본권 주체성은 

組織形態의 選擇에 달려 있지 않다80). 공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조직형태를 취할 것

인가는 일반적으로 形成主體의 裁量에 달려 있어서 조직의 지위와 관련하여 자유로운 선택이 가

능하기 때문에 기본권 주체성의 인정 여부는 반드시 이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

에게는 憲法訴願權도 고려되지 않는다.  

 

(2) 財産權 保障과 第 3者的 效力  

 

헌법 제 23조로부터 나오는 기본권의 대상자는 국가와 기타 공법상의 법인에 한정되며 私的 主體

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기본권은 공권력의 권력적 그리고 비권력적 내지는 사법적 활동에 있

어서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직접적인 제 3자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81). 다시 말해 財産權 

保障은 直接 私人을 구속하지 않는다. 사법적 질서에 제 23조의 영향을 얼마나 고려할 것인가는 

우선적으로 사법입법자의 과제다.  

물론 그것은 일반적인 사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국가기관이 특히 사법의 불확정 개념이나 일반 

조항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사유재산권을 위한 헌법 제정자의 기본적인 가치결정을 충분히  

 

80) Vgl, BVerfGE 45, 63, 80.  



 

81) G. Durig, aaO., Art, 1 Abs. 3, Rdnrn 127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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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해야 하며 또 그것을 기초로 해야한다는 점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사법질서에 구체화되어져

야 할 불확정 개념과 일반조항이 발견되면 법적용자는 구체화 과정에서 전체 법질서의 원칙으로

서 작용하는 기본권의 기능을 존중해야 한다82). 여기에서 기본권은 자유에 대한 최소보장을 의미

하고 사법질서는 사적 자치에 보다 넓은 활동영역을 제공하려고 한다는 점이 고려되어져야 한다. 

이것은 기본권 구속이라는 미명하게 축소되어질 수 없다. 보통 사법적 거래에 있어서는 제 3자의 

기본권도 존중되어져서 한쪽 당사자의 기본권에 대한 일방적 고려는 일어날 수 없다. 법적용자는 

이러한 경우에 해석과 이익형량 과정에서 共同體의 客觀的 秩序要素로서의 해당 基本權을 생각해

야 한다. 만약 그가 개별 기본권을 무시하고 전체법질서의 원칙으로서의 기본권의 가치를 오해하

면 위헌적 적용을 하는 것이 된다.  

공동체의 객관적 질서요소로서의 기본권은 그것 없이는 전체 법질서의 법적 윤리가 성립될 수 없

는 이원 구조나 모순에 빠지게 되는 자유에 대한 최소한을 보장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해 사법 질

서에 대한 기본권의 영향은 기본권 보장과 사적 자치의 형성 영역의 조치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을 달성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헌법 제 23조의 간접적 3자효는 무엇보다도 전체 법질서의 객

관적 원칙으로서의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달려 있다. 여기에 따라서 기본권의 객관적 보장기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며, 또 얼마나 광범위하게 그리고 얼마나 집중적으로 재산권이 사법적 거래

에서 활용되는가가 본질적 문제인데, 이것은 다시 얼마만한 사회  

 

82) Vgl. BVerfGE 7, 198, 205 ff.; 25, 256, 263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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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그리고 경제적 힘으로 기본권 제한이 이루어지는가에 달렸다83). 사법상의 거래에 있어서 기본

권제한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된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얼마나 될 수 있

는지, 그리고 그러한 근거가 기본권적으로 보호된 활동의 결과인지도 중요하다. 그런 경우라면 구

체적으로는 모순되더라도 기본권적으로 보호된 이익은 상호 교량 되어져야 한다84).  

 

6. 財産權의 社會的 羈束  

 

(1) 社會的 羈束의 意義 

 

財産權의 社會的 羈束은 자본주의의 역사적 발전에 기인한 사회 모순의 심화에 따른 사상적 변화

의 표정으로 재산권 절대의 원칙으로 집약되는 개인주의적ㆍ자유주의적 재산권 관념이 상대화됨

으로써 재산권의 사회 공동체에의 기속을 인정하여 재산 질서의 형성에 관한 임무와 권한을 부여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재산권자에게 공익을 고려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을 명하는 것으로, 소



극적으로는 補償附 公用侵害의 反對槪念85)으로서 보상 없는 재산권의 제한을 의미하여 적극적으

로는 타인의 생존적 재산권의 보장, 국가전체의 부의 효율적인 향상, 빈부격차 해소, 토지소유의 

편중 규제, 토지거래규제, 개발이익 환수 등 社會正義에 따른 財産秩序  

 

83) K. Hesse, Grundzu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RD., 14 Aufl., Karlsruhe, 

1984, S. 142, Rdnr. 357.  

 

84) H.-J. Papier, in : Maunz/Durig, GG-Komm., Art 14 Rdnr. 207.  

 

85) Vgl. W. Leisner, aaO., S. 11, 17,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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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形成과 그에 따르는 제한을 의미한다. 재산권의 사회적 관계ㆍ사회적 기능은 사회적 기속을 

통하여 기초 지워지며86),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은 개인의 재산권보장에 있어서 가장 의미있는 한

계라고 할 것이다.  

 

(2) 社會的 羈束과 理念的 基礎 

 

1) 社會國家思想 

 

헌법상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에 관한 규정은 재산권에 대한 社會國家原理의 表現이다87). 사회국

가원리는 헌법의 다른 국가구성원리에 비하여 그 내용이 불확정적이고 장래의 국민의 합의와 입

법에 광범위하게 개방되어 있으며 그 전개양상도 나라에 따라 다양하다. 또 사회국가의 개념이 

무엇인지, 장래에 대한 전망인가 아니면 현실국가에 대한 인식인지도 분명하지 않으나, 일반적으

로 다음과 같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사회국가는 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계급갈등을 사회혁명이 아닌 사회개혁을 통하여 극복하

려는 국가를 의미한다. 여기서 사회개혁의 의미는 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긴장ㆍ대립ㆍ갈등을 해

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계급 또는 집단을 융합하는 사회적 통합으로 나타

난다. 따라서 사회국가는 전래의  

 

86) K. Nuβgens/K. Boujong, Eigentum, Sozialbindung, Enteignung, Munchen, 

1987, S. 69.  

 

87) V. Gotz, Grundpflichten als Verfassungsrechtliche Dimension, VVDStRL 41, S. 

30; K. Nuβgens/K. Boujong, aaO., S.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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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적 법치국가와 산업화된 계급사회의 대립을 사회적 통합을 통하여 극복하려는 현대 산업사회

의 국가라고 할 수 있다88).  

둘째, 사회국가는 이와 같은 사회적 통합을 사회정의의 이념에 따라 실현하는 국가라고 힐 수 있

다. 사회적 법치국가이념의 결정적 요소는 社會正義의 要請이며 사회적 법치국가는 정의국가를 

의미한다89). 이러한 사회정의의 이념은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이 조정ㆍ보호되고 모든 국만의 

복지와 부담의 분배가 평등하게 이루어짐으로써 국민 각계층의 모두 적정한 경제적ㆍ문화적 생활

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分配의 原理를 뜻한다90).  

셋째, 사회국가는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기존의 질서를 수정하고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며 국

민의 복지를 적극적으로 증진시키는 국가여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사회질서는 더 이상 정당한 

것이 아니며 국가가 사회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사회질서는 국가에 의한 형성의 대상이 

된다91). 이러한 국가에 의한 형성은 현대의 기술발전과 사회발전을 수용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며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  

 

88) E. R. Huber, Rechtsstaat und Sozialstaat in der Modernen 

Industriegesellschaft, in: E. Forsthoff(Hrsg.), Rechtsstaatlichkeit und 

Sozialstaatlichkeit, Darmstadt, 1968, S. 599 f.  

 

89) O. Bachof, Begriff und Wesen des Sozialen Rechtsstaates, VVDStRL 12, S. 40.  

 

90) H. v. Mangoldt/F. Klein, Das Bonner Grundgesetz, Kommentar, Bd. II, 2. Aufl., 

Frankfurt, 1966, S. 608.  

 

91) W. Abendroth, Zum Begriff des demokratischen und Sozialen Rechtsstaates 

im Gundgesetz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E. Forsthoff(Hrsg.), 

Rechtsstaatlichkeit und Sozialstaatlichkeit, Darmstadt, 1968, S.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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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배분ㆍ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92).  

넷째, 사회 국가에 있어서는 시민적 법치국가의 국가와 사회의 분리 현상이 수정되어 한편으로는 

국가가 종래 사회에 맡겨졌던 영역에로 확장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종래 국가의 결정과 

규율에 맡겨졌던 영역에로 사회가 확장하게 된다. 이러한 국가와 사회의 접근과 상호침투는 사회

국가의 본질적 특성을 이루게 된다93).  

다섯째, 사회국가에 있어서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부정되고 국가의 개인 생활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상호간의 책임과 개인의 사회전체에 대한 책임도 고려된다. 개인이 사회적 권

리를 가진다는 것은 뒤집어 보면 타인도 같은 상황에서 같은 사회적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전제

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이나 집단의 이기주의는 타인이나 타 집단의 동일한 사회적 요구에



서 그 한계를 가진다94).  

따라서 사회국가에 있어서 재산권은 고립된 개인의 물적 지배가 아니라 사람간의 인적 관계로서

의 의미를 가지며 재산 질서에 대해서는 국가의 광범위한 형성과 개입이 이루어진다. 사회 국가

는 기존의 재산 질서를 보호ㆍ유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社會正義의 理念에 

따라 이를 수정ㆍ형성하는 것을 의  

 

92) E. Benda, Gedanken Zum Sozialstaat, RdA 1981, S. 139; K. Hesse, Der 

Rechtsstaat im Verfassungssystem des Grundgesetzes, in: E. Forsthoff(Hrsg.), 

Rechtsstaatlichkeit und Sozialstaatlichkeit, Darmstadt, 1968, S. 565.  

 

93) K. Hesse, in: E. Forsthoff(Hrsg.), Rechtsstaatlichkeit und Sozialstaatlichkeit, S. 

567.  

 

94) E. R. Huber, in: E. Forsthoff(Hrsg.), Rechtsstaatlichkeit und Sozialstaatlichkeit, S. 

605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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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유주의적 근대 시민적 법치국가에서 천부인권으로 그 불가침성이 강

조되던 절대적 재산권이 사회국가에 와서는 빈부 격차, 계급 갈등, 사회적 불평등 등의 주된 원인

의 하나가 됨으로써 국가에 의한 제한이 폭넓게 인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헌법상 재산권 규정은 근대 시민국가적 의미에서의 재산권이 아니라 사회국

가에 있어서의 재산권으로서 사회국가원리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산권의 내용과 한

계를 규정하는 입법자의 입법형성권과 행정ㆍ사법의 법집행도 사회국가원리에 구속된다.  

우리 헌법 제 23조 제 2항의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규정은 독일기본법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사

회국가원리의 표현이다. 현행 헌법상 사회국가원리는 단순히 선언적이고 프로그램적 의미를 가지

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모든 권력을 구속하는 規範力을 가진다95). 이는 재산질서를 

국가의 지도사항으로 받아들인다는 것과 사회정의에 따른 재산질서의 형성과 수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의 표현으로서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에 관한 규정도 단순히 개인의 사회윤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憲法的 拘束力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96).  

 

2) 新自由主義思想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은 사회국가원리와는 또 다른 차원인 신  

 

95) 許 營, 앞의 주 22)의 책, 152-153면 참조.  

 

96) 權寧星,『憲法學原論』(서울 : 法文社, 1995), 488면; 金哲洙, 前揭書, 428면 許營, 



앞의 주 22)의책, 451면; 헌재판례집 1, 357,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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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Neoliberalismus, Ordoliberalismus)에 의하여 근거지워진다.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전반

의 서구를 지배한 고전적 자유주의는 여러 입장에서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자유주

의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의 적응을 위해 고전적 자유주의를 수정한 것이 신

자유주의로서, 특히 경제부분에 있어서는 1920년대의 세계공황, 그리고 2차 대전 후 독일에 있어

서 국가사회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등장하였다97).  

신자유주의의 내용은 주장하는 학자에 따라 그 견해가 다양하여 통일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ⅰ) 개인의 자유의 원칙, ⅱ) 체계적 경제정책의 원칙, ⅲ) 강한 국가의 원칙으로 

집약할 수 있다98).  

첫째, 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마찬가지로 인격적 존재로서의 실체적 개인에서 출발하나, 

그 개인은 고전적 자유주의의 고립적이고 원자적인 개인이 아니다. 인간생활은 본질적으로 상호

관련성을 가진다. 자유는 개인의 권리라기 보다는 사회구성의 불가결의 요소이며 타인을 이성적 

존재로 대우하는 의무에 기초하고, 自由라는 基礎를 통해 社會的 連帶性이 확립된다. 개인의 권리

와 의무는 共同善에 의하여 확정되며, 개인의 권리는 공동선  

 

97) 신자유주의는 정치사상적인 측면에서는 Thomas Hill Green 등에 의하여 경제

사상적인 측면에서는 독일의 社會的 市場經濟秩序의 理論的 根據를 제공한 소위 

Freiburg학파를 구성하는 Walter Eucken, Franz Bohm, Hans Grossmann-Doerth, 

Wilhelm Ropke, Alexander Rustow, Alfred Muller-Armack 등에 의하여 전개되었는

데, 미국의 Chicago학파에 속하는 경제학자들이 이에 속하며, John Maynard 

Keynes를 중심으로 하는 Keynes학파도 넓은 의미에서의 신자유주의에 포함된다

고 할 수 있다.  

 

98) F. Pilz, Das System der Sozialen Marktwirtschaft, Munchen, 1981, S. 21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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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대립할 수 도 없고 공동선을 무시한 어떤 개인의 권리도 있을 수 없다.  

둘째, 신자유주의는 사회ㆍ경제 질서의 기초를 개인의 자유에서 구하나 자유방임주의와는 달리 

방임된 자유에 의한 예정조화적 자동 조절을 인정하지 않는다. 예컨대 2차 대전 후 독일 경제부

흥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Freiburg학파에 의하여 시장에서의 안정경쟁을 통한 시장경제에 있어

서 개인의 자유의 보장이 의도되긴 하였지만 그것은 국가에 의해 조직ㆍ보장된 경쟁에 의하여 이

루어져야 한다고 함으로써 질서정책을 통한 경제적 출발의 형성이 주장되었다. 즉 고전적 자유주

의와는 달리 경쟁질서는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개입에 의해 조직되고 내재적 

붕괴경향을 억제하는 법질서를 통하여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여 경제적 자유에 대한 법규범상의 



효력으로 창조함으로써 경쟁질서를 형성하려고 하였다.  

셋째, 이리하여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있어서와는 달리 강력한 국가가 요망되고 사적 경제력이나 

활동에 대하여 국가의 광범위한 통제와 개입이 인정되게 되었다. 이 경우 국가는 자유시장기능의 

병리현상을 막고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통화공급 증대와 공공투자를 

통하여 유효수요와 고용을 창출하여야 한다. 다만 Freiburg학파에 의하면 국가의 이러한 개입은 

경제과정의 출발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경제과정 자체는 자유로이 흘러가야 된다고 한다99). 따라

서 신자유주의에서는 경쟁 질서를 유지하는 경제질서정책과 경제활동의 기반을 제공하는 산  

 

99) F. Pilz, aaO., S. 21; W. Thiele, aaO., S.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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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기반정책을 국가가 행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개개의 경제활동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경제과정정책은 부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국가

는 우선 개인이 시장에서 자유로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에 기한 심판관

의 역할을 부담함으로써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신자유주의적 입장을 독일의 경우 社會的 市場經濟體制로 나타나서 전후 독일 경제

이론의 지배적인 관점이 되었다. 또한 소위 Keynes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서구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 John Maynard Keynes의 경제이론은 미국의 뉴딜정책 이후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 혼

합경제의 규범이 되었다.  

신자유주의적 입장에 있어서는 개인의 자유와 존엄에 기초하여 소비재뿐만 아니라 생산수단의 사

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이를 시장경제질서의 전제로 삼는다. 이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유의 부정이 

자유경쟁을 부정한다는 의미에서도 그러하다100). 그러나 이러한 입장에서의 재산권 관념은 이미 

절대적인 재산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개인의 재산권은 공동선을 고려하여 파악되어야 하며, 국

가의 경제ㆍ사회정책에 의한 제한, 즉 완전경쟁이라는 시장경제의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재산권

의 제한, 즉 예컨대 독과점규제, 재정정책을 통한 시장조건적 소득분배의 조정, 사회복지정책, 자

연자원의 보호 등을 통한 재산권의 제한이 인정된다101).  

신자유주의에 있어서 재산권은 한편으로는 개개 재산권자의 자유와 이익,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의 질서 임무 간의 긴장관계 속  

 

100) A. v. Brunneck, aaO., S. 97 f.  

 

101) F. Pliz, aaO., S. 98 f. ; W. Thiele, aaO., S.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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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는 자유방임적 경제 

질서도 아니고 중앙관리경제질서도 아니므로 개인의 이익과 전체 이익간의 조화로운 관계가 유지



되어야 하며 따라서 재산권도 이러한 전제하에서 보장,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3) 社會的 羈束의 憲法的 根據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의 헌법적 근거는 현행 헌법 제 23조 제 2항에서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체적으로는 헌법 제 23조 제 2항에 관하여 법률로써 그 내용과 한계가 이미 확정된 개별적ㆍ

구체적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하거나102), 헌법 제 23조 제 2항

은 동조 제 1항과 결합하여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는 데 있어서 가급적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것과 재산권의 생사에 대한 공공복리적합성으로 이해하기도 한다103).  

헌법규정의 문언상으로만 보면 제 23조 제 2항은 동조 제 1항 제 2문에 의하여 내용이 정해진 

재산권의 행사에 대한 공공복리 적합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라는 것을 개별의 개념이 아니라 같은 실체의 양면으로 이해한다면 이러한 해석은 일면적이

라 생각되고,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과 재산권의 내용 및 한계규정의 양자는 개별적인 개념이 아

니  

 

102) 權寧星, 前揭書, 488면; 安溶敎,『韓國憲法』(서울 : 考試硏究社, 1992), 436면; 

許 營,『憲法理論과 憲法(中)』(서울 : 博英社, 1985), 313면.  

 

103) 丘秉朔,『新憲法原論』(서울 : 博英社, 1993), 6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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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같은 실체의 양면을 의미하기 때문에 헌법 제 23조 제 1항도 社會的 羈束의 根據가 될 수 있

다고 본다.  

公共福利는 재산권 보장을 위한 지향점이면서 재산권의 제한에 대한 한계점을 의미한다고 하는 

독일연방헌법재판의 견해104)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 23조 제 2항은 동조 제 1

항 제 2문에 기한 입법의 방향타이며 입법에 의하여 그 내용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의 일반적 근거는 헌법 제 23조 제 2항과 동조 제 1항 제 2문에 있

다고 본다.  

그리고 헌법 제 23조 제 2항의 내용은 현행 헌법상의 사회 국가 원리에 관한 규정, 생존권의 보

장 등과 관련하여 충전된다는 점에서 사회국가원리에 관한 제헌법규정, 즉 사회 정의의 실현, 기

회균등,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전문,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ㆍ국가의 사회보장 의무ㆍ복리 증진을 위한 의무(제 34조), 환경권의 보장(제 35조)등 일련의 

사회적 기본권과 헌법 제 119조를 위시한 경제질서에 관한 규정 등은 헌법 제 23조 제 2항과 동

조 제 1항 제 2문을 매개로 한 사회적 기속의 間接的인 根據規定이 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토지

재산권에 관하여는 제 120조 제 2항에서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그 균형있는 개발

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국가로 하여금 수립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토관계법령에서 계획

에 따른 토지의 이용규제가 실정법으로 규정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 

122조에서 국민 모두의 생산  



 

104) BVerfGE 25, 112, 117 f. ; 50, 290, 339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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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존을 위하여 그에 관한 필

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밝힘으로써, 국토의 이용ㆍ개발 및 보존과 관련해

서는 국토관계법령에서 필요한 제한을 가하고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헌법 제 121조

는 농지에 대하여는 특별히 경자유전의 원칙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을 의무화하고 소작제

도를 금지하되(제 1항), 농업 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

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인정하고 있다(제 2항).  

또한 헌법 제 35조도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

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환경 

및 주거관련 입법에 있어서 토지재산권제한의 근거가 되고 있다. 토지와 관련된 이들 제규정은 

公共福利의 實現을 위한 토지재산권의 제한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폭넓은 사회적 기

속을 인정하는 근거규정이 될 수 있다. 토지와 같이 재산권의 객체가 특별한 사회적 관계와 사회

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立法者의 立法形成權은 보다 광범위할 수 도 있다105).  

 

(4) 公用侵害 및 社會化와의 區別 

 

1) 公用侵害와의 關係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은 공용침해에 대한 반대 개념이며 재산권  

 

105) BVerfGE 50, 290, 340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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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적 기속의 범위는 공용침해와의 관계에서 설정된다. 공용침해의 개념적 범주를 어떻게 설

정하느냐는 구체적 문맥에 따라서 달리 이해되어야 할 것이나,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의 범위획정

과 관련하여 공용침해를 논할 때는 공용사용ㆍ공용제한을 제외한 좁은 의미로서의 공용침해 개념

이 아니라 損失補償을 요하는 일체의 財産權侵害라는 의미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106).  

공용침해와 사회적 기속의 구별은 고전적 공용침해의 개념에 있어서는 비교적 분명한 듯 하였으

나 확장된 공용침해의 개념에 있어서는 매우 애매하여 대상이나 외적 형식, 침해형태, 침해목적 

등의 경우에는 그 구별이 인정되지 않게 되었다. 결국, 양자를 구별하는 본질적 표지는 손실보상

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손실보상을 요하는 재산권의 침해정도에 관한 기준은 매우 다

양하게 주장되고 있다.  

 

2) 社會化와의 關係 



 

사회화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나, 사회학적 방법으로 접근하거나 법학적 방법으로 접근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학적 의미로서의 社會化의 槪念은 ‘경제헌법의 형성에 있어서 사회주

의의 실현형태’ 또는 ‘시민적ㆍ자유적 자본주의 경제헌법에 대하여 무산자계급이 경제적 재산권에 

대한 집단적 처분권한을  

 

106) 다만 收用類似侵害와 收用的 侵害 등에 대하여 보상을 인정할 것이냐의 여

부에 따라서는 공용침해의 개념적 범주 및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과 공용침해를 

이원적으로 구성할 것이냐의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겠으나, 이는 별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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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공동경제체제로 대체하려고 하는 현대 산업사회의 사회주의운동의 집행행위’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107).  

사회화는 보통 두 가지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하나는 사회적 개량을 통하여, 또 다른 하나는 

사회적 혁명을 통하여 이를 수행하려는 것으로, 전자는 사회국가에 있어서의 사회화를 의미하는

데 반하여 후자는 사회주의국가에 있어서의 사회화를 의미한다108).  

사유재산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있어서는 사회화가 중대한 예외적 현상이기

는 하나 상당수의 자본주의국가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에 있어서의 사회화의 의

미가 社會主義國家에 있어서의 그것과 같은 의미일 수 없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사회국가에 있어서의 재산권의 사회화는 현행 경제헌법의 전면적 개혁이나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의 이행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존의 경제ㆍ사회헌법의 발전적 개조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하여 종래의 경제구조의 변화, 특히 소유관계와 기간산업의 새로운 질서형

성이 가능하게 된다109). 법적 의미로서의 사회화의 개념은, 경제적 재산권에 대한 처분권한을 집

단화하면서 경제헌법, 사회헌법을 변형시키는 憲法形成的 行爲 또는 어떤 경제재를 사적 소유로

부터 공유재산 내지 다른 공동체 소유형태로 바꾸는 국가적 침해를 의미하며, 그 본질적 표지는  

 

107) H. v. Mangoldt/F. Klein, aaO., S. 459 f.  

 

108)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閔京植,「西獨基本法에 있어서의 社會化에 관한 硏

究」(博士學位論文, 서울大學校 大學院, 1987), 35-37면 참조.  

 

109) T. Maunz/R. Zippelius, Deutsches Staatsrecht, 27. Aufl., Munchen, 1988, S.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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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헌법의 수정을 위한 財産權 配分의 改造라고 할 수 있다110).  



사회화는 개인의 재산권을 박탈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한다는 점에서 공용침해의 한 형태로 이해

하기도 한다111). 재산권의 제한을 공용침해와 사회적 기속으로 양분하여 보상여부에 따라 이를 구

분한다든가 또는 확장된 공용침해개념에 의할 때 이러한 여지는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화는 공용침해의 한 특수한 예가 아니라 독자적인 법제도이며, 공용침해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크기로 이해되고 있다. 사회화는 재산권의 침해라고 하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재산의 경

제적 이용방법이라는 측면에서 공용침해와 구별되며 사회ㆍ경제정책적 동기에 있어서도 공용침해

와 다르다112). 사회화는 단순한 개인의 재산권의 박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헌법에 대한 

수정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개별적 처분이나 처분법률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반적 조치를 

통해서 가능하며, 특정경제영역에 있어서의 집단적 사회화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용침해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113).  

사회화는 국유화와 혼동되어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엄밀히 國有化와는 그 개념적 범주를 달

리한다. 국유화는 사회화의 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국유화가 사회화의 유일한 형태는 아

니다. 사회화를 통한 권리주체는 다양하여 국가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에 의한 

재산처분권의 집단화까지도 포  

 

110) F. Klein, Eigentumsbindung, Enteignung, Sozialisierung und Gemeinwirtschaft 

im Sinne des Bonner Grundgesetz, Tubingen, 1972, S. 5.  

 

111) W. Leisner, aaO., S. 66.  

 

112) F. Klein, aaO., S. 66.  

 

113) T. Maunz/R. Zippelius, aaO., S.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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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며, 국유화는 재산, 군사, 경제정책 필요에 의해서 인정되기도 하지만 사회화는 이러한 목적

을 위해서가 아니라 共同管理經濟를 실현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다114).  

이상과 같이 보면 사회적 기속과 사회화는 다음과 같이 파악될 수 있다. 첫째, 목적이라는 측면에

서 본다면 자본주의국가에 있어서의 사회화는 사회주의국가에 있어서의 그것과는 달리 사회국가 

원리의 한 구체적 표현이며 이런 점에서 사회적 기속과 같은 맥락을 가진다115). 따라서 양자는 사

회국가의 실현을 통한 수정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재산권영역에서의 표현이며 財産權槪念의 相對化

를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양자의 목적의 공통성에 비추어 사회화는 강화된 사회적 기속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사회화는 사회적 기속을 特定財産權 領域에서 强化하고 사회적 기속의 정도를 초과하여 

보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양자는 침해의 정도가 다르다.  

사회화는 재산에 대한 처분권능이 개인에게서 공동체의 수중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재산처분권의 

집단화를 의미한다. 이는 재산에 대한 사적 이용성에 기초하면서 재산권을 제한하는 사회적 기속



과는 다르다. 이와 같이 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정도만 가지고 본다면 사회화는 공용침해와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116). 사회적 기속과 사회화는 보상의 요부에 의하여 구별된다. 이러한 

보상의무의 존재 및 보상액의 동일성과 관련하여 사회화는 사회  

 

114) F. Klein. aaO., S. 18 ff.  

 

115) F. Klein, aaO., S. 4; W. Leisner, aaO., S. 65.  

 

116) W. Leisner, aaO., S. 66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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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속의 범위를 넘어 침해의 정도가 공용침해의 정도에까지 이른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다. 사

회화에 관한 보상의 정도에 대하여 독일기본법은 공용침해의 경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독일 

기본법 제 15조, 제 14조 제 3항). 우리 헌법은  

사회화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독일기본법 제 15조 제 2문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헌법 제 23조 제 3항을 준용하여 보상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화가 인정되는 재산권의 경우 이는 그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이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더욱 넓게 인정된다는 것을 나타낸다117). 여기서 헌법상 사회화가 인정되는 재산권에 대하여는 헌

법해석상 강화된 시회적 기속이 인정될 수 있다.  

 

(5) 社會的 羈束의 內容과 範圍 

 

1) 社會的 羈束의 內容 - 公共福利 -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은 현행 헌법 제 23조 제 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공복리(Gemeinwohl)를 

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사회적 기속의 내용적 범주는 그 목적개념인 公共福利의 槪念에 의하

여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공공복리개념은 일반적으로 극히 다의적이어서 많은 논의가 되어 왔고, 역사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확정하기는 곤란한 불확정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재산권의  

 

117) H. P. Ipsen, Enteignung und Sozialisierung, VVDStRL 10, S.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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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한계를 정하는데 있어서 헌법질서를 운용하는 입법자의 재량의 폭을 가늠하는 척도로 기

능한다.  

그런데 현대 사회국가에 있어서 공공복리개념의 범주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이냐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전제된다.  

첫째,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이 사회국가원리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사회국가원리가 사회적 기속규

정을 통하여 어느 정도 실현되어야 한다고 볼 것이냐 또는 사회적 기속을 통한 재산질서의 수정

ㆍ형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이냐에 대한 평가와 연결된다. 사회적 기속을 통한 새로운 재산질

서ㆍ배분질서의 형성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사회해악적인 경우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새로운 

질서형성을 위한 경우도 공공복리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반면 이에 소극적인 입장에서는 공공복리

개념도 사회해악적인 것으로 축소시키려고 한다.  

전자의 입장에서는 재산권의 수정에 대한 권한이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규정한 독일기본법 제 

2조 제 1항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며,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도 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내용규정이

상의 것이 아니라는 구조적 특성과 관련하여 제 2조 제 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118). 반면 

후자의 입장에서는 통합적 공동생활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재산권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것은 

가능하나 국가의 사회정책적 개혁을 위한 사회적 기속은 인정 할 수 없다고 보아 만약 그러한 제

한이 있는 경우 그것은 공용침해가 된다고 한다119).  

 

118) H. P. Ipsen, aaO., S. 85 f.  

 

119) W. Leisner, Sozialbindung des Eigentums nach Privatum und offentlichen 

Recht, NJW 1975, S.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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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다른 경제적 기본권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재산권과 다른 기본권, 특히 정신적 자유권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하는 점이다. 이는 미국의 판례를 통하여 발전된 이중기준(double 

standard)의 원칙120)이나, 일본의 헌법해석에 있어서 재산권은 다른 정신적 자유권에 비하여 보다 

광범위하고 완화된 기준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는 입장121)에서 나타난다.  

공공복리의 개념을 형식적으로 보면 사회 전체의 공통의 이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이익이 사회 전체의 공통의 이익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는 다양한 理念이나 價値

判斷의 相違에 의하여 견해가 갈라지게 된다122).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의 목적개념으로서 공공복리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는 근대에서 현대로의 이행에 따른 헌법의 발전과정에 있어

서 공공복리가 어떻게 파악되어 왔는가 하는 것과 공공복리의 이익을 향유해야 할 주체의 문제이

고, 둘째는 현대헌법에 있어서 다른 기본권과 비교하여 재산권에 인정되는 사회적 기속의 목적개

념으로서의 공공복리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느냐 하는 것이다.  

 

(가) 公共福利의 現代的 意義 

 

120) 이에 관하여 상세한 것은 H. J. Abraham, Freedom and the Cour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pp.9-11; B. H. Siegan, Economic Liberties and the 



Constitution(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pp.184-186 참조.  

 

121) 이에 관해서는 浦部法穗,「經濟的 自由」,『憲法講義 2 (基本的 人權)』(東京 : 

有斐各, 1979), 188面 以下 참조.  

 

122) R. Schnur, Gemeinwohl und offentliches Interessen in den Verfassungen und 

der Gesetzen des sozialen Rechtsstaats, in: Wohl des Allgemeinheit und 

offentliche Interessen, Munchen, 1968, S.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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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재산권의 구체적 내용은 국가의 법질서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고 그 법은 당시의 공공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제정되는 것이므로 재산권이 공공복리의 규제를 받는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는 근대 시민사회의 재산권이나 현대국가의 재산권이나 다른 바가 없다.  

그러나 문제는 공공복리라는 개념이 불변적ㆍ고정적 개념이 아니라 그 당시의 사회적 상황과 가

치 관념에 따라 변화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복리의 현대적 의의는 먼저 근대 헌

법의 발전단계에 따른 변천과정의 탐구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의 사회공동생활이 성립하면 거기에는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각인의 공통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상정된다. 만일 그러한 이익이 존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사회의 공동생활은 성립될 수 없고 

그 사회는 분열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통일적인 사회생활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사회 전체의 공

동의 이익이 당연히 전제로서 성립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개인의 이익에 우선하는 사회

의 전체적인 이익으로서 그 유지와 촉진을 위하여 社會의 勸力支配를 근거 지우려는 것으로 낡은 

의미의 복지국가 내지는 경찰국가의 사고이다. 이 경우 이익 향유의 주체는 개인을 초월한 국가 

그 자체로서, 국가는 그의 독자적 이익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권력으로 개인의 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가할 수 있었다. 이 때에 특히 개인의 이익에 우선하는 公共福利가 강조되

는 것이며, 이것이 권력절대주의적인 경찰국가의 관념에 의거하는 공공복리의 사고였다.  

이에 대하여 근대 시민국가에 있어서의 공공복리는 자유주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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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재산적 자유를 향유하도록 하기 위한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공공복리의 개념을 의미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재산권의 자유와 재산권의 절대성에 내재

하는 제한을 의미하였으며 그에 대한 제한은 財産權의 私的 性質과 일체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었다. 따라서 그것은 시민법적 재산질서의 유지라고 하는 소극적인 목적을 가지는 것에 한정되었

고 자유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소극적 공공복리를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재산권자의 

사적 이익과 구별되는 개별의 독립된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서의 공공복리는 관념되지 않았다. 이 

경우 공공복리라고 하는 이익의 향유주체는 개인에 대립하는 권력주체로서의 국가가 아니라 각 

개인 그 자신이며 개인의 이익을 기본으로 하여 사회의 이익이 관념되는 것이므로 人權과 公共福



利와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대립적인 관계는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현대의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개인주의 내지 자유주의의 인권 사상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

는 문제가 경제생활의 영역에서 발생하게 된다. 경제의 균형 회복과 생존의 보장을 위하여 약자

의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되는 바, 여기에 공공복리의 현대적 의의가 중요하게 등장한

다. 왜냐하면 일면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법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개

인의 인권보장을 실현함과 동시에, 다른 한면으로는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로 하여

금 적극적인 정책을 펴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요청의 조정원리로서 공공복

리가 강조되는 것이다.  

현대적인 공공복리는 개인의 이익으로서의 인권에 대립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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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우선하는 것으로 관념된 경찰국가적인 복지개념이 아니고, 사회구성원의 공통의 입장으로부터 

파악되어야 할 공통의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익의 주체는 개인에 우월하는 권력의 

주체로서의 국가 그 자체도 아니고, 또 개개의 이익의 주관적인 주장자로서의 각 개인 그 자신도 

아니다. 공동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각 개인을 포함한 공통의 이익의 주장자인 사회의 일반 대중이 

그 주체이다.  

따라서 현대적인 공공복리는 단체주의국가나 사회주의국가의 경우와 같이 사회적 또는 단체적 계

기가 사적 계기를 압도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주의ㆍ자유주의 국가의 경우와 같이 개인의 가치의 

중심에 있으며 재산권의 사적 계기가 그 사회적 계기와 분리되어 있는 것을 뜻하지 않고, 재산권

의 사회관련적 의미를 인정하여 公益과 私益의 調和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의 재

산권을 실질적으로 공평하게 존중하고 개인에게 인간적 생존을 보장하는 社會國家的 公共福利를 

의미하는123) 한편, 인간상호간의 모순ㆍ충돌을 조정함으로써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

다. 그러므로 이것은 시민사회에서의 개인주의적 재산권관념이 계급갈등과 불평등, 인간소외 등을 

초래함에 따라 국가가 그러한 재산권을 규제ㆍ조장하여 사적 재산권의 사회적 폐해를 막고 사적 

이익의 충돌, 특히 자본주의적 소유권과 국민의 생존권과의 대립과 충돌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

다.  

 

(나) 基本權의 一般的 制限目的으로서의 公共福利와의 關係 

 

123) 丘秉朔,『憲法學 I』(서울 : 博英社, 1981), 685면; 金哲洙, 前揭書, 427-428면; 

文鴻柱, 前揭書, 2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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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의 목적개념으로서 헌법 제 23조 제 2항의 공공복리는 다른 기본권에 공통

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의 일반적 법률유보인 헌법 제 37조 제 2항에 규정된 공공복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현행 헌법 제 37조 제 2항과 같은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독일기

본법이나 일본헌법의 경우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또는 독일기본법 제 2조 제 1항, 일본헌법 제 



12조 제 2문 및 제 13조 제 2문과 관련하여 문제된다.  

독일기본법의 해석론을 보면 기본법 제 14조 제 2항의 공공복리에 대해서는 기본권의 내재적 한

계로서 논의되는 일반공동체유보(der allgemeine Gemeinschaftsvorbehalt) 또는 제 2조 제 1항의 

세 가지 한계(Schrankentrais)인 타인의 권리, 헌법 질서, 도덕률과 동일한 범주로 이해하는 입장과, 

다른 범주의 것으로 이해하는 입장이 있다. 동일한 범주로 이해하는 입장에 의하면 재산권을 가

장 중요한 자유의 하나로서 흥정의 대상이나 사회 정책의 실험장이 될 수 없는 기본권으로 파악

하여, 동적 개념이 아니라 불변적 개념인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은 기본법 제 2조 제 1항 또는 일

반공동체유보의 구체화를 의미한다고 하며, 기본법 제 14조 제 2항을 재산권의 내재적 한계가 헌

법적 원칙으로 고양된 것으로 보고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을 공동체의 이익(die Interesse der 

Gemeinschaft)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다124).  

다른 범주의 것으로 이해하는 입장에 의하면 재산권에 관하여는 기본법 제 2조 제 1항이 적용되

지 아니하며 따라서 타인의 권리, 헌법질서, 도덕률 이외의 목적을 위해서도 그 내용과 한계를  

 

124) K. Rudolph, Die Bindung des Eigentums, Tubingen, 1960, S. 16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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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여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을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의 문제와는 다른 

것으로 본다125).  

일본헌법의 해석론을 보면 첫째, 양자를 동일한 범주의 것으로 이해하는 입장으로, 일본헌법 제 

12조, 제 13조는 인권보장의 본질에서 논리필연적으로 파생되는 공공복리에 의한 인권의 제한원

리를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며, 제 29조에서 규정하는 공공복리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

니라 제 12조, 제 13조의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재산권의 제한도 다른 기본권의 그것과 마

찬가지로 자유국가적인 것과 사회국가적인 것의 두 가지 측면을 가지는 공공복리에 의하여 제한

된다고 한다126).  

둘째, 다른 기본권의 경우는 헌법 제 12조, 제 13조에 주의적으로 규정된 내재적 제한만을 받음

에 반하여 재산권의 경우에는 헌법 제 29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히 공공복리에 의한 제

한이 인정된다는 입장으로, 헌법 제 12조, 제 13조를 훈시규정으로 보아 헌법 제 22조, 제 29조의 

경우에만 공공복리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고 따라서 재산권의 경우 다른 기본권과 같은 기본권의 

실질적이고 평등한 보장이라는 측면에서의 내재적 제한을 받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제 29조 제 2

항에 의한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의 생존보호라는 정책적 제한을 받는다고 한다127).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현행 헌법이 제 37조 제 2항에서 일반적 법률유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이나 일본처럼 재  

 

125) H. P. Ipsen, aaO., S. 85 f.  

 

126) 宮澤俊義,『憲法 II』(東京:有斐閣,1983), 231面  

 



127) 俵靜夫,「基本的人權と公共の福利」,『憲法講座2』(東京 : 有斐閣, 1977), 15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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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권에 대한 사회적 기속의 목적개념인 공공복리와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로 논의되는 일반공동체

유보, 타인의 권리ㆍ헌법질서ㆍ도덕률 또는 공공복리의 관계는 별로 문제되지 않고, 헌법 제 23조 

제 2항의 공공복리개념과 제 37조 제 2항에 규정된 공공복리개념의 관계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

여 직접적인 견해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양자를 공통적으로 社會國家 내지 福祉國家的 公共福利

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128), 헌법 제 23조 제 2항의 공공복리는 헌법 제 37조 제 2항의 공

공복리와 동일한 범주의 것이며, 제 23조 제 2항은 注意的 規定에 불과하다는 견해129)등이 있다.  

생각건대 헌법 제 23조 제 2항을 규정한 의미는 우선 제 23조 제 1항 제 2문과 결합하여 법률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적 의미뿐만 아니라 형성적 의미도 포함한다고 하는 점에서 공공복리에 의하

여 社會正義에 합당한 財産權의 形成이 입법자에게 의무지워진다는 점, 그리고 근대 입헌주의 아

래에서 형성되었던 신체의 자유, 정신적 자유, 재산의 자유라는 삼위일체의 인권 구성이 무너지고 

재산권 중 자본주의적인 재산권은 열위의 권리로 전락하고 따라서 국가의 사회경제 정책에 의하

여도 제한될 수 있는 권리로 되었다는 점을 표현하는데 있다고 생각된다.  

 

2) 社會的 羈束의 範圍 -公用侵害와의 區別- 

 

재산권에 대한 국가적 규제는 그 합법성 여부에 따라 위법한  

 

128) 金哲洙, 前揭書, 278면, 398면; 文鴻柱, 前揭書, 292면, 349면.  

 

129) 崔大權,『憲法學』(서울 : 博英社, 1989), 201-2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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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와 적법한 침해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국가배상의 문제이고 후자는 사회적 기속과 공용

침해의 문제이다. 합법적인 재산권의 규제로서 사회적 기속과 공용침해는 상호 반대개념

(Gegenbegriff)이며,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의 범위는 공용침해와의 구별에서 설정된다.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이란 재산권의 주체가 그 재산에 대하여 무보상으로 일반적이고 적절한 그리고 기대

가능한 제한을 받게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의 사회적 기속은 보상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회적 

제약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통상적이고 계속적인 사회적 제약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희생을 수반하

는 보상부의 공용침해와 구별된다.  

따라서 보상하여야 할 특별한 희생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현대국가에 있어서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기속은 증대하고 있으며 재산권에 대한 각종의 제한 및 

침해는 다양해지고 정도가 높아져 가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재산권자가 어느 정도까지 수인해

야 하는 가는 결국 재산권에 대한 무보상의 사회적 기속과 보상부 공용침해와의 구별에 관한 문



제로 귀착된다. 이하에서는 사회적 기속과 공용침해와의 구별기준에 관한 독일, 일본, 미국 그리

고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獨逸의 學說과 判例 

 

독일에서는 Weimar헌법 이래로 문제가 된 재산권의 침해가 보상을 요하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

는가, 보상을 요하지 않는 사회적 기속에 해당하는가의 구별에 관하여 상이한 여러 학설이 주장

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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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形式的 基準說 

 

이는 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보상 여부의 구별 기준을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일반적인 침해인

가 아니면 특정인 또는 특정 제한된 범위의 개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인가, 즉 근거법규의 일반성

ㆍ추상성과 피해자의 수와 범위 등의 형식적 기준에 두는 입장으로 개별행위설

(Einzelakttheorie)130) 또는 특별한 희생설(Sonderopfertheorie)131)이라고도 한다. 형식적 기준설은 

원래 Weimar헌법하의 제국법원(RG)의 판례를 통하여 발전되었는데 독일기본법하의 연방최고법원

(BGH)도 기본적으로 이에 따르고 있다132).  

이 견해에 의하면 법률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반적으로 가한 재산권의 침해는 불평등하게 희생

을 가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公共福利를 위하여 가해지는 부담이기 때문에 보상을 할 필요가 

없는 반면에, 특정인에게 가한 재산권의 침해는 다른 사람에게 부과되지 않은 특별희생을 불평등

하게 부담시킨 만큼 이에 대하여는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형식적 기준에 의존

함으로써 사적 효용설이나 목적위배설과 같은 가치평가를 시도하는 이론에 비하여 법적 안정성에 

보다 더 기여할 수 있다고  

 

130) 獨逸에서는 個別行爲說이라는 名稱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H.-U. 

Erichsen/W. Martens(Hrsg.),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Berlin/New York, 1986, 

S. 462; O. Kimminich, Enteignung und Sozialbindung, Jura 1979, S. 372; F. 

Ossenbuhl, Staatshaftungsrecht, 4. Aufl., Munchen, 1991, S. 119.  

 

131) H. Maur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6. Aufl., Munchen, 1988, S. 522.  

 

132) BGHZ 6, 270, 280 ; 60, 126,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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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러나 이 견해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133). 첫째, 어떤 제한이 권리자 일반에 관한 것이고 

어떤 제한이 개인 또는 특정 집단에 관한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특

히 침해를 받아야 할 범위가 극히 좁게 한정되어 있다든가, 혹은 침해를 받아야 할 범위가 극히 

넓어서 거의 모든 국민에 미친다고 하는 극단적인 경우는 제쳐놓고라도 그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이것을 일반적 침해로 할 것인가 개별적 침해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  

둘째, 비록 특정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재산권의 침해라 하더라도 침해의 양태는 다양한데 이를 

모두 공용침해로 한다거나 또는 반대로 모두 사회적 기속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침해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수만으로 공용침해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무리 작은 침해라 하더라도 

소수자에 대한 것은 보상을 해주고 아무리 중대한 침해라도 다수인에 대한 것은 보상해 주지 않

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셋째, 이는 또한 결과적으로 대략적 침해에 대하여 프리미엄을 주는 것이 되고 기본법 제 14조가 

보장하는 재산권보장을 왜곡하는 것이 된다. 즉 수용법에 의해 침해된 자의 범위가 크면 클수록, 

박탈ㆍ침해된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침해는 사회적 기속에 가까워지게 되고, 극단적으로 모

두에게서 모든 것을 박탈하는 경우에는 아무 것도 보상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결과가 되고 만다.  

 

133) W. Leisner, NJW 1975, S. 136 f.  

 

- 444 -  

 

넷째, 平等原則의 違背與否를 피해자의 수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평등이 평균적 정

의를 의미하지 않고 분배적 정의를 의미한다고 한다면 평등의 기준이 되는 헌법적 가치의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인 수만 가지고 평등원칙의 위배여부를 논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밖에 입

법에 의한 침해여부의 구별만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행정행위에 의한 재산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  

 

나) 實質的 基準說 

 

이는 형식적 기준설의 결함을 지적하면서 특별한 희생과 사회적 기속의 구별기준을 재산권을 침

해하는 행위의 내용, 즉 침해행위의 본질성(Wesentlichkeit) 내지 그 강도(Intensitat) 등의 실질적 

표준에 의하여 구별하고자 하는 입장으로, 보호가치설(Schutzwurdigkeitstheorie), 수인한도설

(Zumutbarkeitstheorie), 목적위배설(Zweckentfremdung-  

stheorie), 사적효용설(Privatnutzigkeitstheorie), 상황구속성설(Theorie der Situationsgebundenheit), 

사회기속성설(Sozialbindungstheorie) 등이 있으나 서로 명확히 구별되는 것도 아니고 학설로서 

나타날 수 있을 정도로 완성된 것도 아니다.  

 

가. 保護價値說 

이 학설은 Weimar시대 후기에 등장한 것으로 形式的 基準說이 완전하지 못하고 특히 중요하지 

않은 개별적 침해에 대하여도 보상이 인정된다는 점을 비판하며 등장한 견해이다134). 이 견해는  



 

134) F. Ossenbuhl, aaO., S. 122; W. Jellinek, Verwaltungsrecht, 3. Aufl., Offenburg, 

1948, S.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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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ter Jellinek에 의하여 대표되는데, 그 내용은 재산권에 있어서 보호할 만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구별을 전제로 보호할 만한 재산권에 대한 침해만이 보상을 요하는 공용침해라고 한다135).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여부의 결정은 역사적ㆍ일반적 사상, 언어의 관용, 법률의 종합적인 

취지 등으로부터 구해져야 한다고 한다136).  

그런데 이 견해에 의하면 무보상으로 행하여지는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과 보상을 요하는 공용침

해를 구분함에 있어서 그 실제적 표준으로 保護價値性이라는 애매한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식상의 다양한 가치개념을 충족시킬 수 있는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데는 문제를 가지고 있으

며,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고 때로는 보상의 범위를 확대 내지 축소시킬 수 있는 가

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Walter Jellinek는 이 이론을 통하여 다양한 기준을 통합하려 하였으

나, 체계적 관련성이나 우선성의 형량없이 이를 절충하였고 개념적 단일성이 결여되어 사실상 사

회적 기속과 공용침해의 구별을 포기한 것이 됨으로써 입법자에게 무제한의 재량권을 주는 결과

가 될 수 도 있다.  

 

나. 受忍限度說  

이 학설은 기본적으로는 보호가치설과 유사한데 재산권에 대한 침해 행위의 본질과 그 강도를 구

별의 표준으로 하여, 재산권 제한의 강도에 비추어 재산권의 주체에게 그 제한의 수인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이면 사회적 기속이고, 그 정도를 넘으면 보상을 요  

 

135) F. Ossenbuhl, aaO., S. 122.  

 

136) W. Jellinek, aaO., S.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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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공용침해가 된다고 한다. 즉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은 사유재산제와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

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내용과 지배의 범위는 법질서에 의하여 결정되나 그 범위를 넘어서서 사유

재산제의 핵심인 財産權의 本質을 이루는 배타적 지배권을 침해하는 것은 平等原則에 반하여 그 

권리자에게 무거운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공용침해가 되고 따라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입

장이다. 이 견해는 R. Stodter에 의하여 대표되며, 사회적 기속과 공용침해의 구별은 수인을 기대

할 수 있는가의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도 한다137).  

그러나 이 견해도 보호가치설과 마찬가지로 그 기준으로 제시한 재산권의 본질 또는 수인기대가

능성이라는 관념이 매우 애매하여 보상 여부에 대한 유용한 기준이 되지 못하고 그 해석에 대한 



재량의 범위가 너무 커 法的 安定性을 저해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다. 目的違背說 

이 학설은 이미 Weimar시대에도 주장된 것이나 유력한 학설로 등장한 것은 기본법하에서인데 

Ernst Rudolf Huber, Ernst Forsthoff 등에 의하여 주장되었으며,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당해 재

산권에 대하여 종래부터 인정되어 온 목적을 위배하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공용침해의 여부를 결

정하려는 견해이다138). 이는 보호가치설이나 수인한도설과는 달리 무보상의 사회적 기속과 보상부 

공용침해를 구별하는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형  

 

137) F. Ossenbuhl, aaO., S. 122.  

 

138) W. Weber, Eigentum und Enteignung, in: P. Neumann/H. C. Nipperdey/U. 

Scheuner(Hrsg.), Die Grundrechte, Bd. II, Berlin, 1954, S.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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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포착한 것이라고 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법률이 재산권을 그 목적에 따라 파악하고 재산권자에게 그 客體의 機能適合的 

使用만을 의무지우는 경우 재산권자의 처분권능은 사회적 기속의 범위 내에서 제한되는 것이나, 

반대로 재산권자에게 그 客體의 目的에 違背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이는 공용침해가 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 견해는 특히 土地利用에 관한 立法에 유용한데 예컨대 만약 어떤 토지가 건축가

능지로 인정받은 경우 이에 건축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상없이 건축자격을 박탈할 수 없으나, 반

대로 그 토지가 건축금지 된 곳인 경우 보상이 필요없다고 한다139). 이 견해에 의하면 어떤 財産

權의 客體에 대하여 이제까지의 目的을 剝奪하고 새로운 任務를 준 경우는 공용침해가 된다.  

그러나 이 견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140). 첫째, 재산권은 그 본질에 의하여 그 

자체로서 파악될 수 있는 목적을 가지지 않는다. 재산권은 그 물건을 이용하고 그 이용에 있어 

타인을 배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인정된 것으로 그 목적은 이러한 이용인 것이며 이 이용에 관한 

변경의 모두가 공용침해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둘째, 그렇다면 재산권의 목적변경은 이러한 이용이 아니라 다양한 이용방법을 목적으로 해야만 

파악될 수 있는데, 이용방법은 재산권의 목적이 아니며 양자를 동일시하는 경우 국민경제적 목적

개념에 귀착하게 되고 재산권자의 목적과는 구별되게 된다. 사  

 

139) E. Forsthoff, Lehrbuch des Verwaltungsrechts, Bd. I, 10. Aufl., Munchen, 1973, 

S. 344.  

 

140) W. Leisner, NJW 1975, S. 178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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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기속과 공용침해의 구별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기본권 주체인 재산권자와의 관계이다.  

셋째, 이 견해는 사물의 본성이나 내재적 제약에 의하여 사회적 기속을 규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

다. 넷째, 국가사회주의 시대에는 공적 목적을 사적 목적에 침투시켜서 이 이론이 정당화될 수 있

었으나 오늘날의 국가관에는 합당하지 않다.  

 

라. 私的 效用說 

 

이 학설은 목적위배설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R. Rein- hardt에 의하여 시도되었다. 이에 의하면 공

용침해는 사적 효용의 원리를 본질적으로 방해하는 것과 같은 재산권의 침해인데 반하여, 사회적 

기속은 사적 효용의 원리를 존중하여 재산권의 기능에 적합하게끔 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

여지는 재산권의 침해라고 한다141). 따라서 이 견해는 기본적으로 기본법하의 헌법ㆍ경제ㆍ사회질

서가 사적 이니셔티브와 사적 이익을 동인으로 하여 기초된 것이라는 관념에 근거하고 있다.  

여기서 사적 효용이라 함은 물건의 機能適合的 使用을 의미하며, 사회적 기속은 이러한 私的 效

用을 제한하지 않는 모든 財産權의 侵害를 말하고 공용침해적 효과가 있는 침해는 해당 물건의 

목적을 사적인 것에서 공적인 것으로 바꿈으로써 사적 효용성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한다142).  

요컨대 재산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아직도 사적인 유용성이 유지되고 있으면 그것은 재산권의 단

순한 사회적 기속이고 재산권  

 

141) R. Reinhardt/U. Scheuner, Verfassungsshutz des Eigentums, Munchen, 1965. 

S. 12.  

 

142) W. Leisner, NJW 1975, S.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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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재와는 완전히 다른 목적에 제공되고 있다면 보상을 해야 하는 재산권의 침해143)이므로, 재

산권의 박탈은 언제나 공용침해가 되고, 토지의 위치로부터 나오는 구속의 구체화는 보통 사회적 

기속이며, 대체되는 영리활동을 위하여 이용될 수 있는 재산권의 침해도 사회적 기속이다144).  

이에 대한 비판도 전술한 목적위배설과 유사한데, 이 견해가 기본적으로는 타당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기는 하나, 구체적이고 새로운 해결방안을 도출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대체되는 영리활동

을 위하여 이용될 수 있는 재산권의 침해는 사회적 기속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시장경제를 무의미

하게 하고 경제적 자유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145).  

 

마. 狀況拘束性說 

이 설은 주로 토지의 이용제한과 관련하여 판례이론으로 형성ㆍ발전된 것으로서, 토지재산권에 

대한 공법적 규제가 사회적 기속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공용침해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는 경제

적 관점에서 당해 토지의 狀況拘束性 내지 地域拘束性, 예컨대 그 위치적 관계, 지금까지의 경제

적 용도, 당해 토지의 역사적 발전 및 그 주변 상황 등을 참작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146). 



즉 일정한 토지는 그가 놓여있는 사실상의 위치로 인하여 일정한 이용이 규제받게 되는데, 그것

은 이와 같은 지리적 위치에서 오는 일정한 토지이용의 부작위의 의무를 수반하기 때문에 그 상

황  

 

143) BGHZ 15, 268, 284 ff.  

 

144) W. Leisner, NJW 1975, S. 178 ff.  

 

145) W. Leisner, NJW 1975, S. 174 ff.  

 

146) H. Maurer, aaO., S.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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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일치된 토지이용의 금지가 구체적으로 결정되더라도 이는 보상의 대상의 되는 공용침해가 아

니라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기속이라고 한다147).  

이 견해에 의하면 토지의 물리적 위치로 인한 제약은 실정법 규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성질에 

의해 주어진 의무이며 입법자가 토지소유권에 이미 내재하는 한계를 실현하여 의무를 구체화하더

라도 이는 토지소유권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토지의 이용 제한은 그 지역적 특성

상 당연히 존재하는 제약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상을 요하지 않게 된다.  

연방일반법원에 의하면 “특별한 상황에 있는 토지소유권은 실정법의 법률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 

아닌 그의 성질에 의하여 부담하게 되는 한정된 의무성을 수반한다”148)고 하고, “狀況拘束性의 範

圍는 무엇보다도 環境에 있어서 自然이 부여하는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 때 토지의 

어느 이용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수반되는 부담은 이성적이고 현명한 소유자가 스스로 주어진 

상황을 고려하여 당해 토지의 특정 이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범위에 미친다. 왜냐하

면 이러한 행위양식은 이성적이고 현명한 소유자가 자기의 이익과 일반의 공공복리에 봉사하는 

질서인 모든 사람에게 명백한 필연적 요청이 충돌하는 경우에 기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149)라고 

한다.  

이 견해는 토지소유권에 대하여는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는데  

 

147) H. Maurer, aaO., S. 526 ff.; H. Rittstieg, Grundgesetz und Eigentum, NJW 

1982, S. 721.  

 

148) BGHZ 23, 30, 33.  

 

149) BGHZ 90, 1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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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의무성 평가의 기준이 되는 상황구속성이 무엇인지 불명확하여 

결국은 언제나 공공복리와 사익의 충돌에 대한 가치형량으로 귀착하게 되며, 상황구속성의 가치 

규범적 요소가 강조되어 합리적이며 현명한 토지소유자의 행동은 토지계획이 합리적인 이상 그것

과 일치할 것이 기대되기 때문에, 재산권 보장이 다분히 입법정책적인 것으로 변질됨에 따라 보

상문제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여지를 넓혀주는 결과가 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하겠다.  

 

바. 社會羈束性說 

독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와 일본과는 달리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을 보다 강조하여 건축의 자유

나 개발의 자유를 보다 강력히 제한하고 있다. 그 근거는 “소유권은 의무를 수반하고 그 이용은 

동시에 공공복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기본법 제 14조 제 2항에 있다150). 또 동법 제 

14조 제 3항에 따라 공용침해는 법률에 의하여야 하고 보상을 요하나 사회적 기속은 보상을 요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사회적 기속이란 개념은 헌법상 손실 보상을 불가결로 하는 공용침해의 

대립어로서 보상없이 행하는 것이 헌법상 가능한 것과 같은 財産權의 高權的 制約을 의미하는 것

이라고 한다151).  

사회기속성설은 이러한 기본입장에서 종래의 이론이 사회적 기속과 공용침해의 구별기준을 재산

권에 대한 공용침해의 규정에서 파악하는데 반하여 그 기준을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이라는 관점  

 

150) 權寧星,『獨逸憲法論(上)』(서울 : 博英社, 1976), 248면.  

 

151) W. Leisner, Sozialbindung des Eigentums, S.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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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추출하려는 점에 특색이 있다152). 즉 사회적 기속을 넘어선 모든 재산권의 침해는 보상을 요

하는 공용침해라고 하나, 일반적인 기본권 이론에 의하여 허용되는 재산권의 침해인가의 여부를 

따져 그 정도를 넘어서지 않으면 보상을 요하지 않는 사회적 기속이라 한다153).  

연방헌법재판소도 사적 재산권이라 하더라도 우월한 공익 및 공공 질서를 위하여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것은 財産權의 制度保障과 양립될 수 있고154), 국가는 재산권에 의해 유발되는 사회공동체

의 법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하며, 양심적인 재산자라면 그 이용이 공공에 위험을 초래하므

로 당연히 스스로 제한하여야 할 것에 대하여 국가가 제한하는 것은 사회적 기속이고, 반대로 공

권력이 공적 목적을 위하여 재산권을 이용하여 재산권자에게 실질적이고 공격적 침해를 가한 경

우는 공용침해가 된다155)고 한다.  

이 견해는 사회적 기속과 공용침해의 구별을 기본권 이론에 비추어 구성하려고 한 점에서는 그 

의의가 있으나 토지재산권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는 점과 이 견해 자체만으로는 양자의 구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된다.  

 



152) 金南辰,『行政法의 基本問題』(서울 : 法文社, 1993), 431면; 石琮顯,『一般行政

法(上)』(서울: 三英社, 1993), 639면.  

 

153) H. Maurer, aaO., S. 545 ; E. Stein, Staatsrecht, 10. Aufl., Tubingen, 1986, S. 

166.  

 

154) BVerfGE 58, 300, 339.  

 

155) BVerfGE 20, 351, 358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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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日本의 學說과 判例 

 

일본의 경우도 독일의 학설과 판례의 영향을 받아 形式的 基準說과 實質的 基準說에 바탕을 둔 

다양한 견해가 있다. 학설을 대별하면 형식적 기준과 실질적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결하

려는 입장과, 실질적 기준에 의하여 구별하려는 입장이 있다156).  

 

가) 形式的ㆍ實質的 基準說  

 

이 견해에 의하면 특별한 희생이 아닌가의 여부는 침해행위의 대상이 일반적인가, 다시 말하면 

널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특정인 또는 특정범주에 속하는 사람을 대상

으로 하고 있는가, 피침해자가 전체에 대하여 어떠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가의 여부(形式的 기준) 

및 침해행위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정도의 강한 것인지의 여부, 즉 사회통념에 비추

어 그 침해가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으로서 수인하지 않으면 안될 것인가의 여부(실질적 

기준)의 양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157).  

나아가 이러한 일반론을 전제로 하여 보다 구체적으로는 침해행위의 목적과 그 상태를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물론 이 견해가 현재에도 그 통용력을 완전히 잃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156) 今村成和,『損失補償制度の硏究』(東京: 有斐閣, 1968), 30-33面; 藤田宙靖,「財

産權の制限と補償の要否」,『ジュリスト增刊 憲法の爭點 』(東京 : 有斐閣, 1985), 

98-99面; 荒秀,「土地利用制度と補償」,『現代行政法大系6(國家補償法)』(東京: 有斐閣, 

1986), 261面 以下.  

 

157) 田中二郞,『新版行政法(上)』(東京: 弘文堂, 1988), 211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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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냐 특별한 경우이냐 및 본질적 침해인가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인가는 사실 상대적ㆍ

유동적인 것으로서 그 어느 쪽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형식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때에도 실질적 기준을 충족하면 보상을 인정하여야 한다

는 주장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158).  

 

나) 實質的 基準說  

 

이 견해는 형식적 기준에 중점을 두지 않고 실질적 기준만을 고려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재산

권의 박탈 또는 당해 재산권 본래의 효용의 발휘를 방해하는 침해에 대하여는 권리자가 이를 수

인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한 당연히 보상을 요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재산권의 규제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권의 존재가 사회적 공동생활과의 조화를 유지해 나가기 위

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에는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기속으로서 보상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고, 

다른 특정한 공익목적을 위하여 당해 재산권 본래의 사회적 효용과는 관계없이 우연히 가해진 규

제가 있을 때에는 보상을 요한다고 하면서, 보상을 요하지 않는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과 보상을 

요하는 공용침해와의 구별은 행위의 외형에 의하여는 구별될 수 없고재산권 보장의 목적을 고려

하여 위의 기준에 의하여 구별하여야 한다고 한다159).  

 

158) 荒秀, 前揭論文, 261面.  

 

159) 今村成和, 前揭書, 31-32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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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警察制限 公用制限說 

 

실질적 기준을 구체화하는 기준으로 소극적 제한과 적극적 제한 내지는 경찰제한과 공용제한이라

는 구별이 있다. 이에 의하면 소극적으로 사회공공의 안녕의 유지 또는 사회공동생활과의 조화의 

유지를 위하여 가해진 제한이나 당해 재산의 본질적 가치를 감소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산에 기인

하는 타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해진 제한은 경찰제한

으로서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기속이고 따라서 보상은 필요없으며160), 또한 이러한 제한은 공

공복리를 위하여 재산권을 가지는 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가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희생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161).  

이에 반하여 공익사업이나 도시의 정비ㆍ개발, 자연보전이라는 국토의 종합적ㆍ적극적 이용을 위

하여 가해지는 토지이용제한과 같은 적극적 목적을 위한 규제, 즉 재산권의 본래적 효용을 다하

게 하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어떤 외적 목적을 위하여 가해지는 규제에 대하여는 경미한 제한 등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보상을 필요로 한다고 한다162).  



그러나 이 견해는 소극적 제한이라고 하여 그 침해의 구체적 강도를 전혀 무시하고 언제나 보상

을 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또한 소극적 행정작용과 적극적 행정작용의 구별이 상대적

ㆍ유동적이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163).  

 

160) 田中二郞, 前揭書, 215面.  

 

161) 荒秀, 前揭論文, 262面.  

 

162) 田中二郞, 前揭書, 215面.  

 

163) 荒秀, 前揭論文, 263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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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內在的 制約論 

 

이 견해는 재산권의 규제와 보상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있어 양자의 개념 구별보다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서 구별의 기준을 구하는 입장으로, 인간이 사회적 존재이고 재산권도 인간의 

사회적 관계에서 행사되는 권리인 이상 인간의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제한은 재산권에 당연히 내재하는 것으로 이러한 제한을 구체화하는 재산권의 제한은 누구나 수

인해야 하는 제한으로서 보상을 요하지 않으나, 그 범위를 넘어선 것은 공용침해가 된다고 하는 

견해164), 재산권의 본래적 효용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는 내재적 제약으로서 보상을 요하지 않는다

는 견해165), 토지에 있어 자연적 지역적 특성 및 계획에 기하여 행하여지는 규제는 내재적 제약으

로서 보상을 요하지 않는다는 견해166)등이 있다.  

내재적 제약은 무보상의 근거로 자주 원용되는 것이나, 용어자체가 그다지 적절하지 않아 재산권

의 연역적인 의미에서의 내재적 계약이라 할 필요는 없고, 재산권이 사회적 문제로 있는 한 사회

적 제요인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므로 사회적 제약이라는 호칭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주

장도 있다167).  

 

(다) 美國의 學說과 判例 

 

공용침해와 그 보상에 관한 미국 수정헌법 제 5조는 공용침해  

 

164) 藤田宙靖, 前揭論文, 98-99面.  

 

165) 小高剛,「公用制限と損失補償」,『法學雜誌』第 28卷 第 3號 (大阪: 大阪大學校 

法學會, 1982), 98-99面.  



 

166) 遠藤博也,『計劃行政法』(東京: 學陽書방, 1982), 210-212面.  

 

167) 荒秀, 前揭論文, 263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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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공적 규제에 관하여 아무런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지 않다. 미국에 있어 공용침해(taking)와 공

적 규제(public regulation)의 구별은 그 행위가 警察權(police power)의 行使로 볼 것인가 아니면 

公用侵害權(the power of eminent domain)의 행사로 볼 것이냐로 나누어, 전자에 대하여는 보상이 

필요없다고 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보상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어 왔다. 그러나 이 양자의 구별, 

합헌성 및 판단기준에 관한 학설과 판례는 다양하여 아직 정설은 존재하지 않는다.  

양자의 구별에 관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이 사용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ⅰ) 행정청이 물리적으로 

피해자의 소유물을 사용하거나 점유하느냐의 여부, ⅱ)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정도, ⅲ) 피해자의 

손해가 그로 인한 공공의 이익에 의하여 초과되느냐의 여부, ⅳ) 타인에게 해가 되는 행동에 대한 

자유의 제한과는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손해가 있었느냐의 여부 등의 네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중 

ⅲ)이 가장 유력하였다168). 이하 이러한 기준과 다수의 학자들에 의하여 주장되고 있는 견해에 관

하여 살펴본다.  

 

가) 物理的 侵害(Physical invasion)基準 

 

이 이론은 공용침해는 物理的 侵害이어야 한다는 이론으로 현재 미국의 법원에서는 거의 채택되

고 있지 않다. 여기서 물리적 침해라 함은 협의로는 정부가 피해자의 토지를 점유하던가 취득  

 

168) F. I. Mickelman, “Property, Utility and Fairness: Comments on the Ethical 

Foundations of ‘just Compensation’ Law”, 80 Harvard Law Review 1165, 1184 

(1967); J. L. Sax, “Takings and Police Power”, 74 Yale Law Journal 36, 46-47 (1964).  

 

- 458 -  

 

함으로써 타인의 토지에 대한 권한을 사실상 획득한 것을 의미하고 이 경우에만 公用侵害를 인정

하며, 광의로는 협의의 개념을 포함한 그밖에 州法에 의거하여 정부가 직접적으로 또는 계획적ㆍ

조직적으로 사인의 토지소유를 침해한 경우까지도 포함한다169). 정부에서 물리적 침해가 발생할 

토지이용에 대하여 규제를 하기 위하여는 공용침해권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170).  

이 기준에 의하면 정부 행위의 피해자에 대해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문제삼지 않고 재산권의 규

제와 공용침해에는 단순히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질적 차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공익을 위한 

재산권의 박탈이 아니고 단지 사회공동체에 유해한 사용에 대한 제한에 불과한 것으로 정부가 자

신의 이익을 위하여 재산권을 박탈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소유권자의 점유하에 있으면 공용침해



가 아니라고 한다. 그리하여 소유권자가 그 재산을 여전히 사용ㆍ처분할 수 있고 또 州가 이를 

박탈하지 않고 다만 공익을 위해 그 사용에 개입하는 것은 공용침해가 아니라고 한다171).  

그러나 이 기준은ⅰ) 명확히 공용침해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아니하는 경우를 나타내기 위한 편의

에 지나지 않으며 그 밖에도  

 

169) Harvard Law School, “Development in the Law-Zoning”, 91 Harvard Law 

Review 1427, 1466 (1978).  

 

170) C. J. Bergers, “A Policy Analysis of the Taking Problem”, 49 New York Law 

Review 105, 172 (1974). 이 理論에 立脚하고 있는 判例로는 예컨대 Hooker v. 

New Haven & Northampton Co., 14 Conn, 184; Goodall v. City of Milwaukee, 5 

wis, 32(1856); Mugler v. Kansas, 123 U. S. 623(1887); Pumpelly v. Green Bay Co., 

80 U. S. (13 Wall), 166 (1871); Transportation Co. v. City of Chicago, 99 U. S. 635 

(1878); United State v. Central Eureka Mining Co., 357 U. S. 155 (1958) 등이 있다.  

 

171) J. L. Sax, op. cit, pp. 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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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침해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172) 물리적 침해의 존재는 공용침해권 

행사를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 아니며, ⅱ) 비물리적인 침해가 예외가 아니라 원칙이 되어 있는 현

대사회에서 물리적 침해기준은 여러 경우에 비추어 부적절하다173)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나) 有害的 侵害(noxious invasion)基準174)  

 

이 여론은 침해 여부를 문제가 된 토지의 소유나 이용이 외부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에 

따라 결정하려고 한다. 즉 토지이용의 성질에 따라 그 이용이 대중에 대하여 害惡的인 境遇에는 

그러한 토지에 대한 규제는 公用侵害가 아님에 반하여 그 토지의 이용이 외부에 대하여 아무런 

해악적 효과를 가져오지 않음에도 이를 규제하는 것은 公用侵害가 된다고 보는 것이다175). 왜냐하

면 토지의 이용자 자신이 대중의 안전에 대한 위헌을 만들어 낸 점을 이유로 그 규제가 정당화되

기 때문이다176).  

이 이론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은 단순히 공적 편익을 위해 침해되어서는 안되나 개인의 재

산권도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에 기초하고 있다. 이 이론을 적용하는 경우 물

리적 침해 기준에 비하여는 공용침해의 범위가 확대된다고 할  

 

172) F. I. Michelman, op. cit., p. 1228.  

 



173) Harvard Law School, op. cit., p. 1468.  

 

174) 이를 外部的 效果基準說(Externality Test)이라고도 한다. Harvard Law School, 

op. cit., p. 1469.  

 

175) Harvard Law School, op. cit., pp. 1470-1472; F. I. Michelman, op. cit., 1196-

1198.  

 

176) J. L. Sax, op. cit.,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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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 기준에 대하여는 공용침해의 여부가 문제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재산권의 사용 자체가 사회적

으로 유해한 경우 보다는 재산권의 무해한 사용간의 충돌로 인하여 어느 한쪽의 사용을 규제하는 

경우이므로 이 이론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예전처럼 不法妨害(nuisance)가 확정된 개

념이었을 때에는 문제가 없으나 사회경제적 변화와 그 변화를 중재하는 政府의 役割增大에 따라 

어떤 원인이 유해사유가 되는지 불분명하게 된 경우 이 기준은 곤란한 문제를 야기한다177)는 등

의 비판이 있다.  

 

다) 價値減少(diminution in value)基準 

 

정부의 규제 범위가 확대되어 규제의 경제적 효과가 문제되어 Harlan대법관의 주장이 더 이상 유

지될 수 없게 되자, Holmes대법관의 경제적 효과에 따른 양자의 구별기준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178), Holmes대법관의 견해는 가치감소기준의 대표적인 것으로 인용되었다179). 이 이론은 보상여부

의 기준을 규제가 財産의 市長價値를 현저하게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공용침해가 된다고 본다180).  

Holmes大法官은 경찰권의 행사와 공용침해 사이에는 질적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적 필요에 

따라 연결된 재산권의 규제로서 보상의 여부는 그 규제에 의한 경제적 침해의 정도에 의하  

 

177) Harvard Law School, op. cit., pp. 1471-1472.  

 

178) J. L. Sax, op. cit., p. 40.  

 

179) F. I. Michelman, op. cit., 1190; Harvard Law School, op. cit., p. 1477.  

 

180) Harvard Law School, op. cit., p. 1476-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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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결정해야 된다고 본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한 법의 역할은 상충되는 충돌을 공정ㆍ평등하게 해

결하는데 있다고 보고 공정성 기준을 도입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공용침해의 여부를 규제에 의하

여 피해자에게 가해진 경제적 침해의 정도에 의할 것을 주장하고 규제가 지나치면 공용침해가 된

다고 한다181).  

이 기준에는 ⅰ) 모든 합법적으로 획득된 현존의 經濟的 價値는 財産權에 포함되며, ⅱ) 이러한 경

제적 가치는 어느 정도는 보상 없이도 감소될 수 있으나 지나치게 감소된 경우, 즉 재산권의 모

든 經濟的 價値의 剝奪에 이른 경우에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 하는 관념이 결합되어 있다182).  

그러나 이 기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있다. ⅰ) 이 기준에 의하면 토지이용의 영향은 

그 토지만이 아니라 그 인근에까지 미치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인근에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183). ⅱ) 가치의 감소는 어느 쪽 권한을 행사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의 중요

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가치의 감소만이 유일한 기준은 아니다184). ⅲ) 이 기준은 가치가 지나치게 

감소할 경우를 공용침해로 보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경제적 침해를 가치의 감소로 볼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그때 그때의 판단에 의존하는 위험성이 있다185).  

 

181) Pennsylvania Coal Co. v. Maham, 260 U. S. 393, 413, 415 (1922).  

 

182) J. L. Sax, op. cit., p. 50.  

 

183) J. L. Sax, “Takings, Private Property and Public Rights”, 81 Yale Law Journal 

149, 152 (1971).  

 

184) F. I. Michelman, op. cit., 1191.  

 

185) Harvard Law School, op. cit., p. 1480; J. L. Sax, 74 Yale Law Journal 36, 41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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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衡量(Balancing)基準 

 

이 이론은 재산권의 규제를 요구하는 公益과 이로 인하여 수반되는 私的 侵害를 衡量하여 후자가 

더 큰 경우에는 公用侵害가 되고 전자가 더 큰 경우에는 公的 規制에 그친다고 본다.  

이 기준에 대하여는 다음의 비판이 있다. ⅰ) 규제에 의하여 침해된 개인의 재산적 손해는 인식할 

수 있고 계량화할 수 있으나 공적 이익이란 때로는 포착하기 어렵고, ⅱ) 설사 그것이 계량화되어 

비교된다 할 지라도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공적 이익이 사적 이익을 초과



한다 해도 그것은 그러한 규제가 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아야 될 이유는 될 수 없는 것이다186).  

 

마) 效用(utility)ㆍ公正性(fairness)基準 

 

이 이론은 F. I. Michelman에 의하여 보상여부의 문제에 대하여 效用性과 公正性에 기초한 두 가

지 접근방법으로 제안되었다187). 첫째, 보상여부의 문제를 재산권의 재조정을 통한 사회전체의 효

용을 극대화하는 측면에서 파악하여, 效率利得(efficiencygains)188), 意慾低下費用(demoraliz-ation 

costs)189), 解決費用(set  

 

186) F. I. Michelman, op. cit., 1194.  

 

187) Harvard Law School, op. cit., pp. 1483-1486.  

 

188) F. I. Michelman, op. cit., p.1214.  

 

189) 이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음으로서 피규제자와 그 관련자들에게 생겨난 생

산의욕의 상실이라고 하는 非效用을 없애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적 가치와, 보상

받지 못한 피해자, 동조자 및 유사한 취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제 

3자의 생산의욕의 저하로 말미암아 야기된 장래의 生産減少에 대한 현재의 金錢

價値의 總額을 의미한다. F. I. Michelman, op. cit.,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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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e-mentcosts)의 세 가지를 衡量하여 보상의 여부를 판단한다. 즉 의욕저하비용과 해결비용의 양

자가 효율이득을 상회할 경우에는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반대로 효율이득이 의욕저

하비용과 해결 비용의 양자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규제를 행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규제를 

할 때에는 ⅰ) 해결비용이 의욕저하비용과 효율이득 양자 보다 적은 경우 보상은 지급되어야 하

나, ⅱ) 해결비용이 의욕저하비용보다는 적고 효율이득보다는 많은 경우 그 규제 조치는 보상의 

여부와 관계없이 부적절하며, ⅲ) 의욕 저하 비용이 해결 비용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하는 

것이 적절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상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한다190).  

둘째, 그러나 보상 여부의 문제는 효용성의 문제로서만 파악될 수 없고 正義의 觀點에서 公正하

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191). 이에 의하면ⅰ) 사회제도가 타인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한 모

든 구성원들에게 평등하게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하고, ⅱ) ⅰ)의 원리에 반하여도 

누구나가 차별적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그 제도가 합리적으로 모든 구성원에게, 특

히 문제가 된 제도에 의하여 최소한의 이익이 귀속될 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한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반대 결정에 의한 어떤 경우보다 그러한 결정에 의

한 것이 자신과 같은 사람에게 보다 작은 장기적 위험을 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한은 보상



을 하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한다. 이것은 해결 비용이 낮을 때, 효용 이득이 불명확할 때, 어

떤  

 

190) F. I. Michelman, op. cit., 1214-1215.  

 

191) F. I. Michaelson, op. cit., pp. 12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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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에게 가해진 침해가 이례적으로 클 때에는 보상이 인정되어야 하나 부담과 이익이 상호적

이거나 보상이 거부된 부담과 유사한 부담이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부과된 경우에는 보상이 완

화되어야 한다고 한다192).  

이러한 F. I. Michelman의 견해에 대하여ⅰ) 효용성에 의한 접근 방법의 경우 그 변수의 양정이 곤

란하여 그 적용이 어렵고, ⅱ) 공정성에 의한 접근 방법에 있어서도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며, ⅲ) 

이러한 접근 방법은 어느 것도 보상을 요하는 공용침해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을 명확하게 제시하

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193).  

 

(라) 우리나라의 理論展開狀況 및 結語 

 

우리나라의 이론전개상황도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우리나라에 있어 사회

적 기속과 공용침해의 구별은 헌법 제 23조 제 2항, 제 3항을 헌법 제 11조의 평등원칙 그리고 

헌법 제 37조 제 2항의 기본권 제한에 있어 본질내용침해금지와 비례성원칙을 중심으로 논의된

다고 할 수 있는데, 형식적 기준설은 평등의 원칙에 실질적 기준설은 재산권 제한의 본질내용침

해금지와 비례성원칙에서 접근하고 있다.  

여러 입장을 대별해 보면 먼저 實質的 基準을 原則으로 하고 形式的 基準을 고려하자는 견해가 

있다. 실질적 기준으로서 침해 행위가 본질적이냐 아니냐, 다시 말해서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재

산권의 내재적 제약 이상의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정도의 것이냐를 우선 표준으로 하고 형식적 

기준으로서 침해 행위가 일반적  

 

192) F. I. Michelman, op. cit., pp. 1223-1226.  

 

193) Harvard Law School, op. cit., p. 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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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냐 개별적이냐를 참작하여 그에 대한 보상여부, 즉 특별한 희생의 유무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

라는 견해194)가 그것이다.  

그 다음으로 實質的 基準說에 입각하면서도 강조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 몇몇 입장이 있다. 



특별한 희생이란 특정인의 부담으로 방치하는 것이 정의ㆍ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권익

의 박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재산권의 경우 그에 대한 침해가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

을 넘어 재산권의 본래적 효용을 저해함으로써 그것을 개인에게 수인시키는 것이 사회 정의와 공

평에 어긋난다고 인정되는 때에 이를 가리켜 특별한 희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견해195), 공권력 작

용이 국민 전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발동되고, 그 결과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손실이 생긴 경

우에는 공평 부담의 원칙에 의한 보상이 행하여질 이유가 없으며, 따라서 특정인 또는 특정 범위

의 사람에 대하여 생긴 손실(형식적 기준)에 대하여 보상의 문제가 생기는 바, 이러한 손실도 모

두 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재산권의 실질적ㆍ본질적 제한의 유무는 실질적 기준설이 

주장하는 목적 위배, 기능에 적합한 이용, 상황적(지역적) 구속성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196), 특별한 희생을 특정인의 부담으로 방치하는 것이 정의ㆍ공평의 원칙

에 반하는 것으로 보면서, 목적위배설과 같이 재산권에 대한 침해 행위에 당해 재산권에 대하여 

종래부터 인정되어 온 목적에 위반하는 경우를 포함시켜야 하며,  

 

194) 金道昶,『一般行政法論(上)』(서울: 靑雲社, 1993), 603면; 石琮顯, 前揭書, 640

면; 尹世昌,『行政法(上)』(서울: 博英社, 1985), 387면; 李嗚九,『新稿行政法原論』(서울: 

大明出版社, 1993), 404-405면.  

 

195) 李尙圭,『新行政法論(上)』(서울: 法文社, 1993), 577면.  

 

196) 朴鈗炘,『最新行政法講義(上)』(서울: 國民書館, 1993), 7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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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서는 상황적 구속성설의 견해를 보완적으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197)등이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과 공용침해의 구별에 관한 각국의 이론과 입장은 

다양하고 대단히 혼란스럽다. 그러나 이로부터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해 본다면, 우선 학설과 판례

의 대체적인 입장은 實質的 基準에 의하여 양자를 구별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그 실질적 기준 자

체가 다양하며 어느 하나만이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고정된 자연법

적인 절대적 재산권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으며 재산권의 관념이나 그에 대한 평가가 역사적 

발전에 의하여 시대나 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하는 개방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재산권의 사회적 기

속과 공용침해의 구별도 어떤 확고하고 불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198), 재산권 개념의 역

사적 발전에 따라 입법자에게 법정 기준에 대한 이니셔티브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된다199). 社會國

家的 傾向의 擴大는 財産權의 社會的 羈束의 範圍를 더욱 넓혀 상대적으로 종래 공용침해에 해당

하던 재산권의 침해가 사회적 기속으로 전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권의 상대성 또한 무제한의 것은 아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견해200)도 재

산권의 본질을 이루는 사적 이용성과 처분권능 자체를 박탈하거나 비례성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 및 부담의 평등성이 침해된 경우는 이미 재산권의 사회  



 

197) 石琮顯,『土地行政法論』(서울: 經進社, 1993), 165-166면.  

 

198) F. Ossenbuhl, aaO., S. 118.  

 

199) 同旨; 金南辰, 前揭『行政法의 基本問題』, 427면.  

 

200) BVerfGE 50, 290,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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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속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공용침해에 해당되어 보상이 따라야 하며 만약 보상에 관한 규

정이 없다면 그 법률은 헌법위반이 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재산권의 본질을 이루는 사적 이용성과 처분권능의 침해는 그 재산권이 보장되는 취지, 

즉 인간의 자유실현과 자기책임적 삶의 형성이라는 측면과 사회적 효용성이라는 측면에서 파악되

어야 하고 또한 재산권 취득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근거로서 노동이라는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양자의 구별에 있어서는 재산의 종류와 법익에 따라 보상 여부의 판단이 달라야 하

며, 특히 토지재산권의 경우는 개인의 생존재산보다 사회적 기속의 범위가 확대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기속과 공용침해의 구별에 관한 문제는 어떤 획일적 이준에 따라 해결될 성질

의 것이 아니며, 재산권의 종류와 사회적 여건에 따라 관련 문제를 유형화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7. 公用侵害 

 

(1) 意義 

 

헌법 제 23조 제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사회국가에 있어서의 재산권 개념

변화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財産權의 社會的 羈束(Sozialbindung des Eigentums)의 强化와 그

에 근거한 財産權 侵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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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補償의 原則을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재산권의 수용이란 재산권의 박탈을, 재산권의 사용이

란 재산권의 박탈에 이르지 아니한 일시적 사용을, 재산권의 제한이란 소유자 기타 권리자에 의

한 재산권의 사용과 그로부터 얻는 수익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포괄적 개념으로 

공용침해(Enteignung) 또는 광의의 공용제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공용침해는 오로지 공권력 주체에 의해서 공권력의 행사로 행해지는 高權的 行爲여야 하

며201)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공권력에 의해 의도되고 有目的的인 것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인에 의한 행위나 우연히 일어난 고권적 행위는 공용침해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202). 뿐만 아

니라 공용침해는 공권력의 적극적 행위를 전제로 한다. 공권력의 단순한 부작위는 경우에 따라 

위법한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공용침해의 개념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부작위라 하더라도 행정청에 대한 허가신청이 거부된 경우와 같이 재산권자의 권리를 직접 침해

하는 효과가 있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다르게 평가되어야 한다203).  

그러므로 헌법 제 23조 제 3항의 의미에서 공용침해란 공공복리에 의해 요청되는 구체적 公益目

的을 위해 필요한 財産的 價値있는 權利에 대한 적법하고 고권적인 재산권의 침해를 뜻한다. 이 

공용침해의 개념은 재산권의 내용 및 한계규정과 그로부터 나오는 사회적 기속과 구분되며 공익

목적이 아닌 형벌 내지는 질서  

 

201) Vgl. H.-J. Papier, in: Maunz/Durig, GG-Komm, Art. 14 Rdnr. 451; I. v. Munch, 

aaO., Art. 14 Rdnr. 70  

 

202) Vgl. BGHZ 12, 52, 57; 23, 235, 240; E. Forsthoff, aaO., S. 359.  

 

203) Siehe auch B. Bender, Staatshaftungsrecht, Rdnr. 105 ff.; F. Ossenbuhl, aaO., 

S.157 ff.; aus der Rspr.: BGHZ 12, 52, 56; 56, 40, 42.  

 

- 469 -  

 

벌과 같은 다른 목적을 위한 침해와는 구분되어 진다204).  

헌법상의 공용침해규정은 근대 시민사회의 자유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재산권 개념으로부터 단

순한 탈피가 아니라 공익을 위한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의 한계를 넘은 적법한 재산권의 침해와 

그에 대한 보상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社會國家의 理念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또 

거기에 적합한 재산질서를 형성하고자 하는 데에서 커다란 의미를 찾을 수 있다.  

 

(2) 公共必要 

 

현행 헌법 제 23조 제 3항은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및 제한의 정당성 사유로서 공공 필요를 규정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필요란 공공이익을 위해 일정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산권의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205). 이때의 공공필요란 개념은 抽象的

이고 전형적인 不確定槪念이기 때문에 내용의 구체화는 個別立法者에가 맡겨지게 되고206) 궁극적

으로는 憲法裁判所의 統制下에 한계 지워져야 할 개념이다.  

따라서 어떤 공용침해 법률에 규정된 특정 종류의 침해수단이 헌법 제 23조 제 3항과 일치하여 

공공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공용침해에 있어서의 구체적 침해행위가 구체적 사례에서

의 공익목적에 필요한지도 검토되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 경우에도 개념의 불확정성으로 인

해 적극적 개념정의보다 否定的 槪念定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행정주체가 그의 재  

 



204) I. v. Munch, aaO., Art. 14 Rdnr. 76.  

 

205) 許 營, 前揭『韓國憲法論』, 462면.  

 

206) F. Ossenbuhl, aaO., S.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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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한 침해행위는 공공필요를 위한 경우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어떤 

개인의 토지에 대한 공용침해와 그에 따른 희생은 특정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207). 따라서 공용수용한 토지를 장기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공용수용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에게 환매권이 인정됨은 물론이다208). 또 

공용침해는 사인 사이의 분쟁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국가의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사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는 허용될 수 없다209).  

그러나 사경제적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공적 생활배려와 그로 인한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의 국가

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특히 교통과 에너지 부문에서는 사법적으로 조직되고 사경제적으로 

운영되는 기업도 생활배려적 기업목적의 틀 속에서는 공익목적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공공필요의 개념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210). 이런 의미에서 공동이용성과 이익추구가 반드시  

 

207) BVerfGE 38, 175, 180; O. Kimminich, in: Bonner Kommentar, Art. 14, Rdnr. 

275.  

 

208) 헌재판례집 6-1, 38, 57. 수용된 토지가 당해 공익사업에 필요없게 되거나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피수용자가 그 토지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 

즉 土地收用法 제 71조 소정의 還買權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규정으로부터 도

출되는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財産權의 內容에 포함되는 권리라고 할 수 있

다. 또 이 권리는 피수용자가 수용 당시 이미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았다는 사실

로 말미암아 부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피수용자가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는 것

은 단지 收用要件 중의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서, 피수용자가 손실보상을 받고 소

유권의 박탈을 수인할 의무는 그 재산권의 목적물이 공공사업에 이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大判 1992. 4. 28. 91 다29927 참조.  

 

209) M. Bullinger, Der Staat 1(1962), S. 450 f.  

 

210) M. Frenzel, Das offentliche Interesse als Voraussetzung der Enteignung, 

Berlin, 1978, S. 75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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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배타적이지는 않다. 반면에 사기업의 국민경제적 중요성은 특정 경제주체를 위한 공용침해

를 합법화시키지는 못한다. 즉 한 경제주체에 대한 배려는 다른 사인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기 

때문에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211).  

토지수용법과 같은 개별 법률에서도 공공필요와 공용침해를 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열거하고 있

으나 이는 하나의 기준에 불과하고 공공필요의 유무는 결국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이는 곧 헌법원칙 내지는 일반적 법원칙으로서의 比例性原

則(過剩禁止의 原則)을 그 기준으로 삼게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헌법 제 37조 제 2항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서 본질내용침해금지원칙과 비례성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제 23조 제 

3항의 공공필요와 동법 제 37조 제 2항의 공공복리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라는 문제와 관련하

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대표적으로 金哲洙 敎授는 공공필요는 좁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보다 신

축성 있게 해석하여 비록 헌법 제 37조 제 2항의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를 위한 경

우가 아니더라도 공공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권의 수용ㆍ사용ㆍ제한을 정책적 고려하에서도 

할 수 있으며 특히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서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212). 權寧星 敎授

는 공공필요는 갖가지 국가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는 물론 사회정의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공공복리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보고 있다213). 이에 반해 文鴻柱 

敎授는 제  

 

211) M. Frenzel, aaO., S. 99 ff.  

 

212) 金哲洙, 前揭書, 430면.  

 

213) 權寧星, 前揭「憲法學原論」, 4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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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 제 3항의 공공필요와 제 37조 제 2항의 국가안전보장 등을 같다고 이해하고 있으며214), 특

히 許 營 敎授는 제 37조 제 2항을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조항이라고 이해하고 그런 관점에서 

재산권제한 사유로서의 공공필요도 마땅히 제 37조 제 2항의 한계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기 때문

에 그와 같은 논쟁은 무의미하고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다215). 요약하면 헌법 제 23조 제 3항의 

공공필요를 헌법 제 37조 제 2항의 범주 내로 볼 것인가 아니면 보다 넓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인가, 즉 기본권 제한 목적의 범위에 관한 의견대립이며, 그것은 곧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제한

이 제 37조 제 2항의 기본권제한 한계규정의 적용을 받는가의 문제이다. 우선 기본권제한 목적의 

범위와 관련하여 공공필요가 공공복리보다 넓은 개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한다. 그 

범위를 공공필요가 더 넓다고 주장하는 입장은 공용침해의 사회정책적 고려, 사회정의 실현 그리

고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경우까지를 고려하여 하기 때문에 공공복리보다 광범위하게 보아야 한

다는 것이다. 그러나 적극적 미래형성과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생활관계의 발전적 전개를 목표로 



하는 현대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사회ㆍ경제적 정책을 위한 광범위한 입법권 형성을 인정하고 있

기 때문에 특별히 그러한 범위의 차이를 인정해야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목적 설정이 기본권을 비롯한 다른 헌법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가의 문제가 관건이며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선택이 비례성원칙의 부분원칙인 合目的性의 原則에 부합하는가가 결정

적이다. 수단의 적합성와 관련해서는  

 

214) 文鴻柱, 前揭書, 293면.  

 

215) 許 營, 前揭『韓國憲法論』, 4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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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가 장래의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를 얼마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궤를 같이 한

다216). 따라서 헌법 제 23조 제 3항의 공공필요는 헌법 제 37조 제 2항의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

지ㆍ공공복리의 개념보다 특별히 넓게 보아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그러나 기본권제한 입법의 

한계와 관련해서는 헌법 제 37조 제 2항이 기본권 제한 한계조항이라는 점은 동의할 수 있으나, 

바로 그 때문에 공공필요도 그러한 한계 내에서만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

리한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재산권의 수용ㆍ사용ㆍ제한은 그 자체가 이미 기본권제한입법의 한

계인 재산권의 본질내용을 이루고 있으며 따라서 구조적으로 본질내용침해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부대조항(불가분조항, 결부조항, package deal clause, 

Junktim-Klausel)을 통하여 교환가치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 제 23조 제 

3항에 의한 재산권 제한은 기본권 제한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형태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수형

태의 재산권제한은 재산권의 절대성ㆍ불가침성이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문제의 

대두와 함께 수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유재산제도를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그 제한이 불가피하게 된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상황에 기인한다.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서 본질내용침해금지의 원칙과는 달리 비례성원칙은 실체적 내용을 가진  

 

216) Dazu ausfuhrlich F. Ossenbuhl, Die Kontrolle von Tatsach- enfeststellungen 

und Prognoseentscheidungen durch das BVerfGE, BVerfGFS I (1976), S. 458 ff.; R. 

Breuer, Legislative und administrative Prognoseenscheidungen, Der Staat 

16(1977), S. 21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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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 아니고 形式原則이며, 이미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정하는 원칙으로서의 의미를 넘어 헌법

원칙 또는 일반적 법원칙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매우 신축성있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헌법 제 

37조 제 2항의 목적범위를 넘는 헌법 제 23조 제 3항의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제한의 한계를 

정하는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헌법 제 23조 제 3항과 제 37조 제 2항과



의 관계는 제한목적과 관련해서는 차이가 없지만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치

하지 않는다.  

 

(3) 法律에 의한 制限 

 

현행 헌법은 公用侵害의 法律의 形式을 요청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법률이란 국회가 입법절차에 따라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

령이나 규칙 또는 조례에 의한 공용침해는 허용되지 않는다217). 공용침해를 정당화하는 요건으로

서의 법률은 一般的 法律을 의미하여 재산권의 제한이 특정인에게 한정되는 처분적 법률은 원칙

적으로 배제된다. 법률이외의 형식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헌법 제 76조 제 1항에 의한 대통령의 

긴급 재정 경제 처분ㆍ명령을 들 수 있다.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 명령의 형식으로도 공용침해

가 허용되는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헌법의 경우에는 독일과는 달리 법률에 근거하여(auf 

Grund eines  

 

217) 權寧星 敎授는 公共必要로 말미암아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使用權만을 일

정한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고 있으나(權寧星, 前

揭「憲法學原論」491면.), 法律에 의한 制限原則에 내재된 의미를 고려해 볼 때 찬

성할 수 없다.; Vgl. BVerfGE 56, 249, 259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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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setzes)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부정설의 입장218)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공용침해 행위 자체

는 형식적 법률이 직접 공용침해 자체를 정할 수도 있으며, 형식적 법률이 행정부에 대하여 공용

침해를 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직접 법률에 의한 공용침해는 법률에 대한 관

할 법원의 통제가능성을 배제시키고, 헌법상의 권리보장기능을 약화시키는 이유 때문에 헌법체계

상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지는 것으로 간주된다219).  

 

(4) 附帶條項(Junktim-Klausel) 

 

공용침해를 근거해 주는 일반적 법률에는 재산권제한사항과 함께 보상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 이와 같이 헌법이 입법위임을 하면서 동시에 구 법률이 일정한 다른 요건이나 일정한 내용

을 함께 규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부대조항 또는 불가분조항이라고 하며 공용침해의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상규정을 두지 않고 있거나 두더라도 헌법 제 23조 제 3항의 요청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에는 위헌이 된다. 이렇게 제한사항 뿐만 아니라 보상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

정하도록 하는 것은 규율한 내용이 헌법상의 재산권 제한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와 이런 경우 

공적 예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또 어떠한 종류의 그리고 어느 정도의 

보상이어야 할 것인가  

 

218) 그렇다고 해서 헌법 제 23조 제 3항의 法律과 제 37조 제 2항의 法律이 다



르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헌법 제 23조 제 3항의 條文形式의 嚴格性

에 기인한 것이다. 同旨: 權寧星, 前揭「憲法學原論」, 491면.  

 

219) H.-J. Papier, in: Maunz/Durig, GG-Komm., Art. 14, Rdnr. 471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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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입법시 미리 고려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재산권을 제한하려는 법률집행자에게 제한의 결과로서

의 재정부담에 대한 警告機能(Warnfunktion)과 開放機能(Offen-  

barungsfunktion)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220). 입법자에 대한 이러한 요청은 결

과적으로는 국가재정의 보호와 재정정책에 있어서 의회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데에 기여하는 바 

또한 크다. 그리고 헌법 제 23조 제 3항의 공용침해는 보상을 결부시킴으로서 재산권침해에 대한 

절차적 헌법적합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재산권 보호기능으로서의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  

부대조항의 입법취지에 따르면 헌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것을 단지 반복하는 것과 같은 그러

한 부대조항은 헌법 제 23조 제 3항의 규율 요청에 적합하지 않다. 예를 들면 백지형식에 의한 

보상규정(salvatorische Klausel)으로 이는 법률에 근거한 조치가 공용침해를 의미하는 경우에 금전

에 의한 보상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막연한 보상규정을 두게 되는 경우로서 부대조항의 입

법취지에 따라 입법자기 보상이라는 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요청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221).  

헌법 제 23조 제 3항의 기준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요청이 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과제가 법 적

용 기관에 넘겨져서는 안 된다. 물론 이러한 백지형식에 의한 보상규정은 공용침해개념의 확대화  

 

220) BVerfGE 46, 268, 287; F. Weyreuther, Uber die Verfass- ungswidrigkeit 

salvatorischer Entsadigungsregelungen im Enteig- nungsrecht, Berlin, 1980, S. 12 

f., 23 ff.  

 

221) F. Weyreuther, aaO., S. 23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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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과 함께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과 공용침해의 경계영역에 있는 재산권침해의 성질에 대한 잘

못된 평가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는 않지만, 공용침해의 부대조항으로서

는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5) 補償 

 

현행 헌법은 공용침해와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의 문제가 검토되어져야 한다. 하나는 법률이 공용침해는 규정하면서 보



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경우의 처리에 관한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정당한 보상이 과연 어떠한 

보상을 의미하는가의 문제이다. 첫번째,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두 가지 해결모델이 제시될 수 

있다222). 우선 보상규정이 없는 공용침해를 위헌ㆍ무효로 보고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

해배상청구를 인정하려는 입장이 있고, 다음으로는 독일의 학설과 독일연방최고법원의 판례를 통

해서 발전된 준수용적ㆍ수용유사적 침해 이론에 따라 직접 헌법 제 23조 제 3항에 근거하여 보

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려는 입장이 그것이다223). 국가보상에 관한 현행 법체계가 적법한 침해

에 대한 손실보상제도와 위법ㆍ무책의 침해에 대한 손해보상제도만을 인정하고 있고, 위법ㆍ무책

의 침해에 대한 보상제도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으로 해서 생기는 실정법상의 흠결을 보충하기 위

해 독  

 

222) 許 營, 前揭「韓國憲法論」, 465면 참조.  

 

223) BGHZ 6, 270, 289 ff.; BVerfGE 58, 300, 319; 45, 63, 75 f.; 46, 278, 287; F. 

Ossenbuhl, aaO., S. 136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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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유사한 국가보상법체계를 가진 우리의 입장에서는, 準收用的 侵害(enteignende Eingriff)나 收

用類似的 侵害(財産權 收用類似의 侵害, enteignungsgleicher Eingriff)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려는 전자의 입장보다는 공용수용의 법리에 준하여 직접 헌법에 근거한 손실보상을 인정하

는 입장이 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된다224).  

정당한 보상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完全補償說, 相當補償說 그리고 折衷說 등으로 견해가 나누어

져 있다. 완전보상설은 주로 자유주의적 재산권 개념을 바탕으로 한 견해이며 미국 수정헌법 제 

5조의 정당보상조항을 중심으로 발전된 이론이다. 따라서 이러한 완전보상설은 피침해재산이 가

지는 객관적 재산가치를 충분하고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서 정당한 보상이 되기 

위해서는 피침해 재산이 가지는 객관적 시장가치뿐만 아니라 침해에 의해서 부수적으로 야기된 

부수적 손실(Folgeshaden)도 포함된 완전한 보상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225). 우리 헌법재판

소도 이런 입장에서 헌법이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손실보상의 원인이 되는 재산권의 침해가 

기존의 법질서안에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개별적인 침해인 경우에는 그 손실보상은 원칙적으  

 

224) 大判 1993. 10. 26, 93 다 6409: 수용유사적 침해의 이론은 국가 기타 공권

력의 주체가 위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그 효과가 

실제에 있어서 수용과 다름이 없을 때에는 적법한 수용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이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인데, 1980년 6월말경의 비

상계엄당시 국군보안사령부 정보처장이 언론통폐합조치의 일환으로 사인소유의 

방송사주식을 강압적으로 국가에 증여하게 한 것은 수용유사적 침해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없다.  

 



225) H. -J. Papier, in: Maunz/Durig, GG-Komm., Art. 14, Rdnr.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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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으

로서, 보상금액 뿐만 아니라 보상의 시기나 방법 등에 있어서도 어떠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

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다226).  

여기에 반해 상당보상설은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와 같이 주로 사회 국가적 입장에서 주장되는 것

으로서 보상은 재산권 침해 행위의 공공적 중요성에 비추어 사회국가적 기준에 의하여 정하여지

는 적정한 보상이면 족하다고 보는 견해이다227).  

절충설의 입장에서는 보상이 무조건 형식적으로 평등하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정의의 

원칙에 합치되게 경제적 약자에게는 시가 이상의 보상을 해주고 경제적 강자에게는 시가 이하의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견해이다228). 즉 원칙적으로는 완전보상을 해야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상당

보상이나 생활보상도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보상의 문제는 개인의 재

산권보장이라는 시각에서만이 아니라 개인의 생활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파악되어져야 한다고 보

고 있다. 따라서 정당한 보상은 항상 획일적인 보상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완

전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공용침해에 대한 보상의 정도에 대한 문제는 헌법의 체계적이고 통일적 해석과 각국의 사회윤리

적 가치관에 따라 정해져야 한  

 

226) 헌재판례집 2, 78, 188면 이하.  

 

227) BVerfGE 24, 367, 421 ff.; 46, 268, 285 ff.  

 

228) 金南辰, 前揭『行政法 I』, 543면 ; 金哲洙, 前揭書, 4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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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당보상설은 재산권의 충실한 보장에 미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따르기 어렵다. 절충설은 잘

만 적용되면 사회적 정의와 실질적 평등을 재산법적 질서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상당보상을 해야 할 때와 생활보상까지 해야 할 경우를 적절하게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한, 재산권침해의 또 다른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

상의 정당보상규정은 완전보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  

 

8. 財産權制限의 憲法的 限界 

 

헌법은 제 23조 뿐만 아니라 재산권과 관련된 많은 특별규정들을 경제조항에 두고 있다. 이것을 

재산권제한의 한계와 관련지어 볼 때, 헌법 제 23조 제 2항의 사회적 기속에 근거한 재산권제한



의 한계는 헌법 제 37조 제 2항의 적용을 받으므로 큰 문제가 없다. 공용침해와 관련해서도 전술

한 바와 같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장 심각한 재산권제한은 토지재산권을 비롯한 바로 이 경제

관련 조항과 그로 인한 경제간섭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따라서 여기에는 해결되어져야 할 많은 

문제점이 남아 있다.  

 

(1) 財産權과 關聯된 經濟條項과 憲法的 限界  

 

우리 헌법은 경제에 관해 광범위하고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Weimar헌법과 유사하나 

전체적 체계로 보아서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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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 관해 특별히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기본권 이론을 통해 경제간섭의 한계를 도출

하게 되는 기본법과는 달리 Weimar헌법은 經濟規定을 基本權領域內에 두고 있다. 여기에 반해 

우리 헌법은 기본권과는 다른 별도의 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경제에 관한 규정, 특히 통제와 관련

된 경제조항은 국민의 權利 그 중에서도 주로 재산권을 侵害하는 성격을 갖는 것이 일반적임을 

고려할 때 기본권과는 다른 별개의 정에서 규정하고 있음으로 인해 - 그러한 헌법체계가 더 합리

적이고 논리적인가 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 憲法解釋上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야기하

고 있다.  

그 하나는 헌법상의 경제조항에 따른 경제규제법률들이 基本權의 一般的 法律留保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제한의 한계에 구속되는가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첫째로 헌법 제 37조 제 2항에 규정된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의 개념과 경제조항의 留保必要性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정책은 복리의 증진

이나 새로운 질서를 적극적으로 형성해 나간다는 점과 둘째로 本質內容侵害禁止와의 관계에서 헌

법 제 120조의 天然資源 등의 社會化나 헌법 제 126조에서의 私企業의 國ㆍ公有化를 가능케한 

헌법의 취지로 보아 本質內容侵害禁止의 原則이 경제조항에는 타당하지 않다는 점등을 들어 경제

조항의 법률유보는 一般的 法律留保와는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229). 그러나 헌법의 

통일적 해석이라는 측면을 생각하면 경제조항과 관련된 基本權侵  

 

229) 張錫權,「우리憲法上 經濟秩序의 基本原則과 그 法的 性格」,『月刊考試』(1984. 

9), 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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害法律이 헌법 제 37조 제 2항에 근거하여 위헌적 침해여부가 가려지는 것이 아니고, 단지 경제

조항과 무관한 기본권침해법률만 헌법 제 37조 제 2항의 적용을 받게 되어 모든 기본권침해를 

전제로한 헌법의 일반적 법률유보의 취지에 어긋난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 基本權領域이 경제조

항의 우회적 침투로 인하여 크게 좁혀지게 된다. 나아가서 경제조항의 목적에만 부합되면 관련된 

기본권의 본질적 侵害까지도 가능하게 되는데, 이는 헌법의 統一的 解釋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

니라, 오늘날 經濟的 自由와 經濟的 能力이 다른 기본권을 실현시키는 결정적 전제가 된다는 점



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기본권의 空洞化現象은 수긍하기 어려우며 판례의 입장도 이와는 다르다

230). 그러므로 경제조항의 法律留保에 근거한 기본권제한도 헌법 제 37조 제 2항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 126조의 경우에는 헌법이 직접 

기본권의 본질내용침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一般的 法律留保 와는 독립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法治國家原則으로부터 도출되는 헌법원칙인 比例性原則의 

적용을 통하여 기본권 보장과 국가목적을 부분적으로나마 조화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앞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 헌법의 재산권과 관련된 경제조항은 法律에 의하지 않고 국가가 계획을 

수립하거나 규제ㆍ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들도 있다. 헌법 제 119조 제 2항, 제 120조 

제 2항, 제 121조 제 1항, 제 123조, 제 124조, 제 125조, 제 127조 제 1항과 제 2항이 이런 범주

에 속한다. 여기서는 우  

 

230) 헌재판례집 1, 357, 367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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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으로 국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의 문제다. 국가는 立法府와 行政府로서 동시에 또는 선택적

으로 통제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경제조항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라는 표현과 “국가는

…”이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기서의 국가는 行政府에 더 큰 비중을 싣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국회의 입법에 의해서 기본권침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앞에서 본바

와 같이 헌법 제 37조 제 2항에 따른 基本權制限理論의 적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규정들을 행정부에게 규제ㆍ조정의 권한을 부여하는 憲法的 授權規定으로 볼 때는 법률적 

근거없이 행정부에 의한 직접적 統制가 가능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헌법 제 37조 제 2항의 적

용이 배제됨으로써, 기본권 보장을 유명무실해진다. 1990년의 5ㆍ8부동산 조치는 이런 논리 구성

으로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경제정책에 대해서 의회의 광범위한 立法形成權을 인

정하는 것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

령에게도 그와 유사한 권한이 부여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憲法

所願은 가능하며 인용여부의 결정에는 역시 本質內容侵害禁止의 원칙이나 비례성원칙과 같은 基

本權制限理論이 핵심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한계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재산권과 관련된 경제조항과 여기에 근거한 재산권 제한의 한계는 우리 헌법의 해석상 基本

權制限의 限界와 거의(헌법 제12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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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本質內容侵害禁止 

 

헌법은 기본권의 법률유보를 인정하면서도 제 37조 제 2항에서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



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헌법은 法律留保라고 해서 기본권의 자유보호적 보장내용을 무한정 입법자에게 맡겨 놓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을 통한 기본권제한이라 하더라도 헌법적 한계에 봉착하게 된

다. 즉 기본권의 보장내용이 불충분한 동기로 인해 침해당했을 때는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는 것

이 되며, 또 침해가 당해 기본권의 보호기능을 상실시키게 되면 이 한계가 완전히 배척당한 것으

로 된다.  

헌법 제 37조 제 2항의 후단의 본질내용침해금지의 원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커다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 하나는 기본권의 본질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기본권의 본질내용은 기본

권의 개별적 특성과 본질요소에 의해 형성되는 基本權의 核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러

한 기본권 핵심의 보호가 절대적이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입장이 나누어지고 있다. 絶對說의 

입장에 따르면 기본권의 제한 후에도 기본권의 핵심이 그래도 남아 있을 때에는 본질내용이 침해

되지 않는 것이며 이러한 기본권 핵심의 내용은 무제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231). 여기에 반해 相

對說에 따르면 모든 기본권침해에 있어서 본질내용은 개별사안에  

 

231) Vgl. I. v. Munch, aaO., Art. 19 Rdnr. 25 ; T. Maunz, in : Maunz/Durig GG-

Komm., Art 19 Rdnr. 3 ; 여기에 대한 판례로는 BVerfGE 16, 194 ; 35, 35, 39 ; 34, 

238, 245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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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상호 경합되는 이익과 가치를 비교함으로써 찾을 수 있다232). 즉 이 입장에 따르면 기본권에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져야 할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성이 더 약할 때에는 위헌적 기본권침해가 일

어나지 않는다. 최근에 절대설은 극도로 긴급한 경우라든가 장벽을 고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

질내용개념의 고정성을 완화하고 어느 정도의 개방을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고, 상대설은 헌법의 

내용에 따르면 법익에는 일정한 확실한 가치체계가 있으며 거기에 따라 긴급한 경우에는 특정기

본권이 다른 법익에 비해 오히려 후순위에 위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두 

입장이 서로 접근하고 있다. 우리 헌법의 해석과 관련해서도 이와 같은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다

만 우리 헌법에서는 제한을 위한 法益을 이미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의 不可避性과 緊急性을 구체

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게 되며 이 경우에는 역시 비례성원칙의 적용관계가 고려되어져야 한다. 

특히 여기서는 후술하는 비례성원칙의 부분원칙인 狹義의 比例性原則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재산권의 본질내용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私有財産制度하에서 재산권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처분권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는 土地去來許可制는 處分權이 완전히 금지되는 것이 아

니며 당국의 거래불허가 처분에 대하여서는 不服方法이 마련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사유

재산제의 부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의 제한이 부득이 한 것이라면 재산권제한의 한 형태로서 

재산권의 본질적인 침해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233). 이는 우리 헌  

 

232) Vgl. I. v. Munch, aaO., Art. 19 Rdnr. 25 ; T. Maunz, aaO., Art 19 Rdnr. 4 ; 헌재

판례집 1, 357, 374면 이하.  

 



233) 헌재판례집 1, 357, 374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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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가 기본권의 본질내용에 대해서 상대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비록 이런 입

장이 기본권보장을 形骸化할 수 있는 결과에 이르게 되나 헌법 제 122조와의 관련 속에서 본다

면 실정헌법의 해석상 불가피하며 여기에 우리 헌법 체계상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기본권보장

과 경제에 관한 규제조항이 각각 독립된 체계하에 있음으로 인해 경제규제조항을 통해서 기본권

보장의 空洞化 現象이 초래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이다234). 따라서 이러한 폐단을 막

기 위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비록 경제조항에 근거한 法律留保라 하더라도 헌법 제 37조 제 2

항의 본질내용침해금지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절대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하겠다235).  

본질내용침해금지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 헌법적 수권을 통해 행정부에 의

해 직접 행해질 수 있는 경제규제나 對外貿易에 대한 규제의 경우에도 법률에 의한 제한을 전제

로 해서 규정된 본질내용침해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우리 헌법과는 달리 

독일의 기본법은 어떤 경우에도 기본권의 本質은 침해받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입법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236). 우리 헌법의 경우 條文에 충실하게 해석하면 법률적 제한이 아닌 경우

에는 이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밖에 없으며, 이렇게 되면 경제적 영역에 있어서의 

기본권 보장이 크게 위협받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조문과는  

 

234) 특히 헌법 제 126조와의 관련 속에서 커다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왜냐

하면 여기서는 부분적으로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게 되어 본질내용침해가 가능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235) 金哲洙, 前揭書, 281면 이하.  

 

236) I. v. Munch, aaO., Art. 19 Rdnr.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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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經濟規制에 있어서의 헌법적 수권을 무시하게 되면 헌법해석의 한계를 넘는 결과를 초래하

게 된다. 따라서 입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행 헌

법의 解釋上 입법에 의한 기본권제한에는 본질내용이 침해를 금지하면서 행정에 의한 침해에 대

하여 이 원칙의 적용을 부인하는 경우 憲法全體의 體系와 관련해 볼 때 均衡的이지 못하며 不均

衡的이어야 할 합리적 이유도 찾기 어렵다. 그러므로 憲法的 授權에 의한 행정적 경제규제와 그

로 인한 재산권 침해의 경우에도 이 원칙의 적용을 인정하는 것이 헌법의 體系的 解釋이나 基本

權保障의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적합한 해석으로 생각된다.  

 



2) 比例性原則237)  

 

재산권제한입법의 또 다른 限界로서 比例性原則238)을 들 수 있  

 

237) 비례성원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拙稿「比例性原則과 基本權」,『大韓民國 學

術院 論文集(人文 社會科學編』제28집(1989), 121면 이하 참조.  

 

238) 비례성원칙에 대한 용어 사용의 문제는 한마디로 아직 대단히 혼 란스럽다

고 표현할 수 있다. 어떤 국가의 행위가 비례적이어야 한 다 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일치된 견해 가 있는 것은 아니다. 19세기말

이나 금세기 초에는 그것이 오직 경찰 법에 있어서 필요성의 원칙만을 의미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 의 광의의 비례성원칙에 대한 명칭은 판례와 학설 모

두에게 일치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의 불일치는 부분 원칙들의 범주와 상

부 개념하에 있는 그들의 하부 질서와 관련이 있다.  

 

혹자는 비례성원칙에 상위 개념으로 “過剩禁止(uberma verbot)”라는 용어를 사용

하여 그것의 부분 원칙으로 필요성원칙과 협의의 비례성 원칙을 -경우에 따라 적

합성 원칙도 포함- 드는가 하면, 혹자는 “ 比例性의 原則(Der Grundsatz der 

Verhaltnismigkeit)”이라는 상위 개념하에 둘 또는 세 가지의 부분 원칙을 들기도 

한다.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는 대체로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상위개념하에 적합

성, 필요성 그리고 협의의 비례성 원칙을 포함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 나 

상이한 용어사용의 문제점이나 개념 정의의 불충분한 명료성 에도 불구하고, 비

례성 원칙의 구성 요소나 그것의 내용적 범주와 관 련해서는 일반적인 합치점을 

찾을 수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용어 사용은 다소 혼란스럽다. 그래서 “比

例性原則”과 “過剩禁止의 原則”을 혼용하고 있으며 같은 판례에서도 동시에 사용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 독일의 용어를 그대로 번 

역해서 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비례성 원칙 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동일어로, 그리고 세가지 부분 원칙(적합 성, 필요성 그리고 협의의 비례

성원칙)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 사 용하기로 한다. 현재 자주 사용되고 있는 

“비례의 원칙”은 Der Grundsatz der Verhaltnismaβigkeit, Der Verhaltnismaβig- 

keitsgrundsatz, Das Prinzip der Verhaltnismaβigkeits 그리고 Der 

Verhaltnismaβigkeitsprinzip 을 번역한 용어인데 “비례의 원칙” 또는 “비례성원칙”

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헌법재판소에서 “비례의 원

칙”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예로서 헌재판례집 1, 199, 247; 1,329, 341; 2, 332, 348; 

2, 393, 402; 3, 149, 158; 4, 659, 677; 5-1, 312, 333; 6-1, 543, 553 등이 있고,“과잉 

금지의 원칙”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예로서는 헌재판례집 1, 69, 85; 2, 222, 236; 2, 

245, 254; 2, 365, 384; 3, 268, 283; 3, 387, 447, 468; 3, 518, 529; 3, 569, 577; 4, 64, 

90면 이하; 4, 194, 210; 4, 362, 373면 이하; 5-1, 29, 53; 5-1, 275, 284; 5-2, 578, 



601; 6-1, 72, 76 등이 있으며, 두 표현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예로는 헌재판례집 

4, 300, 315; 4, 585, 599; 4, 853, 875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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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재판소의 활발한 활동이래 기본권보장과 관련하여 자주 거

론되는 한계다.  

국가행위의 總體的 指導規範으로서의 比例性原則은 오늘날의 법질서 속에서 헌법적 위치239)를 점

하고 있다. 국가의 행위에 대한 합헌성의 기준으로서 이 원칙의 위상은 판례뿐만 아니라 학계에  

 

239) 이 점은 독일의 법이론을 전제로 한 것이며, 예를 들어 BVerfGE 19, 342, 

347 ff.; 27, 211, 219 ; P. Lerche, Ubermaβ und Verfassungrecht, Koln 1961 ; M. 

Gentz, Zur Verhaltnismaβigkeit von Grundrechtseingriffen, NJW 1968, S. 16oo ff.; 

E. Grabitz, Der Grundsatz der Verhaltnismaβigkeit in der Rechtsprech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AoR 98(1973), S. 568 ff., R. Wendt, Der 

Garantiegechalt der Grundrechte und das Ubermaβverbot, AoR 104(1979), S. 414 

ff.; L. Hirschberg, Der Grundsatz der Verhaltnismaβigkeit, Gottingen 1981.  

 

- 489 -  

 

서도 거의 이론없이 인정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비례성원칙은 기본권자체의 본질 및 법치국가원칙과 관련하여 기본법 제 1조 제 3항

으로부터 그 이론상 근거가 도출되어지며, 따라서 헌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여기에 부응하여 연

방헌법재판소도 이 원칙의 근거를 기본권자체의 본질과 법치국가원칙에서 찾고 있다240).  

그러나 우리의 헌법체계속에서 비례성원칙이 어디에 그 근거를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는 독일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헌법체계와 규정이 독일의 그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즉 

독일의 基本法에는 구체적으로 이에 관한 直接的 規定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흔히 

그 根據로 삼고 있는 제 19조 제 2항도 “어떠한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

다”라고 규정하여 본질내용침해금지 이외의 다른 내용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이에 반해 우리 헌법

은 제 37조 제 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自由와 權利의 본질

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라는 표현은 

비례성원칙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필요한”이라는 용어는 目的을 위한 手

段이고 그 목적달성에 적합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비례성원칙에 첫번째 부분원

칙인 合目的性 또는 適合性原則에 해당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라는 표현은 목적을 

위한 수단인 기본권제한이 最  

 

240) Vgl. Ch. Starck, in: v. Mangolt/Klein/Starck, GG-Komm, Art. 1 Rdnr.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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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限에 그쳐야 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목적과 수단으로서의 제한 사이에 均衡을 깨지 

않는 비례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間接的으로 暗示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우리 헌법

은 직접적으로 “비례성원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원칙의 내용을 헌법 제 37조 

제 2항에서 직ㆍ간접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헌법체계에서 비례성원칙은 완전하지 

않지만 헌법 제 37조 제 2항으로부터 導出되어 진다241). 이와는 달리 法治國家原則으로부터 비례

성원칙을 도출하려는 견해도 있다242). 우리 헌법이 법치국가원칙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

지는 않지만 법치국가원칙을 구성하는 많은 요소들을 헌법적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문헌

법 원리로서 법치국가원칙을 헌법적 원칙으로 인정하는 것에는 이론이 없다. 우리 헌법의 체계상 

헌법의 직접적 수권에 의하여 행정부가 국민의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작용의 헌법적 통제를 위해 법치국가원칙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비례성원칙을 

포함시키는 것은 기본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243). 헌법재판소는 초창기부터 

일관성 있게 헌법 제 37조 제 2항만을 비례성원칙의 헌법적 근거로 삼아 왔으나, 최근에는  

 

241) 同旨: 金哲洙, 前揭書, 289면 이하 ; 韓泰淵, 前揭書, 907면 ; 權寧星, 前揭「憲

法學原論」, 277면 이하 ; 梁三承, 過剩禁止의 原則, 憲法論叢 제1집, 154면 이하 ; 

헌재판례집 3, 149, 158 ; 5-1, 275, 284 ; 5-2, 578, 601 ; 6-1, 543, 553.  

 

242) 예를 들면 헌재판례집 5-2, 578, 601.  

 

243) 同旨: 許營, 前揭『憲法理論과 憲法(上)』, 282면 ; 金南辰,『行政法의 理論과 實

際』,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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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원칙도 그 근거로서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244).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태도는 위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재산권관련규정의 다중적 구조로 인한 해석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재산권 보장의 공

동화 현상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결론적으로 우리 헌법의 比例性原則은 헌법 제 37조 제 2항과 法治國家原則으로부터 도출되어 

진다고 볼 수 있다  

 

244) 헌법 제 37조 제 2항만을 비례성원칙의 근거로 삼은 판례로는 헌재판례집 

1, 69, 85; 1, 199, 247; 2, 365, 384; 2, 393, 402; 3, 202, 220; 3, 387, 447; 4, 64, 94; 

4, 194, 210; 4, 362, 372면 이하; 4, 853, 879; 6-1, 543, 553 등이 있고, 법치국가원

칙도 그 근거로서 동시에 제시하고 있는 판례로는 헌재판례집 4, 853, 878; 5-2, 

578, 60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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