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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說
재산권은 다른 기본권과 비교하면 논쟁적 권리이다.1) 그 이유는 무엇보

다 재산권과 재산제도를 보는 시각의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유래하고, 또

다른 이유는 현행헌법처럼 재산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하는 경우에도

그 법적 성격이나 보장구조가 다른 기본권과 다르다는 점에서 유래한다.

사실 재산권은 육체적 존재형식을 가진 인간에 있어 자유의 실현과 자기책

임적 삶을 위한 전제조건이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재산제도는 시대와 사회

에 따라 다르다. 그러한 재산제도는 그 나라의 사회․경제질서의 핵심제도

이며, 사회적 갈등과 대립의 기저에 있는 중심적 문제이다. 그런 점에서

마르크스사회주의에 있어 재산권문제는 사회해방의 중심과제이며 사유재산

제의 폐지란 말속에 공산주의의 이론이 집약되어 있다고 한 것에 비하여

자유자본주의국가에 있어서는 재산권은 인간의 자유의 핵심을 의미하였

다.2)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이래 20년이 지난 지금 기본권 중에서 재산권은

평등권 등과 함께 가장 빈번히 논란된 기본권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재산

권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관련하여 먼저 의문이 드는 것은 재산

권관련 사회․경제정책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에 있어 헌법재판소가 전면

에 나서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 판단을 존중하여

야 할 것인지의 문제로서 이 문제는 위헌심사기준의 문제이다. 다음으로

1) 언론의 자유와 같은 헌법상 정치적 기본권의 경우 논쟁의 여지가 별로 없으나 재

산권의 경우 헌법적 권리로서 세계적 콘센서스를 얻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재산

권을 헌법상 권리로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고 근래의 헌법이나 권리장

전에도 이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민주국가의 경

우 재산권규정을 가지는 것이 보통이긴 하나, 예컨대 인도의 경우 헌법개정을 통

해 재산권조항을 삭제하였고, 캐나다의 1982년 Charter of Rights와 뉴질랜드의

1990년의 Bill of Rights는 재산권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에 관해서는

Gregory S. Alexander, The Global Debate over Constitutional Property -

Lessons for American Takings Jurisprudence-,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6, 23면 이하 참조)

2) 이에 관해서는 김문현, 사회경제질서와 재산권, 법원사, 2001, 216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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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보장은 다른 기본권보장과는 다른 중층적 보장구조를 가지며 그

에 대한 이해가 재산권보장의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현

행헌법 재산권보장의 규범구조 내지 법적 성격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

다. 그리고 최근 헌법재판소 1998. 12. 24. 89헌마214등(병합)결정을 계기

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규정-사회구속성과 공용수용․사용․제한의 관계

와 체계의 문제가 논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몇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종래 헌법재판소판례에 대한 검토를 해보고자 한다.

Ⅱ. 財産權關聯立法에 대한 違憲審査基準問題

1. 문제의 소재 

위헌심사기준의 문제는 헌법재판기관이 어느 정도의 엄격성을 가지고

국회의 입법이나 정부의 정책을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는 심사의

엄격성과 합헌성추정, 위헌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의 문제로서 현실적으로

는 문제된 입법의 위헌 여부의 판단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엄격심사의 경우 문제가 된 법률은 일반적으로 위헌이라 판단되는 반면 합

리성기준심사의 경우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

며 사실상 심사가 없는 것과 같아 合理性審査를 통과하지 못하여 법률을

위헌선언하는 경우는 드물다.3) 이러한 위헌심사기준의 문제는 그 밑바탕에

국회 및 정부와 헌법재판소와의 관계, 민주주의와 헌법재판의 상용, 헌법재

판소의 적정한 기능, 사법적극주의와 소극주의, 기본권의 성격, 소수자보호

등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의 문제가 깔린 사안이다. 이러한 심사기준

의 문제는 미연방대법원판례에서 보듯이 多段階審査基準을 채택할 것인지

여부, 채택하는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嚴格審査 與否를 정할 것인가, 그리

고 그 근거는 무엇인가가 문제된다.

3) J.M.Shaman, Cracks in The Structure : The Coming Breakdown of the Levels

of Scrutiny, 45 Ohio State Law Journal(1984) 161,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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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재판소의 판례 

헌법재판소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있

다. 즉 “재산권이 법질서 내에서 인정되고 보호받기 위하여는 입법자에 의

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 즉, 재산권은 이를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법이 없을

경우에는 재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만 있을 뿐이므로 다른 기본권과는 달

리 그 내용이 입법자에 의하여 법률로 구체화됨으로써 비로소 권리다운 모

습을 갖추게 된다. 입법자는 재산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함에 있어서

헌법상의 재산권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제1문)과 재산권의 제한을 요청하

는 공익 등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헌법 제23조 제2항)을 함께 고려하고

조정하여 양 법익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헌재 1998. 12.

24. 89헌마214등, 판례집 10-2, 927, 944-945; 2000. 2. 24. 97헌바41, 판례집

12-1, 152, 163-164; 2000. 6. 29. 98헌마36, 판례집 12-1, 869, 881)고 하여

재산권이 법질서 내에서 인정받고 보호받기 위하여 입법자에 의한 형성이

필요하다고 한다. 특히 “토지재산권에 대하여는 입법부가 다른 재산권보다

더 엄격하게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는데 이에 대한 입법부의 재량

의 여지는 다른 정신적 기본권에 비하여 넓다고 봐야 하는 것이다.”(헌재

1989. 12. 22. 88헌가13, 판례집 1, 357, 372-373)고 하였다.

그러면서 “입법자가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재산권의 내

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함에 있어서는,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의 원칙과 재산

권의 제한을 요청하는 공익 등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성을 비교 형량하여,

양 법익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입법자가 형성의 자유의

한계를 넘었는가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의하여 판단하게 된다.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입법자가 적용한 구체적 수단이 비례의 원칙에 합치된다

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이 의도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촉진하기에 적정하여야 하며,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여러 수단 중에서 가장 기본권을 존

중하고 적게 침해하는 수단을 사용하여야 하고,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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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되는 정도와 법률에 의하여 실현되는 공익의 비중을 전반적으로 비

교 형량하였을 때 양자 사이의 적정한 비례관계가 성립하여야 한다(헌재

1998. 12. 24. 89헌마214등, 판례집 10-2, 927, 948; 1999. 4. 29. 94헌바37,

판례집 11-1, 289, 310)”고 하여 재산권관련입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다른 기본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잉금지의 원칙을 들고 있다.

그리고 이의 표현으로서 “재산권에 대한 제한의 허용정도는 재산권행사의

대상이 되는 객체가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 개개인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와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사회전반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가 어떠한가에 달

려 있다. 즉, 재산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객체가 지닌 사회적인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크면 클수록 입법자에 의한 보다 광범위한 제한이 정당화된

다. 다시 말하면, 특정 재산권의 이용이나 처분이 그 소유자 개인의 생활영

역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일반국민 다수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

우에는 입법자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규제하는 권한

을 더욱 폭넓게 가진다.”(헌재 1998. 12. 24. 89헌마214등, 판례집 10-2, 927,

945)고 하여 재산권의 사회성과 관련하여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기본권관련입법 전체에 대한 위헌심사기준

을 제시한 경우로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기본권제한입법에 관해

서이고, 또 하나는 평등관련입법에 관해서이다.

먼저 기본권제한입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에 관하여 헌법재

판소는 “법률이 개인의 핵심적 자유영역(생명권,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경우 이러한 자유에 대한 보호는 더욱 강화되어야 하

므로, 입법자는 입법의 동기가 된 구체적 위험이나 공익의 존재 및 법률에

의하여 입법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는 구체적 인과관계를 헌법재판소가 납

득하게끔 소명ㆍ입증해야 할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반면에, 개인이 기

본권의 행사를 통하여 일반적으로 타인과 사회적 연관관계에 놓여지는 경

제적 활동을 규제하는 사회ㆍ경제정책적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입법자

에게 보다 광범위한 형성권이 인정되므로, 이 경우 입법자의 예측판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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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 명백히 반박될 수 있는가 또는 현저하게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만

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4) 한 바 있다.

평등관련입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으로 헌법재판소는 엄격한

심사기준과 완화된 심사기준을 제시하면서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

하고 있는 경우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될 수 있다.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 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차별을 특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면 그러한 기준을 근거로 한 차별이나 그러한 영역에

서의 차별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다음으로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

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엄격한 심사를 한다는 것은 자의금지원칙에 따른 심사, 즉 합리적 이유의

유무를 심사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비례성 원칙에 따른 심사, 즉 차별

취급의 목적과 수단 간에 엄격한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를 기준으로 한 심

사를 행함을 의미한다.”고5) 하여 엄격심사적용영역과 엄격심사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재산권관련입법은 엄격심

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완화된 심사 내지 자의심사

가 적용되는 영역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評價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해석태도는 기본권제한입법이나 평등관련입법의

위헌심사기준으로서 미국 연방대법원판례와 비슷한 多段階審査基準을 수용

하면서도 재산권관련입법에 대해서는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는 독일식의 해

석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6)

4) 헌재 2002. 10. 31. 99헌바76등, 판례집 14-2, 410, 433

5) 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판례집 11-2, 771, 787-789; 1999. 12. 23. 98헌바33,

판례집 11-2, 732, 749; 2000. 8. 31. 97헌가12, 판례집 12-2, 167, 181; 2002. 4.

25. 98헌마425등, 판례집 14-1, 351, 367

6) 이 점과 관련하여 Gregory S. Alexander는 미국에서는 재산권이 독일에서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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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현대의 어느 연방대법원도

재산권을 기본적(fundamental) 권리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약한 합리성심사기

준이 적용된다는 의미에서 헌법적으로 재산권은 이등급의 권리(a "second-rate"

right)라고 하고 있다. (Gregory S. Alexander, 전게서, 100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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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몇 가지 의문을 갖게 한다. 즉 ① 평등관련입법의

경우 비례심사를 엄격심사로 이해하고 완화된 심사의 경우 자의심사를 의

미하는 것으로 보면서 기본권제한입법의 경우 완화된 심사가 적용되는 사

회․경제정책관련입법에 해당한다 할 수 있는 재산권관련입법에 대하여 비

례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서로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이는 재산권에 대한 차별적 입법에 대한 위헌심사와 재산권에 대

한 제한입법에 대한 위헌심사에 대해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기본권제한입법과 평등관련입법에 대한 심사기준을 달리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7) 미국연방대법원판례에서 보듯이 이는 심사

기준의 문제가 적용분야에서 다르게 발현된 것일 뿐 기본적으로 동일한 문

제라 할 수 있다.8) 미국의 경우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권리 중에는 적법

절차만이 문제되는 것도 있고 평등보호조항만이 문제되는 것도 있으나 대

부분의 권리는 적법절차조항과 평등보호조항이 동시에 또는 선택적으로 적

용되는 것이 보통이다.9) 즉 후술하듯이 多段階審査基準을 적용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가치이론이나 민주적 과정이론 등에 비추어 동일한 영역,

예컨대 재산권을 제한하는 입법과 재산권과 관련한 차별적 입법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재산권에

대한 차별입법에 대해서는 자의심사를 하고, 재산권제한입법에 대해서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할 것이다.

② 다음으로 헌법 제23조 제1항이 다른 자유권과는 달리 재산권의 경우

7) 김현철, 미국연방대법원의 평등보호에 관한 판례와 위헌심사기준, 헌법논총 제11

집, 2000, 379-380면 참조.

8) 예컨대 양심에 의한 차별입법과 양심의 자유의 제한입법을 구별하여 심사기준을

달리하여야 할 이유가 없고 차별은 일반적으로 차별받는 집단의 기본권제한을 함

유한다고 할 수 있다.

9) Erwin Chemeinsky, Constitutional Law -Principles and Policies-, 2006, 792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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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한계뿐 아니라 내용까지도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입법형성권을 인

정한 점과 관련하여 재산권내용형성 및 제한입법에 대하여 다른 기본권에

적용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여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다. 예컨대 헌법재판소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위헌 여부와 관련하

여 “동법의 진정한 입법목적은 실수요자가 아님에도 지가상승을 기대하고

토지투기 등의 목적으로 토지를 필요 이상으로 보유하는 사회적ㆍ국민경제

적으로 유해한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가 입법을 통하

여 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공익이자, 헌법 제35조 제3항에 규정된 국가의

의무로서 헌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므로, 법의 목적은 정당하다. 법은

규제대상을 택지로만 한정하고 있는바, 법이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규

제대상 토지를 택지로 제한하는 것을 정책수단 선택의 문제이나 입법자는

택지가 일차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개인의 주거로서, 그의 행

복을 추구할 권리와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할 장소로 사용된다

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동법의 규정 내용과 같이, 소유목적이나 택지의

기능에 따른 예외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660㎡로 소유상

한을 제한함으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어느 누구라도 660㎡를 초과하는 택

지를 취득할 수 없게 한 것은, “적정한 택지공급”이라고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다. 따라서 택지소유의

상한을 지나치게 낮게 정한 법 제7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상의 재산권을 과

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또한 입법자가 소유상한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한 것은 재산권침해의 효과와 소유상한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적

정한 택지공급”이라는 공익 사이의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명백히 벗어났다

고 판단된다.”(헌재 1999. 4. 29. 94헌바37, 판례집 11-1, 289, 309-317)고 하

여 과잉금지의 원칙을 적용하고 동 법률이 침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의 균형

성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미국연방대법원이

재산권관련입법에 대한 위헌심사에 있어 적용하는 ‘합리성심사기준(the

rational basis test)’이 목적의 정당성(legitimate government test)과 목적

과 수단 간의 합리적 관련성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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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재산권관련입법에 대해서도 비례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은 독일

에 있어서 지배적 견해이고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이기도 하다. 그리

고 그 비례의 원칙은 다른 기본권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과 비교하여 그

의미가 다르지 않다고 이해하고 있다.10) 또한 과잉금지의 원칙이 법치국가

에 있어 보편적 법원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생각하면 과잉금지의 원칙

이 재산권제한입법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있다.

말하자면 입법자가 재산권관련입법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과잉금지의 원칙을 입법자

가 재산권관련입법을 하면서 지켜야하는 기준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헌법

재판소가 그 준수 여부를 엄밀하게 심사할 것인가는 또 다른 측면의 문제

라 할 수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판단을 얼마나 존중해 주느냐

하는 문제이다. 만약 과잉금지원칙위배 여부를 엄격히 따져 국회의 판단보

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내세운다면 앞에서 보았듯이 재산권관련입법에

대하여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다는 의미는 무색해 질 수 밖에 없다.11)

사실 일정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정책대안에 대해 국회가 그 중

한 대안을 선택하여 입법화한 경우 그것이 전혀 합리성이 없는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입법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뿐 아니라 침해의 최소성, 법

익의 균형성까지를 따져 과잉금지의 원칙위반이라 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

각한다.12) 즉 사회정책이나 조세정책, 경제정책 등을 통한 기존재산질서의

10) 독일의 경우 재산권관련입법에 대해서도 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되며 이러한 재산

권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은 다른 기본권의 경우와 다른 특수한 구조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기본권이론에 적용되는 것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견해

가 다수이다. (이에 관해서는 Otto Depenheuer, Rdnr. 226 zu Art. 14, in: v.

Mangoldt/Klein/Starck, GG Kommentar, Bd. 1, 5Aufl., 2005; J.Rozek, Die

Unterscheidung von Eigentumsbindung und Enteignung- Eine Bestandsaufnahme

zur dogmatischen Struktur des Art. 14 nach 15 Jahren Nassauskiesung, 1998, 33

면 이하)

11) 사실 헌법재판소는 재산권관련입법에 대하여 상당수의 위헌결정, 헌법불합치결

정, 일부위헌결정, 한정위헌결정 등을 한 바 있다. {김철수, 헌법학개론(상),

2008, 893면 이하 참조}

12) 이런 점에서 비례의 원칙을 2단계로 나누어 ‘엄격한 비례의 원칙’과 ‘완화된 비

례의 원칙’으로 나누어 적용할 것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이명웅, 비례의 원칙



- 574 -
의 2단계심사론, 헌법논총 제15집, 2004, 5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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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과 이에 따른 개인의 구체적 재산권의 제한가능성에 대한 입법형성

여지는 넓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이러한 입법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 등

에 관한 입법에서와 같은 정도의 엄격한 기준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을 적용

한다면 장래의 재산질서는 과거의 그것에 광범위하게 구속되며 새로운 재

산질서의 형성은 매우 제한적이 될 것이고 재산권관련입법에 대해 다른 기

본권과는 다른 넓은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는 의미는 사라진다 할 것이다.

③ 보다 근본적으로 기본권에 따라 多段階審査基準을 적용하는 것이 타

당한가, 타당하다면 엄격심사 여부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여야 하는가, 이

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재산권관련입법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

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 점에 관해서 미국연방대법원은 多段階

審査基準(multi-level system of scrutiny)을 적용하여 왔다. 이러한 多段階

審査基準은 United States v. Carolene Prods. Co.사건(1938)의 각주 4에서

유래한다. 그런데 Stone대법관에 의해 제시된 동 사건 각주 4는 ‘헌법상 가

장 유명한 각주’라13) 불리울 정도로 미국헌법사상 많은 영향을 주었다. 또

한 동 각주를 ‘법관과 다른 국가기관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가장 위대하고

현대적인 장전(the great and modern charter)’이라 평하는 학자도 있고14)

‘사법심사와 민주주의를 어떻게 조화할 수 있겠는가 하는 까다로운 문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가장 만족스러운 해법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 학자

도 있다.15) 그러나 이러한 다단계 위헌심사기준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이

러한 심사기준이 가지는 지나친 단순성과 경직성에 대한 비판도 있어 왔

다. 16)

13) Felix Gilman, The Famous Footnote Four:A History of The Carolene

Products Footnote, 46 S.Tex.L.Rev.163, 168(2004)참조; 그러나 동각주의 의미

가 과대평가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동각주에 대한 국내문헌으로 양 건, 법률의

위헌심사의 기준, 헌법연구, 1995, 681면 이하; 전일주, 이중기준론에 관한 연구

(1)-기원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27집2호, 1999, 109면 이하 참조

14) Owen M. Fiss, The Supreme Court 1978 Term, Foreword : The Forms of

Justice, 93 Harvard L. Rev. 1, 6(1979)

15) Felix Gilman, op.cit., 165

16) Id. 161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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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미연방대법원의 多段階審査基準을 정당화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크게 보면 세 가지 해석이 있다.17) 즉, 가) 헌법규정형식에 바탕한 이론,

나) 優越的 自由인가 여부에 기초한 價値理論(Value-Based Theory of

Judicial Review), 그리고 다) 民主的 過程理論(Political Process Theory of

Judicial Review)18)이 그것으로 그 중에서도 주로 나) 다)가 주장되어 왔

다. 초기의 해석은 가치이론에 바탕한 것이 우세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가장 유력한 해석은 정치과정이론(a political theory of judicial review)이

라 할 수 있다.19) 이 이론은 사법심사제도가 민주주의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헌법의 개방성, 추상성과 관련

하여 가치결정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법원

은 실체적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참여의 문제에 관심의 초점을 두어야 한

다고 한다.

이러한 이론의 대표적 학자라 할 수 있는 J.H.Ely는 헌법규정은 애매하
고 개방적이어서 헌법문언만으로는 헌법을 해석할 수 없고 그 실질적 의미
가 부여되어야 하는데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선거의 의해 임명되지
아니한 법관의 개인적 가치에 의해 그 실질적 의미가 결정되는 것은 정당
하지 않다고 한다. 즉 대의제 민주주의에 있어 가치결정은 국민에 의해 선
출된 의원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만약 다수의 국민들이 의원들의 가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선거에서 그들을 낙선시키면 된다고 한다. 20)
다만 참여의 과정이 신뢰를 받을 수 없게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말하자면 다수지배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경우에만 선출되지
아니한 법관이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17) 이에 관해서는 Lynn A Baker/Ernest A. Young, Federalism and the Double

Standard of Judicial Review, Symposium - The Constitution in Exile, 51

Duke L. J. 75, 85ff,(2001); Felix Gilman, op.cit., 173ff

18) 이 이론은 Felix Gilman에 의하면 각주 4에 표현된 명확하지 않은 문장에서 보

다는 John H. Ely의 'Democracy and Distrust'라는 책에서 영향받은 바 크다고

한다. (Felix Gilman, op.cit., 173)

19) F.Gilman에 의하면 오늘날 각주 4는 거의 사법심사의 민주적 과정이론으로 이

해되고 있다고 한다.(Id. 173ff)

20) John H. Ely, Democracy and Distrust, 1980, 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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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점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앞에서 본 것처럼 다단계심사를 수

용하면서 그 기준으로 개인의 핵심적 자유영역인가, 아니면 사회․경제정

책적 입법영역인가를 기준으로 하여 미국의 ‘가치이론’을 수용한 것 같은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평등관련입법과 관련하여서는 관련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느냐 여부를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하기도 한다.21)22)

생각건대 단계별 심사를 하는 가장 중요한 논거는 민주주의 - 다수지배

와 헌법재판의 조화라는 관점이라 생각한다.23) 따라서 심사단계를 정하는

경우 J.H.Ely가 민주적 과정에 관한 문제와 그에 의해 내려진 가치결정의

문제를 나누고 후자는 국회 등의 소관문제이며 전자가 법원이나 헌법재판

소가 사법심사를 통해 결정할 문제라는 지적한 것은 공감할 수 있는 지적

이라 할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다수지배에 맡겨놓을 수 없는 문제, 예컨대

인간의 생명이나 정체성의 문제 등은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재산권은 민주적 과정의 문제

라기 보다는 가치결정의 문제이며 이에 관해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21) 이에 동조하는 의견으로는 이명웅, 전게논문, 527면이하 ; 그러나 그 논거로 ‘피

해가 클수록 그에 상응하는 공익적 필요성도 커야 한다.’는 명제를 드는 것은(상

게논문, 527면) 동명제가 비례의 원칙의 내용, 즉 법익의 균형성을 나타내는 것

으로 엄격심사를 할 것인가, 최소한 합리성심사를 할 것인가의 문제와는 다른

측면의 문제이므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22) 그러나 ‘관련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되느냐 여부는 매우 불명확

한 기준으로서 심사기준의 선택 자체를 모호하게 할 위험이 있고 심사기준을 두

는 의미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이 기준에 의하면 예컨대 양심을 이유

로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경우 그 차별의 정도가 중대하면 엄격심사를, 차별의 정

도가 약하면 합리성심사를 하고, 경제적 자유와 관련한 차별에 있어서도 차별의

정도가 중대하면 엄격심사를 한다는 결과가 된다. 관련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

한을 초래하는 경우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가까이 가는 제한을 의미하므로 그

취지를 이해할 수 있지만 심사기준을 논의하는 취지를 생각하면 기본권제한의

정도보다는 기본권의 성격에 따라 심사기준을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

한다.

23) B.Ackerman에 의하면 Stone대법관의 각주 4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 다수

가 결정한 입법을 선출되지 않은 9인의 법관이 무효화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

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창안된 것으로 법원이 민주적 과정상의 결함을 이유

로 의회의 입법을 위헌이라 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자신의 민주적 입지를 확보

한 측면이 있었다고 한다.(B.Ackerman, Beyond Carolene Products, 98 Harvard

Law Rev. 713, 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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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하는 영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헌법재판소가

재산권관련입법에 대해서 과잉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여 침해의 최소성과 법

익의 균형성까지 심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Ⅲ. 財産權의 保障構造와 保障範圍  

1. 문제의 소재

헌법 제23조 제1항이 재산권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보장구조는 다

른 기본권과는 다르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

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ㆍ사법상의 권리를 뜻한다,”고 하나 예

컨대 민법이 규정하는 소유권 등을 비롯한 물권이나 채권 등이 헌법 제23

조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재산권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러한 재산권

의 보장범위는 다른 자유권과 동일하게 이해하여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있

다. 이 점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재산권은 다른 기본권, 특히 다른 자유권

과는 달리 그 보장에 있어 중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연관된다.

이 점과 관련하여 재산권보장이 私有財産制의 보장과 구체적 재산권의 보

장을 포함하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일 뿐 아니라 지배

적 통설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私有財産制의 보장과 구체적 재산권의 보

장의 관계와 의미에 대한 이해는 다르다. 만약 사유재산제의 보장과 그에

기초한 구체적 재산권의 보장으로 이해한다면 과연 제도보장으로부터 기본

권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헌법

상 재산권보장의 의미와 그 구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있다 할 수

있다.

2. 헌법재판소판례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 제23조 제1항은 “재산권 보장의 원칙을 천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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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서 그 재산권 보장이란 국민 개개인이 재산권을 향유할 수 있는

법제도로서의 私有財産制度를 보장함과 동시에 그 기조 위에서 그들이 현

재 갖고 있는 구체적 재산권을 개인의 기본권으로 보장한다는 이중적 의미

를 가지고 있으며, 후자에 따라 모든 국민은 헌법에 합치하는 법률이 정하

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재산권을 보유하여 이를 자유롭게 이용ㆍ수익ㆍ처

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여 재산권보장의 구조를 私有財産制의 보

장과 구체적 재산권의 보장으로 이해하고 있다.(헌재 1994. 2. 24. 92헌가15

등, 판례집 6-1, 55; 같은 취지 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판례집 10-2,

978, 995) 그리고 구체적 재산권은 “국가보훈 내지 국가보상적 수급권도 법

률에 규정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 형성된다 …… 보상금수

급권 발생에 필요한 절차 등 수급권 발생요건이 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정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라고 할 수 없다.”

고 한 점에서 (헌재 1995. 7. 21. 93헌가14, 판례집 7-2, 1, 20, 22) 나타나듯

이 법률에 의해 비로소 그 내용과 한계가 정해져서 구체적 권리가 되는 것

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1999. 4. 29. 94헌바37등 결정에서는 “재산권이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입법자에 의하여 일단 형성된

구체적 권리가 그 형태로 영원히 지속될 것이 보장된다고까지 의미하는 것

은 아니다.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할 입법자의 권한은, 장래에 발생할

사실관계에 적용될 새로운 권리를 형성하고 그 내용을 규정할 권한뿐만 아

니라, 과거의 법에 의하여 취득한 구체적인 법적 지위에 대하여까지도 그

내용을 새로이 형성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입

법자는 재산권을 새로이 형성하는 것이 구법에 의하여 부여된 구체적인 법

적 지위에 대한 침해를 의미한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산권

의 내용을 새로이 형성하는 규정은 비례의 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때

공익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경우에만 합헌적이다. 즉, 장래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과거의 법적 상태에 의하여 부여

된 구체적 권리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

다.”(헌재 1999. 4. 29. 94헌바37, 판례집 11-1, 289, 306)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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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評價

헌법상 재산권보장은 a)인간의 자유와 자기책임적 삶의 기초로서 재산권

과, b)그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私有財産制의 보장, 그리고 c)私有財産

制에 기초한 법률에 의해 내용과 한계가 정해진 구체적 재산권의 存續保障

을 포함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24)

가. 추상적 ․ 이데아적 권리로서 財産權

1단계로는 인간이 자유롭고 자기책임적 생존을 영위하기 위하여 재산권

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추상적 재산권의 보장을 의미하는 단계

이다. 사실 생명적․육체적 존재형식을 가진 인간의 존엄, 자유가 외적 사

물에 대한 지배없이 정신적 영역에만 속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과 자유의 최소한은 사적 소유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이

다. 외적 사물에 대한 지배는 인간의 생존적 삶의 기초를 이루며 인간의

자유, 인격의 실현도 외적 사물에 대한 지배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다. 따라서 이러한 재산에 대한 요구는 인간의 존엄의 한 부분을 이루며

전국가적․자연법적인 인간의 권리이며 자기의 자유의지를 외적 사물에 실

현하기 위해, 그리고 인간으로서 생존하기 위하여 국가의 재산권의 침해로

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권리는 인간이 경제적 존

재(homo economicus)이며 또한 외적 사물에 자기의 노동을 투입하여 자유

의지를 실현하는 이른바 工作人(homo faber)이라는 점에서 인정된다. 이러

한 의미에서 이와 같은 인간성의 실현을 위해 보장되는 재산권은 단순한

법제도의 산물이 아니라 전 국가적 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

고 실정법에 의한 이러한 권리의 실현은 이러한 자연권의 확인과 현실적

실현을 의미하며 이를 직접 실현하는 재산권은 그런 점에서 그 보장의 범

위도 광범위하며 그에 대한 제한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대체로 인간의

24) 이에 관해서는 김문현, 전게서, 131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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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생존을 위한 재산, 공장제 생산양식에서 자본가가 소유하는 생

산수단이 아니라, 자기노동을 투입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소상품생산자의

생산수단에 대한 권리와 같은 것은 이러한 의미의 재산권의 보다 직접적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단계의 재산권은 구체적 재산권이 아니라 재산을 가질 수 있

는 권리를 대상으로 하며 문제는 이러한 추상적 권리를 법질서가 어떻게

충전하여 구체화하느냐 하는 점에 있다.25)

나. 私有財産制의 保障 

제2단계는 이와 같은 제1단계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과연 어떠한

법적 제도를 채택하여야 할 것인가의 단계이다. G. Schwerdtfeger 같은 학

자가 신앙, 양심, 표현, 예술, 학문의 자유 등은 아무런 법질서의 평가 없이

그 본질로부터 보호법익이 존재하나 재산권은 법질서의 산물이며 법질서의

평가 없이는 재산권은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았는데26) 이처럼 1단계의 권리

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그 나라의 사회, 경

제체제에 바탕한 법질서이다. 이러한 법질서에는 예컨대 사회주의 법질서

가 있는가 하면, 자본주의 법질서도 있다.

그런데 우리헌법상 재산권의 보장은 재산제도의 한 형태로서 私有財産

制의 보장을 의미한다. 私有財産制의 보장은 개인의 사유재산의 사적 이용

성을 인정하여 재산권자가 사적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자기의 사적 이익을

위해 그 객체를 이용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자기 의사에 따라 처분권

(Verfügungsbefugnis)을 가지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27) 우리헌법

상 이러한 私有財産制의 보장은 자본주의적 私有財産制의 보장을 포함한

25) G. Schwerdtfeger, Die dogmatische Struktur der Eigentumsgarantie, 1983, S. 13;

W. Weber, Eigentum und Enteignung, in: Neumann/Nippererdey/Scheuner, Die

Grundrechte, 1954, S. 356.

26) G. Schwerdtfeger, a.a.O., S. 13.

27) BVerfGE 53, 257, 290; 52, 1, 3; 58, 300, 345; 50, 290,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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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점에 관해 독일이나 일본의 해석론상으로는 재산권보장이 반드시

자본주의적 私有財産制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28) 그러나

이러한 헌법해석론은 우리헌법에서는 타당할 여지가 없다. 즉 상세한 경제

헌법을 가지는 우리헌법의 경우 사회주의적 경제체제로의 전환의 여지가

배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제119조, 제126조 등이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私有財産制의 보장이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 대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본질적 특성의 하나라는 점에서 그것은

생산수단의 사유를 허용하는 법률제도의 보장을 그 내용으로 한다.

한편 법제도로서 私有財産制의 보장이론의 중심적 관심사는 ‘경제적 영역’

에서의 시민적 재산질서의 대체불가능성(die unablösbarkeit der bügerlichen

Eigentumsordnung)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私有財産制의 보장은 독

28) 과거 독일의 W. Abendroth나 H. Hartwich 같은 좌파의 학자들은 독일기본법상

의 사회국가원리와 관련하여 재산권보장에 관한 기본법 제14조가 사회주의적 소

유를 의미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W. Abendroth는 독일기본법 제14조가 기존의

자유자본주의적 경제․사회질서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기본법

제14조 제1항 2문과 제15조는 사회국가의 선언을 통해 의미를 가지며 이러한 매

개점을 통해 경제․사회질서의 변형이 헌법개정 없이도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

이 있다고 하고 이제까지의 사회경제질서에 있어서는 그 처분권이 사인에게 있

었던 생산수단에 대하여 생산과정에 참여한 자의 통제를 주장하고 사회화규정을

통해 기간산업을 공유화하는 경제헌법의 구조전환과 이에 의한 계급투쟁의 해소

는 기본법에 의해서도 인정된다고 하였다.(W.Abendroth,Zum Begriff des

demokratischen und 내캬미두 Rechtsstaates im G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Forsthoff(hrsg.), Rechtsstaatlichkeit und Sozialstaatlichkeit,1968,

SS 122f, 138ff) 또 H. Hartwich도 사회국가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경제질

서의 혁명적 형성까지를 포함하는 대안적 사회국가모델(alternatives

Sozialstaatsmodell)을 주장하면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생산의 사회적 성격

간의 모순의 배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중심적 메커니즘으로서 사경제적 이

윤동기의 배제를 주장하고 이에 따라 사유재산실체에의 침해를 인정하였

다.(H.Hartwich, Sozialstaatspostulat und gesellschaftlicher status quo, 1978,s.

361ff)

한편 일본에서도 통설은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이 자본주의적 私有財産制의 보장

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사회주의를 배제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1) 일부 견해는

재산권보장에 있어서의 制度保障에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까지 포함해야 할 이유

가 없다고 보고 제도적 보장의 핵심으로 남는 것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치있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물적 수단의 향유라고 보고 있다.(今村成和 ,損失補

償制度の硏究, 1968, 12-13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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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처럼 재산법 영역에 있어 기본권적으로 보장된

활동의 근본적인 현존상태에 속하는 사법질서의 물적 범위를 박탈하거나

그에 따라 기본권을 통해 보장된 자유의 영역이 배제되거나 본질적으로 축

소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29)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재산권으로서 보장되

는 자유영역의 본질을 구성하는 객체에 대한 사적 이용성과 원칙적 처분권

능을 배제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에 따라 私有財産制의 보장은 재산

권에 대해 적대적인 경제체제를 부정할 뿐 아니라 전체적 경제헌법의 기초

를 구성하며 모든 경제정책의 결정은 그 정책적 재량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제도에 구속된다. 따라서 사유재산권을 전면적으로 또는 대부분 배제

하는 경제정책은 인정될 수 없다.30) 그런 점에서 모든 생산수단의 원칙적

국유화 또는 공유화는 허용될 수 없으며 손실보상 없이 사유재산을 수용하

는 것도 인정될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러한 制度保障이 이미 확정된

제도의 현상유지를 보장하려는 것은 아니고 다만 변화 속에 영속적인 무엇

을 확고히 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31)

이와 같은 制度保障으로서 私有財産制의 보장은 주로 입법자를 대상으

로 한다. 이 점에 관해 W. Weber는 법률에 구속되는 행정과 사법과 같은

국가기능은 법제도 자체로부터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헌법상의 制度保障은

입법자만을 수범자로 한다고 한다.32) 이것은 G. Schwerdtfeger의 지적처럼

객관적 制度保障에 의한 구속은 입법자가 새로운 재산제도를 창설하거나

또는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는 재산권의 내용을 장래를 향해 규율하는 경우

에만 문제되기 때문이다.33)

그런데 헌법상 재산권 보장규정이 制度保障을 포함하고 있다는 데는 별

이론이 없으나 문제는 私有財産制의 보장과 기본권으로서의 재산권보장과

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는 양자를 병렬적으로 보거나

29) BVerfGE 50, 341; 58, 339.

30) Maunz, Rdnrn 3-4 zu Art. 14. in:Maunz-Dürig-herzog-Scholz, GG Kommentar

31) W. Weber, a.a.O., S. 356f.

32) ebenda., S. 355.

33) G. Schwerdtfeger, a.a.O., S.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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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기본권인 재산권의 실현을 위해 私有財産制가 보장된다는 입장과

반대로 재산권은 私有財産制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는 입장으로 나눠진

다.

이 점에 관해 일찌기 C. Schmitt는 Weimar헌법 제153조가 사유재산을

제도로서 보장했다고 해서 이것이 사유재산을 기본권으로 취급하려 하지

않고 상대화시킬려고 하였다든가 또는 그 때문에 규범상 신체의 자유의 불

가침성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게 할려고 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라고 하고 사유재산권은 여전히 전국가적인 것으로 모든 사회적 질서 이전

에 존재하는 자연권이기도 하다고 하였다.34) T. Maunz도 재산권보장에 관

한 헌법규정이 制度保障과 병행하여 국가에 대한 재산권의 존중과 불개입

에 대한 재산권자의 주관적 권리를 보장한다고 하고 그러한 주관적 권리에

는 초국가적 자연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다.35) K. Hesse의 경우도 자유

롭고 자기책임적 삶의 형성의 전제로서 재산권이 보장되고 이 과제를 위하

여 법제도로서, 그리고 공동체의 객관적 법질서의 요소로서 재산권을 보장

한다고 보았다.36) 또한 재산권보장은 일차적으로 주관적 방어권을 의미하

며 制度保障으로서의 재산권보장은 현존의 주관적 재산권의 보장과 강화에

기여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37)

한편 이에 대해 구체적 재산권은 制度保障에 의해 인정된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는 견해가 있다. 이 입장은 앞에서 본 것처럼 재산권을 법질서의

산물로 이해하고 헌법이 규정하는 私有財産制의 보장 범위 내에서 구체적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컨대, 독일연방헌

법재판소는 개인의 기본권으로서 재산권은 사적 제도인 재산제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보았다.38) 우리 헌법재판소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입장에 기초

하고 있다.

34) C. Schmitt, Verfassungslehre., S. 171

35) T. Maunz, Rdnrn 3-6 zu Art. 14.

36) K. 헷세, 계희열역, 통일독일헌법원론, 2001, 275면.

37) O.Depenheuer, Rdnrn 86,91 zu Art, 14 in: v. Mangoldt․Klein․Starck, GG

Kommentar, Bd. 1, 2005

38) BVerfGE 24, 239; 30, 334; 31,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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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학자에 따라서는 制度保障理論과 인권보장이론은 서로 상용될 수 없

다고 보는 관점도 있다. 즉,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규정은 대립관계에 있

는 인권으로서의 재산권과 자본주의적 재산제도를 지지하는 권리로서의 재

산권을 구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재산권으로 규정하여 그 불가침성을 보

장하나 양자는 전혀 사회적 의의와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해석

론으로서는 인권으로서의 재산권과 인권이 아닌 재산권, 양자를 구별해야

한다고 하고39) 자기노동에 기초를 둔 재산권은 시민의 기본권으로서 불가

침인 것에 반해 자본소유권은 자본주의 국가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私有財

産制度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라 보는 견해가 있다. 그래서 制度保障理論

은 Weimar헌법에서처럼 사회주의에 대한 자본주의적 私有財産制度의 방위

를 위한 이론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는 독점자본과 대립하는 시민의 인

권보장이론과는 서로 상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40)

생각건대 주관적 권리로서의 재산권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두 가지 차원

의 권리가 있다. 즉 하나는 추상적․전국가적 권리으로서의 재산권과 또

하나는 실정법에 의해 비로소 그 종류, 내용, 한계가 결정되는 실정법적인

구체적 재산권이다. 따라서 制度保障과의 관계를 논할 때도 이 다른 차원

의 권리를 혼동해서는 안된다. 즉, 制度保障과 재산권보장을 단순히 병렬적

인 것으로 이해하거나 또는 制度保障의 범위 내에서만 재산권이 보장된다

거나 하는 것은 어느 차원의 재산권과 制度保障과의 관계를 볼 것이냐에

달려 있다. 말하자면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규정은 일차적으로는 자유롭

고 스스로 책임지는 삶의 형성의 전제로서의 재산권의 존재를 인정․선언

하는 의미를 가지며 이와 같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각국은 자기의 사

회 경제체제에 따라 특정 재산제도를 채택하게 되는데 자본주의 국가는 생

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포함하는 私有財産制를 채택하고, 私有財産制를 폐

지하게 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경제정책적 또는 사회정책적 형성도 배제한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制度保障의 의미와 가치는 이러한 재산권의 보장

39) 渡邊洋三, 財産權論, 1985, 141면.

40) 상게서, 142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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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있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制度保障의 틀

안에서 구체적 입법을 통하여 창설된 것이 실정법적 재산권이다. 따라서

이러한 재산권은 W. Weber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재산제도가 허용하는

이상에까지 효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다.41)

다. 具體的 財産權의 存續保障

제3단계는 이와 같은 그 나라의 법적 제도에 의해 구체적으로 내용과 한

계가 결정되고 각 개인에게 배분된 개별적 재산권의 단계로서 구체적 재산

권의 存續保障의 단계이다. 存續保障은 권리자에 대한 재산권 귀속상태가

유지되고 그 권리의 실체가 보장되는 것을 의미한다.42) 이 단계의 재산권

은 그 사회의 사회․경제체제에 기초하여 헌법이 규정하는 특정 재산제도

보장에 따라 개별입법에 의해 구체화된 재산권이다. 이것은 특정한 역사

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그 사회의 사회, 경제체제의 틀 내에서 입법에 의

해 형성, 변화하는 재산권이며 O. v. Gierke가 말한 역사적 개념으로서의

재산권은 이러한 의미의 재산권을 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서의 이와 같은 의미의 재산권은 우리 헌법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입각하

여 규정하는 私有財産制라는 制度保障의 테두리 내에서 사회적, 시대적 여

건의 변화에 따라 입법에 의해 창설,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의

재산권은 재산권이 취득되는 과정인 재산의 분배 자체가 법질서에 의해 결

정되며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도 법질서에 의해 규정된다는 점 등에서 실정

법에 의해 창설되고 규정된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권리는 국가의 입법, 행정, 사법을 구속하지만 그렇다고 권리의 현존상태의

변화를 불허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에게 귀속된 민법상의 소유권을 비롯한

물권이나 채권 등은 이러한 의미의 재산권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체적 재

41) W. Weber, a.a.O., S. 355.

42) Nüssgens/Boujong, Eigentum, Sozialbindung, Enteignung, 1987, S. 6; Hans

Schulte, Zur Dogmatik des Art. 14 GG, 1979, S.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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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권은 추상적 재산권과 결합하여 비로소 헌법상 기본권이 될 수 있다.

제1단계의 추상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는 구체적 재산권은 헌법적 권리로

서 기본권이 될 수 없다. 사유재산제라고 하는 제도보장으로부터는 법률상

의 권리는 도출될 수 있어도 헌법상 기본권은 도출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존의 구체적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새로운 입법에 의해 변용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존상태를 전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은 입법에 의한

새로운 변화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기존의 법, 특히 민법 등의 사법에 대

해서 사실상 헌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재

산권에 관한 새로운 입법이 앞에서 본 제1단계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私有

財産制度 보장의 핵심을 배제하기에 이르러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

는 정도에 이르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재산

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할 입법자의 권한은, 장래에 발생할 사실관계에 적

용될 새로운 권리를 형성하고 그 내용을 규정할 권한뿐만 아니라, 과거의

법에 의하여 취득한 구체적인 법적 지위에 대하여까지도 그 내용을 새로이

형성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고 한 것이나 독일연방헌법

재판소가 재산권보장이 재산의 최대한의 수익적 사용을 보장하는 것은 아

니라고 한 것을 이해할 수 있다.43)

입법자는 이러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할 때 앞에서 본 私有財産制

의 테두리 내에서 재산권보장과 그 사회구속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그리하여 법률에 의해 구체적 재산권이 결정되게 되면 그 재산권자는 법률

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그 재산권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고 국가에

대해 그 재산권의 침해를 방어할 수 있다. 이러한 재산권자에 대한 현존

권리상태의 보장은 합법적인 공용수용이 있는 경우,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 즉 價値保障(Wertgarantie)으로 전화한다. 그러나 재산

권보장은 存續保障(Bestandsgarantie)을 원칙으로 하며 가치보장은 예외적

으로 합법적 수용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43) BVerfGE 100, 242; 이에 관해서는 O.Depenheuer, Interessenabwägung im

Schutz des Eigentums, 공법연구 제29집 제3호, 2001, 13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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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현존의 재산권이 장래의 입법이나 행정, 사법

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보장되느냐 하는 것이다. 예컨대, 독일 연방헌법재

판소의 Nussauskiesung 판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기존의 법에 의해 보

장된 재산권자의 일부 권능을 박탈 또는 제한하는 경우 과연 그것이 이러

한 存續保障과 상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물론 입법자가 현존의 권

리를 박탈하는 입법을 하거나 또는 행정권에 그러한 권한을 주는 것은 이

와 같은 存續保障에 위반된다.44)

그러나 입법자가 현존재산권 자체는 박탈하지 않고 그 내용만 기존의 재

산권자에게 불리하게 변경시키는 경우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물론

이러한 存續保障이 언제나 현재의 법적 지위가 불가침이라거나 이미 보장

된 법적 지위의 내용적 변경 모두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

지는 않으며 입법권에 대한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은 명백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는 경우, 미래는 완전히 과거에 의해 구

속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경우 存續保障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데, Nassauskiesung 판결에서는 모든

토지소유자가 이제까지의 추상적 권능 - 지하수 사용에 관한 - 을 박탈당

한 경우에는 存續保障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였다.45) 물론 이 사건에서 연

방일반최고법원이 이러한 지하수 이용권의 박탈이 독일민법(BGB) 제905조

에 의해 보장된 토지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침해로 이해한 것처럼 추상적 권

능의 박탈이 본질적 내용침해가 되는 경우에는 存續保障침해를 가져오는

것은 자명하다 할 것이나 그 범위의 판단문제는 남는다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의 재산권자의 추상적 권능을 부분적으로 박탈 또는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능에 기초하여 노동이나 자본이 투자된 경우이

다. 存續保障은 법적 안전성을 고려하여 기존 법질서에 의해 인정된 재산

권을 그 권리자에게 계속 수여하는 것이며 그 재산권에 권리보장적 기능을

주는 것으로, 여기에는 G. Schwerdtfeger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계속성의

44) G. Schwerdtfeger, a.a.O., S. 21.

45) BVerfGE 58, 300, 33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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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der Gedanke der Kontinuität)이 깔려 있는 것이다.46) 재산권자가

그 추상적 권능에 의거하여 자본과 노동력을 투입한 경우47) 이러한 자기의

노동과 업적을 통해 획득된 재산가치있는 법익에 대한 현존상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48) 그런데 이 경우 보장되는 것은 이제까지의

추상적 권능이라기보다 그에 투입된 노동과 자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한도에서 법치국가적 신뢰보호의 원칙(der rechtsstaatliche Grundsatz des

Vertrauensschutzes)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49) 그러나 이 경우에도 만약

투입된 노동력과 자본이 회수될 수 있는 경우에는 存續保障은 인정되지 않

는다고 할 것이다.50)

Ⅳ. 재산권의 사회구속성과 공용수용의 체계 

1. 문제의 소재

종래 국내의 학계에서는 재산권의 사회구속성과 공용수용의 구별에 관

해서는 행정상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로 특별희생설을 취하는 것이 보통

이었고 재산권자에게 특별희생을 주었음에도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 직접효력설 또는 유추적용설을 통해 보상청구를 인정하는 견해가 유

력하였다.51) 이는 대체로 과거 독일연방일반최고법원(BGH) 판례를 통해

발전한 소위 경계이론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

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등(병합)결정을 계기로 독일연방헌법재판

46) G. Schwerdtfeger, a.a.O., S. 22.

47) G. Schwerdtfeger는 이러한 경우를 자격있는 현상보장(qualifizierten Bestandsschutzes)

라고 부른다(ebenda).

48) BVerfGE 50, 290, 340; 58, 81, 112; 31, 239; Nüssgens/Boujong, a.a.O., S. 7.

49) G. Schwerdtfeger, a.a.O., S. 22.

50) BVerfGE 58, 300, 350ff.

51) 이에 관해서는 김동희, “보상규정없는 법률에 기한 재산권침해에 따른 손실의

전보의 문제”, 심천 계희열박사 화갑기념논문집, 공법학의 현대적 지평, 1995,

723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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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판례를 통해 나타난 分離理論의 수용을 주장하는 견해가 등장하였

는가 하면52) 이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보이는 견해도 있어 논쟁이 제기되

고 있다.53)

2. 헌법재판소판례

헌법재판소는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등(병합)결정에서 기본적으로

分離理論에 가까운 결정을 한 바 있다. 즉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자

가 토지재산권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반․추상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으로

서 법질서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의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재산권을 형성하는 규정인 동시에 공익적 요청에 따른 재산권의 사

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규정이기도 하다.’ ② ‘이 사건법률조항에 의한 재

산권제한은 …… 예외적인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 없이 이를 감수하도록 하

고 있는 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당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 입법자가 …… 국민의 재산권을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게 합헌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수인의 한계를 넘

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보상규정은 입법자가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재산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재산

권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이를 합헌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두어야 하는 규

정이다.’ ③ ‘보상을 위한 입법의 형태, 보상의 대상과 방법 등도 선택의 여

지가 다양하여 과연 어느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합리적인가의 선택은 광범

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자의 과제로서 입법정책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52) 최갑선, “헌법 제23조 제1항 제2문에 의거한 재산권의 내용 및 한계규정”, 심천

계희열박사 화갑기념논문집, 1995, 271면 이하; 한수웅, “재산권의 내용을 새로이

형성하는 법규정의 헌법적 문제”, 저스티스, 제32권 제2호, 1999, 29면 이하. ;김

현철,독일연방헌법재판소 分離理論의 한국적 수용, 헌법판례연구(8), 2006, 441면

53) 정하중,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체계에 있어서의 경계이론과 分離理論”, 서강법학

연구 제5권, 2003, 57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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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이지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④ ‘이 사건 법률조

항은 오로지 보상규정의 결여라는 이유 때문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는 평가를 받는 것이므로 ……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한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보상입법을 기다려 그에 따른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결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나 그에 따른 토지재산권의 제한 그 자체의 효력

을 다투거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

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고 하였다.54)

한편 1999. 4. 29. 94헌바37등(병합)결정에서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재산

권을 제한하는 형태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여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를 정하는 것’과, 제3항에 따른 수용․사용 또는 제한을 하는 것의 두가지

형태가 있다. 전자는 ‘입법자가 장래에 있어서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형식으

로 재산권의 내용을 형성하고 확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후자는 ‘국가가 구

체적인 공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미 형성된 구체적인 재산적 권리를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 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1999. 10. 21. 97헌바26결정 및 2003. 11. 27. 2001헌바35

결정, 2004. 10. 28. 99헌바91결정, 그리고 2005. 9. 29. 2002헌바84결정 등에

서도 유지되었다.

3. 評價 55)

위의 헌법재판소결정내용 중 ①②③의 부분은 대체로 분리이론에 기초

한 것으로 보이지만 ④의 부분은 분리이론과는 다른 내용이다. 또한 수

용․사용 또는 제한의 개념도 독일헌법재판소의 공용수용개념과 차이가 있

다.

54) 이 결정의 평석에 관해서는 김문현, 앞의 책, 396면 이하 참조.

55) 이에 관해서는 김문현, 재산권의 사회구속성과 공용수용의 체계에 대한 검토 -

소위 ‘分離理論의 한국헌법상 수용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제32집

제4호, 2004, 1면 아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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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규정과 수용 ․ 사용 또는 제한의 구별

헌법재판소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규정은 ‘입법자가 장래에 있어서 추

상적이고 일반적인 형식으로 재산권의 내용을 형성하고 확정하는 것’을 의

미하고, 수용․사용 또는 제한은 국가가 구체적인 공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미 형성된 구체적인 재산적 권리를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박탈

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여 양자를 구별하고 있다. 이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문에 따른 내용 및 한계규정을

‘입법자에 의해 헌법상 재산권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법익으로 판단된 권리

와 의무에 대한 일반적이고 추상적 규정’으로 정의하고56) 그 목적은 재산

권의 내용을 법률의 효력발생에 따라 장래를 향하여 일반적 형태로 규정하

는 것으로 본 것과 유사하다.57) 한편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공용수용에 대

해서는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국가적 침해로서 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1문

에 의해 보장된 구체적, 주관적 법적 지위의 완전한 또는 부분적 박탈

(Entziehung)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았는데58) 이는 형식적 수용개념을 채택

한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와 달리 ‘형성된 구체적인 재산적 권리

의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박탈뿐 아니라 제한까지도 수용․사용 또는 제

한개념에 넣어서 이해하고 있다. 이는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은 보상을

요하는 수용적 침해로 공용수용뿐 아니라 사용, 제한까지 들고 있어 확장

된 수용개념을 수용하고 있으므로 분리이론상의 이러한 협의의 형식적 수

용개념은 우리 헌법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

이고 gdutlr적 공용수용개념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생각하면 이러한 입장

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56) BVerfGE 52, 1, 27f; 58, 137, 144f; 58, 300, 330; 70, 171, 200.

57) BVerfGE 52, 1, 27; 58, 137, 144f; 58, 300, 330.

58) BVerfGE 82, 201, 211; 79, 174,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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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산권의 내용 및 한계규정 - 사회구속성은 공용수용 ․ 사용 ․ 
제한으로 전환되지 않는가. 

헌법재판소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규정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

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이것이 공용수용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

며 법원에 바로 보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하여 내용과 한계규정이 재산

권자에게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경우에도 그것이 공용

수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는 재산권의 내용 및 한계규정과

공용수용을 본질적으로 동질적인 법적 제도로 보는 종래의 경계이론

(Schwellentheorie) 내지 전환이론(Umschlagtheorie)을 부인하고 이 양자는

다른 기능을 가진 전혀 별개의 제도라고 보는 分離理論(Trennungstheorie)

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① 재산권의 내용 및 한계규정 - 사회구속성과 공용수용은 양자

다 재산권에 있어 공공복리를 실현하는 재산권 제한의 표현이며, ② 비록

사회구속성이 장래에 대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규정을 의미하는 반면 공

용수용은 이렇게 규정된 기존의 재산권의 박탈을 의미하는 점에서 구별되

지만 사회구속성도 현실적으로 기존의 구체적 재산권에 대한 제한의 의미

를 가지는 것이다. 즉 새로운 재산권의 내용 및 한계규정은 기존의 재산권

의 내용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기존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부분적으로 기존

의 권능을 박탈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기존의 재산권자에

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우 경과규정 등에 의해 이를 조정하여야 할 것이

지만 금전보상에 의해 해결하여야 할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이를 무엇

이라 명명하든 사실상 수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

고 생각한다. ③ 分離理論이 지적하듯이 재산권의 내용 및 한계규정과 공

용수용이 전자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일반적․추상적 형태를 띠

는데 반해서 후자는 구체적․개별적 형태를 띠는 것이 보통이나, 입법적

수용이 인정되고 있고 양자의 구별이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문

제는 조정의무있는 내용규정의 문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④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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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상으로는 제23조 제3항에 비추어 협의의, 형식적 수용개념이

수용될 수 없고 그런 점에서 分離理論이 제시하는 기준으로는 수용과 사회

구속성의 구별이 어렵다. 그런 점에서 공용수용과 재산권의 내용 및 한계

규정(사회구속성)은 별개의 제도로 이해하는 分離理論의 논리형식을 우리

헌법에 도입하는 것은 무리이며 그럴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다. 다만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규정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이것이 공용수용으로 전환되어 법원에 바로 보상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 제

23조 제3항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조정의무있는 내용규정의 문제

헌법재판소는 “입법자가 …… 국민의 재산권을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게

합헌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

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보

상규정은 입법자가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재산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재산권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이를 합헌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두어야 하는 규정이다.”고 하여 分離理

論에 있어 조정의무있는 내용규정(die ausgleichspflichtige Inhaltsbestimmung)

의 개념을 수용하고 있다.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새로이 규정하는 법률

은 기존재산권의 제한을 포함하게 되며, 의도하였든, 하지 않았든 이제까지

보장되어온 법적 지위를 비례에 맞지 않게 제한하여 특별희생을 주는 경우

비례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보상이 문제되게 된다. 그런데 이러

한 경우 결국 특별희생 여부에 대한 기존의 논의가 여기에 적용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分離理論이 연방일반최고법원

의 광의의 수용개념을 형식적으로는 포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기본법 제14

조 제1항 제2문의 영역에서 부활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는 것

이다.59) 이러한 문제뿐 아니라 우리 헌법상으로는 독일기본법의 경우와 달

59) 이에 관해서는 H.Maurer(2000), aaO., S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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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이러한 문제는 헌법 제23조 제1항 제2문과 제2항의 문제가 아니라

동조 제3항의 공용제한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

다. 즉 조정의무있는 내용규정은 사실상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제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헌법 제23조 제3항 해석상 조정의무있는 내

용규정이라는 개념이 우리 헌법해석상은 인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하

고 생각한다.

라. 存續保障의 문제

헌법재판소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규정이 아무런 보상없이 재산권자에

게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경우에 비례의 원칙을 침해

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여 이러한 보상을 명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아

니라고 한 점에서 경계이론의 입장과는 다르다. 이는 재산권보장이 가치보

장이 아니라 存續保障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과 연관된다.

재산권은 개인의 자유와 자기책임적 삶의 실현을 위해 보장되는 것이므

로 재산권보장은 存續保障을 원칙으로 하며 재산권을 가치보장으로 보아

재산권에 대한 위법적 침해가 있는 경우에도 적정한 보상만 하면 적법하게

되고 이러한 침해를 인용하여야 한다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다. 따라서 헌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적인 수용적 침해

는 보상을 해 준다고 해서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헌법

재판소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법률에 대해 손실보상을 명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을 부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마. 결합조항 여부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23조 제3항을 결합조항(Junktimklausel)으로 볼 것

인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밝힌 바는 없다. 그런데 分離理論은 기본

적으로 독일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결합조항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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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의 위헌무효설도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을 결합조항으로 이해하

는데서 바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을 문언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독일기본법 제14조 제3항처럼 결합조항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그리하여 보상규정이 결여되어 있으면 보상규정의 결여 때문에 재산권제한

입법이 위헌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60)

원래 결합조항을 두는 의미는 사인의 재산권에 대한 수용은 법치국가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헌법이 정하는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보

장적 기능과 입법자에게 수용에 관한 법률을 규정하는 경우 보상의무를 규

정하여야 함을 인식시키는 경고적 기능, 의회의 손실보상에 대한 우선적

결정권과 예산심의의결권을 보장하고 다른 기관, 특히 법원이 지급의무를

부과하여 의회를 구속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 보상규정없는 수용입법을

위헌으로하는 수용요건과 보상의 연결기능 등에 있다.61)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을 결합조항으로 이해하

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① 먼저 문언 자체가 독일기본법 제14

조 제3항 제2문과 다르다. ② 엄밀히 말하면 수용적 재산권제한 자체가 위

헌인 것과 재산권 제한 자체는 합헌이나 손실보상규정을 두어야 함에도 두

지 않아 문제인 경우는 다르다. 예컨대 공공복리와 무관하게 재산권을 제

한하는 입법을 한다거나 입법목적과 전혀 관계없이 재산권을 제한하는 입

법을 한 경우 재산권 제한 자체가 위헌이다. 그러나 보상규정만 두었다면

재산권 제한을 위헌이라 할 수 없는 경우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

위가 위헌이지 재산권 제한 자체가 위헌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재산권

제한 자체가 위헌이라면 그 제한 자체의 효력을 상실토록 하여야 할 것인

반면 재산권 제한 자체는 합헌이나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경

우에는 재산권 제한 자체를 위헌이라거나 무효라 할 것이 아니라 보상규정

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 하는 것이 옳다. ③ 결합조항으로

60) 헌법 제23조 제3항을 결합조항으로 볼 것인가 여부에 관한 국내학설상황에 관해

서는 김현철, 전게논문, 425면 이하 참조

61) Nüssgens/Boujong, aaO., S.166면.;J.Rozek, aaO.,,S. 87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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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게 되면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도 매우 크다. 만약

보상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중대한 공익을 위한 재산권 제한을 위헌․무효

로 한다면 개발제한구역지정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일정 경우 손실보상규

정을 두지 않아 개발제한구역지정이 위헌이라 하고 이를 무효로 하거나 취

소할 수 있게 하는 경우 초래될 혼란은 불을 보듯이 분명하다. ④ 이 점은

특히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과 공용수용의 구별 자체가 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따라서 입법자가 수용적 제한을 규정하면서 언제나 보상규정을

둘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를 피하기 위하여 독일의 경

우 구제적 보상규정(salvatorische Entsädigungsklausel)을 두는 경우가 많

았으나 이는 결합조항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보

상규정이 없는 경우마다 수용적 제한 자체를 위헌, 무효로 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바. 관할문제

헌법재판소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하고

또 보상을 위한 입법의 형태, 보상의 대상과 방법 등도 선택의 여지가 다

양하여 과연 어느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합리적인가의 선택은 광범위한 입

법형성권을 가진 입법자의 과제로서 입법정책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

지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하고 있다. 이는 ① 손실

보상의 인정여부나 손실보상의 방법이나 기준 등을 법원이 판단할 사항인

가 아니면 국회의 관할사항인가의 문제와 ② 국회가 재산권자에게 특별희

생을 주면서도 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그 위헌 여부를 누가 판단할

권한이 있는가, 헌법재판소의 관할인가, 아니면 법원이 보상판결을 통해 사

실상 위헌성을 보완할 수 있는 문제인가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分離理論

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우리 헌법 제23조 제1항 제2문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

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제3항은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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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수용 및 보상 등에 관해 국회가 입법을 통해 규정할 것을 정한 것이다. 그

런 점에서 보상 여부, 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 법원이 판결을 통해 결정하

는 것은 이러한 헌법규정과 재산권보장의 법적 성격에 맞지 아니하는 것이

다. 또한 보상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해서는 예산심의의결권을 가진 국회

가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또 보상규정을 두지 않음이 위헌인가 여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법원

이 보상규정이 없음에도 收用類似侵害나 收用的 侵害를 이유로 직접 보상

을 인정하는 것은 법률 또는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법원이 위헌성을 인정하

는 것이 된다. 그러나 우리 헌법상 법률이나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에 대

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전속적 관할사항으로 법원의 관할사항이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보상을 위한 입법형태, 보상대상과 방법 등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본 것이나 법률이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헌법에 위반됨을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Ⅴ. 결어
이상에서 헌법재판소판례를 중심으로 재산권관련입법에 대한 위헌심사

기준, 재산권보장의 구조, 그리고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규정과 공용수용․

사용․제한의 체계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았다.

1. 먼저 재산권관련입법에 대한 위헌심사기준에 관해서는 전체적 위헌심

사기준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례의 정비가 필요하고, 多段階審査基準

을 채택하여야 할 것인가, 채택한다면 어떤 기준에 따라 엄격심사 여부를

정할 것인가, 만약 재산권관련입법에 대해서는 합리성심사에 그친다고 한

다면 과잉금지의 원칙, 특히 침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의 균형성까지도 심사

하는 종래의 입장이 타당한지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심사기준의 기본적 관점은 헌법재판과 민주주의의 조화, 헌법재



- 599 -

판소의 적정한 역할에 있으면 그런 점에서 多段階審査基準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며 종래 헌법재판소가 재산권관련입법에 대해서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여 침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의 균형성까지도 심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2. 재산권보장은 이데아로서의 추상적 재산권의 보장 - 私有財産制의 보

장 - 存續保障이라는 3중의 중층적 구조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

가 ‘재산권 보장이란 국민 개개인이 재산권을 향유할 수 있는 법제도로서

의 私有財産制度를 보장함과 동시에 그 기조 위에서 그들이 현재 갖고 있

는 구체적 재산권을 개인의 기본권으로 보장한다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 것은 부분적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나 사유재산제로부터 법

률상의 권리는 나올 수 있으나 헌법상 기본권이 나온다고 할 수는 없으므

로 부분적으로는 타당하지 않다. 법률에 의해 구체화된 재산권은 1단계의

추상적 재산권과 결합하여 헌법상 기본권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리고 이러한 구체적 재산권은 私有財産制라는 制度保障의 기초위에서 구체

적 재산권의 현존상태의 보장이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입법에 대하여 다른

자유권과 같은 정도의 보장을 주장할 수는 없다.

3.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딱히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分離理論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 헌법해석상으로는 分離理論이 기초

하고 있는 협의의, 형식적 수용개념, 사회구속성과 공용수용 간의 구별기

준, 그리고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조정의무있는 내용규정의 문제는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또한 독일기본법 규정과 같지 않는 우리 헌

법 제23조 제3항을 결합조항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굳이 분리이론을 그대로 수용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