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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에

방송의 자유의 본질을 어떻게 악하는가에 따라 방송법제의 여러 문

제를 다룸에 있어서 상이한 결론을 가져오게 됨은 물론이다. 이 은

독일에서 헌법상 방송의 자유의 본질에 한 논의를 기 로 하여 방송

의 자유가 어떻게 실정법상의 방송제도로서 구 되고, 보호받게 되는가

하는 을 체계 ․포 으로 설명하는데 그 목 이 있다.

헌법이 규정하는 방송의 자유의 법 성격에 하여는 크게 나 어

이를 개인 권리로 보는 입장과 이를 객 ․법 인 제도 권리로

이해하는 견해가 립한다. 이 에서는 우리의 경우에도 독일에서 확

립된 례가 설명하는 바와 같이 방송의 자유는 개인의 표 의 자유와

는 달리 제도 성격을 갖는 자유로서 그 보호를 해서는 입법자에 의

한 형성으로서 구체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따라 논의가 개될

것이다. 그 경우 방송의 자유는 개인의 의견형성 여론형성에 기여하

는 헌법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해 방송의 독립성 원칙

의견의 다양성 원칙 등 헌법상 방송에 요구되는 기본원리에 따라 형성

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 입장에서 헌법상 방송의 자유에 하여 형성이 요구되

는 사항이 구체 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거기에는 방송체제의 기본

유형에 한 결정을 포함하여, 공․민 방송간의 계 그 재정운

의 형태, 방송운 의 주체인 방송사업자의 법 지 , 방송에 한 국

가의 감독체계, 방송에서의 경쟁법 규율, 그리고 새로이 등장하는 뉴

미디어에 한 방송법제의 규율 여부 범 등 논란되는 여러 문제가

다루어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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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헌법이 보호하는 방송의 자유의 구체 내용 범 에 한

설명이 이 에서 요한 비 으로 다루어진다. 방송의 자유는 그 물

보호의 측면에서 방송편성의 자유를 포함하는 방송운 의 자유를 보호

한다. 그 인 보호의 측면에서 공법상의 방송사업자 민 방송사

업자 등 방송운 주체와 방송종사원에게 부여되는 보호가 언 된다. 이

와 련된 문제로서 일반 국민은 어떻게 방송의 자유를 향유하게 되는

가 하는 문제에 하여 시청자로서는 방송의 자유를 주장할 수 없으나,

방송운 허가를 신청하는 개인은 방송의 자유의 기본권존 청구권을 보

유한다는 이 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방송사업자가 갖는 방송의 자유의 구체 보호범 에

하여 다루어질 것이다. 공 방송이 향유하는 방송의 자유에 하여는

그 임무, 조직, 로그램편성 등에서 독립성과 다양성을 구 하는 법

리가 구속 으로 용된다는 계가 구체 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민

방송에 하여는 그 설립허가의 요건 차, 민 방송사업자가 보유

하는 법 지 , 그리고 로그램의 자율과 운 의 자유로서 고를 포

함하는 기업의 자유의 보호범 가 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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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방송의 자유의 법 성격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 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동조 제3항은 “통신․방송의 시설기 과 신문의 기능

을 보장하기 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방송의 자유의 법 성격에 하여는 크게 나 어 이를 개인 권리

로 보는 입장과 이를 객 ․법 인 제도 권리로 이해하는 견해가

립한다. 이러한 학설의 립은 이미 방송뿐 아니라 신문 기타 정기간

행물 등 매스 미디어의 자유의 법 성질에 한 논쟁에서 오래 부터

다루어져 왔으나,1) 방송은 이들 인쇄매체와도 다른 여러 가지의 사회

․기술 특성을 갖는다는 에서 별도의 고찰을 요하게 된다. 방송

의 자유의 본질을 어떻게 악하는가에 따라 방송법제의 여러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상이한 결론을 가져오게 됨은 물론이다.

1. 주 권리설

가. 내용

방송의 자유를 개인 권리로 보는 학자들은 이를 우선 으로 방송매

체를 설립하고 방송을 행하는 주 권리라고 보아 실제상 방송의 자

유는 방송의 설립 운 의 자유 내지는 방송기업의 자유라고 이해한

다.2)

1) 박용상, 언론의 자유와 공 과업, 교보문고(1982), 230면 이하 참조.

2) Starck, in: Mangoldt/Klein/Starck, Das Bonner Grundgesetz, 3. Aufl. 1985, Art.

5 Abs. 1, 2 Rdn.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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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 방송의 자유를 주 방어권으로 보는 주 권리설의 입장

에 의하면 방송의 자유는 단지 개인 인 표 의 자유의 일부에 불과할

뿐이며, 독자 인 것이 아니다. 즉, 표 의 자유에는 표 수단(말, , 그

림)을 선택할 자유뿐만 아니라 언론매체를 설립할 수 있는 자유와 함께

수단을 선택할 자유가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의 자유는

그 일부에 불과한 것이라고 한다.3) 따라서 방송은 표 의 자유의 기본

권실 을 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고, 주 인 의견의 자유를 한

기 보장으로서 기여해야 한다.4) 그에 의하면 애당 헌법에서 주

기본권으로서 보장되고 있는 방송의 자유는 단지 주 수의 부족이라는

기술 여건 때문에 “억제”(verschüttet) 는 “동결”(eingefroren)되어

왔을 뿐이고,5) 기술발 에 의해 가용주 수가 개발되는 경우 이러한 주

방송의 자유는 실화되어, 결국 사인에 의한 방송매체 설립의 권

리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결국 방송의 자유를 방송운

자의 자유 내지 방송기업가의 자유라고 보고, 개인도 방송의 설립

운 에 한 주 근권을 갖는 것으로 이해하는 입장을 취한다.

유럽연합은 이와 같은 주 권리설의 입장에서 유럽헌장에 규정된

방송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에 근거를 둔 커뮤니 이션의 자유로서 주

방송사업자의 자유, 즉 직업의 자유와 동일시하고 있다. 따라서 유

럽연합에서 방송의 주 자유는 인쇄매체의 자유와

3) Klein, Rundfunkrecht und Rundfunkfreiheit, Der Staat 1981, S. 195; Schmitt Glaeser,

Die Rundfunkfreiheit in der Rechtsprech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AöR 112

(1987), 216ff.

4) Scholz, Medienfreiheit und Publikumsfreiheit, in Festschrift Löffler, 1980, S. 358.

5) Kull, Verschüttung und Ausgrabung der Rundfunkfreiheit, AfP 1971 S. 98, 102;

Rudolf, Über die Zulässigkeit privaten Rundfunks, 1971 S.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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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사업자의 자유와 노선 경향의 자유를 포함하게 된다.

불링거는 주 설의 입장에 서면서도 기술발 이 비로소 방송의 자유

의 “주 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는 에서 여타의 주 설과

다른 이론구성을 취한다. 그에 의하면 주 의견의 자유라는 ‘시원

기본권’(Ausgangsgrundrecht)은 헌법상 언론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그

밖의 기본권과 더불어 하나의 통일 인 커뮤니 이션의 자유라는 기본

권을 성립시키는데, 그것은 기술발 에 따라 와 같은 통일 기본권

의 하나로서 방송의 자유를 주 권리로 포섭하게 되는 것이라고 한

다.6)

그러나 방송의 자유를 주 권리라고 보는 학자들도 부분은 거기

에 객 ․법 인 측면이 존재함을 인정하며, 이를 명시 으로 비 하

고 있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7) 그럼에도 방송의 자유를 주

방어권으로 간주하는 입장은 거기에 객 ․법 내용이 인정된다 하

더라도 그것은 우선 으로 개인의 의견의 자유라고 하는 주 권리의

보장에 기여하는 데 불과하다는 입장을 취한다.8)

방송에 있어서 다양성 원칙이 갖는 의미에 하여 주 권리설 역

시 실제로 다양성 있는 방송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정하나, 다양성의 보

장이란 방송형성을 한 출발 이라기보다는 다수의 방송매체를 허용하

는 경우 서로 경쟁하는 다수 미디어기업들의 의견경쟁에 의해 자연히

달성될 수 있는 결과일 뿐이며, 입법자가 방송법에 이

6) Bullinger, Elektronische Medien als Marktplatz der Meinungen, AöR 108 (1983)

S. 61ff.

7) Silke Ruck, Zur Unterscheidung von Ausgestaltungs- und Schrankengesetzen

im Bereich der Rundfunkfreiheit, AöR 117 (1992) S. 543 (554).

8) Klein, Rundfunkrecht und Rundfunkfreiheit, Der Staat 1981, S. 189f; Gabriel

Bräutigam, Rundfunkkompetnz und Rundfunkfreihet, 1990, S. 29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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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다양성 요청을 해 특별히 형성 규율을 하는 것은 이념 으

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입장을 취한다.9) 특정 방송매체

의 시장지배를 방지하기 해 필요한 경우라면 모든 시장에 용되는

독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 권리설은 원래 고 자유주의론자들이 취한 이론이

었으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방송의 규제완화 내지 탈규제를 기도하는

자유론자들도 이러한 입장에 의존한다.

나. 주 설에 한 비

살피건 , 방송에 의한 커뮤니 이션이 개인 표 의 자유와 다른

조건하에서 실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즉, 개인 표 의 자유가

단지 법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보장될 수 있음에 반하여, 방

송의 자유는 방송매체가 갖는 기술 ․사회 특성 때문에 그 실제

행사 실 을 해서는 입법 형성을 요하며, 그 실정법 토 로서

실체 , 조직 차 규율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의 자유를 우선 으로 주 권리로서 이해

하는 학자들은 이러한 입법자에 의한 형성법률의 필요성과 근거를 설명

할 수 없고, 이러한 형성법률의 필요성을 부인한다면 기본권실 에 필

요한 실 조건들을 제 로 마련하지 못하게 되어 문제된다. 그들은

방송을 규율하는 기존의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형성법률과 제한법

률의 속성을 구별하지 않고, 이들 모두에 하여 모두 방송의 자유에

한 제한이라고 보아 침해의 유보에 기한 과

9) Silke Ruck, Zur Unterscheidung von Ausgestaltungs- und Schrankengesetzen

im Bereich der Rundfunkfreiheit, AöR 117 (1992) 543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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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 지의 법리를 용하려 하기 때문에 합리 인 규율을 하는데 난

을 보인다. 를 들면, 방송질서의 형성을 한 법률규정들에 부담 제

한이 설정되는 경우에도 그들은 그러한 규율을 방어권으로서 방송의 자

유에 한 제한 법률로 보아 한계유보의 사상에 따라 비례성 심사에

의해 그 헌성을 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뒤

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방송에 한 헌법 요청을 이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난 을 제기한다.

2. 제도 권리설

가. 내용

그에 반해 독일의 유력 학설과 례는 방송의 자유의 객 ․법

측면을 시하여 이를 기능 기본권 내지 기여 기본권(funktionelle

bzw. dienende Grundrechte)으로서 제도 권리라고 이해하는 입장을

취한다.10)

그에 의하면 헌법상 방송의 자유는 개인 표 의 자유의 일부에 불

과한 것이 아니며, 국가의 간섭이 없다는 것만으로 실 될 수 없고,11)

주 표 의 자유와 같이 스스로 성립될 수도 없다. 제도 권리설을

취하는 학자들은 방송의 자유가 신문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의

견형성을 해 필수 인 기능을 행하는 것으로서 객 ․법 성격을

함께 가지는 제도 기본권이며, 그 실 을 해

10) Ruck, a.a.O. S. 558f; Herbert Bethge, Die Freiheit des privaten Rundfunks, Die

Öffentliche Verwaltung - August 2002 - Heft 16, S. 673 (680); BVerfGE 57, 295

(320); 95, 220 (236).

11) BVerfGE 57, 295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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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 요소를 필요로 한다는 실을 직시하여 방송의 자유는 그 실

제 행사와 향유를 해 국가의 형성 법률의 제정에 의한 실정 토

를 요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제도 방송의 자유를 실천 으로 설명하고 용한 것은 독일

의 연방헌법재 소 다. 동 재 소는 1961년 제1차 TV 결에서 방송의

객 자유를 논하면서, 방송은 개인의 의견형성과 여론 형성을 주도

하며 그에 향을 주는 매체 요인(Medium und Faktor)으로서

사회의 필수 매스커뮤니 이션 수단이 되었음을 제로 하면서 방송

매체는 인쇄매체와 비교하여 기술 으로 제한된 를 이용하고 방송

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으로 인해 소수에 그칠 수밖에 없는 방송의 특

수한 상황(Sondersituation)을 고려하여 이 제도를 통해 가능한 한 모든

사회계층의 로그램 참여로 다양한 의견이 반 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사하는 기능(dienende Funktion)으로서 방송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

고, 그러기 해서는 국가 는 사회 특정 집단으로부터의 자유가 보장

되도록 제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을 확인하 다.12)

여기에 정의된 방송의 객 자유의 본질은 헌법상 주 의견 표

의 자유에 근거를 둔, 스스로 여론을 주도하는 요인이며 동시에 개인

의 의견표 과 정보의 자유를 연결하며, 여론을 형성하는 매체로서

사하는 자유인 것이다. 연방헌법재 소가 의미하는 방송의 객 자유

는 국가에 한 방어권으로서 주 자유의 측면과 함께 여론을 형성

하는 매스커뮤니 이션 과정 자체를 기능 으로 보장하는 자유이다. 다

만, 그 주 자유는 매스커뮤니 이션 과정에 참여하는 기능

에서 주 임의성을 상실하고 단지 객

12) BVerfGE 12, 205 (24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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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형성하기 한 하 요소에 불과하여 객 자유에서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자유를 형성한다. 이와 같은 객 방송의 자유는

입법자의 법률형성권에 의해 보장되는 입법을 제로 하며, 이 과정에

서 민주사회의 질서 창출을 한 다양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방송의 자유가 제도 권리라는 은 2가지 에서 법 인 귀결을 가

져온다. 첫째, 그 행사의 기술 사회 조건에 한 과 둘째, 법

측면에서 그 실정법 구체화에 한 이 그것이다.

첫째, 실제로 방송에 의한 커뮤니 이션이 개인 표 의 자유와 다

른 조건하에서 실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매스 미디어로서 방송

은 신문 등 여타의 매스 미디어와 다르지 않으며, 방송은 그 송수단

으로서 를 사용한다는 에서 그 기술 특성은 법 으로 특수한

평가를 요하게 된다. 공공의 소유라고 생각되는 는 희소성을 가지

며, 그 에 있어서 특별한 향력을 가진다는 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 특성 때문에 방송매체는 태생 으로 과 매체로 출발하 고,

국가에 의해 설립된 공 매체의 운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는 이다.

방송은 이른바 매스 미디어로서 불특정다수의 수용자들을 상으로

문가에 의해 선별․처리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그 운 에는 엄

청난 고비용과 복잡한 문조직을 요하게 되는 결과 그 운 은 통상 소

수의 사회 향력이 큰 주체들에 의해 행사되게 되며, 방송이라는 매

스커뮤니 이션수단의 력, 문가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가 갖는 특

별한 향력 매체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에 한 높은 의존성으

로 인해 그 향력은 더욱 더 커지고, 그 남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

는 물론 사회 집단에 의해 방송이 장악됨으로써 그에 의해 일방

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한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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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구된다.13)

둘째, 이러한 방송매체의 기술 사회 상에 비추어 자유민주주의

의사결정체제를 취하는 헌법은 입법자로 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

하고 국가권력이나 사회세력으로부터 독립된 방송에 한 실정질서의

창조를 요구하고 있다.14) 독일 연방헌법재 소의 표 과 같이 “ 존하

는 다양한 의견들이 방송을 통해 가 범 하고 완 하게 표 되고

그럼으로써 포 인 정보가 제공됨”15)을 보장하기 해 여러 실체 ,

조직 차 규율이 정해져야 하며, 방송의 자유 역은 이러한 규

정들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형성은 무엇보다 방송의 자유가

가진 객 ․법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며,16) 방송의 자유가 가진

기능, 즉 의견형성의 자유 내지 여론형성을 한 기여 기능이 실

으로 구 되기 한 제조건을 창조한다.17) 그것은 방송을 통한 커뮤

니 이션 형식을 비로소 가능하게 하는 제조건인 동시에, 방송의 기

능에 한 것이다.18)

독일의 연방헌법재 소는 제3차 방송 결에서 이러한 방송의 자유의

법 성격과 함께 그 보장을 한 형성 필요성에 하여 다음과 같이

시한다.

“기본법 제5조 제1항 제2문에 헌법 으로 보장된 방송의 자유라고 하더라

도 그 효력을 발하기 해서는 법률에 의한 형성이 필요하다. 이는 방송의

13) Ruck, a.a.O. S. 546.

14) Ruck, a.a.O. S. 546.

15) BVerfGE 57, 295 (320).

16) Jarass, Grundrechte als Wertentscheidungen bzw. objektive Prinzipien in der

Rechtsprechung des Bundesverfasssungsgerichts, AöR 110 (1985), S. 363ff;

Böckenförde, Grundrechtstheorie und Grundrechtsinterpretation, NJW 1974 S.

1529ff.

17) Ruck, a.a.O. S. 546.

18) Ruck, a.a.O. S.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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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보장하라는 과업과 독특한 고유의 성격으로부터 발생한다.

a) 기본법 제5조 제1항이 보장한 바가 모두 그 듯이, 방송의 자유 역시

같은 임무에 사한다. 개인과 공공의 자유로운 의견형성의 보장으로서 단순

하게 뉴스보도나 정치 견해의 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이

든 정보제공과 의견 달이라면 모두 포함한다는 포 인 의미로 악해야

한다(연방헌법재 소 례집 12, 205〔260〕- 독일 텔 비 방송 사건; 31,

314〔326〕- 부가가치세 사건; 35, 202〔222f.〕- 바흐 사건 참조). 자유로

운 의견형성은 커뮤니 이션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한편으로 자신의 견

해를 표 하며 할 자유를 제로 하며, 다른 한편으로 그 게 표 된 견

해를 인식할 자유, 다시 말해서 스스로 정보를 수집할 자유를 한 제로

한다. 기본법 제5조 제1항은 의견표 의 자유, 의견 의 자유, 정보의 자유

를 인권으로 보장하면서, 그와 동시에 이 과정을 헌법 으로 보장하고자 노

력하고 있다. 이러한 에서 기본법 제5조 제1항은 주 권리에 한 근거

가 된다. 이와 련된 맥락에서 기본법 제5조 제1항은 의견의 자유를 체

법질서의 객 원리로 규범화하는데, 이 때 이 주 권리의 요소와 객

법 요소는 서로 조건부로 제약하며 서로 근거를 주어 의존하는 계에

있다(연방헌법재 소 례집 7, 198〔204f.〕- 뤼트 사건 참조).

헌법 으로 보장되는 자유로운 의견형성의 과정에서 방송은 그 “매체”이

면서 “요인”이다(연방헌법재 소 례집 12, 205〔260〕). 이에 따르면 방송

의 자유는 일차 으로 주 권리이며 객 법이라는 요소로서 의견형성

의 자유에 기여하는 자유이다. 즉, 방송의 자유는 매체라는 여건

하에서 이 자유를 보완하고 강화해야 할 필수 인 부분에 해당된다. 방송의

자유는 방송을 통해, 자유롭고 포 으로 의견이 형성될 수 있도록 보장해

야 한다는 과업에 기여한다.

이 과업으로 말미암아 방송의 자유에 고유한 특성과 의미가 규정된다.

방송을 통하여 개인과 공공의 자유로운 의견형성을 확보하려면, 우선 국가

의 지배와 향력으로부터 방송의 자유가 요구된다. 이러한 에서 방송의

자유는 고 자유권과 마찬가지로 방어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이것만으

로는 보장해야 할 바가 완 히 보장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단지

국가로부터 자유롭다고 해서 방송을 통한 자유롭고 포 인 의견형성이 가

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단지 부정 인 형성을 통해서는 이와 같은 과업

에 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존하는 의견의 다양성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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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폭넓고 완 하게 표 되고, 이를 통해 포 인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장하는 극 질서가 필요하다. 이를 달성하기 해서는 방송의 자

유라는 과제를 지향하며, 기본법 제5조 제1항이 보장하고자 하는 바를 실

하기에 합하도록 실체 ․조직 ․ 차 측면에서 규율할 필요가 생긴

다.”19)

나. 제도 권리설에 한 비

제도 권리설은 방송의 규제완화 내지 탈규제를 도출하려는 자유론

자들로부터 비 받는다. 그에 의하면 제도 권리설은 방송의 기능만을

시하여 방송의 자유를 임무에 구속된 기본권에 불과하다고 보아 자유

를 의무화함으로써 방송의 자유가 갖는 기본권으로서의 실질을 축시

키고, 심지어는 방송사업자의 지 를 단순한 반사 이익으로 락시키

게 되며, 이른바 형성법률이라는 개념에 의해 방송사업자에 한 제약

을 쉽게 허용하여 방송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3. 검토

헌법은 방송의 자유를 자연 자유 내지 그에 유사한 자연 자유

역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헌법은 애당 부터 국가 (前

國家的)이고 시원 (始原的)인 방송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20)

19) BVerfGE 57, 295 (320f.) 1981. 3. 16. 제3차 방송 결, 독일방송헌법 례, 독일연

방헌법재 소, 정환․변무웅 옮김, 방송문화진흥총서40, 한울(2002), 134-135면

에서 재.

20) Bethge, a.a.O. S. 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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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자유의 성격에 한 논의는 우리 헌법이 기본으로 하는 자유

민주주의 헌법상 국가의사 결정체제에 터잡아 논의되어야 한다. 국가의

사형성에 있어서 방송을 포함한 신문 등 매스 미디어가 하는 지

그 기능에 하여는 독일 헌법 례상 이미 다음과 같은 확립된 이론이

제시된 바 있다.

신문과 방송 등 매스 미디어는 여론형성 개인의 의견형성의 매체

이자 요인이다.21) 방송은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해 직 구성 의

미를 지니고 있다.22) 그러므로 방송은 그 존재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그

고유한 특성에 따라 언론매체의 공 기능 통합 작용에 참여하게

된다. 에서 본 기능에 부응하는 임무는 사법 사경제 구조를

가진 정기간행물에도 부과되고 있으며, 그에 비추어 보면 같은 구조를

가진 민 방송에게도 같은 임무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이다.23) 방송에는

여론형성에의 기여라는 헌법 으로 제된 임무가 부여되어 있으며, 이

러한 임무는 제재를 수반하는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의 강

화에 의해 기본권에 한 기 를 충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기본권의 실질이 축되는 것이 아니다.24)

제도 기본권으로 보는 경우에도 민 방송운 자들은 엄연히 방송의

자유의 주체가 되는 것이지 객 커뮤니 이션질서를 한 단순한 이

행보조자에 그치는 것은 아니며, 방송의 자유의 기여 ( 사 ) 기능이

민 방송운 자의 법 지 를 단순한 반사 이익으로 락시키는 것

도 아니다.25) 제도 배려가 아닌 개인 권리보

21) BVerfGE 12, 205 (260).

22) BVerfGE 69, 35, 202 (219).

23) BVerfGE 20, 162, (175).

24) Bethge, a.a.O. S. 677.

25) Bethge, a.a.O. S.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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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 우선하는 것이다. 다만, 민 방송이 리는 자유에는 공 방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본권주체의 인격발 는 이익추구를 주된 목

으로 하는 기본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26) 방송의 자유가 갖는 기능

․민주주의 요소들을 무시해서는 아니 된다.

한편, 방송의 자유는 국가 간섭을 소극 으로 배제해서만 되는 것

이 아니라, 규범을 통해 형성되고 법을 통해 창조되는 것이며, 그 실

을 해서는 실체 , 조직 차법 규정들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방송의 자유는 원칙 으로 법률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서 실

정법질서에 의존하며,27) 입법자는 그러한 규정들을 마련해야만 한다.

이와 같이 방송의 자유는 재산권보장과 마찬가지로 규범을 통해 형성

되고 법을 통해 창조된다. 방송에 특수한 형성유보는 이론 인 면에서

볼 때 일 되게 객 ․법 이론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에는

제도보장론, 최근에는 조직법 차법 법리론으로 논의되고 있다.28)

이 경우 방송체제의 유형을 선택하는 것은 입법자의 결정(형성)의 자

유29)에 맡겨져 있다. 이것은 기본권에 련된 본질 인 문제이기 때문

에 의회유보의 원칙이 용되는 사항이며, 그 형성의 의무를 지는 것은

입법자이다.

26) Bethge, a.a.O. S. 676; BVerfGE 87, 181 (197)

27) BVerfGE 57, 295(320); 90, 60 (88).

28) Bethge, a.a.O. S. 680.

29) BVerfGE 57, 295 (312f); 90, 60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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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방송제도의 형성

1. 형성의 필요성

가. 주 권리설

방송의 자유를 주 권리로 보는 입장에서는 이른바 형성법률이란

개념을 인정할 여지가 없고, 입법자에 의한 방송에 한 규율권한은 헌

법 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들은 방송의 자유가 우선

으로 주 권리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악하는 한, 방송운 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모든 규정들은 일반 인 기본권 제한의 한계라는 엄격

한 제한에 구속될 뿐, 그것이 형성 이든 침해 인 것이든 구별하려고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입법자는 방송운 자에 한 모든 제한, 컨

내용상 부담 인 효과를 갖는 모든 제한을 가함에 있어 과잉 지

“일반법률”의 한계를 존 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에서 본 바와

같이 형성과 제한을 구별하지 않고 어느 경우든 일률 으로 과잉 지에

의한 요건을 요한다고 볼 때에는 여러 가지 논증상의 어려움이 제기된

다.

우선 주 권리설을 취하는 압도 다수의 학자들도 확실히 방송의

자유의 기본권실 을 해 방송법상의 특별한 질서규정이나 차규정을

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먼 기본권 자원인 주 수가 부족하기 때

문에 방송운 에 한 주 권리가 실 될 수 없으며, 운 자의 선정

과 허가를 한 방송법상의 규율은 물론 다양성보장을 한 내용상의

요청까지도 필요하다는 을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와

같은 조직 차규정들은 확실히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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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유 그 자체를 규율 상으로 하는 특별한 법률상의 규정들이고

헌법상 요청되는 법률에 의한 제한의 요건이라는 법리와는 조화되기 어

려운 이 있다. 그럼에도 주 권리설에 의하면 방송법상의 규율들

은 다른 기본권제한입법, 즉 동 의 혹은 상 의 법익보호를 해 그때

그때 문제되는 기본권을 규제하는 다른 모든 기본권제한입법과 마찬가

지로 취 되기 때문에 방송에 특수한 조건을 실 하는 이러한 규율을

합리 으로 설명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다. 이상의 설명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입법자가 방송의 자유에 하여 우리 헌법 제37조 제2

항(독일의 경우에는 기본법 제5조 제2항)과 무 하게 포 인 형성권

한을 가진다는 을 부정하는 것은 상당한 이론 난 에 착하게 된

다. 그러한 입장과 결부되어 방송의 자유를 우선 으로 주 권리로

서 이해하는 것은 기본권실 의 실 조건들을 제 로 마련하지 못하

는 결과를 래하게 된다.

방송에 의한 커뮤니 이션은 개인 의견표 과는 다른 조건하에서

실 된다. 방송의 기능과 련하여 방송을 통한 커뮤니 이션 형식을

가능하게 하는 제조건이 법률로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방송질서의

형성을 한 법률규정들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며, 주 권리성을 강조

하는 논자들도 일정한 범 에서 이러한 규율의 필요성을 부인하지 못한

다.

나. 제도 권리설

그에 반해 방송의 자유를 우선 으로 객 ․법 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시각은 이론 으로 일 성 있게 형성법률과 제한법률을 구별하고

자 한다. 한편에서 형성하고 다른 한편에서 제한함은 입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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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율메카니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이한 정당화근거30)를 가지

며, 따라서 양자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31) 독일의 연방헌법재 소

역시 헌법상 방송의 자유 조항(기본법 제5조 제1항 제2문)으로부터 나

오는 입법자의 임무로서 방송의 자유를 법 으로 형성할 임무는 일반법

률에 의해 과잉 지의 원칙에 따라(독일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의해서

만) 허용되는 기본권 제한에 한 권한과 상 이 없다는 을 지 하고

있다.32) 이러한 지 은 독일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제한은 자유축

소로서의 실체를 가진 것임에 반해, 구체 형성은 기본권창조로서의

실체를 가진 행 라는 을 시사하고 있다. 허용되는 기본권형성은 결

코 기본권침해가 아니라는 것이다.33)

이와 같이 방송의 자유의 토 를 규율하는 형성 법률은 자유로운

개인 의견형성 여론형성을 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방송질서를

보장하기 한 것이다. 이것은 개인의 주 발 을 해서는 물론 민

주주의가 제 로 기능하기 한 의견 의 역에서도 기본조건이 된

다. 그러므로 이러한 법률은 설사 방송에 한 부담 규율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방송의 자유에 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34) 방

송에 의해 의견을 표 ․ 하고 의견을 형성할 수 있는 기본권은 애

당 그 형성의 기 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행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를 들면, 방송 로그램의 편성이 다양성원리에 따라야 한

다는 방송법의 규정은 방송의 자유

30) Michael Sachs, in: Sachs (Hrsg.), GG, 3. Aufl. 2002, Vor Art. 1. Rn. 78.

31) Bethge, a.a.O. S. 680.

32) BVerfGE 57, 295 (321); vgl. auch BVerfGE 95, 220 (235f).

33) Peter Lerche, HStR V, 2. Aufl. 2000, §121 Rn. 4 mit Fn. 85; Bethge, in: Sachs

(Hrsg.), GG, 3. Aufl. 2002, Art. 5. Rn. 13a.

34) BVerfGE 73, 118 (166); Jarass, Grundrechte als Wertentscheidungen bzw.

objektive Prinzipien in der Rechtsprechung des Bundesverfasssungsgerichts,

AöR 110 (1985), S. 363ff Rdn. 8,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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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음부터 다양성 요청의 조건하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것을 형

성․확인하는 것이지, 처음에 아무 제한이 없이 인정되는 방송의 자유

가 법률에 의해 제한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35)

이 게 방송의 자유는 소극 배제로만 실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방송의 자유는 실체 , 조직 차법 규정들에 의존하며, 입법자

는 그러한 규정들을 마련해야만 한다.36) 재산권보장과 유사하게37) 방송

의 자유도 규범을 통해 형성되고 법을 통해 창조된다.38)

이와 같이 자유의 실 에 그 형성 입법을 필요로 하는 것은 비단

방송의 자유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신문의 경우에도 그 기능을 보장하

기 해 입법 형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방송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헌법 제21조 제3항). 법이나 규범을 통해 구성되는 보호 역을 가진 모

든 기본권은 불가피하게 입법자를 통한 형성을 제로 한다.39) 헌법 제

23조(재산권보장) 제1항의 경우에도 주 권리로서 개인에게 귀속될

재산권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과제에 속하며,40) 나아가

컨 헌법 제36조(혼인과 가족에 한 국가보호)와 제33조(근로자의 단

결권 등)에서도 유사한 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41)

독일 연방헌법재 소는 1986. 11. 4. 니더작센주 방송법 결에서

35) Ruck, a.a.O. S. 548.

36) BVerfGE 57, 295 (320); 95, 220 (236).

37) BVerfGE 92, 26 (41).

38) BVerfGE 95, 220 (237).

39) K. Hesse,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7. Auf. 1991, Rdn. 303ff; Pierot-Schlink, Grundrechte, 6. Aufl. 1990 Rdn. 241f,

249.

40) BVerfGE 58, 300 (331).

41) Jarass, a.a.O. S. 390, 393; Böckenförde, Grundrechtstheorie und

Grundrechtsinterpretation, NJW 1974 S. 153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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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자유의 실정화 필요성에 하여 다음과 같이 시하고 있

다.42)

“방송의 자유는 기본법 제5조 제1항에서 보장한 모든 것과 동일

한 과업에 기여한다. 즉, 자유로운 개인 의견형성 여론형성

의 보장에 기여한다(BVerfGE 57, 295 (319f.)). 이 의견형성은 방

송이 “매체” “요인”으로서의 과업을 떠맡는 커뮤니 이션 과정

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방송은 가능한 한 범 하고 완 하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며, 개인과 사회집단에게 여론형성에 작

용할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자신도 스스로 의견형성과정에 참

여한다. 이것은 포 인 의미에서 이루어지는데, 의견의 형성은

뉴스 보도, 정치 논평, 는 과거․ 재․미래의 문제에 한

방송물에 의해서 뿐 아니라 방송극, 음악연주 는 오락 로그램

등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BVerfGE 59, 231 (257f.)).

이 과업의 수행에는 우선 방송이 국가의 지배나 향력 행사로

부터 자유로울 것이 요구된다. 이 같은 요구는 오직 소극 인 질서

형성을 통해서도 충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 나아가 존하

는 다양한 의사들이 방송에서 가능한 한 폭넓고 완 하게 표 될 것

을 보장하는 실정 인 질서가 필요하다.

이 같은 요구에 부응하려면 방송의 자유의 과업을 지향하는 바

로서, 기본법 제5조 제1항이 보장하는 바를 실 하기 해 한

실체 ․조직 ․ 차 규율이 필요하다. 입법자가 이 과업을 어

떻게 이행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보장조항이 설정한 한계 내에

서 입법자 스스로가 단할 사안이다(BVerfGE 57, 295 (320f.)).

입법자가 규율해야 할 사안에는 방송질서의 기본을 결정하는

문제도 포함된다. 입법자는, 그 기본 체제모델의 틀 안에서, 내

국의 각 방송 로그램이 제공하는 체 내용이 존하는 다양한

의사를 체로 반 할 수 있도록 하며, 방송이 하나의 사회집단에

의하여 장악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고려되어야 할 여러 사회세력

이 로그램 체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제반조처를 취해야 한다.

이와 같은 다양성을 보장하기 해 입법자는－1961년 2월 28일자

결(BVerfGE 12, 205 (262))에 따라 헌법 으로 문제될 수

없는 방

42) BVerfGE 73, 118 (15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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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으로서－개별 방송운 자의 기 을 통해, 고려해야 할 제 세

력의 향력이 내부 으로, 개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게 하는

방법으로 각 방송운 자가 “내부다원 ” 구조를 갖추도록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 입법자는 체 국내 방송 로그램이 존하는

의견의 다양성을 사실상 본질 으로 반 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

하는 경우라면, 다른 체제모델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 경우 입법

자가 외부 (“외부다원 ”) 다양성에 의해 방송의 자유를 창출하

고 이를 유지하고자 원한다면, 이런 해결방식을 채택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방송자유를 확보하기 하여 법률로 일정하게 규율하

는 것은 필요불가결한 작업인 것이다.

그밖에도 입법자는 최소한의 내용 균형, 공정성, 상호존 을

보장하는, 구속력 있는 지도원칙을 설정해야 한다. 한 입법자는

민 방송의 설립에 하여 규율해야 하며, 그때 모든 신청자에게

방송국 설립허가를 내 수 없는 한, 각 신청자에게 동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해주도록 선정에 하여 규율해야 하며, 국가의 제한

인 감독권을 규정하여야 한다(BVerfGE 57, 295 (324f.))”.43)

2. 형성의 기 제한

가. 헌법상 방송의 기본질서

방송이 형성에 의해 실 되는 경우 그것은 헌법이 방송에 하여 요

구하는 바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입법자는 형성의 유보를 행사

함에 있어서 방송의 자유를 실 하여 이를 보장하는 한편, 그러한 형성

을 통해 방송에 한 헌법원칙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선

방송의 헌법 지 에 부합되게 형성되어야 한다. 그 경우 방송은 신문

기타 여론형성 매체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여론

43) BVerfGE 73, 118 (154), 독일방송헌법 례, 독일연방헌법재 소, 정환․변무웅

옮김, 방송문화진흥총서40, 한울 (2002), 183-184면에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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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을 해 요구되는 커뮤니 이션질서의 기본원리에 부응할 수 있

도록 배려되어야 한다.44)

방송의 헌법 지 는 방송의 여론형성기능에 터잡는 것이다. 자유민

주주의 헌법질서 아래서 여론형성은 국가의 정책결정이 있기 의 단계

에서 조직되지 않은 국민의 정치 의사형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에

여하는 매스 미디어 의 하나인 방송은 다원 인 국민의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사가 자유롭고 공개 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설립․운 ․편

성될 것을 요한다.

첫째로, 방송은 국가의사가 형성되기 이 에 자유롭고 공개 으로 행

해지는 여론형성을 담당하기 때문에 국가권력의 간섭과 규제로부터 독

립하여야 한다는 독립성의 원칙이 귀결된다(자유주의 요청). 둘째, 방

송은 다원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제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

래서 이를 조화․통합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의 운

편성에 있어서는 일반국민 체, 즉 공공의 다양한 이해 계를 가진

각계각층이 기회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민주

주의 요청). 이 다양성 기회균등의 원칙은 국가권력의 창설과 그

정책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필수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평화

정권교체라고 하는 사회 변화의 요청에 부응하는 요한 제도 장치

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으로부터 귀결되는 독

립성의 원칙과 다양성의 원칙은 방송의 조직과 운 편성에 있어서

범 한 제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로부터 방송의 독립성(Staatsfreiheit)을 요구하는 헌법원

칙에 의하면 컨 , 국가권력이 로그램의 선정과 내용 형

44) 박용상, 방송법제론, 교보문고 (1988), 302면 헌법상 방송의 기본질서(1981, 법

률신문 제1411호 내지 1418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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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 규율을 설정하여서는 안되고, 이

를 반한 경우 헌으로 된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상 국가의사 결정

의 제로서 요구되는 다양성원칙을 충분히 담보할 수 없는 방송에

한 규율은 헌으로 생각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송체제의 결정 방송운 주체의 설립이나 조직과 련된 문

제에 연 된다.

(1) 방송의 국가독립성

방송에 한 국가의 활동을 제한하고자 하는 근거 의 하나는 방송

의 국가독립성원칙45)으로부터 나오며, 이 원칙은 언론매체의 국가독립

성이라는 포 원칙으로 발 되었다.46) 이 원칙은 정기간행물의 경우

에도 마찬가지로 용된다.47)

즉,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언론의 국가독립성 원칙은

방송의 경우에도 용된다. 방송은 국가의사가 형성되기 이 에 자유롭

고 공개 으로 행해지는 여론형성을 담당하기 때문에 국가권력의 간섭

과 규제로부터 독립하여야 한다는 에서 신문 등 다른 언론미디어와

다를 바 없다.

여론형성에서는 다원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자유롭고 공개 으로

표 됨을 요하므로 방송의 편성이나 운 역시 국가 는 한 특정 집단

이나 이익에 의해 지배되거나 향받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독립성의 원칙은 방송의 조직, 운 , 편성에 있어서 요한 지표가 된

다.

방송의 경우 이러한 독립성 원칙이 더욱 강조되는 것은 연 으로

보더라도 신문은 국가와는 무 한 사기업으로 출발하여 국가권

45) BVerfGE 31, 314 (329); 88, 25, (36); 90, 60, (88).

46) Bethge, a.a.O. S. 679.

47) BVerfGE 80, 124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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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의 계에 있어서는 검열로부터의 해방이 주요과제 음에 반하여,

방송은 연 상 국 는 공 의 체제를 취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국가권

력에 의한 정치 이용의 행이 보다 일반 이었던 계로 그에 한

책의 필요성이 강조된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방송의 독립성 요청은 우선 방송운 주체가 독립한 법인격을 가지고,

운 편성에 있어서 자율성이 보장되어 그 직업 활동과 업활동

는 재정 운 의 자율성이 제도 으로 보장될 것을 요한다. 방송운

주체가 독립한 법인격을 갖는다는 것은 민 방송법인의 경우에는 물

론이고, 공립방송의 경우에도 비록 그 설립 출자가 국가에 의해 법

률로써 행해진다고 하더라도 방송공사는 국가조직으로부터 독립된 공법

인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에서 다를 바가 없다.

종래 방송을 국가 독 사업이라고 하는 생각 아래 행정법상의 과업

으로 보려는 견해는 방송의 기능 독립성을 보 하기 하여는 법원이

나 국립 학의 경우와 같이 인 ․물 독립성만 보장한다면 설사 국가

행정 조직의 일부가 방송사업을 담당한다 하더라도 무방하다는 견해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편제를 취하는 경우 방송의 편성은 인사나

산 등 운 여하에 따라서는 국가의 간섭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여론형성 개념에 배치되는 것이다.

방송의 운 주체가 법 으로 독립한 법인격을 갖는 존재로 하는 것

만으로는 독립성 원칙을 충분히 보장해주지 못한다. 우리의 경험을 보

더라도 KBS가 국 으로부터 독립한 공사(公社)로 이 된 후에도 국가

권력의 속성을 벗어날 수 없었음은 부인할 수 없고, 독일의 경우에도

구 독일방송주식회사는 단지 외형 으로만 국고지원이 은폐되고 있는,

지극히 순수한 형태의 국 방송으로 락되었다



32

는 이 이를 반증한다.

방송의 국가독립성원칙은 국가, 특히 행정이 방송에 하여 조직

실질 인 측면에서 지배력이나 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지한다.48)

이 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결과의 하나는 국가가 자기의 의견을 마치

매체의 고유한 메시지인 것처럼 방송에 해 표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지된다는 것이다. 세계 립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는 국가는

언론매체를 상 로 내용 인 측면에서 질 심사를 행하거나, 어떤 개

별 인 내용에 해 동조 입장을 표 하거나, 혹은 다른 내용에 하

여는 불신하도록 하는 것이 지된다.49) 그러한 에서 커뮤니 이션수

단의 국가독립성이라고 하는 언론매체에 특유한 심사는 검열 지의

사상 매체는 국가와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요청(Postulat der

staatlichen Nichtidentifikation)과 합치한다.50)

방송의 독립성 원칙과 련하여 특히 문제되는 것은 국 방송의 허부

(許否)에 한 논의이다. 여론형성에 한 국가 간섭의 지는 넓게

보아 국가권력에 의한 모든 매스 미디어의 속화가 지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국 방송 역시 국가권력은 여론형성에 간섭할 수 없다는

헌법원칙에 배치되므로 우리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야 할 것이

다. 독일 연방헌법재 소는 1961년 제1차 방송 결에서 독일텔 비 유

한회사를 설립하는 연방법률은 공 인 과업인 방송을 국가의 업무로 했

다는 에서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51)

48) BVerfGE 90, 60 (88)

49) Bethge, a.a.O. S. 679.

50) Hebert Krüger, Allgemeine Staatslehre, 2. Aufl. 1966, S. 175-178.

51) BVerfGE 12, 20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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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국 방송의 지란 방송이 국가기 , 특히 일반행정기구에 의

해 운 되는 조직상의 국 제 뿐 아니라 방송편성내용이 직 는

간 으로 국가권력의 지시나 조종에 의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이 경우 지되는 국 방송은 여론형성에 련된 방송활동을

의미할 뿐, 교육방송이나 외 선 을 행하는 국제방송 등 국가기

에 부여된 기능을 수행함에 방송이 이용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지가

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국가는 공개정(公開政)의 원리에 따라 의회의 의사(議事) 기타

국가기 의 정책결정과정이나 이미 결정된 국가의 정책을 국민에게 알

릴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필요와 한계 내에서 방송을 이용하는 것

은 허용될 뿐 아니라, 나아가 그 의무까지 부담하게 된다. 특히, 선거운

동을 한 방송매체의 이용 필요성 때문에 독 기업화한 방송기업에

하여 공직선거 등의 기회에 방송시간의 배정을 요구할 국가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 제70조 내지 제

74조).52)

그러나 방송의 국가로부터 자유라는 원칙은 방송의 자유의 창출이나

존속에 기여하는 국가의 조치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조치는 헌

법이 명한 바이기도 하다.53) 그에 반해서 이 원칙은 입법자와 행정부가

방송에 하여 이 같은 원칙의 담보라는 과업에 합치하지 않거나 혹은

기본권 제한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어떤 향력이든 이를 행사하는

것을 거부한다. 이 원칙은 방송사의 로그램의 자유에도 이 같은 제한

을 가한다. 즉, 기본법 제5조 제1항 제2문은 로그램의 선정, 내용, 편

성에 한 직 인 향력은 물

52) 박용상, 표 의 자유, 암사 (2002), 390면 이하 414면 이하 참조.

53) BVerfGE 73, 118 (183); 57, 295 (320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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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로그램의 자유를 간 으로 훼손할 수 있는 향력 행사로부터

도 보호를 제공한다.54)

(2) 다양성원칙

다원 인 국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사를 표 할 수 있도록 언론계를

조직해야 한다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요청에 의하면 언론계 역시 다양

성 이론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고, 특정 이익 는 집단의 언론계 석권

(席卷)을 방지하기 하여 언론계의 권력분립과 상호견제의 체제가 유

지될 것을 요한다. 이 다양성 이론 권력 분립의 원칙은 민주주의의

기회균등원칙으로부터 귀결될 뿐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 정보의 자

유를 실 하는 필수 계기를 마련한다.

이 다양성이론은 언론 반에 통용되는 것이지만 출 에 있어서는 활

자미디어 자체가 그 설립 운 의 경비나 기술 으로 보아 다수의 기

업이 존재할 수 있고, 그 다수 존재성 자체가 다양성을 보장하는 여건

(이른바 외 다양성모델)으로 생각될 수 있음에 비하여, 방송은 그 기

술 제한과 과다한 운 비용 때문에 방송운 주체의 수가 소수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에서 특수한 평가를 요하게 된다. 이러한 방송의 특성

은 방송의 조직, 운 편성에 하여 다양성 원칙을 철하기 한

범 한 규율을 요하게 된다.

첫째, 활자매체와 매체의 계에 있어서 권력분립의 원칙은

양 매체간에 상호 분리독립이 이루어지고, 매체종류간에 억제와 균형의

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요청된다. 이것은 통 으로 언론기업의

독 에 한 가장 기본 책으로서 논하여져 온 것이고, 우리의 행

방송법도 이러한 원칙을 제도화하고 있지만(방송법 제8조 제3항 참조),

최근에 이르러서는 미국을 심으로 기술 신에

54) BVerfGE 73, 118 (184) ;59, 23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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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언론시장에 한 탈규제의 요청 때문

에 그 유지 여부가 논란되고 있다.

둘째, 방송에 있어서 의견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서는 기술의

발 과 더불어 상당한 변화가 개되어 왔다. 독일에서 발 된 체제 모

델의 유형에 의하면 ‘내 다양성(Binnenpluralismus) 모델’과 ‘외 다

양성 모델’이 거론되어 왔다. 처음에는 사회 ․기술 이유에서 독

공 방송 체제를 취하는 경우에는 그 방송운 기 내부에 다양성을 확

보할 수 있는 의사결정기 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즉, 과

화 된 운 을 피할 수 없는 방송의 경우 내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를 하여는 방송내용이 사회 각계각층의

이익을 균형 있게 표 하도록 편성하여야 함은 물론, 이러한 편성과 운

의 기 을 조직 으로 보장하기 하여 방송운 주체의 의사결정기

은 각계각층의 이익을 변할 수 있는 자로서 구성될 것을 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용주 수가 개발되어 민 방송의 설립이 가능하게 되

면 다수의 민 방송을 설립 하여 경향과 논조가 다양한 다수 방송운

자의 허용에 의해 외 다양성을 충족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게 된

다.55)

나. 형성규율의 원칙 한계

방송에 한 이상과 같은 여러 사항의 형성이 입법자의 소 임은 물

론이지만, 그 법률 형성에 있어서는 목 과 수단간의 계에 한 실

증 진단에 의해야 한다. 이 경우 채용되는 조치는 그 규율목 을 확

실하게 달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도 그것

55) 이에 한 상세한 논의는 박용상, 방송법제론, 교보문고 (1988), 302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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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달성할 충분한 개연성은 가져야 한다.56) 따라서, 를 들면 형성

법률이 방송에 하여 공 는 민 등 체제모델을 채택하는 경우

송기술의 발 등 사실 계에 하여 그러한 사정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법률상의 규율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라거나 잘못된 것으로 명

되는 경우 입법자는 사후개선의 의무를 진다.57)

기술 여건하에서 다양성을 최 한 담보할 수 있는 조치란 가용 주

수를 모두 활용하여 방송주체를 설립하게 하는 것일 것이고, 기술발

으로 가용 주 수 채 이 보다 증가하게 되면 공 독 체제에서 공․

민 병존체제로 모델을 바꾸어 개인에게도 방송운 권을 허가하게 된

방송체제의 변화가 이러한 입법 구 ․발 의 변화를 보여 다.

이러한 제에 따른다면 입법자는 형성법률에 의해 방송운 주체의

지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그러한 규율을 행함에

있어서도 그 목 은 오로지 방송에 의한 커뮤니 이션의 자유를 이롭게

한다는 형성목 에만 구속된다.58) 따라서 이러한 형성법률의 헌성 여

부는 어떠한 방송체제를 취하든 그 체제하에서 방송주체가 담당하는 기

능을 고려하여 그에게 부 한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가 여부가 심사의

기 이 된다. 방송주체에게 기능 으로 타당하지 않은 부담을 부과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규율은 형성이 부 한, 잘못된 경우로서 헌이다.59)

그러므로 그러한 규율의 헌 여부에 한 심사는 방송의 자유에 한

침해로서 비례성 심사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방송주체의 활동가능성에

한 부담이 지

56) Ruck, a.a.O. S. 549.

57) Ruck, a.a.O. S. 549; BVerfGE 73, 118 (169, 203).

58) Ruck, a.a.O. S. 550.

59) Ruck, a.a.O. S.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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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 상태와 비교할 때 체 으로 보아 어도 그와 동등한 정도

의 방송의 자유보장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로소 형성을 근거로

한 부 한 부담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단될 수 있다.60) 다만, 최 의

형성법률이 아니라 이미 형성법률에 의해 주어진 구권리( 權利)에

하여 형성의 변경을 시도하여 구권리의 제한을 결과하는 법률의 경우에

는 형성의 변경과 함께 침해가 행해지는 것이므로 그 헌 여부는 신뢰

보호 원칙에 따라 단된다.61)

이들 형성 규율은 기본권에 련된 역에서 행해지는 것으로서 기

본권의 실 을 해 본질 인 것이기 때문에 연방헌법재 소의 본질성

이론에 따른 의회유보의 원칙이 용된다.62)

이와 같은 입장에서 독일의 연방헌법재 소는 1981년 자를란트주 민

방송의 운 에 한 법률이 민 방송 도입에 한 법률 기 를 창

출하고, 방송편성에 한 지도원칙을 규범화하며, 국가감독에 하여 규

정한 부분은 헌법상 방송조항에서 도출되는 필수 요구사항, 즉 방송

질서에 한 기본지침은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요청에 부응한 것이지

만, 민 방송의 진입에 한 규정에 있어서는 경합자에 한 선정문제

에 하여 규율을 결하는 등 합헌 인 규정을 갖추고 있지 못하며, 방

송운 의 의사결정기 (방송참의회)에 해서도 사회 으로 요한 세

력들이 방송사의 기 에 충분하게 향력을 미치며 방송물 체에서 발

언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데, 이런 규율조항을 갖추지 못하 음을

이유로 이들 규율조항이 헌법 요구조건을 본질 인 부분에서 충족시

키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헌이라고 시하 다.63)

60) Ruck, a.a.O. S. 550.

61) Ruck, a.a.O. S. 551.

62) BVerfGE 47, 46 (78f); 49, 89 (126f); 57, 295 (320f) Ruck, a.a.O. S. 551.

63) BVerfGE 57, 295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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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성법률과 제한법률의 구별

형성법률과 제한법률은 여러 가지 에서 구별될 수 있다. 형성법률

은 방송의 자유를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커뮤니 이션의 자유의 이익을

해 방송 자체의 특성에서 나오는 부담을 실정화 한 것이다. 그에 반

하여 제한법률은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방

송이라는 매체의 자유와 충돌하는 법익, 즉 커뮤니 이션과는 무 한

다른 법익, 컨 개인 법익이나 국가의 안보 등의 보호에 기여하는

법률을 의미한다.64) 그러므로 형성법률과 제한법률은 서로 상이한 법익

을 보호하며, 형성의 보호법익 즉, 방송의 자유는 다른 법익을 한 제

한법률에 의해 불가피하게 제한된다.

논리 으로 보면 입법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이러한 형성유보가 실

되는 것은 차후의 단계에 해당하는 제한 법률이 등장하기 이 이

다.65) 따라서 언론매체에 특수한 미디어법상의 규범들로서 조직

차 으로 헌법 제21조 제3항의 기본권의 형성을 실 하는 규범들은

헌법 제37조에 근거한 다른 법익의 보호에 기여하는 규범들과는 엄 하

게 구별되어야 한다.

형성법률과 제한법률, 양자는 그 헌 단에 있어서도 다른 심사기

이 용된다. 제한법률의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과잉 지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 하지만, 형성법률의 경우에는 이러한 비례의

원칙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고, 단지 방송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목

을 그르치는 경우에만 헌으로 단된다.

즉, 다른 법익의 보호를 한 방송의 자유의 제한은 그 보호하려

64) Ruck, a.a.O. S. 552; BVerfGE 57, 295 (321); 73, 118 (166)

65) Bethge, a.a.O. S.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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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법익이 표 의 자유보다 우선하는 것이어야 하고, 취해질 보호조

치가 합하고 필요하며, 나아가 비례 인 것이어서 과잉 지원칙에 부

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체 으로 볼 때 방송의 자유에 한

모든 합헌 제한은 의견에 해 립 이면서 실제 조화(praktische

Konkordanz)의 원칙이 의미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것이어야만 한다.

그러나 실정 방송법질서를 형성함에 있어서 방송에 의한 커뮤니 이

션의 자유를 해 방송의 자유를 형성함에 있어서 과잉 지의 법리를

용하는 것은 합하지 않다. 과잉 지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이며, 법

률유보에 기 한 기본권침해를 통제하기 한 목 을 지니고 있다.66)

그러나 형성에 용되는 의회유보는 그와 달리 침해와 무 한 것으로서

침해의 사고(Eingriffsdenken)를 극복하여, 기본권에 련된 모든 본질

인 문제들에 한 규율을 염두에 두고 개되는 이론이다.67)

물론 이들 형성법률에는 부담 규정이 포함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방송의 자유가 실 될, 보다 큰 헌법 목 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방송의 자유에 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일설에 의하면 형성법률은

“개별 차원에서 제한 내지 부담 효과”에도 불구하고, 체 으로

보아 “객 인 의미내용이 획득”되는 경우 즉, 부담 효과에도 불구하

고 자유로운 의견형성의 진이라고 하는 방송의 자유의 목 실 이 형

성을 통해 체 으로 진되는 경우라면, 침해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

다.68) 그러나 방송이라는 자유 역에 해 처음으로 형성이 이루어져

그 내용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66) Bethge, a.a.O. S. 681.

67) BVerfGE 49, 89 (126).

68) Jarass, a.a.O. S.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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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형성은 그 부담 효과에도 불구하고 침해로서의 성격이 부인된

다. 그에 따르면 개인의 개개 주 권리는 그러한 형성을 통하여 비

로소, 그리고 오로지 형성에 따른 기 에 의해서만 성립될 수 있다. 그

에서 방송의 자유라고 하는 주 권리는 애당 부터 컨 다양성

의 요청과 같은 부담의 제한을 받는 것으로서 성립될 뿐이다.69) 이러한

사정을 보면 형성입법의 상이 되는 방송의 자유의 역에서는 처음부

터 기본권 으로 보호되는 주 인 법 지 , 특히 방송운 에 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70)

따라서 형성법률이 헌으로 되는 것은 이러한 비례의 원칙과 상 없

이, 단지 방송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목 을 그르치는 경우에만 헌으

로 단된다. 를 들면, 입법자가 형성법률에 의해 국가가 로그램의

선정과 내용 형성에 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 규율을 설정하여

국가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경우라든가, 공 독 의 과

인 방송구조를 채택하면서 방송주체의 조직과 운 에 내 다양성을 확

보하는 법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헌으로 된다.

그러나 실에 있어서 형성 규범과 제한 규범을 구분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양자가 혼재하는 상황도 존재한다. 를 들면, 청

소년 보호는 헌법 제31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하는 부모의 교육권과

헌법 제34조 제4항에 규정된 청소년보호를 한 국가의 배려의무에 의

해 헌법 차원의 법익이라고 간주되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요소들은 방

송질서를 형성하는 법률의 단계에서 이미 나타날 수 있다.

69) Hoffmann-Riem, Rundfunkrecht neben Wirtschaftsrecht, 1991, S. 73

70) Ruck, a.a.O. S.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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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청소년 보호를 한 미디어법의 규정들은 형성법률과 함께

제한법률로서 동시에 규율되는 표 인 경우에 해당한다.71) 그러므로

청소년보호는 방송에 요구되는 실정법질서의 한 부분이다. 청소년보호

를 사후제한 인 미디어질서법으로 성격규정하거나 그 실 이라고 보

아, 험방지만을 염두에 둔 언론경찰법에 한 수권의 근거라고 보는

것은 치 못하다. 오히려 방송의 자유와 청소년보호라고 하는 두 개

의 헌법 가치를 히 조화시키는 입법 규율작업이 필요하며, 조

직과 차를 통한 자유의 보장과 청소년보호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다. 따라서 공동체의 요한 심사를 의미하는 청소년보호72)는 처음부

터 이러한 실정법질서 내에 편입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사후제한 인

험방지에 있어서 뿐 아니라 방 차원에서의 청소년보호 역시 고려

된다.

4. 형성입법의 규율 상

가. 개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인 권리설의 부분은 방송에 한 형성을 독

자 인 법률범주로 보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을 제도 권

리로 보는 경우 형성법률의 개념을 인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독일연

방헌법재 소는 일 되게 형성법률의 개념을 인정하여, 제한법률과 구

별하는 입장을 취한다.73)

이제 례와 제도 권리론에 의할 경우 형성입법은 어떠한 사항

71) Bethge, a.a.O. S. 681.

72) BVerfGE 30, 336 (348); 77, 346 (356); 83, 130 (139).

73) BVerfGE 57, 295 (321); vgl. auch BVerfGE 95, 220 (23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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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규율 상으로 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입법자는 헌법 목

에 기여하는 바를 규정함에 있어 범 한 평가 형성의 재량을 가

진다. 이 형성에 우선 방송체제에 한 결정이 포함됨은 물론이고, 그밖

에 여러 국면에서 방송의 조직과 활동이 그 규율 상이 된다.

다만, 방송의 자유의 기본권이 체로 보아 규범형성의 상이고 법

률종속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로그램자율성

(편성의 자유)에 하여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도의 고찰을 요한

다.74) 다양성과 독립성 등 헌법상 방송의 기본원리를 실 하기 해 편성

에 하여 요구되는 기 을 법률로 정하는 것은 형성 법률로 볼 것이되,

내용규제에 한 법리와의 조화를 요한다.

나. 방송체제

(1) 체제 모델의 선택

방송의 자유에 한 객 ․법 이해에 따른다면 헌법은 방송체제

에 하여 원칙 으로 그 어떤 모델도 정하고 있지 않으며, 입법자의

형성권한은 미디어(매체)질서의 기본유형에 한 결정권까지도 포함한

다고 보아야 한다.75) 다양한 모델들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혹은 이들 모델 가운데서 어떤 요소들을 결합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책

임에 속한다.76) 그 경우 결정의 기 이 되는 것은 그 어떤 모델이 자유

로운 의견 여론형성을 하여 방송의 자

74) Fritz Ossenbühl, HStR III, 2. Aufl. 1996, § 62 Rn. 66 mit Fn. 177; Bethge,

(Anm.), S. 33f; Josef Isensee, HStR V., 2. Aufl. 2000, § 111 Rn. 51.

75) BVerfGE 57, 295 (321, 324f); 73, 118 (153); 83, 238 (296, 316, 326).

76) BVerfGE 83, 238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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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보장에 기여하는지 여부이다. 그 다음에 구체 인 규정들은 일

단 선택된 모델과 합치하는지에 하여 심사되어야 한다.77)

이와 같이 방송질서의 기본지침에 한 결정은 본질 인 사항으로서

입법자가 반드시 규율해야 할 사안이고, 따라서 민 방송의 도입은 법

률 인 근거와 의회의 결정이 필요하게 된다.78) 이러한 입장에서 독일

연방헌법재 소는 공 독 형태를 취하고 있던 독일의 방송체제에 하

여 그것이 국가로부터 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세력으로부터 자유롭도록

보장하는 제도 장치가 사회 각계각층 표가 참여하여 로그램의 다

양성이 보장되도록 공 방송 내에서 내 다원주의(Binnenpluralismus)

를 충족시키는 운 기구에 의해 이행되는 한, 합헌임을 선언한 바 있었

다.79)

그러나 기술 발 에 따라 가용 방송 가 확 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방송법이 이 게 공 방송 이외에 민 방송의 설립을 허용치 않는

경우 헌인가 하는 문제가 다시 논란되게 되었다. 헌법상 방송의 자유

로부터 시원 , 자생 민 방송의 자유권을 도출해내는 주 권리설

의 학자들은 공 방송의 법형식만을 인정하거나 민 화를 지하는 것

을 헌으로 간주한다.80)

그러나 제도 권리론자에 의하면 헌법은 애당 부터 국가 이며

한 시원 인 방송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어 든

입법자는 형성법률에 의해 방송설립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한다.

그에 의하면 헌법상 민 방송을 허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것이 강요

되는 것은 아니며, 방송법상 민 방송의 가능성을 규

77) Ruck, a.a.O. 561.

78) BVerfGE 54, 174 (202).

79) BVerfGE 12, 205 - 제1차 방송 결.

80) Bethge, a.a.O. S. 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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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지 않고 있다하더라도 그 자체가 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

서 언론매체질서에 한 구상에 따른 방송질서는 어떠한 형태를 취하든

일반법률에 그 기원을 두고 있을 뿐 헌법 차원의 것이 아니다.81)

이와 같이 제도설을 취하는 경우 헌법상 민 방송은 허용될 수도 있

고, 지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기술 여건이 진 되고 복수의 송채

이 이용가능해지는 경우 민 방송의 설립을 요구하는 방송운 을 희

망하는 개인들의 목소리는 법 뒷받침을 얻을 수 있다. 헌법상 방송조

항이 어도 부분 으로는 자유권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에 근거하면 헌법소원에 의해 입법자의 부작 는 해태를 다툴 수 있

고, 결국에는 헌법재 소의 구결정(Appell- Entscheidung)을 받아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유럽인권 약 제10조에 의하면 민 방송은 국제법

차원에서 그 도입이 강제되고 있다.82)

방송질서의 기본에 한 결정은 본질 인 사항으로서 입법자가 반드

시 규율해야 할 사안이지만, 입법자가 이 같은 기본 인 결정을 내리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다.83) 기 인 질서모형의 틀 안에서 방송이

하나 는 소수의 사회집단에 장악되지 않게 하며, 고려의 상이 되는

여러 세력이 제공된 방송물 체에서 자신의 의사를 발언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보장하기 하여 그 밖의 사항에 해서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84) 입법자가 이 게 방송사의 “내부 다원 ” 구조를 채

택했다면, 나아가 사실에 부합하며 존하는 다양성을 원칙 으로 고려

하여 요한 사회세력들을 확정하

81) Bethge, a.a.O. S. 678.

82) Bethge, a.a.O. S. 675.

83) BVerfGE 54, 174 (202).

84) BVerfGE 57, 295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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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비 을 부여하는 작업과 이들 사회세력이 참가한 기 의 효과 인

향력을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85)

한편, 입법자는 합한 보장조치를 통해 내국 로그램 체에서 보

아 존하는 의견의 다양성이 사실상 기본 으로 반 되도록 보장한다

면 다른 형성 형태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입법자가 외부

(“외부다원 ”) 다양성을 통하여 방송의 자유를 창출하고 보존하려고

할 경우에도 규율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 경우에도 자유의 보

장은 여 히 입법자가 책임져야 할 사항이다. 충분한 수의 주 수가 확

보되지 못한 경우에는 다수의 의견주체들이 동일한 주 수를 각각 시간

인 제한하에 사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 같은 책임에 부응할 수도

있을 것이다.86)

그 외에도 입법자는 반드시 방송물 체의 내용에 하여 구속력 있

는 기본원칙을 정립하여 최소한의 내용 균형성, 객 성, 상호존 성을

보장해야 한다.87) 방송사의 “내부다원 ” 구조에서 이런 요구는 각 방

송사의 로그램 체에 효력을 미친다. 그에 반해 “외부다원 ” 모형

아래에서 각 방송사는 엄격한 균형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 지만 각 방

송사는 사실에 부합하고, 포 이며, 진실에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하

며, 상호 존 해야 할 의무의 최소한도를 지켜야 한다는 에는 변함이

없다. 그밖에도 모든 방송사는 헌법상 표 의 자유에 한 제한에 기속

된다. 특히, 방송법률은 청소년보호에 한 조치를 간과해서는 안 된

다.88)

85) BVerfGE 57, 295 (326).

86) BVerfGE 57, 295 (326).

87) BVerfGE 12, 205 (263); 57, 295 (326).

88) BVerfGE 57, 295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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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민 간의 계

공․민 병존체제를 취하는 경우 공 방송과 민 방송간의 계에

한 규율 역시 형성법률이 다룰 요한 사항에 속한다. 이원 방송질

서 하에서 방송에 한 규제의 가능성과 한계는 주로 공 방송과 민

방송간의 계를 통해 결정된다. 양자 에서 어느 하나에 우월 지

를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양자를 동등하게 취 할 것인가에 따라 논란

이 되고 있는 일련의 구체 인 문제들, 컨 재원조달이나 주 수배

분 새로운 송신방식에의 참여 등 여러 문제에 있어서 상이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89) 즉, 공 방송과 민 방송의 기본 인 지 를 확정함으로

써 이상의 개별 인 문제들을 결정할 수 있는 제들이 도출될 수 있

다.

이에 하여 독일의 례는 우리 방송법제의 이해에 시사를 다. 독

일 연방헌법재 소의 례에 의할 경우 이원 방송질서는 원칙 으로

합헌 인 모델이다.90) 독일의 방송법제는 공 방송에게 기본 방송서

비스의 임무(Grundversorgungsaufgabe)를 부여하고 이 임무 수행을

한 공 방송의 기능 보장을 해 시청료에 의한 재정확보를 보장하고

있다. 기본 방송서비스란 국가의 면 지원이 요구되는 독일식 보편

서비스 개념으로서 국을 수신권으로 하는 , 포 내용의

로그램, 민주질서와 문화생활을 한 기능 등 3가지 요소를 내용으로

한다. 이에 하여 례는 다음과 같이 언 한다. “이원 방송체제 하

에서 필수불가결한 기본 방송서비스는 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

는 공 방송의 할업무이다. 이는 한편으로 공 방송의 지상 로그

램은 거의 모든 주민이 수신할 수 있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 민 방송

과는 달리 시청률에 의

89) Ruck, a.a.O. S. 559.

90) BVerfGE 57, 295; 73, 118; 74,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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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 측면에서 포 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부과된 과업에는 방송이 독일공화국내 민주

주의 질서에 해서, 그리고 문화생활에 해서 맡아야 할 필수 인

기능 한 포함되어 있다.”91)

시청료에 의한 재정수입이 확보되고 구조 으로 내 다원주의를 지

향하는 공 방송만이 국민에 한 이러한 기본 방송서비스

(Grundversorgung)를 이행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92) 여기서 기본

방송서비스에 포함되는 로그램으로서는 정치 정보 인 내용뿐만 아니

라 오락, 교양, 문화까지 모든 분야가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된다.93) 공

방송 특히 시청료로 재원을 조달한다는 특성은 이 기능의 측면에

서, 그리고 만인을 한 기본 방송공 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그 정

당성을 갖는다. 공 방송은 바로 이러한 과업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업을 이행하기 한 기술, 조직, 인사, 재원 등에 한 제요

건을 확실히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독일의 경우 이와 같이 이원 방송질서를 통해 창조되는 모델을 기

로 하는 방송에 한 형성은 먼 공 방송이 그 과제를 이행할 수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민 방송의 합헌성은 공 방송이 제 로 기능

할 수 있음에 달려 있고, 그러한 한에서 민 방송은 공 방송보다 하

에 선다. 고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경쟁 민 방송은 무엇보다

의 인기를 끌고 고에 유리한 로그램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본

방송서비스가 요구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94) 따라서 기본 방송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역에서 민 방송

91) BVerfGE 73, 118 (158).

92) BVerfGE 73, 118 (158f).

93) BVerfGE 74, 297.

94) BVerfGE 73, 118 (157f); 83, 238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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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제는 공 방송의 서비스를 보완하는 데 국한된다.95)

공 방송이 심이 되는 독일의 경우 공 방송의 특별한 역할은 기본

방송서비스라는 테두리 안에서 지상 방송서비스에만 국한되지 않

으며, 입법자는 이러한 기술 역을 벗어나서도, 컨 아침텔 비 방

송이나 지역 로그램 등 로그램의 확장이나 성 등 새로운 송기술

의 이용에 있어서 공 방송의 활동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이해되고

있다.96) 이러한 역에서 공 방송은 민 방송과 등한 경쟁자로 나타

난다.97) 다시 말해 이러한 역의 경우 공 방송에 해 결코 우월

지 가 보장되지는 않지만, 그 다고 공 방송이 민 방송보다 더 열악

한 지 에 놓여서도 아니 된다는 것이 독일 례의 입장이다.98)

(3) 방송의 재원조달

방송의 운 을 해 어떤 종류의 재원조달 형태를 채택하는가 하는

것도 원칙 으로 입법자가 정책 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방송질서를 결

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입법자는 자유로운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방송의 기능이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제한을 받는

다. 개별 인 재원조달의 형태는 이 같은 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

다. 수신료 는 정부 산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로그램 형

성에 정치 향력이 행사될 가능성을 열어주게 되는 반면에, 고에

의한 재원조달은 상업 이해 계가 로그램에 향력을 미치게 한다.

그에 비해서 혼합형 재원조달은 일방 인 종속성을 완화시키며, 방송사

가 보유한 로그램 형성의 자유를

95) BVerfGE 74, 297 (335).

96) Ruck, a.a.O S. 562.

97) BVerfGE 74, 297 (327ff, 333, 345).

98) BVerfGE 74, 297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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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시키는 데 합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99)

이원 방송질서를 채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원 방송체

제에서는 공 방송이 기본 방송공 이라는 과업의 수행에 지장을 주

거나, 민 방송 자체를 어렵게 하거나 더 나아가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

을 제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입법자는 방송의 재원조달과 련하여 형

성의 자유를 갖는다. 재의 이원 방송체제하에서는 기본 방송공

이라는 과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 방송이 주로 고에 재원을 의존하도

록 한다면, 이는 그 과업과 합치하지 않는다. 이는 재원조달의 형태가

로그램에 하여 미치는 부정 효과로부터 도출되는 결론이다. 고

를 내는 기업의 시각에서 보면 방송 로그램은 일차 으로 고방송의

주변 역으로 악된다. 기업의 시각에서 볼 때 고방송이 수용자에게

도달되는 여부 정도는 로그램이 얼마나 매력 인지에 따라 달라진

다. 한마디로 이는 시청률에 의해 측정된다. 고수입에 의존하는 방송

사는 시청률에 하여 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로그램을 계획할 때

에도 시청률을 우선 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세우게 된다. 그러나 이

로써 공 방송의 기본 방송공 이라는 과제에서 도출되고, 수신료로

재원조달하는 체제의 기반을 이루는 로그램 임무는 받게 된

다.100)

다. 방송사업자의 법 지 -권리와 의무

방송의 자유에 한 객 ․법 이해에 따른다면 입법자의 형성은

방송체제에 하여 기본유형의 결정권까지도 가진다. 우리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독일도 공 독 체제에서 공․민 이원방송체

99) BVerfGE 83, 238 (311)

100) BVerfGE 73, 118 (155f.); 83, 238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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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환하 다. 그리고 독일의 입법자는 이러한 이원방송체제에서

공 방송은 기본 방송서비스(Grundversorgung)의 임무를, 민 방송은

그를 보완하는 임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방송주체의 지 와 임무를 부

과하 으며, 이러한 입법 형성은 연방헌법재 소에 의해 지지되었

다.101)

독일에서는 이와 같이 이원 방송질서 모델을 기 로 공 방송이 우

선 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그러한 한에서 민 방

송은 하 에 선다고 이해되고 있다.102) 그러나 이원체제를 선택한 입법

자는 민 방송을 허가하는 경우 민 방송이 독자 으로 방송운 을 거

의 할 수 없거나 는 이를 고도로 어렵게 하는 조건이나 구조를 형성

하여서는 아니 된다.103) 이러한 고려하에서 민 방송 운 자는 이원체

제에서 기 되는 방송의 기능을 보호받으며, 형성법률에 의해 주어진

범 내에서 주 권리를 갖고 그 범 내에서 헌법 보호를 받게된

다.104) 방송에 한 형성은 일차 으로 이윤극 화를 목 으로 하는 경

제기업으로서의 방송을 한 것이 아니므로 입법자는 민 운 자의 이

익추구를 제한하는 규율을 정할 수 있으며, 다만 이러한 제한은 “민

방송운 에 해 수익성이 없게 만들 정도로” 범 하게 가해지

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105) 이 경우 “제한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재정

으로 유지될 수 있을 정도로 가격과 비용을 산출”하는 것은 방송운

자에게 임되어야 한다.106)

101) BVerfGE 57, 295; 73, 118; 74, 297.

102) Ruck, a.a.O. S. 562.

103) BVerfGE 73, 118 (157); 83, 238 (317).

104) Ruck, a.a.O. S. 562.

105) BVerfGE 73, 118 (157); 83, 238 (297).

106) Ruck, a.a.O. S.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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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방송에 한 국가의 감독

방송과 련하여 요구되는 법률 규율사항에는 국가감독권을 일정하

게 한정하여 규범화하는 것도 포함되는데, 이런 국가의 감독권은 오직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기 해 정립된 규정들이 수되도록 확보하는 과

업에만 기여해야 한다.107)

방송에 한 국가감독은 크게 보아 기술 사항에 한 것과 방송에

특수한 규율사항으로 별된다. 방송에 있어서도 공공의 이익은 효과

으로 수행될 수 있는 무선교류의 질서를 요구한다. 무선송출자의 주

수 역 분배 획정, 무선기술 에서 송출기의 소재지와 출력

강도의 지정, 송기술, 무선교류의 감독, 역 지역 통신장애

로부터 무선교류의 보호, 그리고 국제 인 합의사항의 이행에 있어서

무선교류에서 혼선이 야기되지 않도록 오직 통일 인 규율이 필수

이기 때문이다. 방송과 련한 통신(telecommunication)에 한 권한

은 송기술상의 사항 범 로 제한되므로 리 할 청이 무선국

의 허가 여부를 결정함에는 송기술 측면만이 고려되어야 한다.

방송의 운 과 로그램 편성에 한 사항의 감독에는 특수한 체제가

요구된다. 이에 한 국가의 감독권은 법규감독으로서 오직 법 조항

을 수했는지 여부만을 기 으로 삼는다. 따라서 방송에 한 통제는

법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될 수 있고, 그 때문에 법률규정

이 존재하지 않으면 국가의 감독권도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어느 경우든 사 검열로 작용하는 감독조치는 허용될 수 없다.

107) BVerfGE 12, 205 (262); 57, 295 (327).



52

즉, 정신 인 작품을 제작하거나 하기 이 에 가해지는 제한

조치, 특히 그 내용에 하여 청이 사 에 심사하고 허가하도록 종속

시키는 것이 여기에 속한다.108) 외부 통제기 은 로그램형성에 하

여 극 으로 여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음은 물론이다. 이들 기능은

로그램 통제에 한 한 원칙 으로 법을 반한 경우에만 비로소 투

입이 가능한 사후 조치에 국한되며, 그에 반해 사 단계에서 향력

을 행사할 가능성은 배제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이 외 통제는 공법상 조물로 설립된 주미디어청의

할하에 두고 있으며, 헌법재 소는 1986년 니더작센주 방송법 사건에

서 국가에 하여 법 으로 독립 치에 있어, 국가에 종속되지 아니

한 조직체가 이 통제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러한 외 통제방식에

하여 다음과 같이 합헌임을 확인한 바 있다.109)

“주방송 원회는 법인격을 갖춘 공법상 조물이다. 그는 법률

으로 제한된 범 안에서 독립 으로, 그리고 자기책임성을 갖

고 활동한다. 국가 업무가 지시에 의해 주방송 원회에 가되

어 실행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니더작센주 방송법 제27조 제1항).

통제의 권한을 보유한 기 , 즉 총회(주방송법 제32조 제1항 제5

호)의 구성원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때 공공의 이익을 변해야

한다. 이들은 어떤 임이나 지시에도 기속되지 아니한다(주방송

법 제34조 제1항). 따라서 합의제조직체는 국가의 직 행정을

맡은 기 도 아니며,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에 있어서도 결코 국가의 향력하에 있지 아니한다……

어도 26명에 이르게 될 주방송 원회 총회 내에서도 국가는

결코 상당한 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하지만 주방송법 제3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르면, 요한 사회조직과 세력이라는 범

에는 주의회에 진출한 정당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의 향력은

“이들보다 더욱 국가 인” 형태로 나타

108) BVerfGE 33, 52 (71f.).

109) BVerfGE 73, 118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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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다수당의 향력과 거의 구분되지 않으며, 이들 5명은

주의회에 의해 선출된다. 하지만 기본법 제5조가 방송의 립 인

운 자들로 구성된 기 에서 국가의 표자에게 한 지분을

허용하는 것을 지하지 않는다면(BVerfGE 12, 205〔263〕), 정당

의 표자가 주방송 원회에 참여한다고 해서 국가로부터의 향

력이 우려되는 것은 아니다. 다수당의 표자 수가 3명을 넘지 않

는다면 더욱더 우려할 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로그램 통제와

련한 니더작센주의 해결책은 방송의 국가로부터 자유라는 기본

원칙과 합치한다.”110)

독일 례가 요구하는 바에 의하면 로그램에 한 형성 규율로서

방송 로그램이 다양성 공정성 의무를 지켰는지 여부의 단 그

에 한 제재는 국가로부터 독립한 독자 인 기구에 의해 단 행사되

어야 한다.111)

다양성 균형 의무를 수하 는가를 단함에는 개별 로그램 자

체가 그 단기 이 되어야 하며, 체 로그램도 간 으로 그 단

상이 된다. 여기서 논의되는 균형성 기 은 사실상 고도로 불확정

인 것이지만, 이를 더 이상 구체화할 수도 없다. 균형을 실 한 정도에

하여는 그 유무와 경 등의 상황에 따라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지

만, 여기서는 기 치 근치에 의해 할기 에게 감독권한의 발동

여부를 정하는 것이 문제된다. 그와 같은 척도가 방송법 규정상 개별

반사항을 명료하게 지 하거나 지하는 데는 하지 못하다고 하

더라도, 와 같은 기 에 따른 균형 있는 다양성이 기본 으로 존재하

고 있는지 여부, 는 균형 있는 다양성이 구체 으로, 그리고 심각한

험에 빠져 방송의 자유를 한 보호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명할 정

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등

110) BVerfGE 73, 118 (166), 독일방송헌법 례, 독일연방헌법재 소, 정환․변무웅

옮김, 방송문화진흥총서40, 한울 (2002), 195-196면에서 재.

111) BVerfGE 73, 118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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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심사하고 단하는 것은 가능하다.112)

이러한 통제를 한 제로서 방송사의 녹화기록 고지의무뿐 아니

라 통제의 수단으로서, 특히 매우 심각하게 의견의 균형성이 깨어진 경

우에는 이에 한 지 과 이의를 공개하는 제도 통제수단이 강구될

수 있다.113)

나아가, 이러한 반사항에 한 제재가 반복되었음에도 시정되지 않

는 경우에는 허가의 철회라는 극단 제재수단도 가능하다. 이는 가장

형 이며 효과 인 법규감독의 수단이지만, 그 행사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계고를 낸 뒤에, 그리고 반복하여 반한 경우에만 내려질 수 있

다.

마. 방송에서 경쟁법 규율

공 방송사업자와 민 방송사업자간의 경쟁 계에 한 문제는 특히

논란되고 있다. 이 경우 간과해서 안될 이 있다면 방송사업자간에는

단순한 경제 측면에서의 경쟁이 아니라 문화 에서 다양성 등

요청을 보존하는 문제가 우선 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이다.

방송법에 의한 규율이 방송의 기능에 비춘 다양성 보장의 요청을 경

제 경쟁과 연계시킬 것인가의 여부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방송입

법자의 형성 임에 맡겨진 일이다. 만약 방송입법자가 경제 경쟁 모

델에 의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는 경쟁법률의 조장 (助長的) 기능을

신뢰하여 방송사업자에게도 묵시 으로 그 규정을 용하도록 할 수도

있고, 혹은 명시 으로 방송에 한 경쟁법률의 효

112) BVerfGE 73, 118 (169).

113) BVerfGE 73, 118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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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제한하는 규율을 정할 수도 있다.114) 그러나 이들 규정만으로는

방송질서의 다양성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방송입법자는 지

배 언론권력이 탄생하는 것을 막기 해 시장에 한 조치 는 그

밖의 방식으로 합한 방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115)

공․민 병존체제를 취하는 우리의 행 방송법제에는 다양성 확보

라는 에서 방송사업자 상호간의 경쟁 계를 규율하는 법률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며, 임무범 와 활동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공․민 각

사업자간에는 과도한 시청률경쟁이 문제되고 있다.

어떻든 방송법제상 특별한 규율이 존재하지 않는 한, 방송사업자 간

의 경쟁 계에 하여는 경쟁법, 즉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법률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이 용된다. 따라서 이들 경제 입법이 경쟁의 자유를

보호하기 해 방송의 자유를 제한하게 될 수도 있으나, 이들 경제법률

이 일반법률로서 자동 으로 우 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들 경제법

률을 용함에 있어서는 그가 정한 한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방송의

자유를 존 하여야 한다. 가령 기본 방송서비스를 이행하게 되어 있

는 공 방송에 해 방송법상 부여된 특혜는 시장지배 지 의 남용으

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116)

바. 기타 뉴미디어에 한 규율

커뮤니 이션 기술의 발 에 따라 방송법제는 그 자신의 규율법리를

새로이 등장한 커뮤니 이션 수단에 용할 범 와 정도에 한 결정을

필요로 하게 된다.

114) Ruck, a.a.O. S. 564.

115) Ruck, a.a.O. S. 564.

116) Ruck, a.a.O. S.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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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매체 에는 방송과 개인커뮤니 이션 양자간의 간 역에 속하

는 특수한 수단이 다양하게 발 하고 있어 그 구별과 합리 규율은 지

극히 어렵다. 종 에 개인간 커뮤니 이션으로 간주되던 송수단이 불

특정 다수인을 상 로 메시지를 달할 수 있게 되고, 방송채 의 일부

가 선택이나 주문에 의해 개인간 정보제공의 수단으로 활용되게 되어

방송과 통신의 융합 상이 일상화하고, 소 인터넷 등 신 매체에 의해

다양한 용도의 송이 가능해진 결과 이 게 다양한 기능과 용도의

송수단에 한 규율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가 방송법제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제까지 기통신(telecommunication) 분야에서

행해지는 개별 커뮤니 이션과 커뮤니 이션은 기본 으로 상

이한 기능원리에 의해 규율되었다. 개별 커뮤니 이션은 국가 사

회세력으로부터의 내용 독립을 그 특징으로 하는 것이고, 그 자유의

통 인 본질요소는 커뮤니 이션 내용에 한 국가 간섭으로부터의

자유 다. 그에 비해 신문 등 매스 미디어에 의한 ‘ 커뮤니 이

션’은 언론매체의 게이트키퍼(gatekeeper) 기능에 의해 생산된 규격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고, 그 사회 향력 때문에 그에 한 여러

가지 법 인 내용 규제가 수반되게 되었다. 특히, 방송에 의해 표되는

매스 커뮤니 이션 형태의 원거리통신은 공 인 커뮤니 이션 서비스로

이해되었고, 그 수행에 있어서는 공정성, 다양성 등 그 내용 형성에 여

러 법 인 규제가 행해졌다.117)

이 때문에 방송법제의 규율은 상세하고 엄격한 규율을 포함하게 된

것이다. 그 다면 방송법 규율을 요하는 것은 새로운 커뮤니

117) 박용상, 표 의 자유, 암사 (2002), 624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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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 수단 이러한 엄격한 규율을 요하는 매체의 범 에 한정되어

야 할 것이고, 그것은 방송의 정확한 정의에 의해 행해질 수 있다. 그

지 아니한 매체에 하여는 이러한 경직된 규율로부터 해방하여 자유의

역을 확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산업 측면에서도 시장원리에 의

한 활성화 탈규제의 요구를 충분히 반 할 필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면 이러한 필요성은 더욱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다.

방송의 규제완화 내지 탈규제를 도출하려는 자유론자들 역시 매스커

뮤니 이션 과정에 참여하는 여론형성 서비스는 방송개념으로 분류하

여 계속 엄격한 규제를 용하고, 여론형성과 무 한 개인 커뮤니

이션에 가까운 서비스는 주 자유로 악하여 규제로부터 해방하여

이를 산업 으로 육성하자고 주장한다.

독일의 경우 방송보다 히 낮지만 다소의 여론형성 요소를 부인

할 수 없는 부분의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에 하여는 방송과 개인커

뮤니 이션의 간 역에 해당하는 서비스로 방송보다 완화된 규제를

용하는 체제를 취하게 되었다. 1997년에 제정된 바덴뷔르템베르그주

의 멀티미디어법은 우선 다양성 구 의 정도를 민 방송에 한해서 평가

할 것이 아니라 뉴미디어 체를 놓고 평가해야 된다는 기본 취지 하에

뉴미디어도 서비스 속성에 따라 차별화된 개념에 의해 규제를 차별화하

는 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 법률은 여론형성 방송개념, 여론형성과

무 한 비방송, 간 역 유사방송 서비스로 개념과 규제를 차별화하

여 방송의 경제성과 산업육성을 강조하여 새로운 서비스의 규제완화와

탈규제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어 든, 방송법의 용범 를 정하는 경우 유의할 은 새로운 커뮤

니 이션 수단이 여론형성과 사회 향력에 있어서 규제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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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을 제기하는가 여부에 의할 수밖에 없다. 방송의 규제를 그와 다

른 특질을 갖는 다른 새 미디어에 용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규제의 문

제를 제기하게 될 것이고, 산업 조성이라고 하는 국가정책 차원에

서 보더라도 시장원리에 의해 자유로이 발 을 추구하는 세계 흐름에

비추어 자국 커뮤니 이션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이다. 새로운

매체가 갖는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규제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Ⅲ. 방송의 자유의 보호범

1. 물 보호범

방송의 국가로부터 자유라는 원칙은 방송의 자유의 창출이나 존속에

기여하는 국가의 조치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그러한 조치들은 헌법

이 명한 바이기도 하다.118) 그에 반해서 이 원칙은 입법자와 행정부가

방송에 하여 이 같은 원칙의 담보라는 과업에 합치하지 않거나 혹은

기본권 제한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어떤 향력이든 이를 행사하는

것을 거부한다. 이 원칙은 방송사의 로그램의 자유에도 이 같은 제한

을 가한다.119) 즉, 헌법상 방송의 자유는 로그램의 선정, 내용, 편성에

한 직 인 향력은 물론 로그램의 자유를 간 으로 훼손할 수

있는 향력 행사로부터도 보호를 제공한다.120)

118) BVerfGE 57, 295 (320ff.)

119) BVerfGE 73, 118 (183).

120) BVerfGE 59, 23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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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헌법이 방송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체에게 이

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방송의 자유는 기여하는

자유로서, 일차 으로 방송사업자의 이해 계를 한 것이 아니라, 개인

과 공공의 자유로운 의견형성이라는 이익을 확보하기 해 보장될 뿐이

다. 그런 까닭에 입법자는 이 목 의 달성을 담보하는 방식으로, 방송질

서를 형성할 의무를 부담한다. 로그램법상의 에서는 체 로그

램의 차원에서 상의 다양성은 물론 의견의 다양성이 하게 표출되

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체 로그램에 한 이들 요구사항은 입

법자가 공 방송 체제를 선택하든 민 방송체제를 선택하든 무 하게

여 히 그 효력을 미친다.121)

가. 방송운 의 자유

독일 연방헌법재 소의 례에 의하면 방송의 자유는 정보의 수집으

로부터 시작하여 뉴스 사상의 에까지 미치며, 각 방송매체가 각

기 필요로 하는 특수한 방송 비행 에까지 미친다.122) 즉, 방송의 자유

는 방송의 운 (Rundfunkveranstaltung)123)을 심으로 그 핵심 요소

로서의 로그램자율성(Programmautonmie, 편성의 자율)124)을 포함하

는 포 인(global) 자유권을 그 내용으로 한다. 방송운 의 자유는 방

송에 고유한 취재 송장비를 투입한 정보의 제공으로부터 방송의

송출 이용에까지 미치며,125) 부분 으로는 송활동을 넘어서까지

미친다. 방송운 자의 직원 선발에 한

121) BVerfGE 83, 238 (315)

122) BVerfGE 91, 125 (134f.).

123) BVerfGE 95, 220 (234); 97, 228 (268); 97, 298 (310).

124) BVerfGE 87, 191(201); 90, 60 (87); 95, 220 (234); 97, 298 (310).

125) BVerfGE 91, 125 (134f); 103, 44 (59).



60

권리도 이에 해당한다.

신문 등 정기간행물의 자유(Pressefreiheit)가 발행의 자유에만 국한되

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방송의 자유는 국가 방어권이라는

의미에서 방송운 자나 방송기업인 그 자신에게만 용되는 것은 아니

다. 기본권주체의 범 는 방송운 자의 개념을 넘어서까지 확 된다.

주의할 은 방송의 자유에 있어서는 그 기본권주체의 인격발 는

이익추구를 주된 목 으로 하는 기본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이

다.126) 방송사업자는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의 주체이며,

로그램 분야에 종사하는 방송사 직원도 방송의 자유의 주체가 되지

만, 자기개발이나 자기발 을 해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하는 자

유의 주체로서 방송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방송사업자는 자사의 임

의 목 을 해 채 을 확 할 수 없다. 즉, 방송의 자유의 주체는 제

3자를 해 사하는 자유를 향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유를 수행하

기 한 목 이 주 자유와 결부될 수 없는 것이다.

로그램의 제작은 방송의 자유를 행사할 때 필수 인 제조건을

이루는 것으로서 방송의 자유의 주요 보호 역에 속한다. 여기에는 방

송운 자 자신의 제작물은 물론이고, 외주 제작물이나 력제작물(합

작물)을 포함하며, 로그램 제작기업에의 참여도 보호된다. 방송운

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물에 하여 그 작권을 이용한다든지, 그와

같은 목 으로 제3의 기업과 력하거나 그 기업에 참가하는 것도 보

호된다. 이러한 사항은 방송의 보도와 직 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방송의 자유의 헌법상 제된 기능이 실

126) Bethge, a.a.O. S. 676; BVerfGE 87, 181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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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실 될 수 있는 재원조달에 한 기본 조건에 속하는 것이

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이 조건의 기본사항을 형성해야 할 의무를 부

담한다.127)

독일의 연방헌법재 소는 공 방송은 국민 체를 통합하는 공 과

업을 수행하며 방송은 궁극 으로 ‘일반의 사항’(Sache der

Allgemeinheit)이므로 상업 , 직업 행 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시청

료에 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본다.128)

나. 편성의 자유

방송의 자유는 그 핵심내용으로 로그램의 자유(Programmfreiheit)를

보장한다. 이것은 방송주체가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자신의 언

론 과제를 어떤 방식으로 이행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129)를

보장한다.

이 경우 “보도의 자유”는 신문 기타 정기간행물의 경우와 그 범 가

같으며, “정보와 의견은 뉴스나 정치해설은 물론 텔 비 드라마나 음

악방송을 통해서도 매개될 수 있다.”130) “단순한” 오락방송도 방송의 자

유의 기본권에 의해 보호된다.131) 연방헌법재 소가 오락과 “인포테인

먼트”(Infotainment)[정보와 오락의 합성어]에 한 기본권 보호를 일

응 요한 사회 기능과 연계시키고자 시도132)하고 있는 것 역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고방송 역시 편성의 자

127) BVerfGE 74, 297 (324f., 342, 347); 83, 238 (304).

128) BVerfGE 90, 60.

129) BVerfGE 97, 298 (310).

130) BVerfGE 35, 202 (222).

131) BVerfGE 35, 202 (222f).

132) BVerfGE 101, 361 (39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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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에 포함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으나, 그 시간, 양 등 형식 사항에

하여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업의 자유에 한 제한으로서 허용

된다.

편성의 자유가 다른 법익을 보호하는 일반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

음은 물론이다. 일반 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포르노 내용

을 내포하거나, 폭력을 묘사하거나,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것이거나, 청

소년보호의 규정에 반한 내용과 고에 한 개별 지에 반되는 내

용은 지될 수 있다. 이 경우 과잉 지의 원칙에 의해 헌 여부가 심

사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로그램운 과 로그램형성은 자유 역에 속하며, 이 자유에 의해

비로소 창조성과 자발성이 가능해지므로 그것은 포 인 법률 규율

내지 규제에 인 성격을 띤다는 것을 이유로 로그램자율성(편성

의 자유)은 일반 으로 보아 규범형성의 상도 아니고 법률종속성을

갖는 것도 아니라고 보는 학설도 있다.133)

그러나 독일의 례는 로그램의 운 형성에 해서도 형성가능

성을 인정하며, 실제로 형성사항으로서 구체 규율을 요구한다. 그에

따르면 방송 로그램의 지침에 해당되는 법률조항은 형성 규율로서

방송의 자유를 확실하게 담보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며, 오직 그에 기여

하는 한에서만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이들 조항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지닐 수 없으며, 그에 따라 더 이상 헌법 으로 정당화할 필요

도 없다. 이에 반해서 어떤 규율이 방송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

라면, 그 규율은 오직 헌법의 방송 조항에 근거해서만, 는 방송의 자

유에 한 제한일 경우 직 헌법에 의해서만 허용된다.134)

133) Fritz Ossenbühl, HStR III, 2. Aufl. 1996, § 62 Rn. 66 mit Fn. 177; Bethge,

(Anm.), S. 33f; Josef Isensee, HStR V., 2. Aufl. 2000, § 111 Rn. 51.

134) BVerfGE 57, 295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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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운 자의 로그램에 련된 활동에 하여 허용되는 형성과 허

용되지 않는 포 규율간의 구별은 명확하지 못하다.135) 례에 의하

면 로그램에 한 형성 인 규율로서는 방송이 진실에 부합하고, 사

실에 기 한 포 인 정보제공을 임무로 한다고 하는 조항(니더작센주

방송법 제13조)과 존재하는 의견의 다양성을 방송에 가능한 한 폭넓게,

그리고 완 하게 반 해야 한다는 요구를 구체화하는 조항(동법 제15

조) 등이 있다.136) 물론 이러한 로그램 원칙을 지켰는지 여부 그

반에 한 제재는 독립성을 가진 기구에 의해 담당되어야 한다.

연방헌법재 소 례에 따르면 입법자는 국내에 되는 체 로

그램의 내용에 하여 지도원칙을 세우고 구속력을 갖추도록 해야 하는

데, 이때 그 지도원칙은 최소한의 내용 균형성, 객 성, 상호존 성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137) “외부다원” 모델의 경우 각개 방송사는

균형성에 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이들은 사실에 부합하며, 포

이고도 진실에 기 한 정보를 제공하며, 최소한의 상호존 성을 지켜

야 하는 의무를 진다.138) 이러한 의무는 내국 방송사 로그램뿐 아니

라, 국외에서 송출된 로그램으로서 선별․수신한 로그램을 이블

시설에 인수․ 계되는 로그램의 경우에도 부과된다. 그러므로 입법

자는 이 로그램의 경우에도 사실에 부합하고 포 이며 진실에 기

한 정보의 제공과 최소한의 상호존 성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국외에

서 송출되며 직 수신이 가능한 로그램은 여기서 제외된다.139)

135) Bethge, a.a.O. S. 681.

136) BVerfGE 73, 118 (167).

137) BVerfGE 12, 205 (263); 57, 295 (325).

138) BVerfGE 57, 295 (326).

139) BVerfGE 73, 118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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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 보호범

가. 방송사업자

방송의 자유는 우선 방송운 의 권한이 부여된 주체에 부여된다. 여

기에는 공법인의 형태를 취하는 공 방송과 사법상 형태를 취하는 민

방송운 자가 해당한다.

(1) 공법상의 방송사업자

독일의 례는 통 으로 공법인의 기본권능력을 원칙 으로 부인하

여 왔으나, “ 외 으로 련 공법인이 기본권의 보호를 받는 생활 역

에 직 으로 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140) 외를 인정한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공법상 법인의 형식을 취하는 공 방송에 하여도 방송의

자유의 기본권 능력은 인정되어왔다. 헌법상 방송의 자유 조항으로부터

도출되는 명령, 즉 방송은 국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명령이 그러

한 방송운 자들에 하여도 용되기 때문에 방송의 자유의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141) 그에 의하면 공법 성격의 방송운 자는

방송의 자유의 기본권 주체인 동시에 방송의 기능을 집행하는 공권력의

이행자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는 자로서 이 (二重

的) 지 를 갖는다. 연방헌법재 소는 선거운동을 한 방송시간을 정당

에게 배정하는 문제와 련하여 명시 으로 이 을 인정하 다.142)

어 든, 방송의 자유의 경우에는 기본권주체의 인격발 는 이

140) BVerfGE 31, 314 (322).

141) BVerfGE 83, 238 (322).

142) BVerfGE 7, 99 (103f.); 14, 121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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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추구를 주된 목 으로 하는 기본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특히,

공 방송의 경우에는 이러한 특징이 더 하게 나타난다. 국가에 의

해 설립된 공 방송은 방송의 자유가 방송공사 등 공 방송운 주체에

게 신탁 으로(quasi treuhänderisch), 신임에 기 하여(fiduziarisch),

이타 (altruistisch)․타익추구 으로(fremdnützich) 넘겨져 있다고 논해진

다.143) 공 방송은 와 같은 제약하에서 헌법 제21조에 의한 방송의

자유의 기본권 주체가 되는 것이다.144) 그 때문에 공 방송에서 방송의

자유는 의무 기본권으로서 그 기본권의 포기나 소극 자유행사가 배

제된다.145)

그 다고 하여 방송의 자유의 기여 ( 사 ) 기능이 민 방송운 자

의 법 지 를 단순한 반사 이익으로 락시키는 것은 아니다.146)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 방송에 근무하는 소속원들은 이 방송의 자

유에 의해 헌법상 행복추구권 내지 인격의 자유발 권을 원용할 수 없

다.

(2) 민 방송사업자

방송의 자유는 이미 허가되어 있는, 즉 기존의 방송법에 근거하여 활

동하고 있는 방송운 자들에게도 용된다.147) 민 방송의 자유는 그

보유자, 즉 민 방송사업자에게 그 고유의 기본권으로서 부여된다. 헌법

으로 의미 있는 방송운 자 개념에는 일반법률상의 직업상(像)이나

추상 정의가 기 이 되는 것이 아니라, 로그램형성의 핵심기능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기 이 된다.148) 따

143) Fritz Ossenbühl, DÖV, 1977 S. 381ff; Rupert Scholz, JZ, 1981, S. 564;

Friedrich Kübler, Medienverpflechtung, 1982, S. 85 mit Fn. 75.

144) BVerfGE 59, 231 (254); 78, 101 (102f.); 83, 238, (312).

145) Bethge, a.a.O. S. 677.

146) Bethge, a.a.O. S. 677.

147) BVerfGE 95, 220 (234); 97, 298 (310); vgl. auch BVerfGE 103, 44 (59).

148) Bethge, a.a.O. S. 674.



66

라서 이러한 개념을 갖추는 주체라면 그가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불문

하고 방송사업자라고 간주된다.

(3) 방송종사원 등

나아가, 신문 등 정기간행물의 자유(Pressefreiheit)가 발행의 자유에

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149) 헌법상 방송의 자유의 기본

권은 국가 방어권이라는 의미에서 법인인 방송운 자나 방송기업

인 등 그 운 자 개념을 넘어 확 된다.150) 따라서 방송 로그램 제작

에 참여하는 기자, MC, PD 등 보조인력들이 방송의 자유의 기본권을

향유하는 것은 물론, 제작자와 일반인 사이에 개기능을 담당하고 있

는 모든 법주체들( 컨 이블방송 사업자, 자 로그램 제공자)

도 방송의 자유의 기본권보호의 범 내로 편입될 수 있다.151)

그러나 여기서 이들 사인이 방송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의미

는 로그램 분야에 종사하는 방송사 직원도 방송의 자유 주체가 되지

만, 자기개발이나 자기발 을 해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하는 자유

의 주체로서 자유가 보장됨을 의미한다. 즉, 방송의 자유의 주체는 제3자를

해 사하는 자유를 향유하기 때문에 이 자유를 수행하기 한 목 이

주 자유와 결부될 수 없는 것이다.

기자 등 편성에 여하는 방송사 소속 직원의 방송책임자에

한 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방송의 ‘내 자유’는 국가로부터

의 자유가 아닌 별개의 차원에서 논의되는 개념이다.152) 기자, 피디

등 직 로그램 형성에 여하는 직원들이 방송책

149) BVerfGE 17, 346 (354).

150) Bethge, a.a.O. S. 674.

151) Bethge, a.a.O. S. 674.

152) 박용상, 표 의 자유, 암사 (2002), 83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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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자의 지시에 구속받지 않고 방송의 과업을 독립 으로 이행할

권리로서 주장되는 방송의 내 자유를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

범 에 해서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다. 이 논의에서 제될

은 에서 본 바와 같이 방송편성을 포함하는 방송운 의 자유의

기본권은 방송운 주체인 방송사업자 자체에 귀속되는 것이고, 그

실 운 은 그 의사결정의 책임을 탁받은 기 (사장 이사회

등)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며, 방송 종사원으로서 편성에 여하는

직원들은 방송의 자유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방송운 기 이 행사하

는 방송의 자유를 보조하는 입장에 서게 된다는 이다. 따라서 방

송사의 기자나 피디는 방송내용을 형성하는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서 자신들의 입장이나 경향을 추구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특히 공

방송의 경우에는 오로지 다양성 립성 원리를 지켜야 한다.

결국 공 방송에서 사장이나 기자는 구나 편성 보도와 련된

모든 작업과 활동에서 이러한 다양성과 립성 원칙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사장을 정 으로 한 편성간부의 지시권은 이러한 원칙

에 따라 이를 실 하는 방향을 취하는 경우에만 정당성을 갖게 된

다. 민 방송의 경우에도 다소 완화된 수 의 편성기 이 수되어

야 함은 물론이다. 이 경우 거될 로그램 편성에 한 여러 원칙

은 방송법의 규정과 방송 원회의 규칙 방송사의 편성지침 등으

로 구체화되어 있다.

방송사 집행간부와 편성직원이 로그램의 편성 제작에 있어

서 와 같은 편성규범의 용에 하여 이견이 생기는 경우 편성

간부의 일방 인 지시권을 제한하고, 편집 담당 직원의 양심과 소신

을 어떠한 범 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보호할 것인가 하는 것이 내

자유에서 심 으로 논의되는 문제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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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000. 1. 12. 개정된 통합방송법(법률 제6139호)은 로그램

형성에 있어서 양 집단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편성규범을 실천 으

로 수하기 한 제도로서 내 자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편

성규약제도를 명문화하게 되었다.153)

나. 일반 국민과 방송의 자유

일반 국민 개개인에게도 방송의 자유가 보장되는가? 이 문제는 오랫

동안 논란의 상이 되어왔으며, 독일의 례도 최근까지 이 문제를 확

정하지 않았었다.154) 그러나 연방헌법재 소는 마침내 방송의 자유는

공․사의 법형식과 무 하게, 그리고 방송활동의 상업성 여부와도 무

하게 방송을 운 하고 있거나 장차 방송을 운 하려는 모든 자, 그리고

방송허가를 얻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귀속된다고 확인하 다.155) 그

러나 시청자나 청취자 는 방청객 등 방송참여자는 이 기본권의 주체

가 되지 못한다.156) 이 논의는 개인이 방송을 설립할 자유를 갖는가 하

는 논란으로 이어지는 것으로서 다음에 상술한다.

(1) 시청자로서의 국민

먼 일반 시청자는 방송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시청자는 방

송서비스의 소비자이면서 는 수용자로서 일반 으로 근할 수 있는

정보원(情報源)인 방송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할 권리(정보의 자

153) 박용상, 편집권의 법 조명, 헌법논총 제12집 (2001, 헌법재 소), 192면 이하

박용상, 표 의 자유, 암사 (2002), 835면 이하 참조

154) vgl. Bullinger, Kommunikationsfreiheit im Strukturwandel der Telekommunikation,

1980; Böckenförde/Wieland, AfP 1982, 77

155) BVerfGE 95, 220 (234); 97, 298 (311f.).

156) BVerfG, NJW 1990,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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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만을 향유한다.157) 단순 공 행 (수요의 충족)는 헌법상 직업의

자유 내지 인격의 자유발 권의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158)

(2) 방송설립의 자유?

그러면 방송의 운 을 원하는 국민에게 방송의 자유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그들에게도 방송의 설립을 한 허가를 받을 권리가 헌법상 인

정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방송의 자유의 본질에 하여 주 권리설을 취하는 경우 애당

헌법에서 주 기본권으로서 보장되고 있는 방송의 자유는 단지 주

수의 부족이라는 기술 여건 때문에 “억제” 는 “동결”되어 왔을 뿐

이고,159) 기술발 에 의해 가용주 수가 개발되는 경우 이러한 주

방송의 자유는 실화되어, 결국 사인에 의한 방송매체 설립의 권리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들은 결국 방송의 자유를 방송운 자의 자

유 내지 방송기업가의 자유로서, 방송의 설립 운 에 한 주

근권으로 보는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주 권리설의 이론구성은

방송의 자유를 우선 으로 주 권리인 주 인 의견의 자유에 근

시킴으로써 운 자의 자유 내지 방송기업가의 자유라는 형식으로 방송

에 한 주 근권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 을 두고 있다.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주 권리성에 기 하여 독자 인 범주로

서 입법자의 형성권한을 반 하는 논자들의 입장에 따를 경우 사경제

으로 조직된 신문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방송기업 설립의 자유는

헌법으로부터 직 도출된다고 한다.160) 따라서 이들

157) Bethge, a.a.O. S. 674.

158) Bethge, a.a.O. S. 674.

159) Kull, Verschüttung und Ausgrabung der Rundfunkfreiheit, AfP 1971 S. 98,

102, Rudolf, Über die Zulässigkeit privaten Rundfunks, 1971 S. 21.

160) Ruck, a.a.O. S.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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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자들은 외 다원주의에 입각한 경쟁모델(außenpluralistisches

Konkurrenzmodell)을 자연 방송질서로 간주하며, 방송기업가만이 자

기 방송의 경향, 즉 내용 지향성을 결정하게 된다고 한다. 이들 견해

에 따를 경우 오로지 공법상의 조직형태만을 인정하는 것은 입법자가

방송주 수 부족을 근거로 보정 (補整的)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었던

한에 있어서만 법한 것이었고, 그 경우 기본권은 “사회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주 수 부족 상이 사라짐에 따라 모든 이해

계인은 송채 의 분배청구권을 가지게 된다.161)

그러나 제도 권리설에 의할 때 방송설립의 자유는 부인된다. 우선

자미디어에 한 근은 법 으로 규율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두

단계가 구별될 수 있다. 민 방송 운 에 한 허가만이 법률 근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민 방송을 도입할 것인가의 여부

를 결정하는 것도 입법자의 몫이다. 제도설을 취하는 경우 헌법상 민

방송이 도입될 수는 있지만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술 여건이 진 되고 복수의 송채 이 이용가능해지는

경우 민 방송의 설립을 요구하는 지원자의 목소리는 법 지원을 얻을

수 있다. 헌법상 방송조항은 어도 자유권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

문에, 이를 근거로 개인은 헌법소원을 통해 입법자의 부작 는 해태

를 다툴 수 있고, 결과 으로 연방헌법재 소의 구결정

(Appell-Entscheidung)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인권 약 제10조

에 의하면 민 방송의 도입이 강제되고 있다.162)

어 든, 방송의 자유는 민 방송운 허가를 얻기 한 신청단계에

있는 이해 계인들에게도 용된다.163) 독일 례에 의하면 공법

161) Ruck, a.a.O. S. 560.

162) Bethge, a.a.O. S. 675.

163) BVerfGE 97, 228 (313), Bethge, a.a.O. S. 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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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주체에게만 방송운 이 유보되어 있는 바이에른주의 방송체제 하

에서도 방송을 경 하려고 원하여 허가를 신청하고 있는 로그램제공

자들은 헌법상 방송의 자유 조항으로부터 나오는 “기본권존 청구

권”(Grundrechtsbeachtungsanspruch)을 향유한다고 한다.164) 그러므로

민 방송을 허가하는 법률은 균등한 근을 요구할 개인 권리를 인정

하여야 한다.165) 이에 하여 허가권을 행사하는 당국에 재량을 부여하

는 것은 헌법의 방송조항에 의해 보장되는 운 자의 편성의 자유와 합

치될 수 없다.166)

3. 공 방송

가. 개

방송체제의 결정과 나아가 공 방송의 운 , 특히 그 조직 로그

램원칙은 방송법제가 간과할 수 없는 규율사항이다. 우선 공 독 제를

취하는 경우뿐 아니라 공․민 이원주의를 취하는 경우에도 공 방송

의 임무에 한 규율뿐 아니라 그 조직과 운 이 방송의 독립성원칙과 다

양성원칙에 부응하도록 규율하는 것이 문제된다.

공 방송은 법률에 의해 설립되는 조물 형태의 공익 법인이며,

그 임무와 활동범 가 법률에 의해 정해진다. 그 임무범 는 우선 방송

의 운 과 그에 필요한 부수 역에 한정되며, 그 외의 업 활동

이나 자본투자 등 활동에는 법률의 근거가 없는 한 허용

164) Bethge, a.a.O. S. 674.

165) BVerfGE 73, 118 (153f); Bethge, a.a.O. S. 677.

166) Bethge, a.a.O. S.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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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 공 방송의 임무, 조직,

편성원칙 활동범 등에 하여 살핀다.

나. 공 방송의 임무

에서 본 바와 같이 공 방송은 기본 방송서비스를 이행하도록 규

율되어야 한다. 이것은 헌법에 있어서 국민의 모든 생활 역에

하여 기본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 을 목표로 하는 이른바

사회복지주의(社 福祉主義)의 원리가 방송 역에서 국가의 기본 의

무로 개념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구 헌법은 “국가는 모든 국

민에게 생활의 기본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 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 을 하여 필요한 범 안에서 경제에 한 규제와 조

정을 한다”고 규정하여(구 헌법 제120조 제2항) 사회복지주의를 헌법상

기본원리의 하나로 채택하 으며, 행 헌법 역시 이러한 정신을 담고

있다 ( 행 헌법 제119조 참조).

이 사회복지주의의 헌법원리는 비록 경제헌법상의 기본원리로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인간의 기 본능인 알고 싶은 욕망을 충족시키기

해서 뿐 아니라, 산업사회․정보화사회로 발 된 의 국가․사회생

활에 있어서 기본 정보의 획득은 인간다운 삶을 하기 하여 불

가결한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국가가 국민의 정보수요의 기본 수 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배려할 의무는 의심 없는 것으로 되었다.

방송의 경우, 특히 이 사회국가의 원리가 강조되는 것은 우선 연 상

의 이유에서 국가가 리를 독 하게 되었다는 이유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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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상의 이유에서 방송은 유한한 를 매체로 한다는 에 있다. 즉,

기술 제한 때문에 과 성격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방송의 경우, 특

히 그것이 국 는 공 방송의 체제를 취하는 경우 국민은 이 사회국

가의 원리에 따라 모든 국민 각계각층에 하여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반 사항에 해 정 수 의 생활능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

을 방송서비스를 통하여 요청할 수 있어야 하며, 그 결과 국가로서는

국민의 기본 생존을 하여 필요한 제도로서 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방송기 의 설립과 그에 의한 기본 방송서비스의 의무를 부담하

게 되는 것이다. 방송에 한 이러한 사회국가원리의 요청은 특히,

복지국가 교육국가의 이념에 비추어 방송 로편성에 있어서 일정 수

의 정보제공뿐 아니라 교양 오락 등 로그램의 정한 편성을 요

한다.

이러한 기본 방송서비스의 임무를 이행하는 공 방송은 헌법상 존

속 발 을 보장받는다(Bestands- und Entwicklungsgarantie).167) 이원

방송체제에서 민 방송은 방송에 한 헌법 요청에서 도출되는 고

인 방송의 임무를 완 하게 충족시키지 못하며, 그 때문에 오히려

공 방송의 존속 발 의 보장은 헌법상 요청되는 것이다.168) 이와

같은 여건 하에서 주민에 한 포 인 기본 방송공 은 공 방송의

의무이다. 이 경우 존속 발 의 보장은 바로 주민에 한 기본 방

송공 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제조건을 확보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기본 방송공 은 지상 에 의한, 존하는 기술 여건하의 서비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발 에 따라 이용가능한 송기술에 의한 서비스

공 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공 방송의 로그램 공 은 수용자

들의 새로운 심사나 새

167) BVerfGE 83, 238 (299f).

168) BVerfGE 73, 118 (15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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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형태 내용에 하여 개방 이어야 하는 것이다. 다만, 공 방

송이 어떤 새로운 기술을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자유로운 의견형

성의 매체와 요인으로서 방송의 기능이 진된다는 을 제로 한다.

공 방송의 존속 발 의 보장은 기본 방송공 이라는 과업에 구

속되며, 바로 이 과업에 의해 정당화되고 그 한계가 설정된다. 이 개념

에 의해 공 방송이 주어진 권한을 실제로 행사할 때 수해야 할 기능

측면의 기속성이 확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 방송은 그 핵심에

있어 오로지 경제 목 만 추구하며 이원 방송질서를 벗어나 민간의

기업에 하는 존재로 발 할 수는 없다.169) 와 같은 범 를 벗어

나 공 방송이 다른 리기업에 투자하거나 참여하는 것은 지되기 때

문에 공 방송이 거 한 복합기업으로 성장하거나, 멀티미디어 기업

집 과 기업연합으로 진 되는 것은 방지된다.170)

공 방송은 자기목 인 의미에서 경제 활동을 행할 수 없으며,

방송에 부과된 임무에 의해 제약된다. 따라서 공 방송은 로그램의

제작에 있어서도 경제 이용목 만을 우선시키거나 경제 이익만을

추구할 수 없다.171)

다. 공 방송의 조직

국가로부터 독립되고 다양한 이익을 반 할 수 있는 공 방송의 조직

은 그 운 주체의 의사결정을 국민 각계각층의 표들이 모여

169) BVerfGE 83, 238 (302).

170) BVerfGE 83, 238 (305).

171) BVerfGE 83, 238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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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인 운 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다. 이른바 방송의 조직

에서 내 다원주의를 실 하는 것이 이러한 요청을 실 하는 구체

방도가 된다.

이 게 방송의 운 권을 국민의 표로 구성되는 합의제기 에 맡기

는 경우에도 실제 그 기 의 구성 선출방법, 다시 말하면 어떠한 기

과 척도에 따라 표될 이익집단을 선택하여야 하는가, 는 그 집단

에서 구를 표자로 선출하는가 하는 문제는 쉽지 아니한 일이다.

여기서 가장 요한 원칙은 헌법상 기회균등의 원리에 따라 각계각층

의 이익이 표될 수 있는 방안이 추구되어야 한다는 이다. 이를

하여는 ① 일반 으로 의(代議)의 이론에서 논의되는 바와 같이 시청

자 일반, 즉 일반 인 공동사회의 체 이익을 표할 수 있는 자를

선출하는 방법과 ② 조직된 이익, 컨 노동조합, 경제인 단체, 종교

단체 등으로부터 선출된 이익 표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

다. 이러한 결정이 입법자에게 맡겨진 일임은 물론이다.

유럽 륙에서 가장 보편화된 공 방송의 조직형태는 국 모델의

경 원회(Board of Governors)제도이다. 이것은 방송의 운 을 국민

의 표로 구성되는 합의제기 에 맡겨 그에게 방송주체의 최고의사결

정권을 부여한 것으로서, 이를 이익 표의 방법에 의해 제도 으로 완

성한 것은 독일 각주 방송법상의 방송참의회(放 參議 , Rundfunkrat)

제도라고 할 수 있다.172)

독일의 경우 공 방송 운 기 (Rundfunkrat)의 구성은 사회 각 분야

의 표성을 갖는 16～77명의 원으로 구성되는데, 그 구체

172) 박용상, 방송법제론, 교보문고 (1988) 5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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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주마다 상이하지만, 체 으로 보아 경제, 문화, 교육, 종교,

학계, 스포츠를 표하는 그룹을 우선 의회가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 국

가를 표하는 원은 행정부와 의회에서 체구성 원 수에 비해 ‘

정한 수 ’에서 견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바이에른주만은 체 원

수의 1/3을 국가와 정치계 표로 확정하고 있어서 국가 향력이 더

욱 강화되어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 소는 1991년 제6차 방송 결173)에서 사회 각계각층

을 표하는 집단의 비율제 구성은 국가 는 특정 그룹으로부터의 자

유를 보장하기 해서 가능한 한 모든 집단의 의견이 반 되어 여론을

형성하는 사회통합 목 을 갖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체계

의 통합성은 각 사회 분야를 포 하는 표성의 구성비율에 이 맞

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직업 계층을 의미하는 방송사의 고용주와

근로자 계층을 이에 참여시킬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독일의 방송법상의 방송참의회(Rundfunkrat)는 방송분야에서 일반인

의 이익을 변하는 공 방송의 최고기 이며, 거의 모든 공 방송에서

방송사 사장의 선출, 선출의 추인, 로그램에 부과된 기본원칙이나 지

침의 수 여부에 한 감독, 산안의 승인 등 기본 이고 요한 권

한을 갖는다. 그밖에도 방송참의회는 방송사의 기본 인 요문제를 논

의하고 법률 반 여부를 감시하며 로그램 편성에 하여 의견을 제

시한다. 방송참의회 구성원은 일반공 을 표하여 방송사와 수용자의

체 인 이익을 고려해야 하며, 어떠한 임이나 지시에도 구속되지

아니한다(자르란트 방송법 제46b조 참조).

173) BVerfGE 83, 238f., Nordrhein-Westfalen-Urt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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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조직원리의 실정화에 하여는 국가 향력의 배제

와 다양한 기반에서 여론형성을 요하는 취지에 충분히 부응할 수 없다

는 비 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여론형성에 국가와 정치계의 의견이 사

회 세력의 일부분으로서 반 되고 기여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방송운

에 견되는 국가 표는 집권 여당의 간섭을 래하는 폐단을 가져

왔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체제는 법에 의한 국가의 간 통제를

가능하게 하여 국가의 의지에 의해 조직된 의견의 기획경제

(Meinungsplanwirtschaft)를 뒷받침하여 왔다는 에서 개방을 원

하는 자유주의자들에 의해 강력한 비 을 받아왔다.

라. 공 방송의 편성 로그램 원칙

시청료를 통한 재원조달이 보장되어 있는 공 방송의 경우에는 국민

에 한 기본 방송서비스(Grundversorgung)의 임무가 부과된다. 그

임무로서 법령상 규정되고 있는 것을 보면 공 방송은 우선 자유로운

의견형성과정의 매체 요인으로서, 그리고 공공의 일로서 방송을 운

하고 할 임무를 부담한다. 공 방송의 주된 임무는 정보제공에

있고, 그에 따라 방송에 의해 국내외의 모든 주요한 생활사에 하여

포 으로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한 임무는 정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오락 등을 포함하며, 문화․ 술․토론 분야의 기

사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임무의 이행에 있어서는 방송구역

의 지역 특성과 문화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서부독일방송법 제4

조 참조). 그리고 이 방송은 수신지역 역을 동등하게 배려하여야 한

다(동법 제3조 제1항 참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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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이 수입을 증 하거나 민 방송과 경쟁하기 해 특정한 로그

램 분야에서 후퇴하거나, 몇몇 개별 인 분야를 소홀히 하거나, 우 하

는 것은 와 같은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방송운 주체가 갖는 방송의 자유는 국민

체로부터 신탁받은 자유로서 올바른 여론형성을 해 행사되어야 할 자

유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법상의 공익 공 방송에서 로그램의 자유

역은 객 성(Objektivität), 형평성(Ausgewogenheit), 립성

(Neutralität) 탈경향성(Tendenzlosigkeit)에 구속받으며, 이를 해

이를 실 할 수 있는 조직 편성원리가 부과된다.174)

여기서 요한 개념으로 등장하는 립성이란 방송주체가 체 공동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의견과 문화 흐름을 왜곡 는 조작함이 없이

그 실제상의 비 에 따라 표 시킬 의무를 의미한다. 립성 의무는 양

인 측면에서 사회에 존재하는 실제상의 비 에 따라 의견과 사상의

흐름을 비례 으로 표 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과 질 인 측면에

서 특정 의견이나 문화 사조의 내용을 왜곡 는 조작됨이 없이 달

해야 한다는 면을 포함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방송의 립성 원칙은 불편부당성(不偏不黨性)을 의

미하며, 방송운 권은 국가권력이나 특정 사회집단 는 이익에 장악시

킬 수 없고, 그 편성에 있어서도 특정한 사상이나 이익을 옹호할 수 없

다는 원칙이 귀결된다. 이것은 신문 출 이 다수의 사기업(私 業)에

의해서 운 되고 발행인의 세계 입장에 따라 자유로이 사시(社是)

와 주의(主義)가 표방될 수 있음으로 인하여 외부 으로 경향(傾向)의

다양성이 충족됨에 반하여 방송은 이미 과 화(寡占化)된 언론을 의미

하기 때문에 공공의 모든 의견에 하여

174) BVerfGE 59, 231 (258); 73, 118 (15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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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우침 없이 호오(好惡)를 불문하고 평등한 발표의 기회가 주어지도

록 운 ․편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 립성의무는 방송운 주체, 즉 방송사업자에 부과된 의무이며,

그 상은 체 편성 로그램을 기 으로 한다. 체 로그램의 편성

이 립성의무의 기 이 되는 것이므로 컨 정당의 선거방송 는

고방송 등에 있어서는 립성이 유지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나, 기타

의 개별 로그램, 컨 토론회, 공청회 등의 로에 있어서는 수되

어야 한다.

방송사업자 소속 직원은 방송사와의 고용계약 계에 따라 방송사업자

에 부과된 립성의무를 수할 의무를 진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

주 방송법 제13조에 따르면 편집부문의 종사자는 자신이 계약한 바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범주 안에서 방송법에 규정된 과업을 수행하는데

력하며, 방송사의 책임 범 안에서 자신에게 부과된 로그램과업을

고유한 리즘 책임에 따라 수행한다. 이 경우 상 자의 지시권과 고

용계약에 의한 합의사항은 이에 계없이 유지된다.

립성의 원칙은 앞서 본 독립성의 원칙과 한 연 을 갖는 것이

지만, 후자는 방송에 한 외부 향으로부터의 차단을 의미함에 반

하여 자는 방송주체 자신의 태도에 한 요청을 의미한다. 즉, 독립성

이 보장되는 방송이 국민이나 국가의 여망(輿望)을 배반하여 그 자체가

막강한 힘을 구사하는 세력으로서 단화( 斷化)한다면 심각한 사회

․정치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립성

의 원칙은 독립성의 원칙을 제한하는 의미를 갖게 되며, 방송의 조직

과 운 편성에 한 법 규제와 방송에 한 통제 감독의

필요성에 하여 근거를 제공하는 원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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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편성에 하여 립성의 원칙이 요구하는 바는 특정 이익이나

집단을 편애(偏愛)함이 없이 모든 국민의 소리가 정한 비율로 반 될

수 있도록 방송내용을 편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학자에 따라서는 방

송국이 자신의 의사를 표 할 수 있는 권한은 부인된다는 입장을 취하

기도 한다. 방송국은 언제나 불편부당(不偏不黨)한 입장에서 특정 문제

에 하여 보도 논평하는 경우 찬반(贊反)의 입장에 하여 균형 있

는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반 인 로그램 형성에 있어

서도 기회균등의 원칙에 따라 계된 제 이익에 해 균형 있는 시

간배정이 요청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방송이 립성의 원칙으로 제한받는 결과 방송의 보도와 논평에 있어

서 공정성 객 성의 의무는 법 의무로 고양된다. 물론 신문의 경

우에 있어서도 공정성의무가 심각히 논의되고 있으나, 그것은 윤리

차원이상을 넘어설 수 없음에 비하여 방송에 있어서는 법 으로 확인된

법 의무를 의미하게 된다. 제국의 방송법이 사회정의의 , 국민의

기본권옹호, 국제친선의 증진 등 윤리강령상 일련의 의무를 법 의무

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사정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공 방송의 과업과 련하여 다양한 활동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서부독일방송법의 로그램에 한 원칙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서부독일방송법 제5조 로그램의 원칙

1. 서부독일방송이 공 하는 로그램과 새로운 서비스는 헌법에 합

한 질서를 수해야 한다. 일반법률의 조항과 청소년 개인의 명 권을

보호하는 법률의 제 규정도 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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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부독일방송은 자신의 방송물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 하고 보호

해야 한다. 한 서부독일방송은 생명, 자유 신체의 안 을 존 하며,

다른 사람의 신앙과 의사를 존 해야 한다는 의식을 더욱 강화시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 주민의 윤리 신념과 종교 신념을 존 해야 한다.

3. 서부독일방송은 국제 인 상호이해를 증진시켜야 하며, 평화와 사회

정의를 하여 경고하며, 민주주의 자유를 수호하며,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실 하도록 기여해야 하며, 진실에 한 의무를 져야 할

것이다.

4. 서부독일방송은 다음 사항을 보장한다.

가. 존하는 견해의 다양성은 물론 세계 , 정치, 학문, 술 제 분야

의 각 방향을 이루는 다양성이 공 방송의 로그램 체에서 가능한 한

폭넓고 완 하게 나타날 수 있게 함

나. 그 방송구역 내의 요한 사회세력이 공 방송의 로그램 체에

서 발언할 수 있게 함

다. 로그램 체가 특정 정당이나 집단, 이익단체, 신앙공동체나 세

계 공동체에게 편 으로 사하지 않도록 함

서부독일방송은 보도 부문에서 일반 인 요성을 지닌 논쟁 문제

를 다루는 데 한 시간을 배정해야 한다. 평가 분석을 행하는 개별

기사는 리즘 공정성에 부합해야 한다. 보도의 목 은 포 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5. 뉴스를 보도할 때에는 반드시 일반 이고, 독립 이며, 객 이어야

한다. 뉴스는 하기 에 내용, 출처, 진실 등에 하여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주의로써 심사해야 한다. 평론은 뉴스와 분명하게 구분해야 하

며, 작성자를 밝히고 논평임을 표시해야 한다.

6. 방송에서 행해지는 여론조사에 있어서는 의견을 변하도록 이행된 여

부 실제로 상응하는 의견상황이 반 된 것인지 여부를 명백히 하여야 한

다.

한편, 일차 으로 시청료를 재원으로 하는 공 방송의 경우에 불가피

하게 인정될 수밖에 없는 기본 배려의무에 비추어 보면 공 방송에서

는 로그램의 임의 세속화 내지 “자기상업화”는 그러한 임무에 배치

되는 것이어서 제한되게 된다.175) 그런 이유 때문에 세

175) Bethge, a.a.O. S.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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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는 시청률지향 로그램운 에 하여는 상황에 따라 감독

기 의 시정조치를 결과하게 할 수 있다.176)

마. 업의 자유 내지 고방송의 제한

공공기 이 원칙 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듯이 공법상의 공

방송의 경우에도 자유권 으로 보장되는 업의 자유는 인정될 수 없

다. 따라서 공 방송은 고에 하여 헌법상 직업의 자유에 의한 보호

를 향유할 수 없다. 공법상의 조물에 의한 공 방송의 경우 상업 고

의 허부(許否)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 물론 공 방송의 고방송을

지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입법자는 그 형성에 있어서 공 방송의 재

정 운 가능성을 존 하여야 할 것이다.177) 공 방송에 상업 고가

허용되는 경우 그것은 공공기 의 경제 행 라는 형식으로서 행해지

는 것이다.

바. 우리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공 방송은 기본 방송서비스의 임무를 부여받으

며, 이를 뒷받침하기 해 수신료의 강제징수의 권한이 부여되고 있다.

공․민 이원체제를 취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공 방송의 과업과 기본

지 에는 변화가 없으며, 따라서 그 조직, 운 편성에 있어서 독

일에서 논의되는 바와 같은 헌법상 방송의 기본원리를 충족시키는 규율

이 베풀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176) Bethge, a.a.O. S. 678.

177) BVerfGE 74, 297 (342).



83

우리의 경우에도 공 방송은 기본 방송서비스의 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시청료에 의해 운 재원이 보장되고 있으며, 연 상

그러한 임무를 이행하여 왔다.

그럼에도 우리의 경우 공 방송의 지 와 역할에 비추어 그 실제운

이 이에 충실한가에 하여는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는 과거 시청료거부운동에서 보여주듯이 공 방송의 편 성이 심각하게

논란된 이 있었고, 정권 교체 후에도 역시 야당 기타 집단의 격렬한

비 을 받고 있는 것에 비추어보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 주된 이유로서는 첫째, 조직에 있어서 국가로부터의 독립성이나

내 다원성을 구 할 필요 충분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지 못하다는

이 지 되지 않을 수 없다. 독일의 경우에는 민 방송의 경우에도 방송

참의회가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공공의 다원 이익을 변할 체

제를 갖추지 아니하고, 그들의 권한이 충분히 반 될 수 있도록 권한

차 규정이 결여한 경우 헌이라고 생각되고 있다.178) 하물며 공

방송이 이러한 요건을 이행치 아니한 경우 헌의 의심은 더욱 분명

해진다.

우리의 경우 KBS MBC 등 공 방송이 헌법상 요청되는 다양성

독립성의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조직과 차를 구비하 는가는 의

문시된다. 그 독 성에 비하여 그 운 기 의 내 다양성이 충분히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 방송법상 KBS의 이사회는 그 구

성과 권한에서 이러한 요청에 부응할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각

방송사에 설치․운 되고 있는 시청자 원회 역시 그 구성이나 임면의

요건, 차에 있어서 뿐 아니라 그 권한

178) BVerfGE 57, 295 (33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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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에 있어서도 방송의 운 을 결정하는 실질 기 으로 볼 수 없

고, 단지 그러한 요청을 호도(糊塗)하는 장식 기구에 불과한 것으로

규정되고 운 되어 왔기 때문이다.

둘째, 로그램 편성에 있어서도 헌법상 요구되는 기 이나 그 실

을 한 필요한 제도 장치가 법률에 규율되고 있지 않다. 독일의 사

례를 보면 이러한 로그램 원칙은 공 방송의 조직과 차의 형성에

의해 담보되어 왔다. 우리의 경우에도 기본 방송서비스를 이행하는

공 방송에서 편성의 자유는 객 성, 형평성, 립성 탈경향성에 구

속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청이 법률에 명시

되지 못하 고, 그 결과 그에 한 법규감독도 제 로 이행될 수 없었

다.

4. 민 방송

가. 개

앞서 본 바와 같이 방송체제와 련하여 다수의 민 방송사업자를 허

가하고 그에 의해 견해의 다양성을 확보할 것인지(외 다원성), 아니면

방송주체에 조직 내용 요건을 부과함으로써 견해의 다양성을 확보

할 것인지(내 다원성)는 원칙 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진 일이다.

우리는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민 병존체제를 취하여 민

방송을 허용하고 있다. 독일의 연방헌법재 소가 민 방송에 하여 요

구되는 다양성 요건을 충족키 해 언 한 바에 의하면 민 방송이 공

방송의 경우와 같은 로그램 편성기 을 따라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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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는 없지만, 그 다고 반드시 그 보다 수 이 낮아야 하는 것도

아니며,179) 여론형성과 련하여 독주세력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해 민 방송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요건에 하여 입법자가 다음과 같

은 규율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180)

- 정보의 독 을 방지할 것

- 최소한도의 내용 균형성, 문성 상호존 의 태도를 보장할

것

- 민간인과 국가의 합동방송국과 련해서는 로그램에 한 공

요구가 공동화되는 것을 방지할 것

- 국가감독의 범 를 제한할 것

- 민 방송의 설립에 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할 것

방송의 자유에는 내용 인 면에서 상이한 범 를 갖는 다양한 모습들

이 존재하며, 어느 기본권주체의 경우에나 그 과 용범 가 같을

수는 없다. 경향의 보호를 받는 민 방송의 보호범 는 경향 립성

는 탈경향성의 의무를 지고 있는 공 방송의 그것과는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범주에 속하는 방송운 자들의 자유는

헌법이론상, 즉 기본권 으로 볼 때 그 가치나 서열에 있어서 동등하다.

왜냐하면 모든 기본권 자유의 제공은 효력근거나 용의무 국법

비 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 가치나 서열에 있어 동등하기 때문이

다.181)

이와 같이 민 방송이 사 회사의 형식이나 사경제 동기에 의해

운 된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보장되는 방송의 자유가 질 으로 낮은 것

은 아니다. 사법에 의해 설립되며 사경제 구조를 가지고

179) BVerfGE 83, 238 (316).

180) BVerfGE 83, 238 (296f.); 97, 228 (257f.).

181) Bethge, a.a.O. S.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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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신문 기타 정기간행물 등 활자매체가 공익매체에 비해 그 상

에 있어 뒤진다고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 방송에 해서도 같

이 말할 수 있다. 활자매체의 경향보호182)는 자유보장의 본질 내용에

속하며, 민 방송도 그와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보는 학설도 있다.183)

나. 민 방송의 설립 허가 차

방송체제에 한 결정이 입법자의 재량범 에 속한다함은 술한 바

와 같지만, 입법자의 역할이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민 방송의 설

립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그에 의해 방송의 자유가 실제로 이행․행사될

수 있는 모든 규율을 정해야 하는 것이다. 방송운 에 하여 법원이

필수 인 것이라고 보는 것을 살펴보면, 입법자가 방송진출에 한 규

율을 마련하고, 이에 하여 심사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법치

국가 차를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184)

특히, 입법자가 방송조직에 하여 민 방송도 허용하기로 결정하

을 경우, 그 설립 운 에 한 규율 역시 입법 형성의 역에 속

함은 물론이다. 독일 연방헌법재 소에 따르면, 모든 형태의 방송법규에

서는 민 방송의 운 을 새로 허가하는 경우 헌법상 방송의 자유가 요

구하는 바를 충족시키고 있는지의 여부를 사 에 심사하는 것은 불가피

하다.185) 그리고 입법자가 방송법에서 라디오 텔 비 방송사업에

하여 허가제를 규정하는 것이 합헌임은 물

182) BVerfGE 52, 283, (296).

183) Bethge, a.a.O. S. 679.

184) BVerfGE 57, 295 (326); 73, 118 (199).

185) BVerfGE 57, 295 (326); 73, 118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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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이고,186) 허가의 할, 차, 허가의 발 ․취소․철회의 요건에

하여 규율하고, 선정원칙 방송시간 배정에 한 원칙 등을 정하는

방송법상의 규율은 헌법상 요구된 것이라고 한다.187) 하지만 이로부터

계․ 송되는 로그램에 해서도 형식을 갖춘 허가가 필수 으로

요구된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188)

허가의 발 이나 거부에 한 요건이 법률로써 확정되어야 하며, 이

러한 허가의 요건과 차는 신청자의 사업능력이나 신뢰도와 같은 일반

인 요건 이외에는 헌법상 명해지는 바와 같이 오직 방송의 자유를 보

장하는 데만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189) 허가를 철회할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다.190)

독일의 례는 처음에 의회유보의 원칙상 민 방송의 허가에 한 결

정권을 행정부에 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 다.

의회유보의 원칙과 권력분립의 원리는 입법자로 하여 국가가 조치할

수 있는 법 역에 해 스스로 테두리를 정할 것을 명하는 것이기 때문

에, 법률은 행정부의 활동을 반드시 내용 으로 규범화해야 하며, 일반

인 원칙만을 제시하는 정도로 제한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이

유 다.191)

그러나 그 후 례는 이러한 권한이 국가기 에 임될 수 있음을 천

명하고, 다만 그러기 해서는 필요한 특별한 조건을 제시하게 되었

다.192) 즉, 허가의 신청, 선정 허가의 취소․철회에 한 결정이나

이들 결정을 내리는 데 결정 인 참여의 권한이 국가의 행

186) BVerfGE 57, 295 (326f.); 73, 118 (182).

187) BVerfGE 57, 295 (326f.); BVerfGE 73, 118 (182).

188) BVerfGE 73, 118 (199).

189) BVerfGE 57, 295 (327).

190) BVerfGE 57, 295 (327).

191) BVerfGE 52, 1 (41) - 작은 농장 사건.

192) BVerfGE 73, 118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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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청에 부여되는 경우, 민 방송사의 로그램의 자유를 효과 으

로 보장하려면 엄격한 법 요구조건이 요구된다. 우선 국가기 에 행

동․ 단의 재량권이 주어져서 의견의 다양성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고

려사항들이 민간기업의 방송진출 결정을 내리는 데 향을 미치도록 해

서는 안 된다. 그와 같은 평가재량권은 구체 단에만 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 에 압력수단 는 “자기검열”로 방송진출에 심이 있

는 자나 기존의 방송사에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

그램의 내용에 한 요한 결정이라면 원칙 으로 국가의 행정 청에

어떤 재량권도 부여해서는 안 된다. 불확정 법개념을 사용하여 국가의

행정 청에 로그램의 내용 평가를 수반하거나 로그램 내용에 간

향을 미칠 수 있는 평가재량권을 부여하는 규정들은 헌이

다.193)

애당 부터 방송운 에 합하지 않은 자들이 있을 수 있다. 를 들

면, 지방자치단체는 비록 자치행정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긴 하지만, 공

권력의 보유자로서 그 자체 “국가”의 일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송

을 운 할 수 없고,194) 정당과 정당에 종속 인 기업, 인사, 단체 등은

방송운 자로서 격성을 갖지 못한다.195) 공법상 법인도 원칙 으로

허가 상에서 배제되며, 사법상 법인에게만 허가를 부여하는 것이 방

송의 국가로부터의 자유의 원칙에서 보아 타당한 규율이다. 다만, 종교

단체에 종교방송을 허용하는 경우는 다르다.

허가시 유의할 은 방송진출에 기회균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이다. 신문에 해 방송운 허가 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불평등한

조치로 정당화 근거를 갖지 못하는 헌 규정이다.196)

193) BVerfGE 73, 118 (184f.).

194) BVerfGE 73, 118 (192).

195) BVerfGE 73, 118 (191).

196) BVerfGE 73, 118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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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기타 정기간행물 기업은 오직 방송법이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

동등한 방송진출권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197) 여기에 다양성 내지

독 규제의 은 별도로 고찰되어야 한다.

례는 다양성 원칙에 충실하려는 에서 입법자는 민 방송에서도

가능한 한 높은 수 의 균형 있는 다양성에 도달하고, 이를 확보하도록

규정해야하며, 바로 이 목 에 합한 사 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한다. 따라서 민 방송에서도 소수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모든 경향

의 의견이 표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해 주어야하며, 개별 방송사나

로그램들이 여론의 형성에 하여 과도하게 균형을 깨뜨리는 일방

인 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이를 배제하여 특정 의견을 변하는

지배 세력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198)

가용(可用)의 수단이 모든 허가 신청자에게 민 방송의 진입을

허용할 수 없는 경우 이 진입규정은 평등원칙이 명하는 바에 따라 신청

자의 선정에 한 규율도 포함하여야 한다.199) 따라서 제한된 방송운

의 가능성을 부여할 우선순 를 결정하는 문제가 우연 으로 각 세력의

임의 상에 맡겨져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결정권한을 행정부의 비기

속 인 재량에 임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배치되므로 합당한 조

치가 아니다.200) 입법자는 진입의 허용 는 거부와 련한 제조건을

규정하여야 하며, 나아가 입법자는 이것을 결정할 때 거쳐야 할 법치국

가 차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이들 신청자를 평등하게 처우하기

해서라면 방송시간을 배

197) BVerfGE 73, 118 (194).

198) BVerfGE 73, 118 니더작센주 방송법 결 요지.

199) BVerfGE 57, 295 (328).

200) BVerfGE 33, 303 (345f.) - 정원제한 사건; BVerfGE 57, 295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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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수 있는 시스템과 긴 한 경우 이미 배분된 방송시간을 각 지분

에 따른 비율로 일 수 있는 체계가 채택될 수 있는 것이다. 그 게

한 경우에도 충분치 아니한 경우라거나 입법자가 각 방송사에 종합

로그램에 한 허가만을 부여하는 체계를 채택하 을 경우에는 입법자

는 신청자들에게 반드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선정원칙을 확정해야

한다.201) 이런 기회의 실화 정도는 객 으로 사실에 부합하며 개별

으로 보아도 기 가능한 기 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202)

다. 민 방송사업자의 법 지

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 합법 으로 허가받은 민 방송의 운 자

는 그 자신이 고유의 기본권으로서 방송의 자유를 향유하게 된다.

방송은 공 이든 민 이든 그 존재 형태를 막론하고, 여론 형성

개인의 의견형성의 매체이자 요인이다.203) 방송은 자유민주 기본질서

를 해 직 구성 의미를 지니고 있다.204) 그러므로 사인에 의해 운

되는 방송주체라 할지라도 그 고유한 특성에 따라 언론매체의 공

기능 통합 작용에 참여하게 된다. 민 방송에게도 사법 사경

제 구조라는 측면에서 그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신문 기타 정간물과

마찬가지로 공 과업이 부여될 수 있으며,205) 여론형성에의 기여라는

헌법 으로 제된 과업이 부여되어

201) BVerfGE 33, 303 (345); 57, 295 (328).

202) BVerfGE 43, 291 (316f.).

203) BVerfGE 12, 205 (260).

204) BVerfGE 69, 35, 202 (219).

205) BVerfGE 20, 162,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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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그 다고 하여 개인 권리보호가 제도 배려에 후퇴

하는 것은 아니다.206) 민 방송운 자들은 헌법상 방송의 자유를 보장

받으며, 그들은 객 커뮤니 이션질서를 한 단순한 이행보조자에

불과한 것은 아니고, 방송의 자유의 기여 ( 사 ) 기능이 민 방송운

자의 법 지 를 단순한 반사 이익으로 락시키는 것도 아니

다.207)

이와 같이 민 방송의 자유와 공 방송의 자유 상호간에는 기본권

으로 의미 있는 내용상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208) 민 방송 로그

램운 을 통해 표 되고 실 되는 방송의 자유는 질 인 면에서 더 낮

은 성질의 것이거나 혹은 보다 간 인 성질을 띠는 것이 아니다. 기

본권의 질에 있어서 민 운 자의 방송 로그램이 공 방송운 자의

로그램에 비해 낮은 것도 아니다.209)

그러나 민 방송이 리는 방송의 자유, 특히 방송운 은 이를 허용

하는 형성법률에 의해 입법자에 의해 결정된다. 그럼에도 입법자는 민

방송을 일단 허용한 이상 한편에서 그로부터 사익성의 요소를 박탈하

여서는 아니 되지만,210)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완 히 사 인 목 에

만 기여하는 것이어서도 아니 된다.211) 그러한 양쪽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은 형성재량을 넘어선 것이어서 헌이 될 수 있지만, 그 테두리 안

에서 구체 형성은 입법자에게 맡겨지는 것이다. 독일 연방헌법재 소

의 례도 입법자는 사 인 방송운 주체로부터 사 자치에 의한 형

성이나 결정의 기본 요소, 즉 그 고유

206) Bethge, a.a.O. S. 677.

207) Bethge, a.a.O. S. 677.

208) Bethge, a.a.O. S. 678.

209) Bethge, a.a.O. S. 678.

210) BVerfGE 73, 118 (157).

211) BVerfGE 95, 220 (234); Bethge, a.a.O. S.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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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체를 박탈할 수 없다고 명언한다.212)

따라서 이원체제를 선택한 입법자는 민 방송을 허가하는 경우 민

방송이 독자 으로 방송운 을 거의 할 수 없거나 는 이를 고도로 어

렵게 하는 조건이나 구조를 형성하여서는 아니 된다.213) 이러한 고려하

에서 민 방송 운 자는 이원체제에서 기 되는 방송의 기능을 보호받

으며, 형성법률에 의해 주어진 범 내에서 주 권리를 갖고 그 범

내에서 헌법 보호를 받게된다.214) 방송에 한 형성은 일차 으로

이윤극 화를 목 으로 하는 경제기업으로서의 방송을 한 것이 아니

므로 입법자는 민 운 자의 이익추구를 제한하는 규율을 정할 수 있으

며, 다만 이러한 제한은 “민 방송운 에 해 수익성이 없게 만

들 정도로” 범 하게 가해지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한

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재정 으로 유지될 수 있을 정도로 가격과 비용

을 산출”하는 것은 방송운 자에게 임되어야 한다.215)

라. 민 방송사업자의 로그램 편성의 자유

공․민 병존체제를 취하는 우리의 경우 공 방송이 기본 방송서

비스의 임무를 부여받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민 방송에 있어서 편성이

신문의 경우와 같이 방임될 수는 없다. 탈규제의 흐름이 강력하다고 하

더라도 진정 순수한 “시장”이 망가능한 기간 안에 실 되리라는 기

의 정도가 크지 않는 한, 민 방송에 한 규율을

212) BVerfGE 73, 118 (157, 171); 83, 238 (318, 329); 97, 228 (268).

213) BVerfGE 73, 118 (157); 83, 238 (317).

214) Ruck, a.a.O. S. 562.

215) Ruck, a.a.O. S.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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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는 것은 헌법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다.216)

독일에서 이해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상업 방송운 자가 리는 로

그램의 자유 역은 공 방송의 경우보다 더 넓다.217) 공법상의 공익 방

송운 자들은 객 성(Objektivität), 형평성(Ausgewogenheit), 립성

(Neutralität) 탈경향성(경향 립성, Tendenzlosigkeit)의 원리에 구속되

지만, 민 방송운 자들에게는 이들 기 이 동일한 강도의 구속력을 발

휘하지 못하며,218) 다만 균형 있는 다양성이라는 기본 기 만이 용되

고,219) 나아가 일정한 경향보호(Tendenzschutz)가 인정된다.220) 이와 같이

경향의 보호를 받는 민 방송의 보호범 는 경향 립성 는 탈경향성

의 의무221)를 지고 있는 공 방송의 그것과는 달리 평가되어야 한

다.222) 민 방송의 편성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균형성(Ausgewogenheit)

을 수하여야 한다는 요청223)에 구속될 뿐이다.

요한 것은 입법자가 취해야 하는 방조치가 민 방송에 있어서 가

능한 한 균형 다양성을 달성하고, 이를 확보하기에 합하도록 규정

하는 것이다.224) 그러나 이 방향제시 가치는 균형 다양성의 기본

표 치가 될 수 있을 뿐이고,225) 이 같은 척도는 컨 법 명령으로

써 어떤 보상조치와 같은 산술 으로 의견의 균형을 창출할 의무가 발

생하는 것도 아니며, 별로 요하지 않는 개별

216) BVerfGE 57, 295 (323).

217) Bethge, a.a.O. S. 674.

218) BVerfGE 83, 238 (297); 90, 60 (90).

219) BVerfGE 73, 118(159f); 83, 238 (316f).

220) Bethge, a.a.O. S. 674.

221) BVerfGE 59, 231 (258); 73, 118 (158f).

222) Bethge, a.a.O. S. 678.

223) BVerfGE 73, 118 (159f)

224) BVerfGE 57, 295 (320).

225) BVerfGE 73, 118 (160).



94

불균형의 경우까지 개입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척도는 나 지 이나 변함 없이 구체 이고 심각한 으로부터 반드

시 보 되어야 하는, 바로 그 의견의 다양성에 하여 본질 인 제 요

건을 포함하고 있다. 즉, 독일 연방헌법재 소가 의견의 다양성에 한

본질 요건으로서 요구하는 것은 소수견해를 포함하여 모든 방향의 의

견이 민 방송에서 표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개별 방송

사나 개별 로그램에서 심한 불균형에 빠졌거나 여론형성에 편 인

향력을 행사할 여지를 배제하고, 특히 의견에 한 지배 세력의 형

성을 지하는 것이라고 한다.226)

이들 요구사항이 수되지 않는다면, 어떤 경우이든 헌법상 방송의

자유에 배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입법자의 과업은 실질 인, 조직

인, 차 인 규율을 통해서 이 표 기본치를 엄격하게 철시키도

록 담보하는데 있다.227) 특히, 입법자는 기업집 의 경향에 하여 기

에, 가능한 한 효과 으로 처해야 할 의무를 진다. 이는 자칫 잘못하

여 한번 잘못된 방향으로 진 되면 원상회복하기가 무나 힘들어지기

때문이다.228)

와 같은 기본 취지에 따라 독일의 연방헌법재 소는 1986년 니더작

센주 방송법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주방송법 조항을 합헌이라고 시하

다.229)

니더작센주 방송법 제13조 로그램의 편성

1. 모든 방송사는 자신의 방송물에 하여 진실 의무를 진다.

2. 모든 방송사는 자신의 뉴스 보도에서 주요하게 련되는 사람, 집단

226) BVerfGE 73, 118 (160).

227) BVerfGE 57, 295 (320); BVerfGE 73, 118 (161) 참조.

228) BVerfGE 57, 295 (323).

229) BVerfGE 73, 118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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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 등의 견해가 하고 공정하게 배려되도록 담보해야 한다. 평

가 ․분석 개별 기사는 리즘 공정성에 부합해야 한다. 모든 정

보 로그램의 목 은 객 이고 포 으로 알림으로써 그에 의해 시

민이 독립해서 단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있다.

3. 정보나 의견형성에 의미가 있는 모든 방송물은 양심 으로 철 하게

조사해야 한다. 사실의 주장에 해서도 심사해야 한다. 평론은 뉴스와

분명하게 분리하고, 그 작자의 성명을 밝 평론임을 표시해야 한다.

제15조 균형성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법이 용되는 역 내에서 허가받은 방송운

자로서 제1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방송사의 로그램 제44조에 따라 민

방송사의 신고의무가 있는 로그램은 반드시 요한 정치 ․세계

․사회 제 세력과 집단이 이들 로그램 체로 보아 한 비 으

로 발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들 로그램은 체 으로 어떤 정당

는 집단이나 이익단체, 는 종교 신앙이나 세계 에 일방 으로

사하여서는 안 된다. 제2조에 따라 허가받은 모든 로그램은 각자 제

1문과 제2문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단 균형성이 그 밖의 다른

로그램과 결합하여 보장되는 경우에는 외로 한다.230)

마. 민 방송 사업자의 기업의 자유

민 방송의 경제 측면을 보면 그것은 리즘활동일 뿐 아니라 동

시에 경제활동이라는 양면 성격이 주목된다.231) 그러므로 민 방송사

업자는 방송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경합 으로 향유하며, 그에 하

여는 헌법상 직업의 자유가 보충 으로 용된다. 이 이 공 방송의

경우와 다른 이다. 이러한 에서 보면 민 방송은 사경제논리에

따라 운 되며 한 경제의 일부분이다. 따라서 민

230) 이상 게 독일방송헌법 례, 165-166면 참조.

231) Bethge, S.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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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은 하나의 기업으로서 이윤을 추구하며, 이러한 활동은 헌법에

의해 보호된다. 경제 으로 개인 이익을 추구한다는 이 커뮤니 이

션 기본권의 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상업방송은 헌

법에 의해 부정 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232)

민 방송은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익을 추구함에 있어 기본권 보호를

향유하므로 로그램의 형성이 이윤획득의 의도에서 는 수익성의

에서 운용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제 요소들은 방송

의 자유의 객 보장 역의 불가분의 구성요소를 이루는 것이고,

이 경우 그 역은 공익 상황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헌법에 의해 보호받는 민 방송의 기업 요소는 헌법에 따라 민 방

송운 자들에게 용되는 언론매체에 고유한 구속에서 그 한계를 발견

할 수 있다. 균등한 다양성(gleichgewichtige Vielfalt)이라는 기본

기 도 민 방송운 자들을 구속한다.233) 지배 언론권력이나 멀티미

디어 언론권력의 성립 는 정보독 의 형성은 부정되며,234) 이것은

운 자 차원의 권력집 을 방지하기 한 입법 보호조치를 가져오게

된다.235) 이상과 같은 구속의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민 방송의 경제화

는 상업화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언론의 다양성의 보증자는 시장이

아니라 국가이다.236)

232) Bethge, a.a.O. S. 675.

233) BVerfGE 73, 118 (159f).

234) BVerfGE 57, 295 (323); 73, 118 (160); 95, 163 (172); 97, 228 (258).

235) BVerfGE 97, 228 (258).

236) Bethge, a.a.O. S.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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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고방송의 규율

민 방송사업자들은 주로 고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며, 고수입에

의한 재원조달은 민 방송의 운 을 경제 으로 보장하는 합헌 방식이

다. 그러므로 상업 고는 민 방송에 불가결한 재원조달수단으로서 헌법상

방송의 객 ․법 제도보장(objektiv-rechtlichen Institutsgarantie)을 향

유하며,237) 민 방송의 경우 고를 지한다거나 그 재정 기반을

하는 정도로 고를 제한한다면 방송운 의 자유는 물론 기업의 자유의 본

질내용보장에 반되어 헌이 된다.

와 같이 민 방송운 자의 고의 자유가 기본권으로 보호된다 할

지라도 그들이 향유하는 방송의 자유가 기여 ( 사 ) 기능을 수행한

다는 을 벗어날 수는 없다.238) 민 방송에서 고방송은 오로지 이윤

획득만을 목 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물론 민 방송의 투자자에게

는 동종산업에서 일반 으로 이루어지는 정한 이윤 추구가 보장되어

야 할 것이다), 제1차 으로 커뮤니 이션활동의 재정 기반을 해 허

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방송 고가 그 내용에서 고 일반에 용되

는 모든 법 제한을 받아야 함은 물론이고, 고가 부당하게 편성부분

에 미치는 향은 차단되어야 한다( 로그램과 고의 형식 분리).

즉, 방송매체는 고매체로서 1차 으로 방송의 여론형성기능에 한

고의 향을 배제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이것은 신문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편집에 한 고주의 향을 배제하기 해 로그램과 고는

형식 인 면에서 구분되어야 하며, 공공매체로서 민 방송은 그 이외에

도 고에 한 제한이 불가피함을 알 수 있다.

237) Bethge, a.a.O. S. 676 (신문의 경우 BVerfGE 20, 162 (174); 80, 124 (133).

238) Bethge, a.a.O. S. 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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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사상의 시장에서 역할하는 각종 매체의 균형 있는 존속

발 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에 비추어 고시장 반에서 하는 고거

래의 양 조정이 필요함은 물론, 각종 매체간에 고수주를 한 공정

한 경쟁을 해서 뿐 아니라 고를 시청하는 수용자들이 받는 불편과

부담을 고려한 규율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규율이 입법자의

결정에 의한 형성법률에 담겨져야 할 사항임은 물론이다.

아무리 가용 주 수가 개발 이용되고 있다 하더라고 아직까지 지상

방송은 독과 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지상 민 방송 역시 이

러한 여건하에서 애당 부터 공공성을 유지하는 여러 조건하에서 허가

되고 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활자매체의 고 업활동에 비하여 방송

매체의 고활동에는 더 큰 규제가 불가피한 것이다. 민 방송의 고

와 련해 방송법이 요구하는 제한은 직업의 자유 조항에 기 해 이루

어지는 것으로서 직업행사에 한 정당한 규제이다. 직업의 자유라

할지라도 민 방송의 법률종속성을 뛰어 넘을 수는 없다.239)

고가 정보를 포함하는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그것은

표 의 자유로서도 보호받아야 함은 물론이다. 독일의 례도 신문 고

의 경우 고주는 헌법에 의해 표 의 자유를 보호받는다고 하며,240)

고방송에 있어서도 그러한 사정은 다름이 없다.241) 그러나 그것은 그

고 메시지를 작성 하는 고주의 입장을 주로 고려한 것이지,

고매체로서 민 방송이 향유하는 방송의 자유의 일부로서 보호는 아니

다. 고매체로서 민 방송이 행하는 고는

239) Bethge, a.a.O. S. 677.

240) BVerfGE 102, 347 (359).

241) BVerfGE 95, 173 (182) Bethge, a.a.O. S. 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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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형성에 기여할 본래의 기여 역할을 뒷받침하기 한 재정 기

반을 마련하는데 이 있을 뿐, 민 방송에 있어서는 오로지 사기업

으로서 무제한 리추구가 보호될 수는 없다.

Ⅳ. 요약 결론

1. 요약

1. 방송의 자유를 개인 권리로 보는 학자들은 이를 우선 으로 방

송매체를 설립하고 방송을 행하는 주 권리라고 보아 실제상 방송의

자유는 방송의 설립 운 의 자유 내지는 방송기업의 자유라고 이해

한다.

그러나 방송은 우선 한정된 자원인 를 사용하여 그 운 에 과다

한 비용과 거 한 인원을 요한다는 에서 기술 ․사회 특성을 가지

며, 그 때문에 과 매체의 속성을 벗어날 수 없음에도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여론형성 기능을 수행하는 매체라는 특성을 갖는다. 그

때문에 방송의 자유는 국가 간섭을 소극 으로 배제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제 로 실 ․행사될 수 있는 실정법 토 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방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독일의 유력 학설과 례는 방송의

자유의 객 ․법 측면을 시하여 이를 기능 기본권 내지 기여

기본권으로서 제도 권리라고 이해하는 입장을 취한다. 방송의 자유에

한 객 ․법 이해에 따른다면 방송의 자유는 규범을 통해 형성되

고 법을 통해 창조되는 것이며, 그 실 을 해서는 실체 , 조직

차법 규정들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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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방송의 자유는 원칙 으로 법률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서 실정

법질서에 의존하며, 입법자는 그러한 규정들을 마련해야만 한다. 그 경

우 방송의 자유의 토 를 규율하는 형성 법률은 방송이 자유로운 개

인 의견형성 여론형성을 한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필

요한 모든 제도를 법정하여야 한다.

2. 방송의 자유가 형성에 의해 실 되는 경우 그것은 헌법이 방송에

하여 요구하는 바에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즉, 입법자는 형성의 유보

를 행사함에 있어서 방송의 자유를 실 하여 이를 보장하는 한편, 그러

한 형성을 통해 방송에 한 헌법원칙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그 경우

방송은 신문 기타 여론형성 매체와 마찬가지로 헌법상 민주주의 여론

형성을 해 요구되는 커뮤니 이션질서의 기본원리에 부응할 수 있도

록 배려되어야 한다.

첫째, 방송은 국가의사가 형성되기 이 에 자유롭고 공개 으로 행해

지는 여론형성을 담당하기 때문에 국가권력의 간섭과 규제로부터 독립

하여야 한다는 독립성의 원칙이 귀결된다(자유주의 요청). 둘째, 방송

은 다원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제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

서 국가의 정책결정에 뒷받침이 되는 여론형성과정에서 이를 조화․통

합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의 운 편성에 있어서

는 일반국민 체, 즉 공공의 다양한 이해 계를 가진 각계각층이 기회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성원칙에 따라야 한다(민주주의 요

청). 이와 같이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으로부터 귀결되는 독립성의 원칙과

다양성의 원칙은 방송의 조직과 운 편성에 있어서 범 한 제도

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된다.

3. 방송의 자유에 한 법률에 의한 형성이 입법자의 소 임은 물론

이다. 그 경우 입법자는 헌법 목 에 기여하는 바를 규정함에 있어

범 한 평가 형성의 재량을 갖지만, 그 법률 형성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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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는 여론형성에 기여한다는 목 과 이를 실 하는 규율수단간의

계에 하여 실증 진단에 의해야 한다. 즉, 입법자는 형성법률에 의

해 방송운 주체의 지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데,

그러한 규율을 행함에 있어서도 그 목 은 오로지 방송에 의한 커뮤니

이션의 자유를 이롭게 한다는 형성목 에만 구속된다.

방송의 자유에 한 객 ․법 이해에 따른다면 방송에 한 형성

법률은 제한법률과 구별되어야 한다. 형성법률은 방송의 자유를 구체화

하는 것으로서 커뮤니 이션의 자유의 이익을 해 방송 자체의 특성에

서 나오는 부담을 실정화한 것이다. 그에 반하여 제한법률은 방송의 자

유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라는 매체의 자유와 충

돌하는 법익, 즉 커뮤니 이션과는 무 한 다른 법익, 컨 개인 법

익이나 국가의 안보 등의 보호에 기여하는 법률을 의미한다. 이 게 형

성법률과 제한법률은 서로 상이한 법익을 보호하며, 그 근거와 합헌성

단에 다른 기 이 용된다. 제한법률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과잉 지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 하지만, 형성법률의 경우에는 이러

한 비례의 원칙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고, 단지 방송의 자유를 보장해

야 할 목 을 그르치는 경우에만 헌으로 단된다.

4. 방송의 자유를 제도 권리로 보는 경우 형성입법은 어떠한 사항

을 규율 상으로 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형성에 우선 방송

체제에 한 결정이 포함됨은 물론이고, 그밖에 여러 국면에서 방송의

조직과 활동이 그 규율 상이 된다.

우선 방송의 자유에 한 객 ․법 이해에 따른다면 입법자의 형

성권은 방송체제에 하여 기본유형의 결정권을 가진다. 다양한 모델들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혹은 이들 모델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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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어떤 요소들을 결합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책임에 속한다. 방송체

제와 련하여 공 체제를 채용하되 독 방송주체에 조직 ․내용

요건을 부과함으로써 견해의 다양성을 확보할 것인지(내 다원성), 아

니면 다수의 민 방송사업자를 허가하고 그에 의해 견해의 다양성을 확

보할 것인지(외 다원성)는 원칙 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진 일이

다. 그 경우 결정의 기 이 되는 것은 그 어떤 모델이 자유로운 의견

여론형성을 하여 방송의 자유의 보장에 기여하는지 여부이다. 그

다음에 구체 인 규정들은 일단 선택된 모델과 합치하는지에 하여 심

사되어야 한다.

공․민 병존체제를 취하는 경우 공 방송과 민 방송간의 계에

한 규율 역시 형성법률이 다룰 요한 사항에 속한다. 이원 방송질

서 하에서 양자 에서 어느 하나에 우월 지 를 인정할 것인가, 아

니면 양자를 동등하게 취 할 것인가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련의

구체 인 문제들, 컨 재원조달이나 주 수배분 새로운 송신방식

에의 참여 등 여러 문제에 있어서 상이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공 독 체제에서 공․민 이원방

송체제로 환하 다. 그리고 독일의 입법자는 이러한 이원방송체제에

서 공 방송은 기본 방송서비스(Grundversorgung)의 임무를, 민 방

송은 그를 보완하는 임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방송주체의 지 와 임무

를 부과하 으며, 이러한 입법 형성은 우리의 경우에도 원용될 수 있

다.

방송의 운 을 해 어떤 종류의 재원조달 형태를 채택하는가 하는

것도 원칙 으로 입법자가 정책 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방송질서를 결

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입법자는 자유로운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방송의 기능이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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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의하면 기본 방송서비스의 임무가 부여되는 공 방송은 수신

료에 의해 재원이 보장되는 한편, 민 방송의 운 을 해 고에 의한

재원조달이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입법자는 이러한 원칙 결정과

달리 복합 재원조달 형태를 채용할 수도 있다.

방송과 련하여 요구되는 법률 규율사항에는 국가감독권을 일정하

게 한정하여 규범화하는 것도 포함되는데, 이런 국가의 감독권은 오직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기 해 정립된 규정들이 수되도록 확보하는 과

업에만 기여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방송의 독립성과 다양성의 요청이

지도원리로 용되는데, 그 감독권을 행사하는 주체는 국가로부터 독립

된 다양한 의견을 변하는 자들에 의해 구성될 것을 요하며, 방송에

한 감독은 법규감독을 원칙으로 한다.

공 방송사업자와 민 방송사업자간의 경쟁 계에 한 문제는 특히

논란되고 있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간에는 단순한 경제 측면에서의

경쟁이 아니라 문화 에서 다양성 등 요청을 보존하는 문제가 우

선 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커뮤니 이션 기술의 발 에 따라 방송법제는 그 자신의 규율법

리를 새로이 등장한 커뮤니 이션 수단에 용할 범 와 정도에

한 결정을 필요로 하게 된다. 새로운 커뮤니 이션 수단 이 게

엄격한 규율을 요하는 매체는 방송과 같은 특성을 공유하는 종류의

매체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은 방송의 정확한 정의에 의해

행해질 수 있다. 그 지 아니한 매체에 하여는 방송법제의 경직된

규율로부터 해방하여 자유의 역을 확 할 필요가 있다. 산업 측

면에서도 시장원리에 의한 활성화 탈규제의 요구를 반 할 필요

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5. 독일 례가 확인한 바와 같이 방송의 자유는 그 핵심 요소로서

로그램자율(편성의 자유)을 포함하여 방송운 의 자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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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포 인(global) 자유권을 보장한다. 방송운 의 자유는 방송에

고유한 취재 송장비를 투입한 정보의 제공으로부터 방송의 송출

이용에까지 미치며, 각 방송매체가 필요로 하는 특수한 방송 비행

에까지 미친다.

방송의 자유의 핵심내용인 로그램의 자유(Programm-freiheit)는 방

송주체가 자신의 언론 과제를 어떤 방식으로 이행할 것인가를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한다. 편성의 자유

가 다른 법익을 보호하는 일반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이 경우에는 헌법 제37조에 의한 과잉 지 요건이 지켜져야 한다. 그

밖에 제도 권리론에 의하면 로그램의 편성 제작에 해서도 형

성가능성이 인정되며, 실제로 로그램에 한 구체 규율이 방송법에

규정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방송 로그램의 원칙 지침에 해당되는

법률조항은 형성 규율로서 방송의 자유를 확실하게 담보하는 데 기여

하는 것이며, 오직 그에 기여하는 한에서만 허용된다. 를 들면, 방송

이 진실에 부합하고, 사실에 기 한 포 인 정보제공의 임무를 부여

하는 방송법의 규정과 존재하는 의견의 다양성을 방송에 가능한 한 폭

넓게, 그리고 완 하게 반 해야 한다는 요구를 구체화하는 조항 등이

그에 해당한다. 물론 이러한 로그램 원칙을 지켰는지 여부 그

반에 한 제재는 국가에 종속되지 아니한 독립성을 가진 기구에

의해 담당되어야 한다.

6. 방송의 자유의 주체에 하여 보면, 방송의 자유는 우선 방송운

의 권한이 부여된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된다. 이에는 공법인의 형태를

취하는 공 방송과 사법상 형태를 취하는 민 방송운 자가 있다.

공법 성격의 방송운 자는 방송의 자유의 기본권 주체인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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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방송의 기능을 집행하는 공권력의 이행자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

호할 의무를 가지는 자라고 하는 2 지 를 갖는다. 공 방송사업자

는 신탁 성격의 방송의 자유를 향유한다는데 특징이 있다.

민 방송사업자는 그 고유의 기본권으로서 방송의 자유를 향유한다.

로그램 분야에 종사하는 방송사 직원도 방송의 자유의 주체가 되지

만, 자기개발이나 자기발 을 해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하는 자

유의 주체로서 자유가 보장될 뿐이다. 즉, 방송의 자유의 주체는 제3자

를 해 사하는 자유를 향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유를 수행하기

한 목 이 주 자유와 결부될 수 없는 것이다.

일반 시청자는 방송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시청자는 방송서비

스의 소비자이면서 는 수용자로서 일반 으로 근할 수 있는 정보원

(情報源)인 방송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할 권리(정보의 자유)만을 향유한

다.

제도 권리설에 의할 때 사인의 방송설립의 자유는 부인된다. 제도

설을 취하는 경우 헌법상 민 방송이 도입될 수는 있지만 반드시 도입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민 방송을 도입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

는 것은 입법자의 몫이며, 이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민 방송 운

에 한 허가는 법률 규율을 필요로 한다. 이 경우 방송운 을 원하

여 허가를 신청한 개인은 방송의 자유의 기본권 존 청구권을 가지며,

기회균등한 요건과 차에 따라 허가를 내주도록 요청할 권리를 갖는

다.

7. 공 방송의 운 , 특히 그 조직 로그램원칙은 방송법제가 간

과할 수 없는 규율사항이다. 우선 공 독 제를 취하는 경우뿐 아니라

공․민 이원주의를 취하는 경우에도 공 방송의 임무에 한 규율뿐

아니라 그 조직과 운 이 방송의 독립성원칙과 다양성원칙에 부응하도

록 규율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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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방송은 법률에 의해 설립되는 조물 형태의 공익 법인이며,

그 임무와 활동범 가 법률에 의해 정해진다. 그 임무범 는 우선 방송

의 운 과 그에 필요한 부수 역에 한정되며, 그 외의 업 활동

이나 자본투자 등 활동에는 법률의 근거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우선 공 방송은 기본 방송서비스(Grundversorgung)의 임무를 이

행할 책임이 있고, 그 한에서 공 방송은 헌법상 존속 발 을 보장

받는다. 시청료를 통한 재원조달이 보장되어 있는 공 방송에 부과되는

국민에 한 기본 방송서비스의 임무는 우선 자유로운 의견형성과정

의 매체 요인으로서, 그리고 공공의 일로서 방송을 운 하고 할

임무를 부담한다는데 있다.

공 방송은 국가로부터 독립되고 다양한 이익을 반 할 수 있는 조직

을 갖추어야 하며, 따라서 그 운 주체의 의사결정은 국민 각계각층의

표들이 모여 독자 인 운 을 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방송의

조직에서 이른바 내 다원주의를 실 하는 구체 제도로서는 국의

경 원회 제도와 독일의 방송참의회 제도가 표 이다.

공법상의 공익 공 방송에서 로그램의 자유 역은 객 성, 형평

성, 립성 탈경향성에 구속받으며, 이를 해 이를 실 할 수 있는

조직 편성원리가 부과된다.

여기서 요한 개념으로 등장하는 립성이란 방송주체가 체 공동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의견과 문화 흐름을 왜곡 는 조작함이 없이

그 실제상의 비 에 따라 표 시킬 의무를 의미한다. 립성 의무는 양

인 측면에서 사회에 존재하는 실제상의 비 에 따라 의견과 사상의

흐름을 비례 으로 표 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과 질 인 측면에

서 특정 의견이나 문화 사조의 내용을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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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작됨이 없이 달해야 한다는 면을 포함한다.

공법상의 공 방송의 경우 상업 고의 허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

는 것이며,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에도 공 방송은 고에 하여

헌법상 직업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향유하는 것이 아니다.

8. 민 방송에 한 규율은 방송법제에서 요한 부분이다. 입법자는

민 방송의 설립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그에 의해 방송의 자유가 실제로

이행․행사될 수 있는 모든 규율을 정해야 한다.

입법자가 방송조직에 하여 민 방송도 허용하기로 결정하 을 경

우, 그 설립 운 에 한 규율 역시 입법 형성의 역에 속함은

물론이다. 이에 하여 입법자는 방송진출에 한 규율을 마련하고, 이

에 하여 심사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법치국가 차를 규

정해야 한다. 독일 례에 따르면, 민 방송을 새로 허가하는 경우 그에

한 법률이 헌법상 방송의 자유가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키고 있는지의

여부는 헌심사의 상이 된다. 입법자가 방송법에서 방송운 에 하

여 허가제를 규정하는 것이 합헌임은 물론이고, 허가의 할, 차, 허

가의 발 ․취소․철회의 요건에 하여 규율하고, 선정원칙 방송시

간 배정에 한 원칙 등을 정하는 방송법상의 규율은 헌법상 요구된 것

이다. 허가시 유의할 은 방송진출에 기회균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는 이다.

민 방송이 리는 방송의 자유, 특히 방송운 은 이를 허용하는 형

성법률에 의해 입법자에 의해 결정된다. 그럼에도 입법자는 민 방송을

일단 허용한 이상 한편에서 그로부터 사익성의 요소를 박탈하여서는 아

니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완 히 사 인 목 에만 기여하는

것이어서도 아니된다. 따라서 이원체제를 선택한 입법자는 민 방송을

허가하는 경우 민 방송이 독자 으로 방송운 을 거의 할 수 없거나

는 이를 고도로 어렵게 하는 조건이나 구



108

조를 형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고려하에서 민 방송 운 자는

이원체제에서 기 되는 방송의 기능을 보호받으며, 형성법률에 의해 주

어진 범 내에서 주 권리를 갖고 그 범 내에서 헌법 보호를 받

게된다.

상업 방송운 자가 리는 로그램의 자유 역은 공 방송의 경우

보다 더 넓다. 민 방송운 자들에게는 공 방송에서 요구되는 객 성,

형평성, 립성 탈경향성(경향 립성)의 기 이 동일한 강도의 구속

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다만 균형 있는 다양성이라는 기본 기 만이

용되고, 나아가 일정한 경향보호가 인정된다. 따라서 민 방송은 공

방송의 경우와 같은 로그램 편성기 을 따라야 할 필요는 없지만, 그

다고 반드시 그보다 수 이 낮아야 하는 것도 아니며, 여론형성과

련하여 독주세력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해 민 방송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요건이 규정되어야 한다. 즉, 다양성 원칙에 충실하려는

에서 입법자는 민 방송에서도 가능한 한 높은 수 의 균형 있는 다양

성에 도달하고, 이를 확보하도록 규정해야하며, 바로 이 목 에 합한

사 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민 방송에서도 소수자의 의견

을 포함하여 모든 경향의 의견이 표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해 주어

야하며, 개별 방송사나 로그램들이 여론의 형성에 하여 과도하게

균형을 깨뜨리는 일방 인 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이를 배제하여

특정 의견을 변하는 지배 세력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민 방송의 경제 측면을 보면 그것은 리즘활동일 뿐 아니라 동

시에 경제활동이라는 양면 성격이 주목된다. 그러므로 민 방송사업

자는 방송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경합 으로 향유하며, 그에 하여

는 헌법상 직업의 자유가 보충 으로 용된다. 따라서 민 방송은 하

나의 기업으로서 이윤을 추구하며, 이러한 활동은 헌



109

법에 의해 보호된다.

민 방송사업자들은 주로 고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며, 고수입에

의한 재원조달은 민 방송의 운 을 경제 으로 보장하는 합헌 방식

이다. 그러므로 상업 고는 민 방송에 불가결한 재원조달수단으로서

헌법상 방송의 객 ․법 제도보장을 향유하며, 민 방송의 경우

고를 지한다거나 그 재정 기반을 하는 정도로 고를 제한한다

면 방송운 의 자유는 물론 기업의 자유의 본질내용보장에 반되어

헌이 된다.

그러나 민 방송에서 고방송은 오로지 이윤획득만을 목 으로 허용

되는 것이 아니라, 제1차 으로 커뮤니 이션활동의 재정 기반을

해 허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방송 고가 그 내용에서 고 일반에

용되는 모든 법 제한을 받아야 함은 물론이고, 고가 부당하게 편성

부분에 미치는 향은 차단되어야 한다.

2. 결론

인쇄매체에 비하여 비교 새로운 매체로서 방송에 한 규율에 하

여는 그 본질 ․체계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우리 학계의 실

정이었다. 이 에서는 독일에서 개되는 학설과 례의 이론을 심

으로 방송의 자유의 본질과 그 보호범 에 한 논의를 상술하 다.

그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방송법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로운 검토

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우리의 경우 매체기술의 발 과 정치상황의

민주화에 따라 방송체제의 개편을 거듭하여 왔으나, 수차례 정권이 교

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의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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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을 보면 올바른 방송질서의 제도화는 아직도 미해결의 문

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 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방송의 기본 기능과 지 에 한 본

질상의 이해에 따른 제도화가 입법론 으로 실하게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첫째, 지 되어야 할 은 공 방송과 민 방송은 그 기본 임무와

법 지 에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 공 과 민 의 조직,

운 편성에 하여 아무런 차별 규율이 법제화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는 이다.

둘째, 이와 련하여 먼 우리의 방송법제에서 공 방송에 하여는

방송헌법상 요구되는 조직과 운 의 법리가 충분히 법제화되어 있지 못

하다는 이 지 될 수 있다. KBS에 하여는 국가 기간방송이라는 구

호만이 표방되고 있을 뿐, 그가 담당해야 할 기본 방송서비스의 임무

나, 그에 걸맞게 국민참여를 담보하는 다원 인 내 조직과 의사결정

차가 충분히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 이것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

로부터 극심한 편 성 시비를 벗어나지 못하는 요한 이유라고 생각

될 수 있다. 본문에서 언 한 바와 같이 방송의 국가로부터의 독립성을

지킬 뿐 아니라 국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사가 방송의 운 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율 인 내 의사결정기 을 설치하고 그 권한이 실제 으

로 기능할 수 있는 구체 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2000년 방송

법 개정에 의해 KBS 이사회의 구성과 권한에 다소 개선이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국민참여에 의한 다원 구성과 운 에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민 방송에서는 등한시될 수 있는 기본 방송서비스를

이행하는 방송주체로서 엄격한 립성과 객 성 포 보도의 원칙

이 실효성 있는 구속 규범으로 용될 수 있는 조치가 입법 으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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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되어야 한다. 시청료를 지불하는 국민은 이러한 공 방송의 창출과

그에 걸맞는 정보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송헌법상의 요

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공 방송에 한 방송법 조항은 헌법소원에 의해

서도 헌으로 정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행 방송체제에서 법 정체성이 모호한 MBC에 한 정체성

의 확립 그에 걸맞는 규율은 우리 방송법제에서 간과할 수 없는

한 입법 과제이다. 주식회사 형태의 민 방송으로 출발하 으나, 정

치 상황의 변화에 따라 공법인이 소유하는 기형 형태의 지배구조를

갖게 된 MBC는 우리 방송법제의 기형아로서 그 정체성 여하에 해

오랫동안 논란되어 왔다.

그러한 법 존재형태는 올바로 운 되는 경우 정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러한 형태는 개인이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방송의 운 에

서 야기될 수 있는 리추구의 경향을 벗어날 수 있고, 나아가 시청률

지상주의의 폐해를 배제할 수 있는 법 토 를 갖추었기 때문이다. 그

러나 과거 운 의 실은 그와 달랐다. MBC의 기형성은 여러 면에서

역기능으로 나타나고 있다.

MBC가 고방송에 의해 운 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지만,

고방송을 행하는 한 이윤을 추구하려는 욕구를 벗어날 수 없고, 이

러한 경향은 그 외견 민 성에 가탁하여 시청률을 목 한 선정주

의 편성의 경향을 결과하고 있다. 나아가, 운 의 실제에 있어서

실질 인 방송법인에 한 지배(corporate governance)가 방송문화진흥

회라는 명목상의 형식 인 지배주주 신에 노동조합을 심으로

한 방송사 소속원에 귀속되고 있어 그로 인한 폐단이 논란되고 있

다. 방송운 의 실 주도권이 이들에게 이 된 결과 그 편성은

진보 일변도의 편 경향성을 보여왔고, 공 방송으로서의 립성

은 방기되어온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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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다.

MBC의 공 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길은 그 조직 운

에 있어서 공 의 정신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방송문화진흥회법

등 법률에 구체 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요청된다. 에서 KBS에 하

여 논의된 바와 같이 MBC의 경우에도 그 내부 조직에서 참여 ․다원

인 의사결정기 이 방송의 실질 운 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야 할 뿐 아니라, 상술한 바와 같은 KBS에 용되어야 할 로그램 원

칙이 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민 방송이 향유하는 편성 고의 자유에 하여는 이 에

서 다소 해명되고 있지만, 행 방송법은 제2의 민방 는 이블이나

성 등 뉴 미디어에 한 계에서는 속출하는 이해의 충돌을 충분히

해결할 방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 이 체 인 기통신 미디

어 법제의 에서 모든 문제를 다루지는 않았다. 그러나 여기서 논의

된 방송법제의 기본법리는 여타 미디어에 한 법 규율에 있어서 그

특성에 따른 차별 인 규제를 요하는 기 이 될 것이다.

다섯째, 이상과 같은 법 규율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이를 충분히 감

독․통제할 수 있는 체제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행법상 방송에

한 감독․통제기 으로서 설립된 방송 원회는 그 지 권한과 기

능에 있어서 여러 차례의 법개정을 통해 개선되어 왔지만, 아직도 그

구성과 차 기능에 있어서 충분한 법규감독을 행사할 수 있는 체제

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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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論

서구의 근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하여 산업 명 이후 인류는 일 기

볼 수 없었던 물질문명을 구가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에 따르는 환경

괴의 문제가 19세기 말 내지 20세기 반까지는 공업화와 도시화에 따

른 불가피한 부산물로서 생각되어 어느 정도는 인간이 문명의 수혜자로

서 감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정도 다.242) 그러나 오늘날 하천

해양의 오염, 지구온난화 상, 기오존층의 괴 등 인간에 의한 지구

환경의 침해에 한 우려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 보다 고조되고 있다.

자연환경 생태계의 괴는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장래

후세 의 생존환경에 심각한 향을 가져올 수 있으며, 자칫 인류의 종

말을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에서 그 보호의 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

도 지나치지 아니하다.243)

독일의 경우 후 복구의 시기가 지나고 1960년 이른바 라인강의

기 이라는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환경문제가 차 국민 심사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61년 獨逸 總選에서 社 民主黨

(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SPD)은 ‘루르지방에 푸른

하늘을’(blauen Himmel über der Ruhr)이라는 캐치 이즈(Catch

Phrase)를 선거구호244)로 내세웠는데 이것은 “現代國家의 宿

242) 李庚熙, “과학기술법 연구의 필요성과 과제 -환경문제와 법의 역할-”, 「과학기

술법연구」, 창간호, 한남 학교 과학기술법연구소, 1995. 12, 5-10쪽; 韓相範, “인

권으로서의 환경권의 법리”, 「고시연구」, 1981. 1, 55쪽; 朴洪佑, “환경권의 법

성질”, 「환경법의 제문제(상)」, 재 자료 제94집, 법원도서 , 2002, 11쪽.

243) 이경희․이재곤․정상기, 「생물다양성의 환경법 보호-자연환경 멸종 기

종의 보호를 한 국내외 입법동향과 향후과제-」, 길안사, 1998, 19쪽.

244) Hansjörg Dellman, “Zur Problematik eines “Grundrechts auf menschenwürdige

Umwelt” ”, DÖV, 1975, 5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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命的 課題”245)인 環境問題의 심각성을 정치 이슈로 제기한 최 의

선거구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독일에서 環境保護를 基本法에 명시

으로 규정하려는 노력은 1971년 가을 라이부르크(Freiburg) 자유민주

당 당 회에서 “인간의 존엄에 합한 환경권”을 헌법에 규정하라는

요청246)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環境保護를 둘러싸

고 행해진 政黨政策的 論議247)와 학계의 논의를 거쳐,248) 1994. 10. 27.

제42차 基本法 改正249)으로 일단락 되었다. 더 나아가

245) R. Breuer, “Umweltschutzrecht”, in: I. v. Münch/E. Schmidt-Aßmann(Hrsg.),

Besonderes Verwaltungsrecht, 9. Aufl., 1992, 396쪽; H. Hofmann,, “Technik

und Umwelt”, in: E. Benda/W. Maihofer/H. J. Vogel(Hrsg.), Handbuch des

Verfassungsrechts, 2. Aufl., Berlin, New York: de Gruyter, 1994, 1005쪽 Rn. 1;

R. Schmidt, Einführung in das Umweltrecht, 4. Aufl., C. H. Beck’sche

Verlagsbuchhandlung, München, 1995, ⅩⅩⅥ; U. Dempfle/H. J. Müggenborg,

“Die Umwelt, ein Rechtsbegriff?”, NuR, 1987, 301쪽.

246) K. H. Flach/W. Maihofer/W. Schell(Hrsg.), Die Freiburger Thesen der

Liberalen, rororo aktuell, Nr. 1545A, 1972, 109쪽 이하; Wolfgang Maus,

“Individualrecht oder Staatsziel -Zum Grundrecht auf Umweltschutz”, JA,

1979, 288쪽.

247) 여기에 하여는 L. H. Michel, “Umweltschutz als Staatsziel? Zur Problematik

der Aufnahme einer Umweltstaatszielbestimmung in das Grundgesetz”, NuR, 1988,

272쪽 이하; L. H. Michel, Staatszwecke, Staatsziele und

Grundrechtsinterpretation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Positivierung

des Umweltschutzes im Grundgesetz, PETER LANG, Frankfurt am Main u.

a., 1986, 269쪽 이하; 洪性邦, “독일의 헌법과 행정법에 있어서의 환경보호”, 「안

암법학」, 제4집, 안암법학회, 1996, 52-64쪽; 홍성방, 「환경보호의 법 문제-독

일의 헌법과 행정법에 있어서 환경보호를 심으로-」, 서강 학교 출 부, 1999,

117-131쪽 참조.

248) Rolf Stober, “Umweltschutzprinzip und Umweltgrundrecht-Zum

gegenwärtigen Diskussionsstand aus auch ökononomischer Sicht-”, JZ, 1988,

428쪽; 洪性邦, “독일의 헌법과 행정법에 있어서의 환경보호”, 64-76쪽.

249) 獨逸의 제42차 기본법 개정은 1994년 10월 27일에 이루어지고 1994년 11월 15

일에 효력이 발생하 다. BGB1. I 3246쪽. 이 의 1987년 10월 14일 獨逸聯邦下

院 법사 원회에서 개최된 環境保護를 基本法에 明文化하는 문제에 한 門家

公聽 에서도 사회민주당(SPD)의 案 “자연 생활기반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의 自然的 生活基盤과 련하여 自然에게 權利를 인정할 것인가에 하

여 문가 사이에 찬․반 의견교환이 있었다. 한 학계에서도 이 공청회를 후

하여 자연에게 권리를 인정할 것인가에 하여 논쟁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자연

에게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필요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人間 中心

主義는 自然을 客體化시켜 그 權利를 부정한 결과 오늘과 같은 環境破壞가 올

수밖에 없었다. 그에 반하여 自然 中心主義는 自然의 主體性을 회복시켜 그 權利

를 인정함으로써 그 괴를 막고자 한다. 즉 自然의 權利를 인정하는 것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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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의회는 2002. 7. 26. 제50차 기본법 개정에서 종 의 “자연

생활기반”의 보호에서 “자연 생활기반과 ‘동물’ ”의 보호라고 함으

로써 ‘동물’ 보호를 명문화하기에 이르 다.250)

여기에서는 快適한 環境 속에서 삶의 質을 추구하는 것이 요한 문

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環境國家251)의 출 에 직면하여

재의 環境危機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다. 이 공청회에서 H.-P.

Schneider, Frank, Schmidt와 Bund für Umwelt und Naturschutz Deutschlands

e. V. 등이 찬성을 하 고, DAV, DRB, Badura, Dellbrück, Hoppe, Leisner,

Lerche, Randelzhofer, Rauschning, H. Schneider 등은 반 를 하 다. 그리고

Stern은 간 견해를 표명하 다. K. Bosselmann, “Eigenrechte für die

Natur?”, KJ, 1986, 2쪽; H. Frh. v. Lersner, Gibt es Eigenrechte der Natur?, 2.

Aufl, 1993, 43쪽; J. Leimbacher, Die Rechte der Natur, 1988, 40쪽; P,

Saladin/C. Zenger, Rechte künftiger Generation, 1988, 693쪽; H. Kuhlmann,

“Aufname der Mitgeschöpflickeit ins Grundgesetz?”, JZ, 1990, 162쪽 등은 찬성

을, K. Karin, “Eigene Rechte für die Natur? - Eine kontroverse - ”, KJ, 1986,

339쪽; H. G. Henneck, “Abkehr von der Anthropozentrik im Umwelt-und

Planungsrecht”, AgraR, 1986, 192쪽; H, Hofmann, “Natur und Naturschutz im

Spiegel des Verfassungsrechts”, JZ, 1988, 255쪽; K. Heinz, “Eigenrechte der

Natur”, Der Staat, 1990, 415쪽; M. Kloepfer, “Interdisziplinäres Aspekte des

Umweltstaats”, DVBl., 1994, 12쪽 등은 반 의 뜻을 표시하고 있다. 홍성방, “자

연의 권리주체성”, 「한림법학」, FORUM 제4권, 한림 학교 법학연구소,

1994/1995; 홍성방, 앞의 책, 6-35쪽.

250) Axel Tschentscher, The Basic Law(Grundgesetz): The Constitution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May 23rd, 1949), Würzburg/bern: Jurisprudentia

Verlag, 2003, 15쪽, 28쪽; BGBI. 1 S. 2862.

251) 環境國家로서의 國家는 環境의 완 성을 국가결정의 요한 목표와 척도로 삼

는 국가이다. M. Kloepfer, “Auf dem Weg zum Umweltstaat”, in: Umweltstaat,

M. Kloepfer(Hrsg.), Springer-Verlag, Berlin u. a., 1989, 39쪽, 43-44쪽; M.

Kloepfer, “Interdisziplinäre Aspekte des Umweltstaats”, DVBl., 1994, 12쪽; M.

Kloepfer, “Entwicklung und Instrumente des deutschen Umweltrechts”, 金連泰

역, “독일환경법의 발 과 수단”, 「공법연구」, 제25집 제2호, 1997. 6, 60쪽, 101

쪽. 다시 말하면 環境國家란 국가환경의 신성불가침을 국가의 課題로 하고, 국가

의사결정의 척도이자 행 의 목 으로 삼는 국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朴秀

赫, “환경국가로 가는 길”, 환경문제연구총서(Ⅵ), 한변호사 회, 1996, 16쪽. 환

경국가는 첫째, 실 으로 나타난 명백한 환경 험에 처하기 보다 오히려 장

래에 생겨날 환경 기를 미리 견하여 감소시키려는데 주안 을 두기 때문에

법치국가나 사회국가와는 달리 방국가(Präventionsstaat) 는 사 배려국가

(Vorsorgestaat)임을 그 특색으로 하고, 둘째, 법치국가나 사회국가와 련된 법

익이 개인 재화인 것과는 달리 환경국가와 련된 법익은 공 재화라는 에

서 그 특색이 있다. 홍성방, 앞의 책, 100쪽 각주66), 155-1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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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여 년 동안의 環境保護 受容 論議를 통하여 國家目標條 의

형태로 基本法 제20a조에 명시 으로 자리잡게 된 獨逸의 環境保護條

을 고찰함으로써252)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환경권과 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문제들을 명확히 하고253) 머지않아 실 될 南․北韓 統

一憲法의 制定254)시 環境保護의 바람직한 규정형태에

252) 여기에서는 環境保護에 하여 國家目標條 으로 규정한 基本法 제20a조를

심으로 고찰해 보기로 한다. 따라서 基本法 제1조 제1항의 人間의 嚴에 한

규정, 제2조 제1항의 人格의 自由로운 발 에 한 규정, 제2조 제2항의 生命․

身體의 不可侵에 한 규정, 제75조 제1항 제3호, 제4호의 自然保護 등에 한

규정의 고찰은 제외하기로 한다; 일반 으로 Staatszielbestimmung을 國家目標規

定이라고 표 하기도 하지만 기본권‘조항’과의 칭 계를 고려하여 以下에서는

편의상 國家目標條 으로 표 하기로 한다.

253) 1970년 에 獨逸 基本法에 環境權을 추가하려 하 으나 獨逸 基本法上 基本權

은 “직 으로 효력을 갖는 법으로서 立法, 執行 司法을 구속”하는 것이므로

(제1조 제3항) 環境保護를 基本權의 형태로 明文化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등의 반론이 제기되어 基本權條 의 형태로 규정하는

것을 단념하고, 國家目標條 의 形態로 環境保護에 한 규정을 두자는 데 합의

가 이루어짐으로써 20여 년 이상 동안의 환경보호에 한 논의를 일단락 지었다.

우리 헌법이 일 부터 환경권을 기본권목록에 포함시켜 온 것은 일견 정 으

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지만 환경권이 그 사회의 실 맥락에서 어떻게 실

․행사되고 있는지를 도외시하고 단순히 환경권을 헌법에 명문화했다는 사실

만으로 그 헌법의 선진성을 추론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 이 있다. R. Breuer,

“Umweltschutzrecht”, Rn. 34, 410쪽; 洪準亨, 「환경법」, 박 사, 2001, 39-40쪽;

高永訓, 「환경법」, 개정 , 법문사, 2002, 43-44쪽 참조.

254) 鞠淳玉, “통일국가의 헌법과 기본법분야의 체계”, 「공법연구」, 제21집, 1993,

53-71쪽; 金哲洙, “東北아시아의 平和와 韓半島의 統一”, 「세계헌법연구」, 제2

호, 1997. 9, 35-49쪽; 金哲洙, “統一憲法의 제정방향”, 「고시계」, 1997. 12; 金昇

大, 「동서독 통일과정에서의 헌법 문제에 한 이론 고찰 -남북한 통일에

비한 헌법이론의 모색-」, 서울 학교 법학박사학 논문, 1996. 8, 254쪽; 朴秀

赫, “통일한국의 기본질서”, 「세계헌법연구」, 제2호, 1997. 9, 232-233쪽; 張明

奉, “독일의 규범 통일성취와 헌법개 문제-우리의 통일문제에의 헌법 근

을 하여-”, 「 법의 이론과 실제」, 琴浪金哲洙敎授華甲紀念論文集, 1993,

214-241쪽; 張明奉, “남북한통일과 통일헌법의 구성원리”, 「아․태공법연구」,

제2집, 1993. 11, 115-120쪽; 張明奉, “통일상황 개와 헌법 응”, 「법제연

구」, 제12호, 1997. 6, 6-29쪽; 張明奉, 「분단국가의 통일과 헌법 : 독일과 멘

의 통일사례와 헌법자료」, 국민 학교출 부, 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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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한 참고자료로 삼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Ⅱ. 國家目標條 으로서의 環境保護

1. 國家目標條 의 意義

國家目標條 에 한 定義는 여러 가지로 갈리고 있다.255) 國家目標

條 이라는 개념은 입센(Hans Peter Ipsen)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256) 그 이론 기 를 확립한 것은 쇼이 (U. Scheuner)이다.257) 國

家目標條 의 개념과 효력에 하여 포 인 정리를 시도한 쇼이 는

“일반 이거나 제한된 형태로 國家作用에 原則과 指針을 제시하고 국가

작용에 명령과 지시를 통하여 방향을 설정하고 客觀的 課題를 부여하는

규정”이라고 定義하면서 國家目標條 은 憲法原理의 목록에 속한다고

한다.258) 페터스(H. J. Peters)는 “국가활동에 일정한 과제의 지속

수와 이행을 규정하는 구속력을 가진 헌법규

255) 國家目標條 에 하여 자세한 것은 李鍾永, “改正된 獨逸 基本法上 國家目標規

定으로서의 環境保護”, 「독일통일 련 연방헌법재 소의 례 기본법개정에

한 연구」, 憲法裁判所, 1996. 12, 390-396쪽; 權寧卨, “헌법 의 재구성논의와

개정논의”, 「 스티스」, 제29권 제1호, 1996. 6, 19쪽; Karl-Peter Sommermann,

“Staatsziel »Umweltschutz« mit Gesetzesvorbehalt?”, DVBl., 1991; Karl-Peter

Sommermann, “Die Diskussion Über Die Normierung Von Staatszielen”, Der

Staat, 1993; Karl-Peter Sommermann, Staatsziele und Staatszielbestimmungen,

Tübingen: Mohr Siebeck, 1997, 355-376쪽 참조.

256) Hans Peter Ipsen, Über das Grundgesetz, 1950, 14쪽; J. Lücke, “Soziale

Grundrechte als Staatszielbestimmungen und Gesetzgebungsaufträge”, AöR,

Bd. 107, H. 1, 1982, 21쪽.

257) U. Scheuner, “Staatszielbestimmungen”, in: Festschrift für Forsthoff, 1972,

325쪽, 335쪽 이하; J. Lücke, 앞의 , 21쪽.

258) U. Scheuner, 앞의 , 335쪽; J. Lücke, 앞의 ,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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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으로 國家目標條 을 定義하고 있다.259) 國家目標條 에 해서

가장 일반 이고 권 를 부여받고 있는 定義인 國家目標條 ․立法委任

規定에 한 문가 보고서260)에 따르면, “國家에 하여 구체 목표

를 계속 으로 고려하거나 충족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는 法的 拘束力을

가진 憲法規範”이라고 定義하고 있다.

國家目標條 은 立法 에게 일차 으로 향하고 있다. 그러나 國家目

標條 은 한 執行府와 司法府의 解釋指針이 되기도 한다. 國家目標條

에 의하여 부과된 국가과제를 실 하는 방법과 시기는 立法 의 결정

에 일임되어 있으나, 國家目標條 에 반하는 法律은 違憲이 된다. 國家

目標條 은 한편으로는 法的 拘束力을 가지기 때문에 規範的 性格을 결

여하고 있는 立法綱領과 구별되며261),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國家機關

을 구속할 뿐만 아니라 한 立法의 시기와 방법을 立法 에게 일임하

고 있다는 에서 立法機關에게 구체 규율정립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

는 立法委任規定과 구별된다.262) 그리고 國家目標條 은 개별 국민에

게 주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에서 基本權과도 구별된다.263)

259) Heinz-Joachim Peters, “Praktische Auswirkungen eines im Grundgesetz

verankerten Staatszieles Umweltschutz”, NuR, 1987, 293쪽; Heinz-Joachim

Peters, Umweltverwalt- ungsrecht, C. F. Müller Verlag, Heidelberg, 1996, 1쪽,

Rn. 2.

260) Bericht der Sachverständigen Kommission “Staatszielbestimmung /Gesetzgebungsaufträ

ge, Hrsg. von den Bundesministerien der Innern und der Justiz”, 1983, Rn. 7, 21쪽.

261) Simone Westphal, “Art. 20a GG-Staatsziel ‘Umweltschutz”, JuS 2000, Heft 4, 339

쪽; Hans Schulte, Umweltrecht, Heidelberg: C. F. Müller Verlag, 1999, 139쪽.

262) 立法委任規定이란 “立法的으로 행해져야 할 여러가지 내용의 것으로서 憲法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立法府에 한 指示(Anweisungen)” 내지 “立法 에게 구

체 規律定立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憲法規定”을 말한다. Bericht der

Sachverständigen Kommission, 5쪽, Rn. 8; H. H. Klein, “Staatsziele im

Verfassungsgesetz, Empfielt es sich, ein Staatsziel Umweltschutz in das

Grundgesetz aufzunehmen?” DVBl., 1991, 733쪽.

263) D. Rauschning, “Aufnahme einer Staatszielsbestimmung über Umweltschutz

in das Grundgesetz?”, DöV, 1986, 4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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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國家目標條 의 受範

가. 私人이 아닌 國家

基本法 제20a조의 본문은 이 규정이 國家目標條 으로서의 성격에 상

응하게 國家에 이 맞추어져 있다는 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基

本法 제20a조는 개개인에게는 책임을 지우거나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다. 그러므로 私人을 통한 環境保護는 基本法 제20a조에 의한 직 인

주제가 아니고 기껏해야 간 으로 드러날 뿐이다. 그 이유는 기본법

제20a조에 의하여 법질서의 형성, 특히 환경법이나 사인의 환경에 련

된 권리와 의무를 형성하는 경우에 일차 으로 책임이 있는 立法 가

기 를 다질 수 있기 때문이다.264) 國民은 基本法 제20a조 자체를 통해

서는 직 으로 자신의 독자 인 권리와 연 되어 있지 않다. 역으로

추론해 보자면 그러한 은 立法府가 行爲義務와 保護義務를 恣意的으

로 경시하는 일이 드러날 때 基本法 제20a조에 근거하여 國民들이 소송

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265)

基本法 제20a조가 “國家”를 環境保護義務를 지닌 존재로 간주한다고

할 때, 이 때의 國家라는 개념은 포 인 의미를 갖는다. 獨逸聯邦共和

國, 各州, 地方自治團體(Gemeinde), 그리고 기타 모든 公法上의 法人,

그밖에 모든 독일 高權을 행사하는 주체들이 국가라는 개념에 포함된

다. 國家가 공행정임무를 私法上의 형태로 행하는 한

264) M. Kloepfer, “Art. 20a GG”, in: Bonner Kommentar, 77. Lfg. 1997. 3, 16쪽; R.

Scholz, “Art. 20a GG”, in: Maunz/Dürig Kommentar, 32. Lfg., 1996. 10, 30쪽.

265) M. Kloepfer, “Art. 20a GG”,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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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私法上으로 행하는 국가도 여기에 포함된다.

나. 모든 國家權力

(1) 立法府

(가) 立法 의 具體化權限

國家目標條 은 우선 으로 立法府에 한 行爲委任(Handlungsauftrag) 이

자 그러한 행 임의 수행을 한 規範的 方針(normative Richtlinie)이

다.266) 이러한 國家目標條 을 통해 立法府가 환경정치 정당성을 지

니고 있음이 드러난다.267) 基本法 제20a조에 규정되어 있는 憲法上의

環境保護原理가 비교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 규정에 의하여 우선 그러

한 원리를 충분히 구체화시킬 임무는 입법부에 부여된다. 基本法 제20a

조는 司法府, 執行府에 해서 衡量基準과 解釋基準을 제공한다.268) 그

럼에도 불구하고 立法府가 環境保護라는 國家目標의 제1차 으로 요

한 受範 이다.

國家目標條 은 客觀法的(objektiv-rechtlich)인 성격에 기반하여 비교

구체 으로 악되는 立法委任이나 基本權보다도 더 큰 형성의 특권

을 입법부에게 부여한다.269) 이는 立法府의 內容的 形成이, 제시된 國家

目標條 의 형태와 마찬가지로 開放的이고 流動的일 때 더욱 더 효과를

갖는다. 그러나 立法府의 의무를 총 으로 살펴본다면, 새로운 國家目

標條 이나 國家任務規定 모두 立法府의 행동반경을 축소시키게 된다.

그것은 차후에 立法府가 결정을 할 때는 그

266) Bericht der Sachverständigenkommission, Rn. 161.

267) M. Kloepfer, “Art. 20a GG”, 19쪽.

268) H. J. Peters, 앞의 , 295쪽.

269) Karl-Peter Sommermann, “Staatsziel »Umweltschutz« mit

Gesetzesvorbehalt?”, DVBl., 1991,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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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확고해진 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270)

개별 인 行爲委任의 실 은 立法府가 지닌 정치 형성의 자유에 종

속된다. 國家目標를 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때, 입법자 개개인은 國家

의 保護委任에 한 가시 인 반사례가 생기지 않는 한 아무것도 하

지 않고 있을 수 있다. 환경상태의 상 는 악화는 이러한

과 연 해서 볼 때 이미 측정 불가능하게 되어 버린 것이다. 체로

서의 自然的 生活基盤이 立法府에 의하여 공공연하게 무시된다면 오히

려 基本法 제20a조에 한 반이 된다. 그 경우 “自然的 生活基盤”이

라는 개념은 법률상 형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한 형성의 한계가 다시 자연 생활에 필수 인 것의 핵심 역

이 되는 것이다. 自然的 生活基盤에 단지 간 으로만 여하는 다른

역들을 규정할 때 立法府는 더 이상 基本法 제20a조에 따른 保護委任

을 간과할 수 없다. 立法府는 環境保護의 요구사항과 다른 憲法的 法益

들의 요구사이에서 구체 인 利益衡量을 할 의무가 있다.271) 입법기술

상 立法府는 執行府나 司法府에게 解釋의 餘地와 裁量의 餘地를 부여할

수 있다.

(나) 限界

執行府나 司法府를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立法 자체를 통하여 달

갑지 않은 당혹스런 요소를 피하기 하여 憲法改正에 여한 立法 들

은 基本法 제20a조의 확정시, 새로운 憲法條文272)에서 국가권력으로 하

여 그들의 한계를 각인시키기 한 모든 시도를 했다. 이 때 基本法

제20a조 안에 마련된 헌법 질서의 범 는 基本法

270) F. Ossenbühl, “Probleme der Verfassungsreform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VBl., 1992, 475쪽.

271) M. Kloepfer, “Art. 20a GG”, Rn. 28, 20쪽.

272) 여기서는 基本法 제20a조를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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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제3항273)으로 인하여 立法 에게 불필요한 것으로 작용한다.

法과 法律을 통한 執行權의 한계설정이나 법과 법률을 통한 裁判의 경

우에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立法과 련된 基本法 제20a조의 이와 같은

구 이 없다고 한다면 環境保護原理를 구체화할 때에 다른 憲法上 法益

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지 은 環境保護도 여러 다른 헌법

상 목표들 의 하나에 불과하며 그 여러 목표들 사이에는 종속은 없고

같은 지 를 가진다는 사실이 명시 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이다.274)

環境保護라는 國家目標를 용함에 있어 立法 의 수행능력에 해서

무 많은 기 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편으로 環境保護實現의 자연

한계는 동등한 여타 憲法原則들에서 생기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더욱 요한 것은 基本法 제20a조의 도입 이 에 이미 立法 가 보다

효과 인 環境保護를 독일에서 실 하기 한 거의 모든 가능성들을 지

니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立法 는 그러한 가능성을 바로 基本

法 제20a조로부터 유도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環境保護라는 國

家目標를 규정한 데 한 반 가 아니다. 그 지만 장차 기 되는 立法

의 주도권(Initiative)을 실 으로 보는 데에는 기여할 것이다.

그밖에도 가령 일자리나 교통계획과 같은 다른 이해 계를 가지고 環

境保護와 련되는 것을 평가하거나 는 서로 충돌하는 이해 계 사이

에서 適化를 추구한다면, 그것은 立法 特有의 政治的 形成機能에

상응하는 것이다. 憲法上 法益들 사이에서 상되는 충돌 사례는 개별

검토 과정에서 “신 한 조정의 원리”275)(Prinzip

273) 입법은 헌법질서에 구속되고, 집행과 사법은 법률과 법에 구속된다.

274) M. Kloepfer, “Art. 20a GG”, Rn. 30, 21쪽.

275) M. Kloepfer, “Art. 20a GG”, Rn. 32, 21쪽; P. Lerche, “Grundrechtsschranken”,

in: J. Isensee/P. Kirchhof(Hrsg.), Handbuch des Staatsrechts, Bd. Ⅴ, 1992; 明

載眞교수는 이를 ‘보호하는 규범조화’라고 새기고 있다. 明載眞, “基本權의 限界”,

許 營(편역), 「법치국가의 기 이론」, 박 사, 1996, 58-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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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 schonenden Ausgleichs)나 “實際的 調和의 原理”(Prinzip der

praktischen Konkordanz)에 의거하여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立法 가

다른 憲法上 法益들을 고려하면서 얼마나 신 하게 구체화시킬 것인지

는 우선 으로 立法 의 정치 인 결단과 나아가 입법자의 융통성이나

행 가능성에 임되어 있다. 한 더 나아가서 증하는 法益衡量은

다른 法益과 하게 충돌하는 경우에만 環境保護라는 國家目標는 유

효하게 사법 으로 해결될 수 있다.276)

基本法 제20a조에 나오는 “憲法的 秩序”라는 개념은 基本法 제20조

제3항에 나오는 개념과 일치하지만, 반면 연방헌법재 소의 해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본법 제2조 제1항의 全體法秩序와는 일치하지 않는

다.277) 즉 國家目標라는 의무는 여타 憲法規定이나 憲法上의 法益들에

의해서는 제약을 받게 되지만 立法에 의해서는 제한되지 않는 것이

다.278)

체 으로 볼 때 民主主義的 法治國家 內에서는 環境保護에 한 立

法 의 형성이야말로 결정 인 요성을 지닌다. 바로 이러한 이 基

本法 제20a조 소정의 “법률과 법에 따라”라는 규정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處分留保는 法律留保라는 명령(Gebot)하에

서는 사법상 어차피 따르게 마련이다. 環境立法의 결정 인 정치 정

당성은 環境保護와 環境負荷(Umweltbelastung)의 경계에 한 利害關

係의 調整이라는 임무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

276) Arnd Uhle, “Das Staatsziel ,,Umweltschutz“ im System der grundgesetzlichen

Ordnung-Zu dem von der Verfassungskommission empfohlenen neuen Art.

20aGG-”, DÖV, 1993, 952쪽.

277) BVerfGE 6, 32, (37).

278) 양원합동헌법 원회의 최종보고서도 동일하게 새긴다. BT-Drucks. 12/6000,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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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조정은 필수 이며 環境法에도 본질 인 것이다. 환경부하와 환

경보호 사이에서 발생하는 긴장의 해결은 集團과 個人間의 利益衝突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정치 로비활동에서 그것은 集

團間의 상호이익충돌로까지 번질 수 있고, 한 개개인 상호간의 이익

충돌로까지 확산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環境立法은 이해 계의 조

정이라는 주 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환경법을 통한 環境

保護의 실 이라는 기능 한 요한 것으로, 法治國家에서 그러한 환

경법은 개입권한이나 행 권한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環境保護를

비로소 가능하게 한다.279)

(다) 步禁止(Rückschrittsvervot)와 核心的 內容

環境國家的 形成委任을 실 하기 해서 憲法的 秩序의 범 내에서

포 인 立法 의 形成의 自由가 필요하다. 그러한 形成의 自由가 주

어진다면 基本法 제20a조에서 現行 環境法을 한 現狀維持保障

(Status-quo-garantie)을 소홀히 하게 될 것이다. 반 으로 보아 立法

는 基本法 제20a조로부터 생태계의 퇴보는 원칙 으로 지된다는 내

용을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역으로 基本法 제20a조가 獨逸 環境法의

확장과 독립을 고려하여 마련되었다는 사실도 물론 염두에 두어야 한

다. 이런 으로부터 이미 형성된 법에 한 보호의 측면을 기본법 제

20a조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을 상기할 수 있다. 그와 동시에 環境法

의 核心的 內容만이 憲法에 하는 효력(Verfassungskraft)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基本法 제20a조의 保護目的(Schutzzweck)이라는 내용을

보다 성공 으로 달성할 수 있으려면 이러한 핵심내용을 변경하는 것

을 허용하는 편이 더 타당할 것이다. 獨逸 環境法의 에서 보았을

때 國家目標條 으로서

279) M. Kloepfer, “Art. 20a GG”, Rn. 34,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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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環境保護에 한 다음과 같은 해석이 드러난다. 基本法 제20a조

는 환경법상의 핵심내용 즉 生態的 低水準(ökologischen

Minimalstandard)을 보장한다. 즉 環境保護를 해서는 이러한 수 을

벗어날 수 있지만 環境에 負擔을 주기 해서는 이러한 수 을 벗어날

수 없다. 물론 이러한 核心內容은 단히 신 하게 정해야 한다.

獨逸環境法의 環境政策上 3 基本原則, 즉 事前配慮의 原則

(Vorsorgeprinzip), 原因 責任의 原則(Verursacherprinzip), 協力(協同)

의 原則(Kooperationsprinzip)은, 이러한 핵심내용 안에 포함될 수 있다.

사 배려의 원칙은 환경행정의 가장 근본이 되는 원칙으로서 사 방

의 원칙 는 사 비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바, 환경이 일단 침해된 경

우에는 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 에 미래를 측하고 계획성 있는 행 를 함으로써 환경오염으로 인

한 해를 방하고 자연생태계와 자연자원의 보 을 해 사 에 배려

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280) 원인자책임의 원칙이란 자신 는 자신

의 보호․감독하에 있는 자의 행 는 물건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환경오염의 방지․제거 피해구제에 하여 책임

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주로 환경비용을 가 부담할 것인

가의 문제에 한 것이지만, 그밖에 행 규제에 한 것도 포함하는 것

으로서 실질 인 책임귀속에 한 것이다. 그런데 원인자책임의 원칙을

그 로 용하는 경우에 환경오염원인자의 확정, 환경손실의 측, 환경

개선비용

280) 高永訓, 앞의 책 65-67쪽; 事前配慮의 原則이란 미래 측 이고 형성 인 계획

조치들을 통하여 모든 사회 ․국가 행 주체들이 環境保護的으로 행동하

고 이들이 결정을 내림에 있어 가능한 環境影響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생태계

의 기 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洪準亨, 「환경법」, 한울아카데미, 1994,

44쪽; 韓貴鉉, 「환경법의 기본원리」, 세종출 사, 1997, 61-2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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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산, 된 개별오염행 의 향측정 등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

기 때문에 곤란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원칙을 보충하는 조치가 필

요하게 되는바, 그것이 바로 공동부담의 원칙(Gemeinlastprinzip)이다.

공동부담의 원칙은 환경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

지만 그것이 곤란한 경우 는 정책상 필요에 의해서 외 으로 국가

가 부담하는 것으로서, 이는 결국 납세자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81) 력( 동)의 원칙이란 환경보 은 국가만이 아닌

모든 사회구성원이 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특히 환경행정

이야말로 사회구성원 모두의 력이 실하게 필요한 분야로서 국민의

극 이고 실천 인 력이 없이는 환경보호는 불가능하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282) 이러한 제원칙들은 피상 으로 실 되는 것도

아니며 순수하게 이념형 그 로 실 되는 것도 아니다. 이는 특별히 原

因 責任의 原則에 용되는 내용으로 이 원칙은 獨逸 環境法에서 제한

으로만 실 되고 있다.283)

費用負擔原則인 原因 責任原則의 실 은 基本法 제20a조에서 필연

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284) 基本法 제20a조에 따르면

281) 高永訓, 앞의 책 67-68쪽; 原因 責任의 原則이란 環境侵害의 방지․제거 손

실 보에 한 단순한 費用負擔(Kostenzurechnung)에 한 원칙이 아니라 실질

책임의 원칙이다. M. Kloepfer, Umweltrecht, C. H. Beck’sche

Verlagsbuchhandlung, München, 1989, Rn. 673, 592쪽.

282) 高永訓, 앞의 책 68-69쪽.

283) M. Kloepfer, “Art. 20a GG”, Rn. 36, 23쪽.

284) M. Kloepfer, “Art. 20a GG”, Rn. 37, 23쪽; 제20a조가 費用負擔原則으로서

原因 責任原則의 철 한 실행을 요구하게 된다. 이른바 共同負擔의 原則

(Gemeinlastprinzip)은 환경오염의 비용부담원칙으로서는 원칙 으로 헌법 반이

다. 공동부담의 원칙은 단지 원인자책임원칙의 실행이 실제 인 이유에서 불가능

하거나 실성이 없을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D. Murswiek, “Art. 20a GG”,

in: M. Sachs(Hrsg.), Grundgesetz-Kommentar, C. H. Beck’sche

Verlagsbuchhandlung, München, 1996, Rn. 35, 6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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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는 더 이상의 環境侵害를 방지하고 즉각 그러한 침해를 지시키

는 노력을 해야 한다. 國家에게 環境保護의 임무가 있는 한, 다양한 형

태의 부담, 특히 비용부담형식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한 부담형식은 立

法 에 의해 발 되고 더욱 명확하게 규정될 수 있다. 基本法 제20a조

는 무엇보다도 국가에 의하여 조직되고 납세자 공동체에 의해 재정 으

로 뒷받침되는 환경보호를 가능하게 해 다. 국가가 환경보호에 있어

독자 으로 실행을 하는 경우 종종 그러한 를 볼 수 있다. 특히 증가

된 임미시온(Immission)의 경우, 環境汚染의 향이 복합 으로 相乘作

用(synergetischer Wirkungen)을 일으키거나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등의 경우에, 국가는 原因 責任의 原則 외에 다른 형태의 環境保護

原則에 의지해야 한다. 基本法 제20a조는 原因 責任의 原則과 共同負

擔의 原則 사이에 다른 환경보호수단, 컨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

는 原因 公課金285)(nichtkostendeckende Verursacherabgaben)과 같은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基本法 제20a조에 의해 보장된 獨逸環境法의 핵심내용 외에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 즉 環境汚染行爲에 한 통제필요성과 개

입권한, 공간 으로 요한 계획을 결정할 경우에 환경에 한 고려를

할 것, 심각한 환경범죄에 한 형벌부과, 허가 차에 있어 최소한 참여

를 허락할 것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술의 진보 발 에 따른 立法 의 事後改善義務(Nachbesser-

ungspflicht) 도 이와 련된다. 基本法 제20a조를 확 해석해 보면 立

法 는 未來世代에 한 保護委任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게

된다. 행 環境保護法을 최신 科學技術知識에 맞추어 균형

285) M. Kloepfer, Umweltrecht, Rn. 39, 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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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조정하고 그로써 執行府와 司法府에게 새로운 활동여지를 열어

의무가 立法 에게 주어진다.

(2) 執行權

執行府와 司法府도 한 國家目標條 인 環境保護의 受範 가 된

다. 執行機關이란 법률의 집행에 그 본질 임무가 있는 全體 國家機

關을 의미한다. 執行機關은 行政各部(Ministerien)와 政府

(Regierungen)에서부터 최하 公共行政機關에까지 이른다. 간 인

국가행정과 自治行政, 그리고 私法的 형태의 行政行爲까지 포함되는 것

이다.286)

執行權은 法律規定의 용시 基本法 제20a조를 一般條 과 不確定 法

槪念의 해석에 이용할 수 있다. 한 裁量授權의 행사나 계획확정에도

基本法 제20a조를 원용할 수 있다. 여기서 특히 環境法과 그 밖의 다른

법들을 고려해 볼 때, 해석지침 재량지침 기능이 基本法 제20a

조에서 가능해지는 것이다.287) 國家目標의 실 을 한 요한 추진력

이 특히 행정에서 생긴다는 을 그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왜

냐하면 행정이야말로 결정의 상이 되는 세부항목과 비교 규모

의 계획과제에 가장 가까이 직면해 있기 때문이며, 한 環境에 련

된 결정들은 여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執行府와 련하여 國家目標條 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

다. 부정 인 면에서 볼 때, 國家目標條 은 環境을 “法律과 法”에 근거

하여 보호하도록 함으로써(Maßgabevorbehalt), 立法 의 정

286) Peters, 앞의 , 294쪽.

287) Ekkerhard Wienholtz, “Arbeit, Kultur Und Umwelt als Gegenstände

Verfassungsrechtl-icher Staatszielbestimmungen”, AöR, 1984, 549쪽; Karl-Peter

Sommermann, “Staatsziel »Umweltschutz« mit Gesetzesvorbehalt?”, DVBl., 1991,

35쪽; M. Kloepfer, “Umwelts-chutz und Verfassungsrecht”, DVBl., 1988, 3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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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우 를 존 하는 것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정 인 측면에서

보면, 執行府가 헌법 본문 내에 직 으로 언 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서 집행부도 國家目標를 실 하도록 명시 으로 요청받게 된다.288)

基本法 제20a조에 나오는 法律優位(Gesetzesvorrang)라는 기본법상의

표 은 불필요한 헌법상의 반복을 나타내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구 이 없더라도 집행부는 행법의 구속을 받고 있고 그러한 사항은

이미 기본법 제20조 제3항에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요

한 것은 표 에 한 妥協(Formelkompromiß)이다. 남는 것이라고는 어

든 헌법상으로는 불필요한 國家權力機構를 한 “정보제공의 기

능”(Informationsfunktion)일 것이다. 처분형식을 가지고서, 立法 의 事

前行爲를 수반하지 않은 집행부의 環境保護를 배제하려는 의도를 가지

고 있는 한, 이러한 계획은 이제까지 추구했던 표 으로는 달성되지 않

는다. 基本法 제20a조가 지니는 總括條 (Querschnittsklausel)289)으로서

의 성격은 이러한 한계설정의 범 내에서 환경보호의 요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행법에 따라 재의 행 에 한 授權이 생태 으로 풍부

하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서 생기는 것이다. 법치국가상의 法律留保라

는 근거에서 볼 때 입법자의 수권이 필수 인 것이 아닌 한, 집행부는

사 의 법률이 없이도 컨 집행부 독자 인 실행이나 環境保護補助

金 등을 통해서 環境保護活動을 수행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에는 사

에 법 결정이

288) M. Kloepfer, “Art. 20a GG”, Bonner Kommentar, 77. Lfg. 1996. 10, 25쪽.

289) 여기에서 Querschnitt의 해석으로 사 의 뜻 그 로 ‘횡단면’으로 보는 견해(성

수제, 환경범죄의 형법 규제에 한 연구, 「육사논문집」, 인문사회과학 篇, 제

48집, 1995. 6, 254쪽 각주13번), ‘종합 ’으로 보는 견해(홍성방, 환경보호의 법

문제, 90쪽), ‘단편 ’으로 보는 견해(洪準亨, 환경법, 26쪽) 등이 있는 데 본 논문

에서는 ‘총 ’ 내지 ‘통합’의 의미로 새기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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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도 환경보호를 해서 활동해야 할 의무를 執行府가 지고 있다

는 사실이 基本法 제20a조로부터 드러나는 것이다. 즉, 基本法 제20a조

는 執行府와 司法府를 직 으로 구속한다. 그 지 않다면 環境保護라

는 國家目標는 단지 立法委任에 지나지 않게 된다.290)

基本法 제20a조의 保護委任을 구체화할 의무를 일차 으로 지고 있는

것이 立法 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環境保護

國家目標條 은 직․간 으로 행정행 를 조정하게 된다. 裁量權을

행사하거나 不確定 法槪念을 해석할 때 環境保護를 고려한다는 것은 基

本法 제20a조가 있음으로 인해 더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법률상

해석여지와 결정여지를 충 (Ausfüllung)할 경우에 環境保護를 무시한

다는 것은 基本法 제20a조를 근거로 해 볼 때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다. 基本法 제20a조가 지니는 범 한 향력은 법률 역, 특히 계획

행정, 질서행정, 부행정의 역에서도 기 될 수 있다.291)

(3) 司法權

基本法 제20a조는 司法權도 직 으로 구속한다. 執行權의 경우에

法律優位에 해서 이야기 한 바가 마찬가지로 용된다. 그 밖에도 法

院이 가진 環境과 련된 결정가능성은 立法 가 그 자신에 의하여 제

정된 법을 통해 規範解釋과 規範具體化를 한 여지를 어느 정도 제시

하는가에 따라 확 된다. 基本法 제20a조를 직 으로 司法府에서 원

용하는 것은 특히 法律의 흠결을 보충하는 경우에 요한 의미를 가진

다. 즉 立法 가 立法懈怠時 司法府가 이를 구체화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특히 行政法院의 경우에 해당된다.

290) M. Kloepfer, “Art. 20a GG”, Rn. 43, 25쪽.

291) H. G. Henneke, “Der Schutz der natürlichen Lebensgrundlagen in Art. 20a

GG”, NuR, 1995, 333쪽 이하; M. Kloepfer, “Art. 20a GG”, Rn. 44,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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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基本法 제20a조는 國民의 새로운 主觀的 權利를 창설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행정법원의 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292)

立法이 環境法의 규정에서 해석여지를 열어 놓음으로써 立法은 基本

法 제20a조의 解釋을 해 司法權을 끌어들일 수 있다. 이것은 憲法立

法 에 의해 명백히 요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게 해야 한다. 다른 한편 어떤 법률이 基本法 제20a조에 비추어 결함이

있든지 제20a조에 필수 인 법률이 빠진 경우 원칙 으로는 司法府가

직 입법자를 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에는 오로지 基本

法 제100조 제1항에 따라서 聯邦憲法裁判所의 결정을 구해야 한다.

國家目標條 을 이행하지 않거나 상당부분 무시한 때에는 憲法

裁判에 있어서 規範統制節次 혹은 聯邦-州 權限爭議가 생겨날 수 있는

데, 그 게 되면 이것은 聯邦憲法裁判所에게 基本法 제20a조에 한 解

釋可能性을 열어 수 있다. 물론 정책 인 요지침을 내리는 立法

의 권리가 괴되어서는 아니 된다.

3. 國家目標條 의 내용

가. 自然的 生活基盤

基本法 제20a조는 國家로 하여 自然的 生活基盤을 보호하도록 권한

을 부여함과 동시에 이것을 의무 지우고 있다.293) 이미 1972년의 基本

法 제30차 개정을 한 법률이294) “環境保護”라는 표제

292) H. G. Henneke, 앞의 , 334쪽.

293) M. Kloepfer, “Art. 20a GG”, 1쪽, 27쪽.

294) 이 개정으로 쓰 기제거, 기정화 소음방지를 한 연방의 입법권한이 기본

법 제74조(경합 입법사항)에 마련되었다. 30. Gesetz zur Änderung des

Grundgesetzes(Art. 74 GG -Umweltschutz) v. 12. 4. 1972(BGBl. Ⅰ 5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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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el)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94년의 憲法制定 는 명백히

이 개념에 해 일종의 恐怖症을 가졌다.295) 環境保護를 명시 으로 國

家目標로 삼는 것은 확실히 國民에게 더욱더 친근하게 느껴졌을 것이

다.296) 그러는 사이에 州憲法에서도 빈번히 나타난 自然的 生活基盤이

라는 環境保護類似槪念(umweltschutzverwandte Begriff)은 문용어상

으로는 단지 차선의 해결책이지만, 이 해결책은 그 동안 논의되고 종교

인 특성을 지닌 創造物(Schöpfung)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나은 것으로 보인다.297)

(1) 定義

“自然的 生活基盤”의 정의에 하여 지 까지 理論的298)인 記述은 어

느 정도 이루어져 있다고도 볼 수 있으나,299) 실제 으로 용할 수 있

는 내용과 범 (Reichweite)의 記述은 부족하다. 이러한 사실은 “環境”

이라는 용어의 경우에서나 헌법제정자에 의해 선택된 개념(자연 생활

기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300) 兩院合同 憲法委員

295) M. Kloepfer, “Art. 20a GG”, 27쪽.

296) 이것은 한 비교법 으로도 더 선호되었을 것이다.

297) M. Kloepfer, “Art. 20a GG”, 1쪽, 28쪽; D. Murswiek, “Umweltschutz

-Staatszielbestim-mung oder Grundsatznorm?-”, ZRP, 1988, 16쪽; M. Kloepfer,

“Umweltschutz und Verfassungsrecht”, DVBl., 1988, 312쪽; H. H. Rupp,

“Ergänzung des Grundgesetzes um eine Vorschrift über den Umweltschutz?”,

DVBl., 1985, 991쪽.

298) 自然的 生活基盤이란 그것이 없으면 인간의 생활이 장기간 유지될 수 없는 보

호가치 있는 法益(Güter)이다. Nicolai Müller-Bromley, Staatszielbestimmung

Umweltschutz im Grundgesetz, 1990, 104쪽; M. Kloepfer, “Art. 20a GG”, 28쪽.

299) 自然的 生活基盤의 一般的으로 인정되고 拘束力있는 定義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리 한 앞으로 형성이 개방되어 있는 개념이다. Rupert Scholz, “Art.

20a”, Rn. 36, 23쪽.

300) 여기에 하여는 Arnd Uhle, “Das Staatsziel ,,Umweltschutz" im System der

grund-gesetzlichen Ordnung -Zu dem von der Verfassungskommission

empfohlenen neuen Art. 20a GG-”, DÖV, 1993, 953쪽 이하 참조.



139

는 이후의 헌법개정입법자와 마찬가지로 “自然的 生活基盤”의 개념

을 “環境”의 개념과 同義語로 사용했다.301) 즉 “自然的 生活基盤의 保

護”는 “環境保護”와 개념 인 동일성을 갖는다.302) “自然的 生活基盤”이

라는 개념은 “環境”이라는 개념보다 그 범 가 한정 이며(umfassend)

그러한 한에서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

된다.303) 그 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개념이 종국 인 것이 될 수 없다

(vorläufig Annäherung). 이는 최소한 이른바 敎授草案

(Professorenentwurf)의 環境法典 總則304) 제2조 제1항에서 채택된 環

境과 自然界(Naturhaushalt)의 定義를 반 할 수 있을 것이다. 環境法典

總則 草案에 따르면 環境 속에 자연계, 기후, 경 그리고 보호할 가치

가 있는 物的 財貨(Sachgüter)가 포함되며, 자연계는 다시 지표환경

(Boden), 물, 공기 그리고 살아있는 有機體(Naturgüter) 그들 사이에

있는 상호작용구조(Wirkungsgefüge)로 이루어져 있다.305) 環境影響評價

法 제2조를 모범으로 삼고 있는 최근의 기술내용들은 이것과 원칙 으

로 다르지 않으며, 人間의 自然的 生活基盤으로서 동물, 식물, 지표환경,

물, 공기, 기후, 경 과 더불어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Wechselwirkun

g)306)을 들고 있다.307)

301) Bericht der Gemeinsamen Verfassungskommission von Bundestag und

Bundesrat, BT-Drucks. 12/6000 65쪽 이하; Rupert Scholz, “Art. 20a GG”, Rn.

36, 23쪽. 이 경우에 환경은 암묵 으로 는 당연하게 자연 환경이라는 좁은

의미로, 즉 정신 ․사회 환경과 비되어서 는 내용 인 제한을 가지고 이

해된다.

302) D. Murswiek, “Staatsziel Umweltschutz(Art. 20a GG)”, NVwZ, 1996, 224쪽.

303) Heinz Joachim Peters, 앞의 , 293쪽; K. Stern, “Zur Aufnahme eines

Umweltschutz-Staatszieles in das Grundgesetz”, NWVBl. 1988, 6쪽; M.

Kloepfer, “Art. 20a GG”, 28쪽.

304) 환경법 총칙에 하여는 Michael Kloepfer u. a., Zur Kodifikation des

Allgemeinen Teils eines Umweltgesetzbuches(UGB-AT), DVBl, 1991, 339-346쪽

(高文炫 譯, 독일 환경법 의 총칙, 「환경법연구」, 제20권, 1998, 429-452쪽) 참조.

305) M. Kloepfer, “Art. 20a GG”, 28쪽.

306) 상호작용의 개념은 종종 사업계획(Vorhaben)의 환경법익에 한 특수한 작용형

식으로서 사용된다. Heinz-Joachim Peters, 앞의 책, 17쪽.

307) Heinz-Joachim Peters, 앞의 책, 17쪽.



140

한 國家目標條 인 環境保護와 련해서 兩院合同 憲法委員 와

연방의회 입법 차에서 動物保護를 한 특별한 헌법 규정의 문제가

논란을 일으키며 토의되었다. 요컨 動物保護도 環境에 속하며 넓은

의미에서의 환경에 속한다. 즉 동물보호는 基本法 제20a조에 의해 원칙

으로 包括된다.308)

(2) 範圍

自然的 生活基盤이라는 개념은 生態的 生存의 低水準의 保護 이상

이다. 그 지 않다면 環境法에 있어서 퇴보를 의미하는 것이 되고 만다.

自然的 生活基盤이란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立法

의 課題이다. 立法 는 “自然的 生活基盤”을 보호하는 경우에 具體的

保護法益을 定義하게 될 것이다.309)

한 生活基盤의 “自然性”(Natürlichkeit)의 개념은 순수하게 자연 으

로 형성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식의 잘못된 결론으로 귀결되어서는

안된다. 그 지 않으면 人間에 의하여 형성되거나 변화된 自然310)이나

環境이 처음부터 基本法 제20a조의 보호범 에서 제외되어 버리기 때문

이다. 만약 그 게 새긴다면 독일에서 완 히 비 실 으로 될 것이다.

따라서 컨 原始林(Urwald)뿐만 아니라 文化的 景觀도 基本法 제20a

조의 保護法益에 속한다.311) 그 반면에 人間

308) Eisenhart v. Loeper, “Tierschutz im Grundgesetz-die Bedeutung eines

effektiven Tiers-chutzes für unser Rechts- und Wertbewußtsein-”, ZRP, 1996,

H. 4, 143-149쪽; Rupert Scholz, “Art. 20a GG”, Rn. 36, 24쪽; Ursula M.

Händel, “Chancen und Risiken einer Novellierung des Tierschutzgesetzes der

Tierschutz muß im Grundgesetz verankert werden-”, ZRP, 1996, H. 4, 137-142

쪽; 따라서 술하 듯이 독일 연방의회는 2002. 7. 26. 제50차 기본법개정에서

제20a조의 일부 개정을 통하여 ‘동물’의 보호를 명문화하기에 이르 다.

309) M. Kloepfer, “Art. 20a GG”, 29쪽.

310) Rupert Scholz, “Art. 20a GG”, in: Maunz/Dürig Kommentar, Lfg. 32, 1996,

Rn. 36, 24쪽.

311) M. Kloepfer, Umweltrecht, 14-15쪽; Rupert Scholz, “Art. 20a GG”, Rn. 36,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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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社 的 環境(soziale Umwelt)은 基本法 제20a조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312) 한 특별한 건축양식과 문화기념물 같은 保護할 價値있는

物的 財貨(schutzwürdige Sachergüter)나 때때로 유럽법 차원에서 環境

保護로 편입되는 文化的 遺産(kulturelle Erbe) 등은 보호되지 않는

다.313)

나. 人間中心的 環境保護 : 生態系中心的 環境保護

環境保護를 하는데 있어서 人間中心的으로 지향해야 하는지 生態系中

心的으로 지향해야 하는지에 한 논쟁과 그에 상응하는 生態系 原則

(ökologischen Maxime)을 憲法上 어떻게 치 지어야 하는가에 한

논쟁은 충분히 이야기되었고 이제 獨逸憲法에서는 基本法 제20a조를 통

해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314) 오로지 生態系中心指向的인 環境保護

는 基本法 제1조 제1항과 배치되기 때문에 憲法上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315) 그 결과에 있어서도 모순이다. 즉 自然의 利益 自體를 定義

하는 것은 인간의 해석능력에 달렸고, 자연의 이익이라는 것은 그 자체

로 명확하게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번역”(Übersetzung), 다시

말하면 인간이 그것을 어떻게 악하는지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다. 그

결과 생태계 심이 인간 심

312) Jarass/Pieroth, “Art. 20a GG”, Grundgesetz-Kommentar, 1995, Rn. 2; M.

Kloepfer, “Art. 20a GG”, 29쪽.

313) Rupert Scholz, “Art. 20a GG”, Rn. 36, 24쪽.

314) 이러한 논쟁에 하여 상세한 것은 Hoppe/Beckmann, Umweltrecht, 1989, §1

Rn. 63; E. Habel, “Menschenwürde und natürliche Lebensgrundlagen”, NuR,

1995, 165쪽; M. Kloepfer, “Art. 20a GG”, 29쪽.

315) H. Weis, “Die Anhörung des Bundestags-Rechtsausschusses zum Staatsziel

Umwelts-chutz”, ZRP, 1988, 159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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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으로 작용하게 된다.316) 이제 基本法 제20a조에서 “未來世代

에 해서도 責任을 한 지는” 國家가 自然的 生活基盤을 보호해야 한

다고 할 때, “ 한”이라고 하는 것은, 現在 生存하고 있는 인간세 들을

해서도 그러한 보호가 반드시 실 되어 져야 한다는 것과 “ 한” 未

來世代의 保護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憲法全體와 련하

여, 특히 人間 嚴에 한 그 目標와 련하여 國家目標條 은 人間中

心的인 觀點에 기반을 둔다.317)

그러나 이 말이 皮相的인 人間의 이익을 계산하는 것에 따라 環境保護

의 의의를 감소시키는 것은 결코 아니다. 人間中心的인 環境保護는, 가능한

한 있는 그 로의 自然狀態에서 種多樣性(Artenvielfalt)의 확보나 短期的

이고 직 으로는 人間의 生活基盤을 해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의 보호를 포기하거나 생태계의 괴(Raubbau)

를 방치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완 히 반 로

人間中心的 “觀點”(Brille)이 없다면 生態的인 環境保護가 있을 수 없듯

이 자연계의 복잡성에 한 통찰과 그 고유한 법칙에 한 통찰이 없다

면 인간과 련된 환경보호도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

다.318) 따라서 人間中心的 環境保護는 최소한 컨 생물공학을 통한

어쩌면 있을지도 모를 이용에 한 유 자의 보존(Genreserve)으로서,

그러나 한 자연계의 내구성(Robustheit) 보장으로서 種多樣性의 보존

을 목 으로 하는 “生態的인 豫防原則”319)을 유지해야 한다.

그 외에도 自然을 천연그 로 보존하는 것은 정서 이고 미 인

316) M. Kloepfer, Umweltrecht, 14-15쪽.

317) M. Kloepfer, “Art. 20a GG”, 30쪽.

318) M. Kloepfer, “Art. 20a GG”, 30쪽.

319) Kloepfer/Meßerschmidt, Innere Harmonisierung des Umweltrechts, 1987, 90쪽

이하; M. Kloepfer, “Art. 20a GG”,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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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으로 악될 수 있다. 兩院合同 憲法委員

의 社民黨側 委員은 國家目標인 環境保護를 生態中心的으로 表現(ein

ökozentrischer Niederschlag)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320)하 지만

320) 獨逸의 경우 1987년 10월 14일 獨逸聯邦下院 법사 원회에서 개최된 環境保護

를 基本法에 明文化하는 문제에 한 門家公聽 에서는 사민당의 案 “자연

생활기반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의 自然的 生活基盤과 련하여 自然

에게 權利를 인정할 것인가에 하여 문가 사이에 찬․반 의견교환이 있었다.

홍성방, “자연의 권리주체성”, 「한림법학」, FORUM 제4권, 한림 학교 법학연

구소, 1994/1995 참조; 우리나라 행 헌법상의 문언만으로는 자연의 권리도 포함

하는 의미에서 환경권이 확장해석될 수 있는지 분명치 않으나 憲法 제35조의 인

간 심주의는 자연의 권리를 법률 차원에서 형성해 나가는 법정책 단

(Ansatz)에 모순되지 않는다. Hong Joon-Hyung, Entwicklung und Probleme

der Umweltgesetzgebung in Korea, 독일 Bonn에서 개최된 Adenauer재단 국제

학술세미나 발표문, 1997. 6, 10쪽; 일본에서도 自然에게 權利를 인정할 것인가에

한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山村恒年․關根孝道 編, 「自然の權利」, 信

山社, 1996, 제5장; 자연의 권리는 앨도 오폴드(Aldo Leopold)가 쓴 “A Sand

County Almanac”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오폴드는 책에서 “ 지윤리(land

ethic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 지윤리”란 공동체라는 틀을 토양이나

물, 식물, 동물 는 이들을 총칭하는 ‘ 지’에까지 확 한 경우를 가리킨다. 컨

“ 지윤리”는 사람이라는 種의 역할을, 지라는 공동체의 정복자로부터 평범

한 일원, 하나의 구성원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고, 이것은 구성원에 한 존경심의

발로라고 한다. 자연을 공동체라고 생각한 것, 인간은 결코 특별한 존재가 아니

라는 사실을 제창한 이러한 사고는 그 후의 환경보호운동에 커다란 향을 미쳤

다고 한다. 지윤리라는 사고는 생태학이라는 자연의 질서를 탐구하는 과학을

배경으로 환경보호사상을 개한 에서 요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한다. 남

캘리포니아 학의 크리스토 스톤(Christopher Stone)교수는 “나무가 원고 격

을 가지는가”라는 논문에서 자연물에도 법 인 권리가 있으며, 그러한 권리가 침

해될 경우에 방해배제, 원상회복, 손해배상을 인정하여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

다. 국가나 학교처럼 비인격 존재가 법인격을 가지듯이, 자연물도 법인격을 가

질 수 있으며, 자연물의 권리는 자연의 권리를 가장 잘 배려할 수 있는 사람(

는 단체)이 리하거나 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자연에도 그 고유

한 가치(자연의 권리)가 있으므로, 자연 괴행 는 자연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자연보호단체 등은 자연을 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 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스톤의 논문이 가지는 의의는 당시까지 윤리로서만 생각해왔던 오폴드의

“ 지윤리”에서 제시된 사고가, 실성을 띤 사회제도나 법 제도로서의 발 가능

성을 제시하 다는 에 있다고 한다. Christopher D. Stone, “Should Trees Have

Standing? -Toward Legal Rights for Natural Objects-”, Southern Cal. L. Rev.,

Vol. 45, 1972, 450-501쪽; Zygment J. B. Plater and et el.,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A Coursebook on Nature, Law and Society, West Pub. Co., 1992, 6-7쪽,

11-15쪽; 강재규, ““자연의 권리” 소송”,『공법연구』, 제29집 제1호, 2000. 11,

489-4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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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명시 으로 부결되었다. 그리고 人間을 해 環境을 보호한

다는 것을 분명히 하려고 하 던 정부측의 제안도 동시에 부결되었다.

“自然的 生活基盤”이라는 표 으로부터 人間의 生活基盤이라는 것이 강

조되게 되었다. “ 한”이라는 개념을 자연 그 자체를 한 自然의 保護

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321) 現在世代와 未來世代間의 架橋를 나타내

는 이 개념의 구체 인 연 계를 誤解하는 것이 된다.322)

다. 保護

基本法 제20a조는 주로 環境保護를 해 國家의 극 행 를 요구

하는데, 그것은 실질 인 행 의 종류를 불문한다. 여기에서 基本法 제

20a조의 委任事 은 단순한 危險防禦(Gefahrenabwehr)323)의 한계를 넘

어서서 事前配慮原則이라는 의미에서 리스크事前配慮(Risikovorsorge)를

요구한다. 이것은 다음에 상론될 未來世代에 한 책임을 통해서도 강

조된다.

321) H. J. Vogel, “Die Reform des Grundgesetzes nach der deutschen Einheit”,

DVBl., 1994, 500쪽.

322) M. Kloepfer, “Art. 20a GG”, 31쪽.

323) 어의 risk(독어의 Risiko)와 구별되는 것으로서 어의 danger(독어의 Gefahr)

가 있는데, 이에 한 번역으로 risk나 Risiko를 리스크로, danger나 Gefahr를

험으로 번역하는 경우(金南辰, “리스크 사회에 있어서의 리스크 리와 규제, 268)

와 risk나 Risiko를 험으로, danger나 Gefahr를 危害로 번역하는 경우(姜熙遠,

“환경 기시 에 있어서 ‘危險’에 한 법학 계몽을 하여”, 「경희법학」, 제

30권 제1호, 淨賢 朴鈗炘敎授 華甲紀念, 경희 학교 법과 학․경희법학연구소,

1995. 12, 117-125쪽)가 있다. danger나 Gefahr를 번역할 때 ‘ 험’이란 용어를 사

용해온 것이 이제까지의 행이고, risk나 Risiko에 하여서는 ‘ 험’과 같이

행화된 번역어가 재 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여기에서는 잠정 으로 risk나

Risiko를 리스크로, danger나 Gefahr를 험으로 번역하기로 한다. 趙弘植, “리스

크 법-리스크 리체계로서의 환경법-”, 서울 학교 「법학」, 제43권 제4호, 통권

125호, 2002. 12, 27쪽 각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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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인 경우들에서 基本法 제20a조로부터 나오는 行爲義務는 環境

을 악화시키는 제3자의 違法的인 環境負擔行爲에 해 國家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의무이다. 더 나아가서 基本法 제20a조로부터 사실상의

環境惡化要因들을 高權行爲를 통하여 최소화하거나 지시키는 國家의

義務가 나온다. 물론 이것은 원칙 으로 행 環境法의 범 내에서만

요구될 수 있는데 이것은 실질 으로는 高權行爲가 環境法에 합하도

록 하는 국가의 의무를 래하게 된다. 하지만 基本法 제20a조는 지

까지 公共財産의 管理 로서의 國家가 실질 인 환경특권들을 유지하는

것을 분명히 더 어렵게 만든다.

保護委任의 範圍를 한 표제어는 人間과 人間의 未來世代의 “生存保

障”(Überlebenssicherung) 내지 “未來保障”(Zukunftssicherung)324)이다.

따라서 보호조치는 손해사 배려와 같은 손해제한이라는 의미에서 인간

의 생존가능성을 보장해주는 한 모든 행 들이 된다. 특히 국가차

원에서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 들을 단시키는 것 외에도, 국가가 행

해야 하는 손해의 처리를 한 극 인 행 와 손해를 방하기 한

조치 그리고 자원 약을 한 조치 등도 여기에 해당된다.325)

基本法 제20a조는 環境保護를 하겠다고만 언 하고 있고 適의 環境

水準에 하여는 언 이 없다. 슈타인베르그(Steinberg)는 適의 環境

水準을 마련하기 해서 立法 에게 다음과 같은 원칙을 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326)

324) M. Kloepfer, “Staatsaufgabe Umweltschutz -Vorüberlegungen zu einem

umfassenden Thema-”, DVBl., 1979, 641-642쪽; M. Kloepfer, “Art. 20a GG”,

25쪽.

325) D. Murswiek, “Art. 20a GG”, in: M. Sachs(Hrsg.), Grundgesetz Kommentar,

C. H. Beck’sche Verlagsbuchhandlung, München, 1996, 660쪽, Rn. 33이하; M.

Kloepfer, “Art. 20a GG”, 25쪽.

326) R. Steinberg, “Verfassungsrechtlicher Umweltschutz durch Grundrechte und

Staatszie-lbestimmung”, NJW, 1996, 19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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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환경침해조치가 취해지기 에 모든 경우에 있어서 自然的 生

活基盤에 한 立法에서 척도와 험도가 명시되어야 한다.

둘째, 自然的 生活基盤을 보호하기 해서 충분하고 효과 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셋째, 保護措置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해당 公․私의 利益을 比例의

原則에 따라서 고찰해야 한다. 이것은 특히 환경침해 활동을 허용할

때 용된다.

넷째, 不確實性때문에 결정이 미래에 한 측에 기 하는 경우 立

法 는 사후개선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다섯째, 이러한 모든 일에 있어서 立法 에게는 評價와 形成의 餘地

가 주어진다.

라. 未來世代保護

(1) 序說

未來世代에 한 保護目的의 확 는 環境保護의 人間中心的 내지 生

態中心的 眺望에 한 논쟁보다 본질 으로 더욱더 흥미있는 것이

다.327) 憲法理論的으로 未來世代를 보호하거나 미래세 에게 基本權主

體性을 인정하기 해서는 現世代와 다른 질서 하에서 살게 될 것이 분

명한 未來世代를 보호할 의무는 행 憲法으로부터 추론되어야 한

다.328)

327) 金世圭, “독일 기본법상의 환경보호의 명확화”, 「韓國憲法學의 現況과 課題」,

琴浪金哲洙敎授停年紀念論文集, 박 사, 1998, 647쪽.

328) 여기에 하여는 洪性邦, “핵에 지의 사용과 미래세 보호”, 「안암법학」, 제

7호, 1998. 8, 24쪽-38쪽; 졸고, “미래세 의 환경권 주체성 인정 여부에 한 소

고”, 「韓國憲法學의 現況과 課題」, 琴浪金哲洙敎授停年紀念論文集, 박 사,

1998, 658-686쪽; 졸고, “미래세 의 환경권 ”,『공법연구』, 제31집 제4호, 2003,

173-20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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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2차 基本法 改正 以後의 論議

(가) 槪觀

基本法은 그 제20a조에서 環境保護를 國家目標條 의 형태로 규정하

고 있다. 基本法 제20a조로부터 未來世代의 權利 는 權利와 유사한

지 는 나오지 않는다고 새기는 것이 일반 이다.329) 基本法 제20a조에

의해 처음으로 未來世代들도 憲法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재에 있어

서의 각각의 결정이 재 생존하고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한 아직 태

어나지 않은 未來世代들을 해서도 변화된 조건을 형성하는 바, 이것

은 경제, 교통, 재정 혹은 교육정책의 역에 해서도 타당하지만 바로

環境政策에 해서도 확실히 타당하다.330)

(나) 長期的 責任(Langzeitverantwortung)

특히 環境政策에 있어서는 오래 부터 長期的 責任問題가 제기되어

왔다.331) 일 이 獨逸의 산림정책과 산림법에서 ‘장기간의 지속 향

의 원칙’이 발 되었다. “持續可能한 開發”이라는 표제어(Stichwort) 아

래 열린 Rio環境 議 이후로 특별히 장기 책임이라는 테마가 국제

차원에서 논의되었다. 自然環境의 惡化(Umweltbelastung)는 완 히

는 부분 으로 원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非可 性(Irreversibilität)이 있

기 때문에 장기 효과를 가진 결정들은 미래에 있어서 의미를 가진다.

이것은 先見之明이 있고 責任意識이 있는 결정권자의 행 를 통해서만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332) 基本法 제20a조의 憲法改正에 있어서 立法

는 未來의 人間

329) M. Kloepfer, “Art. 20a GG”, 33-34쪽.

330) M. Kloepfer, “Art. 20a GG", 32쪽.

331) 여기에 하여는 Gethmann/Kloepfer/Nutzinger, Langzeitverantwortung im

Umweltstaat, 1993 참조; M. Kloepfer, “Art. 20a GG”, 32쪽.

332) M. Kloepfer, “Die Notwendigkeit einer nachhaltigkeitsfähigen Demokratie”,

GAIA, 1992, 253-254쪽; Kloepfer, “Art. 20a GG”,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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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서도 國家의 責任範圍를 확 함으로써 이러한 도 에 응했지

만 어 든 실제로 그것을 구체화하는 단계가 되면 긴장이 상된다. 왜

냐하면 그것은 입에 발린 말뿐인 신앙고백에 그쳐서는 안되고 근본 으

로 現代立憲國家를 한 問題들로 제기되어야 한다.

國家代表 의 民主主義的 正當性과 임명은 選擧를 할 수 있는 재

살아있는 사람들만을 고려하고, 代表 들도 그들을 뽑아주는 사람들의

近視眼的인 요구들에 주로 신경을 쓴다. 확실히 憲法의 長期的 責任 側

面들은 지 에 와서 볼 때 낯선 것은 아니고333) 몇몇 環境法에서도 事

前配慮側面이 발견된다.334) 그 다고 해서 선거임기제와 정당민주주의

체제에서 국회에 의한 결정에의 도달이 최우선 으로 생존하는 사람들

에게 유익하도록 조작되어서는 안된다. 이 때 재 생존하고 있는 세

의 상 으로 近視眼的인 利益들과 未來世代들의 長期的인 利益이 相

馳될 수도 있다.

(다) 未來世代 옴부즈만(Nachweltbeauftragter)

未來世代를 보호하는 것이 요한 사항이라면 立法 는 법 인 차

와 조직형태를 통해 長期的 責任을 제도화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長

期的 利益을 조사하고 표할, 지속 이고 안정 이며 통합성, 객 성,

수용성(Akzeptanz)을 갖춘 조직이나 정치 인 지 가 요구될 수도 있

다. 이것은 를 들어 이에 상응하는 옴부즈만(Ombudsman)335) 내지,

立法에 조언을 하면서 여할 수 있는 未來

333) 를 들어 基本法 제115조, 제1조 제1항, 제79조 제3항 등 참조.

334) 를 들어 연방임미시온방지법(BImSchG) 제5조 제1항 제2호, 원자력법(AtG)

제7조 제2항 제3호, 환경법 총칙 안(UGB-AT-Entwurf) 제4조 등.

335) 와이스(Edith Brown Weiss)는 미래세 의 이익을 표하기 한 가장 바람직

한 방법으로 미래세 를 한 옴부즈만(Ombudsmen)이나 원(Commissioners)

을 임명할 것을 제안하 다. 환경과 개발에 한 세계 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는 각 국가들로 하여 국가수 에서

그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Edith Brown Weiss, In Fairness To

Future Generation, The United Nations University, Transnational Publishers,

Inc., 1992, 124-126쪽; WCED, Our Common Future, 1987, 3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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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代옴부즈만을 둠으로써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 가지가 고려될 수 있다.336) 무엇보다도 未來世代들을 해 權利나

권리와 비슷한 지 가 창설되어서는 안된다. 요한 것은 未來世代에

한 責任이라는 측면에서 國家가 이러한 국가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

도록 구체 인 환경 험의 방어에 착수할 뿐만 아니라 환경리스크의

지 혹은 감소를 한 事前配慮를 받아들이는 것에 달려 있다.337)

Ⅲ. 기본법 제20a조의 革新的 潛在力

1. 法秩序의 生態化(Ökologisierung der Rechtsordnung)

언뜻 보기에 基本法 제20a조는 革新的 可能性이 희박해 보인다. 왜냐

하면 이미 지 까지 立法 가 더욱 강력한 環境法들을 의결할 수 있었

을 것이기에 未來를 해 環境과 련된 立法의 根本的인 方向轉換은

고려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338) 어 든 이 에

336) 를 들어 미래문제 문가들로 구성된 원회(Rat von Sachverständigen für

Zukunfts fragen)나 차후세 보호를 한 부(Ministerium für Nachweltschutz)

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후자는 료제차원에서 높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337) 이러한 옴부즈만제도를 이해하기 해서 環境과 련된 環境옴부즈만, 특히 獨

逸의 행 環境옴부즈만(Betriebsbeauftragte für Umwelt schutz)制度에 하여는

E. Rehbinder/H.G Burgbacher/R. Knieper, Ein Betriebsbeauftragter für

Umweltschutz?, ERICH SCHMIDTVERLAG, 1972; H. P. Sander, “Rechtstellung

und Rechtsschutz des Betriebsbeauftragten für Gewässerschutz aus der Sicht der

Industrie ”, NuR, 1985, 47쪽 이하; H. Pohle(Hrsg), Die Umweltschutzbeauftragten,

1992; M. Kloepfer, Umweltrecht, 152쪽 이하 참조.

338) U. Becker, “Die Berücksichtigung des Staatsziels Umweltschutz beim

Gesetzsvollzug”, DVBl., 1995, 713쪽.



150

있어서 基本法 제20a조가 立法 에게 수 있는 ‘큰 자극’(großen

Impulse)339)은 短期的으로 볼 때는 새로운 國家目標條 을 더욱 완곡하

게 평가하는 것인데 國家目標條 에서 다른 憲法上 法益들에 우선하는

環境保護는 분명히 거부되고 있다. 하지만 ․장기 으로는 法規의 生

態化가 히 늘어날 수 있어야 한다.

國家目標條 이 立法 의 形成의 自由를 강조할 때도 基本法 제20a조

는 마찬가지로 철 하고 生態的인 惡化沮止作用을 한다. 基本法 제20a

조를 고려하여 環境을 보호하는 규범들의 폭감소는 상치하는 憲法上

法益들의 의미가 더 비 이 있을 때라야 가능하다. 基本法 제20a조는

기타 環境法典의 基礎를 해 입법상 정 으로 원용될 수 있다. 이

環境法典은 독일 최 의 環境法典編纂이 될 것이고 다시 環境法에 새

로운 자극들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現行法上의 흠결의 보완책이

基本法 제20a조의 원용하에 진될 수 있을 것이다.

2. 政治的 自體推進力(Politische Eigendynamik)

國家目標條 을 法律的 效力이 없는 단순한 “長廣 ”(Deklamation) 로

간주하거나, 憲法上의 祭壇을 명 롭게 하기 해 제기된 環境保護에

한 “象徵的인 敬意表示”(symbolische Huldigung)로만 간주하는 것은

정치 인 차에서뿐만 아니라 사법 인 차에서도 基本法에 명시되

어 있는 표 의 자체추진력을 발 시킬 수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확실히 基本法 제20a조는 법률 으로

339) H. J. Peters, “Art. 20a -Die neue Staatszielbestimmung des Grundgesetzes-”,

NVwZ, 1995, 5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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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인식할 수 있는 사회 의식과 정치 기후 변화도 겨냥하

고 있다.

3. 總括規定(Querschnittsklausel)

總括規定으로서의 基本法 제20a조는 오히려 요한 法的 效果

(Rechtswirkungen)를 과소평가할 수 없다. 법 효력들은 무엇보다 평

가와 련되고 裁量의 지침을 제공하며 해석을 지도할 수 있는 성질을

띤다. 거기에 더해서 기존의 憲法과 法律의 언 들을 풍부하게 한다.

EGV(유럽공동체조약)의 제130r조 제2항 제2문에서와 비슷하게,340) 基本

法 제20a조는 環境政策的으로 설정된 總括規定의 기능을 하고 그리고

國家로 하여 자신의 課題를 실 할 때 環境保護의 요청을 고려하도록

의무지운다.

4. 刺戟效果(Impulswirkung)

長期的으로 지속되는 法의 발 을 한 요한 刺戟들은 環境保護에

한 國家目標條 에서 생겨난다. 憲法을 개정하는 立法機關의 부분

인 의도에 비해 이것은 立法分野에서 뿐만 아니라 執行府와

340) 유럽공동체조약 제130r조 제2항: 공동체의 환경정책은 공동체 내 지역들의 다양

성을 고려하여 고도의 보호를 목 으로 해야 한다. 이는 사 배려의 원칙, 방지

원칙, 근원원칙, 오염자부담원칙에 근거한다.

환경보호요건은 공동체의 다른 정책들의 정의와 실행에서 통합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요건을 충족하기 한 조율수단은, 회원국이 한 유보조항에 따

라 비경제 인 환경상의 이유로 공동체 감시 차에 하여 잠정 인 조치를 취

하는 것을 포함한다. Jan Jans, “The Development of EC Environmental Law”,

in: Gerd Winter(ed.), European Environmental Law -A Comparative Perspective-,

Aldershot et al.: Dartmouth Publishing Company, 1996, 271-2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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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法府 分野에서, 즉 구체 인 법 용에서도 감지될 수 있다. 環境保

護에 한 國家目標는 일련의 과제로서 국민들의 의식 속으로 고 들

어가 법규범으로서 國家權力의 行爲原則이 되는 한에서 의미가 있다.

基本法 제20a조에 여러 가지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國家

目標條 을 통해 環境을 보호하는 기 에 한 憲法生活과 行政生活이

단히 풍요로워졌다. 그 이유는 모든 제한에도 불구하고 國家目標條

의 開放性과 그 開放性을 통해 필수 으로 생겨나는 解釋의 필요성은

장기 으로 볼 때 自然的 生活基盤의 보호를 憲法과 憲法을 해석하려는

노력의 심 으로 매우 강하게 옮겨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 가장

우선 으로 環境保護를 基本法 안에 아주 어렵게 도입한 입법기 에게

맡겨진 일은, 활동여지를 보장하는 정책(Politik)의 우 를 되찾고, 執行

權이 내리는 결정이 다시 基本法 제20a조를 실 하는 法律의 의미에

서 司法府에 의해 통제될 수 있는 執行權을 한 구체 인 지침을 마련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집행권은 基本法 제20a조에 의해서 지침을

받고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지침을 받는다.

5. 環境保護의 平價切上(Aufwertung des Umweltschutzes)

基本法 제20a조는 憲法政策上으로나 憲法上으로 環境保護에 한 상

당한 平價切上 作用을 체 으로 수용한다. 環境保護를 헌법상의 法益

으로 승인하는 것은 단순히 象徵的인 效果 이상을 발휘한다. 그것은 특

히 立法을 해 헌법의 형량 로그램을 변경시킨다. 를 들자면 그

게 하여 環境을 보호할 수 있는 基本權의 내재 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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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해진다. 生態的 요사항을 憲法化하는 것은 總括規定의 성격에

맞게 다른 헌법조문의 확실한 生態化(Ökologisierung)로 이끌고 결국에

는 環境保護 特有의 정책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생태화로 유도한다.

Ⅳ. 基本法 제20a조에 한 判例

1. 槪觀

基本法에 國家目標로서 環境保護條 이 受容된 이후 최근까지 基本法

제20a조를 직 원용한 결은 그리 많지 않다.341) 그 표 인 것

으로는 다음 2개의 결을 들 수 있다.342) 두 개를 근거로 基本法

제20a조의 도입 이후의 향에 한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두 개의 결이 基本法에 環境保護條 이 수용된 후

최 의 결이라는 에서 그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341) 필자가 2003년 11월까지 DÖV, DVBl., JZ, NJW, NVwZ 등과 http://Lexetius.com,

http://dejure.org 등의 사이트와 회네스(Ernst-Rainer Hönes), 슈미트(R.

Schmidt), 슈타인베르그(R. Steinberg), 베스트팔(Simone Westphal) 등의 을

참조함으로써 잠정 으로 내린 추정이다. Ernst-Rainer Hönes, “Historische

Park- und Gartenanlagen zwischen Kunstfreiheit und Umweltschutz”, DÖV,

1998, H. 12, 500쪽 각주 85; Reiner Schmidt, “Neuere höchstrichterliche

Rechtsprechung zum Umweltrecht -Rechtsprechungsbericht-”, JZ, 1997. 11,

1043쪽; R. Steinberg, “Umweltschutz in der Verkehrswegeplanung”, DÖV,

2000, H. 3, 91쪽; Simone westphal, “Art. 20a GG-Staatsziel, Umweltschutz”,

JuS 2000, Heft 4, 339쪽.

342) Ernst-Rainer Hönes, 의 , 500쪽 각주 85; 그 외에도 다음의 결정이 있다.

BVerwG, Beschl v. 31. 1. 1997. NVwz 1997, 1213-1215쪽; BVerwG, Urt. v.

15. 4. 1999-3 C 25/98(Kassel) NVwZ 1999, 1234-123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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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5. 4. 13.자 聯邦行政法院決定343)

가. 事件槪要

원고가 연방행정법원에 항고를 제기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외

각지 (외부 역, Außenbereich)에 치한 주말별장의 경사지에 높이가

약 6미터이고 길이가 7미터인 나치시 에 활동한 조각가 Arno Breker

가 제작한 Artemis와 Aurora라고 하는 두 개의 기념상을 약 7미터 높

이의 받침 에 설치하기를 원하는 원고가 소 州행정청에 설치허가

를 신청하 으나 소 州행정청은 ‘그러한 술품을 설치하면 自然景觀

을 변경시키고 자연경 의 자연 특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

하 다. 이러한 건축신청의 거부에 해서 원고는 藝術의 自由를 주장하면

서 이의를 제기하 지만 담당부서에 의하여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이에른행정법원(BayVGH)에 피고에 하여 不作爲義務履行訴訟

(Untätigkeitsklage) 을 청구하 다.344) 그러나 항고법원은 원고의 청구

를 건축계획법(Bauplanungsrecht)의 용을 받는 사업계획이 연방건설

법 (BauGB) 제35조 소정345)의外觀毁損의禁止(Verunstaltungsverbot)에

343) BVerwG(聯邦行政法院), Beschl. v. 13. 4. 1995- 4 B 70/95; BVerwG, NJW,

1995, 2648-2650쪽; 이 결정은 술의 자유와 외각지 보호 사이의 충돌에

한 것으로 연방행정법원에 의하여 基本法 제20a조가 최 로 인용된 결정이다.

Uhle도 이 결정에 찬성하고 있다. Uhle, “Das Staatsziel "Umweltschutz" und

Bundesverfassungsgericht,” UPR, 1996, 55쪽; Ernst-Rainer Hönes, 앞의 ,

500쪽 각주85에서 재인용.

344) Hansjochen Dürr, “Aktuelle Rechtsfragen des öffentlichen Baurechts-Die Rechtsprechung

des Bundesverwaltungsgerichts und der Oberverwaltungsgerichte in den Jahren 1995

und 1996-”, DÖV, 1997. 10, 849-850쪽.

345) 연방건설법 제35조 제1항: 외부 역에서의 건축물은 공익에 반하지 않는 않고,

충분한 기반시설이 확보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허용된다;

1. 농업, 임업을 한 것이고 업용지의 일부만을 차지할 때,

2. 업이 事前的 相續契約(Vorwegnahme)을 해 이 되고, 그 이후에 (상속인에

의해서) 포기된 경우, 그 地主의 주거목 을 한 것일 때,

a) 업의 인도 에 제1호에 따른 殘留家屋(Altenteilerhaus)의 건립이 허용될 수

있었을 때,

b) 移轉契約에서 殘留家屋의 건립이 합의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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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한다는 근거로 기각하 다. 이에 원고는 항고법원에 의해서 표명된 상고

의 불허가에 하여 불허가의 항고(Nichtzulassungsbeschwerde)를 제기하

다.

나. 決定內容

본 사건은 내용 으로 基本法 제5조 제3항 제1문346)에 규정된 藝術의

自由와 건설법 제35조 제2항347) 제3항348)에 근거를 둔

c) 건축물이 직 으로 소농장(Hofstelle)의 주변에 건립될 때

d) 殘留家屋이 건립되어야 하는 토지가 농장지 없이는 매각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

으로 보장될 때

e) 殘留家屋이 건립되어야 하는 토지가 농장지 없이는 매각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

으로 보장될 때

3. 農場勞動 의 住居(Landarbeiterstelle)를 한 경우

4. 방송시설, 공공 기, 가스, 수도, 하수도설비 는 장소 련 업을 한 건축

물을 한 것일 때,

5. 周邊에 한 특별한 요청에 의하거나, 周邊地에 한 부정 인 효력 때문에 는

특별한 목 때문에 외부 역에서 건립되어야 하는 경우,

6. 평화 목 는 방사능폐기물의 폐기를 한 핵에 지의 연구, 발 , 이용을

한 것일 때. 1994. 4. 8. BGBl. Ⅰ766쪽 이하; 金鍾甫, 「都 計劃의 樹立節

次와 建築物의 許容性에 한 硏究 -한국의 도시계획법제와 독일의 聯邦建

設法(BauGB)制에 한 비교연구-」, 서울 학교 법학박사학 논문, 1997. 2,

부록 21-22쪽.

346) 基本法 제5조 제3항 제1문: 술과 학문, 연구와 교수는 자유이다. 기본법 제5조

제3항 제1문상의 술의 자유는 내재 한계를 제외하고는 제한할 수 없는

기본권이다.

347) 건설법 제35조 제2항: 기타의 건축물은 그 건립과 이용이 공익을 침해하지 않

을 때, 개별 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1994. 4. 8. BGBl. Ⅰ766쪽 이

하; 金鍾甫, 앞의논문, 부록 22쪽 참조.

348) 건설법 제35조 제3항: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공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건축물이

- 용지이용계획의 표 에 반하는 경우

- 해로운 환경오염을 래할 수 있거나 이를 배출하는 경우

- 도로나 다른 교통시설, 생존배려, 쓰 기처리, 폐수처리 시설, 안 이나 건강 는

기타의 과제의 해결을 하여 과도한 소비가 요구되는 경우

- 수리경제를 해치는 경우

- 자연보호와 경 보존 는 기념물보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 지역경 , 자연경 을 손상하는 경우

- 자연경 의 자연 성격이나 휴양지로서의 성격을 해하는 경우

- 散發 주거의 발생, 고착, 확장의 염려가 있는 경우

농지구조개선을 한 조치에는 특별한 고려가 베풀어 져야 한다. 제1항, 제2항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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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획법상 외곽지 의 보호가 충돌한 사건으로 원고에 의해서 제

기된 불허가의 항고에 한 결정이다. 본 사건에 있어서 연방행정법원

은 留保없이 보장된 基本權(絶 的 基本權)인 基本法 제5조 제3항 제1

문상의 基本權이 그 밖의 憲法規定에 의해서 어느 정도까지 제한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련하여 다음과 같이 시하고 있다. 우선 연방행

정법원은 保護領域에 포함되어 있는 술의 작용 역(Wirkbereich)에

기 해서 원고가 주장할 수 있는 基本法 제5조 제3항 제1문도 건설법

제35조 제2항 제3항으로부터의 외각지 에 있어서 藝術作品의 設置

에 한 許容性의 한계를 원칙 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유로 상고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하 다. 연방행정법원의

이러한 논증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고려가 작용하 다. 基本法 제5조

제3항 제1문은 건설법 제35조 제2항 제3항에 근거를 둔 거부사유

에 해서 憲法調和的 解釋이 부득이 할 뿐만 아니라 基本法 제5조 제3

항 제1문상의 基本權은 法律留保 없는 絶 的 基本權이긴 하지만 內在

的으로 制限될 可能性이 있다. 그리고 본건에 있어서 基本法 제2조 제2

항349)과 더

간 으로 의미있는 건축물들은 국토계획과 주국토계획의 목표에 반해서는 안된

다; 이러한 건축물들의 이익이 국토계획과 주국토계획의 목표로서 국토계획법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로그램이나 계획 등에서 형량된 경우에는

제1항의 공간 으로 의미있는 건축물은 공익에 반하지 않는다. 1994. 4. 8.

BGBl. Ⅰ766쪽 이하; 金鍾甫, 앞의 논문, 부록 22쪽 참조.

349) 기본법 제2조 제2항: 구든지 생명권과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

다. 신체의 자유는 침해될 수 없다. 이 권리들은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침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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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基本法 제20a조도 한 건설법 제35조 제3항의 外觀毁損禁止

와 련있는 헌법규정이다.

연방행정법원의 결정에 의하면 基本法 제5조 제3항 제1문상의 藝術의

自由라는 基本權은 충돌하는 基本權에 의해서는 물론 憲法的 序列

(Verfassungsrang)이 부여된 그 밖의 法益에 의해서 制限될 수 있다고

한다(內在的 限界에 의한 制限). 그러한 제한으로서는 基本法 제2조 제2

항상의 基本權은 물론 새롭게 國家目標條 으로 受容된 基本法 제20a조

가 들고 있는 憲法的 價値가 건설법 제35조 제2항 제3항에 의해서

基本法 제5조 제3항 제1문상의 基本權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여 國家目

標條 으로서의 環境保護를 규정하고 있는 基本法 제20a조가 基本權을

제한하는 작용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 다.350)

다. 評釋

이 결정과 련하여 소개는 몇 개 있지만 평석은 별로 없는 것 같

다.351) 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352) 길이 6미터

350) 결정내용을 원문 그 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藝術의 自由는 建設法典(BauGB) 제35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토지사용계획에

반된다고 해서, 景觀의 外觀을 毁損(Verunstaltung)한다고 해서 는 景觀

의 자연 특성을 침해(Beeinträchtigung)한다고 해서 외곽지 에 건축 술

품을 시하는 데에 건축법상의 허가를 거부하는 것을 원칙 으로 방해하지

않는다.

2) 基本法 제20a조에 새롭게 수용된 國家目標條 이 헌법 질서에 편입됨으로써

환경보호는 인 우 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밖의 헌법원리 헌법상

법익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이것은 제5조 제3항 제1문

과 같은 법률유보가 없는 기본권보장규정(Grundrechtsverbürgungen)과 충돌

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BVerwG, Beschl. v. 13. 4. 1995- 4 B 70/95;

BVerwG, NJW, 1995, 2648쪽.

351) 이 사건에 한 평석 이외의 소개(보고)에 하여는 Hansjochen Dürr, 앞의 ,

849-850쪽; Reiner Schmidt, 앞의 , 1043쪽; Ernst-Rainer Hönes, 앞의 ,

500쪽 참조.

352) 본 결정문에는 높이가 6미터이고 길이가 7미터라고 하고 있는데 반하여

(BVerwG, Besc-hl. v. 13. 4. 1995- 4 B 70/95; BVerwG, NJW, 1995,

2648-2650쪽) 베슈 (Thomas Vesting)박사의 에는 길이가 6미터 높이가 7미

터라고 하여 정확한 사실 계 마 도 혼동하는 듯하다. Thomas Vesting, “§35

Ⅲ BauGB zwischen Umweltschutz und Kunstfreiheit”, NJW, 1996, H.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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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7미터 짜리 두 개의 藝術品을 설치하는 것은 비록 郊外의 週末

別莊에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平均人의 美的 觀點에서 볼 때 環境을

毁損할 것이라는 그리고 基本法 20a조를 生態保護에 도움이 되도록

해석을 한 353) 등에 비추어 연방행정법원의 결정에 해서 체 으

로 찬성하지만 그 논증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354)

첫째, 藝術의 自由의 保護領域에 한 철 한 논증이 없다.

둘째, 建設法典 제35조가 基本法 제20a조 소정의 環境保護原則의 立

法的 具體化라고 단정짓는데 하여 설명이 미흡하다. 왜냐하면 건설법

제35조가 기본법 제20a조 소정의 환경보호원칙의 입법 구체화라는

것은 기껏해야 環境에 非親和的인 건축의 지라는 의미에서의 景觀의

자연 특성의 보호라는 공 요성에서만 그럴 뿐이다.

셋째, 藝術品과 土地使用權과 環境保護 등 세 가지의 法益에 한

1111-1113쪽.

353) Reiner Schmidt, 앞의 , 1043쪽.

354) 참고로 기본법 제20a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0a조를 끌어 들이지 않고 (기본

법 제1조 제1항 제2문, 제2조 제2항 제1문 등에 터잡아) 내린 결정을 살펴본다.

미성년자들이 1995. 7. 19자 연방임미시온방지법 개정에 항의를 하 는데 그 이

유는 연방임미시온방지법에 규정된 차량통행 지가 오존의 양을 이는데 무

근시안 이기 때문이다. 즉 새로운 수 이 과거의 수 보다 떨어진 연방임미시

온방지법개정을 통해서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입법자가 반했다. 따라서 새로

운 수 을 과거의 수 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VerfG(1. Kammer des Ersten Senats), Beschl. v. 29.

11. 1995-1 BvR 2203/95; NJW, 1996, Heft 10, 6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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衡量이 미흡하고 납득할 만한 설명이 부족하다.355)

넷째, 憲法內在的 基本權 制限을 지나치게 확 했다.356)

3. 1995. 9. 21.자 聯邦行政法院 決定357)

가. 事件槪要

아 리카産 象牙로 된 물건을 매하고 있는 동아시아 골동품상은 유

럽공동체명령[Verordnung(Europäische Wirtschaftsgemeinschaft, EWG)]

3626/82호 제2조 등의 규정이 獨逸國內法으로 용됨에 따라358) 種保護

를 해서 場에서 상아로 된 물건을 매하는 행 를 1984년 1월 1일

부터 지 당했다. 그러자 骨董品商은 1981년부터 1983년 사이에 취

득한 象牙製品에 해서는 매를 허가해 달라고 소제기를 하 으나 기

각 결을 받았고, 이에 하여 연방행정법원에 제소하 다.

나. 決定要旨

(1) 聯邦自然保護法에 규정된 販賣禁止359)는 1984. 1. 1. 이 에

355) Thomas Vesting, 앞의 , 1113쪽.

356) Reiner Schmidt, 앞의 , 1043쪽.

357) BVerwG, Beschl. v. 21. 9. 1995- 4 B 263/94; BVerwG, NJW, 1995, Heft 17,

1163쪽; Ernst-Rainer Hönes, 앞의 , 500쪽.

358) Verordnung(EWG) Nr. 3626/82 Art. 2, 6; Verordnung(EWG) Nr. 197/90 Art. 2.

359) 연방자연보호법(BNatSchG) 제20a조 제2항은 다음과 같다: 이 장에서 말하는 동

물과 식물은 곧바로 인식할 수 있는 야생동물과 식물 곧바로 인식할 수 있

는 동․식물로부터 얻어진 물건을 말한다. 1982. 12. 3.자 유럽경제공동체(EWG)

3626/82호 규정에 정해진 동물과 식물의 경우에는 소유할 수 없고 상품으로 이

용할 수 없고 그 밖에 교환이 지된다. 그리고 그에 해서는 수입과 수출(21

조-21f조 까지)이 지된다.

연방자연보호법(BNatSchG) 제20f조 제2항은 다음과 같다: 특별히 보호되는 종류의

동․식물에 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지된다.

제1호: 소유하는 것, 상속하는 것, 그것에 해서 사실 인 폭력을 가하는 것, 는

그것을 가공하는 것(소유 지)

제2호: 유럽경제공동체(EWG) 3626/82호 규정 제6조 제1항 는 제2항에 이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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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 수입된 아 리카産 象牙에도 용된다.

(2) 상품 매 지는 원칙 으로 象牙로 된 藝術作品에도 용된다.

다. 決定理由

…… 基本法 제20a조에 따르면 國家는 未來世代를 해서 自然的 生

活基盤을 保護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 해당 행정청

은 自然과 自然景觀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한 조

치에는 種을 보호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나 種保護는 藝術의 自由보

다 으로 우 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立法 는 藝術의

自由와 種保護 사이의 마찰을 구체 인 사례와 련해서 衡量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독일의 立法 가 種保護에 우 를 부여했다고

해서 그것을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種保護를 우선시키는 것

이 재의 국제 인 경향이다. 왜냐하면 그 지 않을 경우, 과거의 경험

상 코끼리 種을 유지하려는 목 의 달성은 매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

다…….

되어 있지 않는 한 매하는 것, 매하기 해서 소유하는 것, 제공하는 것

는 상업상의 목 을 해서 진열하는 것(거래 지)

제3호: 제2호에 열거된 목 외에 거래하거나 거래를 조장하기 해서 시하는 것(기

타의 거래 지) Beck-Texte, Umwelt-Recht, 8. Aufl., C. H. Beck, München, 1994,

106쪽, 110-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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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私見

앞에서 살펴본 의 결을 가지고 새롭게 基本法 제20a조에 규정된

環境保護 國家目標條 이 Bonn基本法 내에서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해서 속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두

결은 지 까지 法律次元에서 논의되던 는 環境關聯 法律을 근거로

環境保護에 근했던 것으로부터 이제는 基本法 제20a조를 직 원용하

여 環境保護의 문제에 근하고 있다는 에서 획기 인 ( 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 소개한 평석에 필자도 체로 공감한다.

즉 이러한 사정으로부터 앞으로는 環境保護 내지 環境侵害에 련되는

한 基本法 제20a조가 요한 단기 이 된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결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獨逸에서 지난 20여 년 동안 環境保護條 의 基本法 受容에

한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基本法 제20a조가 수용된 지 얼마되

지 않았기 때문에 基本法 제20a조에 한 분명한 내용이 아직 밝 지지

않은 것 같다. 이것은 社 國家條 이 처음에 도입되었을 때 그 目標에

해서는 분명한 견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方法에 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에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하면 環境保護라

는 目標를 基本法 제20a조가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環

境保護를 할 것인가는 일차 으로 立法 에게 일임하고 있기 때문에 아

직까지 학설과 례가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지 못하다. 그 방법에

한 의견의 합치 은 앞으로 례가 축 되고 그에 한 례의 평석이

체계화 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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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結 論

Bonn基本法이 제정될 당시에 基本法制定의 아버지들의 머리 속에는

Weimar憲法上의 基本權의 效力에 한 부정 인 경험 등 때문에360) 憲

法을 가지고 무엇을 많이 약속하기보다는 보다 많이 지키는데 주력하고

자 하여361) 基本權目 을 단지 古典的인 自由權的 基本權만으로 된 17

개 조항으로 규정한 결과 環境保護에 한 가치를 무시하 다. 그러나

오늘날 종래의 國家의 構成要素에 環境이 들어가야 할 정도로 環境이

요한 요소를 차지하게 되어 現代國家의 宿命的 課題는 바야흐로 環境

保護가 되었다.

1970년 부터 제기되기 시작한 環境保護에 한 獨逸의 熱風은 基本

法 속에 環境保護條 을 수용하자는 데에 공감 가 형성되었다. 基本法

에 環境保護를 수용하는 경우에 어떠한 規範形態로 이를 도입할 것인가

에 하여 여러 政派와 學 들에 의하여 基本權의 형태로 環境保護를

도입하자는 주장, 국가목표조항의 형태로 環境保護를 도입하자는 주장

등 여러 가지 방법이 논의되다가 결국 國家目標條 으로 基本法에 수용

하게 되었다. 環境保護라는 國家目標條 을 基本法에 受容한 것은 獨逸

聯邦共和國이 “環境國家”로 발 해가는 과정에서 요한 헌법상의 이정

표를 나타내고,362) 環境國家를 한 돌

360) v. Mangoldt, “Die Grundrechte”, DÖV, 1949, 262쪽, 275쪽; 洪性邦, “한국헌법

제35조 ‘환경권’에 한 연구”, 「翰林大學校論文集」, 제8집, 人文․社 科學篇,

1990, 294-295쪽.

361) Winfried Brohm, “Soziale Grundrechte und Staatszielbestimmungen in der

Verfassung, -Zu den gegenwärtig diskutierten Änderungen des Grundgesetzes-”, JZ,

1994, 215쪽.

362) M. Kloepfer(Hrsg.), Umweltstaat, Springer-Verlag, Berlin Heidelberg, 1989, 39

쪽 이하; M. Kloepfer, “Interdisziplinäre Aspekte des Umweltstaats”, DVBl.,

1994,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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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올 수 없는 (point of no return)을 었다363)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는 환경보호를 계속 으로 고려하거나 충족시키도록 법 으

로 구속받게 되었다.

결론 으로 環境國家目標條 이 受容됨으로 해서 나타나는 문제들

컨 環境國家目標條 과 基本法上의 기타 法益과의 衝突 내지 摩擦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環境國家目標條 이 수용됨으로써 그것이 基

本法秩序에 어떠한 향을 미칠 것인가에 한 정확한 진단 내지 측

은 앞으로 례의 집 과 그에 한 학계의 반응을 더 기다려 보아야

할 것이지만364) 법규의 生態化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은 분명하

다.365)

363) M. Kloepfer, “Entwicklung und Instrumente des deutschen Umweltrechts”, 金

連泰 역, “독일환경법의 발 과 수단”, 앞의 책, 60쪽, 101쪽.

364) R. Steinberg, “Umweltschutz in der Verkehrswegeplanung”, DÖV, 2000, H. 3,

91쪽 참조.

365) 슈타인베르그는 기본법 제20a조가 악화 지(Verschlechterungsverbot)를 의미한

다고 한다. R. Steinberg, 의 , 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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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미국연방 법원의 결문은(특히, 헌 여부를 가리는 사건에 있어)

사건 당사자에 직 으로 끼치는 향뿐만 아니라, 이후 사건에 있어

하 법원의 결을 구속하는(stare decisis) 보통법의 특징으로 인해,

한 사건의 결에 있어 단순한 결과(result)의 요성보다 이 결과에 이

르기까지의 논거를 집필한 법원의 의견(opinion)이 갖는 요성이 더 크

다 할 수 있다. 9명의 법 으로 구성된 미국 연방 법원의 경우, 최소

5명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당해 사건을 결정지을 수 있으며,366) 그 5명

의 법 이 그러한 결정에 이르게된 논리를 공유할 때만이 법정 의견

(the Opinion of the Court)으로서 권 를 갖는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

연방 법원의 결문이 집필되는 과정, 결문을 이루는 두 축(결과와

의견)이 갖는 의미와 의견의 종류에 해 살펴보겠다.

Ⅱ. 미국연방 법원의 결 과정

1. 사건 제출

미국연방 법원에는 한 해 평균 으로 7,000건이 넘는 사건이

1) 미국연방 법원의 심 최소정족수는 6명으로 4 3 는 4 2의, 4명의 법

의 지지를 받는 다수 결정이 가능하나 흔하지 않다. 미국연방 법원의 소송 심

차에 해선 RUL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adopted January 11, 1999, effective May 3, 19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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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되며, 이러한 사건의 부분은 연방고등법원이나 주 법원에서 상

고(Appeallate Jurisdiction)의 형태로 올라 온다.367) 이러한 하 법원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 으로 청원(petition)할 수 있는 사건들

(Original Jurisdiction)이 있기는 하나, 헌법 3조 2 2항(Aritcle III,

Section 2. [2] )368)에 열거된 매우 외 인 경우에 해당된다.369) 매해

7,000건의 사건 법원의 심리를 거쳐 결이 나는 사건은 한해

80-90건 정도로, 나머지 사건의 경우 법원의 재량에 의해 각하되거나,

일부는 의견이 없이 결과만 나가는 약식 결정문(Summary Judgment,

약 한해 50건 정도)의 형태로 결정된다. 수된 사건이 받아들여질지의

여부는 법 회의에서 4명 이상의 법 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the

Rule of Four)370)

2. 구두 심리(Oral Argument)

일단 사건이 받아들여지면, 사건의 당사자들은 자신의 입장을 담

367) FindLaw Constitutional Law Center, A HISTORY OF THE SUPREME

COURT (accessed September 16, 2003)

<http://supreme.lp.findlaw.com/supreme_court/supcthist.html>.

368) 미국 헌법 3조 2 2항: 사와 그밖의 외교사 사에 계되는 사건과, 주가

당사자인 사건에서 연방 법원은 제1심의 재 할권을 가진다. 연방 법원은 그 밖

의 모든 사건에 있어서, 연방의회가 정하는 외와 규정에 따라 법률 문제와 사실 문

제에 하여 상소심 재 할권을 가진다. (원문: In all Cases affecting

Ambassadors, other public Ministers and Consuls, and those in which a State

shall be Party, the supreme Court shall have original Jurisdiction. In all the

other Cases before mentioned, the supreme Court shall have appellate

Jurisdiction, both as to Law and Fact, with such Exceptions, and under such

Regulations as the Congress shall make.)

369) David W. Neubauer JUDICIAL PROCESS: LAW, COURTS, AND POLITICS

IN THE UNITED STATE (1997) 424-425.

370) Joan Biskpic & Elder Witt The Supreme Court at Work (1997) at 72. 사건의

선택 기 에 해선 Neubauer (1997), 436-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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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소송 사건 이유서(brief–50쪽을 넘을 수 없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사건에 련하여 이해를 가지는 단체는 법원의 허락하에 그 단체의

의견을(amicus curiae brief–30쪽을 넘을 수 없음) 제출할 수 있다.371)

법원의 구두 심리에서 양측을 변하는 변호사들은 30분씩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법 들도 이 시간동안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다.372)

3. 법 회의와 표결373)

법 회의는 구두 심리가 열린 주 수요일(월요일 구두 심리 사건)

과 요일(화요일과 수요일 구두 심리 사건)에 개최된다. 법 회의에

서 법원장은 사건마다 간략한 소개를 한 후 자신의 의견을 밝히며,

연방 법원에 근무를 오래한 법 의 순으로 그 사건에 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다. 의견을 개진하는 에 법 들은 결에 한 자신

의 입장을 밝힌다. 부분의 사건이 이미 하 법원의 결을 거쳐 올라온

사건이므로 법 들은 그 하 법원의 결을 지지하거나(affirm), 그 결

을 기하거나(reverse), 결의 일부를 지지하고 일부를 기하거나,

결을 수정하거나(modify) 혹은 그 결을 무효로(vacate)하고 하 법원

으로 사건을 돌려보내야 한다는(remand) 의견을 내며, 5명 이상의 지지

로 다수 결정(majority)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투표는 최종 인 것이 아

니므로 법 들은 법 회의 후 결문이 선고될 때까지 자신의 의

견을 바꿀 수 있

371) RUL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Rule

33.1(g).

372) 미국연방 법원 구두 심리에 해선 Henry J. Abraham THE JUDICIAL PROCESS

(1998) 208-213 참조.

373) Craig R. Ducat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2000) 34-38.



172

다. 따라서, 최 투표에서의 다수의견이 결문이 집필되는 동안 소수

의견이 될 수 있으며, 처음의 소수의견도 반 의견을 쓰는 과정에서 다

른 법 들을 설득할 수 있다면 다수의견이 될 수 있다.

4. 결문 작성자 지정(Opinion Assignment)374)

최 투표가 법 회의에서 있은 후 수일내에 결문 작성 법

이 지정된다. 법원장이 다수 결정에 포함되어 있다면, 법원장은 자

신을 포함하여 가 다수의견을 작성할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 법원

장이 다수 결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다수 결정에 동의하는 법

법원 근무가 가장 오래된 선임 법 이 자신을 포함하여 다수의

견을 작성할 법 을 지정할 권한을 가진다. 소수 반 의견 한 반

결정을 한 법 가장 근무 연수가 오래된 법 이 자신을 포함하

여 반 의견을 쓸 법 을 지정한다.

5. 결문과 의견의 작성(Opinion Writing)375)

일단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작성할 법 이 정해지면 담당 법

은 결정문 안(draft opinion)을 작성하고, 이 안을 다른 모든 법

들에게 보낸다. 결문을 작성하는 과정은 가장 요한 작업이자 어려

운 작업이다. 다수의견을 쓰는 법 은 다수 결정에 참가한 다른 법

들의 동의를 얻어내기 해 그들의 입장을 최 한 반 하려고 노력하

며, 소수 반 의견을 쓰는 법 은 다수 결정에

374) Abraham (1998) 220-222.

375) Phillip J. Cooper BATTLES ON THE BENTCH: CONFLICT INSIDE

THE SUPREME COURT (1995) 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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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한 법 들을 설득하여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도록 하기 해 노

력한다. 이러한 과정은 상당히 역동 이며 때로는 상과 타 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Brennan 법 의 경우 한 사건에서 열번 이

상의 결정문 안을 작성하기도 하 다).376) 를 들어, 소수 의견을 쓴

법 에게 “이러 이러한 내용을 넣는다면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겠다.”

라는 식의 상도 가능하다.377) 하지만 서로간의 입장차가 무 커 동

의할 수 없을 때는, 한 사건 결문안에 여러 개의 다른 동조의견(별개

의견, 보충의견, Concurring Opinion)이 나올 수 있으며, 5명의 지지를

얻지 못한 상 다수의견(Plurality Opinion)이 나올 수도 있다. 이에

한 자세한 설명은 뒤에 의견의 종류 부분에서 다시 기술하겠다.

6. 결 선고(Announcement of Opinion)

이 게 작성된 결문은 법정에서 선고되는데, 다수의견을 쓴 법

이 다수의견의 요지를, 반 의견을 쓴 법 이 반 의견의 요지를 발

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378)

Ⅲ. 결문의 구성

미국연방 법원의 결문은 결과( 결주문, result)와 의견( 결이유,

opinion)의 두 축으로 구성된다. 사건의 결과는 법정 의견서의

376) Abraham (1998) at 234.

377) Lawrence Baum The Supreme Court (1998) at 137.

378) Biskpic & Witt (1997) at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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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데, 부분의 사건이 하 법원을 거쳐서 올

라온 계로 그 하 법원의 결을 지지하거나(affirm), 그 결을 기

하거나(reverse), 결의 일부를 지지하고 일부를 기하거나, 결을 수

정하거나(modify) 혹은 그 결을 무효로(vacate)하고 하 법원으로 사

건을 돌려보내야 한다는(remand) 형태로 표 된다. 의견( 결이유)의

경우도 결 결과와 마찬가지로 5명 이상 재 의 지지를 받을 때만이

법정의견의 권 를 갖게 된다. 따라서, 5명 이상이 동의하는 결과( 결주

문)라 할지라도 그 결과( 결주문)에 이르기까지의 논거가 다를 경우 법정

의견(the Opinion of the Court)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런 경우 상

다수의견(the Plurality Opinion)의 형태로 그 의견에 동의하는

법 들의 이름과 함께 발표된다. 를 들어, 1996년의 Bush v Vera379)

의 경우를 보면, 결문 앞부분에 “Justice O’CONNOR announced the

judgment of the Court and delivered an opinion, in which THE

CHIEF JUSTICE and Justice KENNEDY join.” 이라고 쓰여져 있다.

이 경우 이 의견(an opinion)은 법원의 결주문(결과)을 선고하고 있지

만, 3명의 법 (Justice O’connor, The Chief Justice and Justice

Kennedy)만의 동의를 얻은 의견(상 다수 의견, the Plurality

Opinion)으로 법정의견으로서의 권 를 지니지는 못한다.

379) Bush v. Vera, 517 U.S. 952, 116 S.Ct. 1941, 135 L.Ed.2d 248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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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문 의견의 종류

1. 법정의견(the Opinion of the Court)

결 결과( 결주문)에 5인 이상이 지지하는 경우에, 5인 이상이 동의

하는 의견이 법정의견이 된다. 모든 법 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원일치의견의 법정의견이 된다.

2. 상 다수의견(Plurality Opinion)380)

결 결과( 결주문)에는 5인 이상이 지지를 하고 있지만, 그 결과(주

문)에 도달하는 논거(이유)가 5인 이상의 지지를 받지 못한 경우 이러

한 의견은 법정의견이 되지 못하고 상 다수의견으로 남

380) 상 다수 의견에 해선,

① Adam S. Hochschild ‘THE MODERN PROBLEM OF SUPREME COURT

PLURALITY DECISION: INTERPRETATION IN HISTORICAL PERSPECTIVE’

(2000) 4 Washington University Journal of Law and Policy 261;

② Christopher R. Drahozal ‘THE “ARROGANCE OF CERTAINTY”: TRUST,

CONFIDENTIALITY, AND THE SUPREME COURT’ (1998) 47 University of

Kansas Law Review 121;

③ Bernard Schwartz & James A. Thomson ‘INSIDE THE SUPREME COURT: A

SANCTUM SANCTORUM’, (1996) 66 Mississippi Law Journal 177;

④ Lewis A. Kornhauser & Lawrence G. Sager ‘THE ONE AND THE MANY:

ADJUDICATION IN COLLEGIAL COURT’ (1993) 81 California Law

Review 1;

⑤ Ken Kimura ‘A LEGITIMACY MODEL FOR THE INTERPRETATION OF

PLURALITY DECISIONS’ (1992) 77 Cornell Law Review 1593;

⑥ Mark Alan Thurmon ‘WHEN THE COURT DIVIDES: RECONSIDERING

THE PRECEDENTIAL VALUE OF SUPREME COURT PLURALITY

DECISIONS’ (1992) 42 Duke Law Journal 419;

⑦ Franck H. Easterbrook ‘WAYS OF CRITICIZING THE COURT’ (1982) 95

Harvard Law Review 802;

⑧ Note ‘PLURALITY DECISIONS AND JUDICIAL DECISIONMAKING’ (1981)

94 Harvard Law Review 11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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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이러한 의견은 흔하지 않은데, 95년의 경우 총 83건의 결

문 상 다수의견이 발생한 사건은 6건이 있었다. 상 다수의견

에 있어 이것이 례로서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하 법원이 비슷

한 쟁 을 재 시 이 의견을 어떻게 해석하고, 얼마만큼 구속받는지에

하여 미국 헌법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3. 동조의견(별개의견, 보충의견, Concurring Opinion)381)

다수의 결과( 결주문)에는 동의하나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다른 이유로 그 결과에 동의하는 경우, 법정의견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때, 반 의견에 해 논박을 하고

자 할 때 등, 다수결과에 동의하는 재 구나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신이 생각하는 논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다른 법 들 그

의견에 동의하는 법 은 이 의견에 동참할 수도 있다. 동조의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결이유에는 동조하지 않지만 결주문에만 동

의하는 경우(concurring in judgment, 별개의견)와 결주문과 결이유

에 모두 동의하지만 자신이 좀 더 강조하거나 부연하는 경우(simple

concurrence, 보충의견, 의견문이 JUSTICE O’CONNOR, concurring

는 JUSTICE BLACKMUN, filed an opinion concurring으로 시작한다)

가 있으며, 일부 미국 헌법학자들은 별개의견은 사실상의 반 의견이라

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381) Igor Kirman ‘STANDING APART TO BE A PART: THE PRECEDENTIAL

VALUE OF SUPREME COURT CONCURRING OPINIONS’ (1995) 95

Columbia Law Review 2083, 2084-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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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 의견(Dissenting Opinion)382)

다수의 결과( 결주문)에 동의하지 않는 법 들 최선임 법

이 지정한 법 이 반 의견을 쓰며, 다수의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법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따로 반 의견을 쓸 수도 있다. 이러

한 반 의견들은 다수의견이 왜 잘못 는지, 앞으로 이 다수의견이 어

떻게 제한 으로 용되어야 하는지 등에 한 논리로 이루어져 있으

며, 작성 에는 다수 결정에 동참한 법 들을 설득하는 목 으로도

사용되며, 후에 새롭게 구성된 법원이 비슷한 문제를 다루는 경우, 그

의견을 바꿀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해 수도 있다.

Ⅴ. 실질

1992년의 미국연방 법원 결 에는 1973년도 낙태를 지하는 주

법을 헌으로 선고한 Roe v Wade383) 결을 뒤집을 수 있는 사건이

있었다. 차츰 보수 인 인물로 채워지는 법원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Roe 결이 뒤집어 질 것이라고 측한 이 사건(Planned Parenthood of

Southestern PA. V Casey)384)에서 Roe 결이 번복되지는 않았으나 연

방 법원 법 들의 의견은 크게 나 어 졌으며, 여러 개의 동조의견

과 반 의견이 존재하 다. 이 사건은 이

382) Baum (1998) 138-141.

383) Roe v. Wade, 410 U.S. 113, 93 S.Ct. 705, 35 L.Ed.2d 147 (1973).

384) Planned Parenthood of Southestern PA. v. Casey, 505 U.S. 833, 112 S.Ct.

2791, 120 L.Ed.2d 674 (1992) 이후로 U.S. Reports의 페이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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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시작한다:

“O’CONNOR, KENNEDY, and SOUTER, JJ., announced the

judgment of the Court and delivered the opinion of the Court

with respect to Parts I, II, III, V-A, V-C, and VI, in which

BLACKMUN and STEVENS, JJ., joined, an opinion with

respect to Part V-E, in which STEVENS, J., joined, and an

opinion with respect to Parts IV, V-B, and V-D. STEVENS,

J., filed an opinion concurring in part and dissenting in part,

post, p. 911. BLACKMUN, J., filed an opinion concurring in

part, concurring in the judgment in part, and dissenting in part,

post, p. 922. REHNQUIST, C.J., filed an opinion concurring in

the judgment in part and dissenting in part, in which WHITE,

SCALIA, and THOMAS, JJ., joined, post, p. 944. SCALIA, J.,

filed an opinion concurring in the judgment in part and

dissenting in part, in which REHNQUIST, C.J., and WHITE

and THOMAS, JJ., joined, post, p. 979.385)

이것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펜

실베니아 낙태 리법(Pennsylvania Abortion Control Act of 1982)의 5

개의 법조항은 연방지방법원(The Federal District Court)에서는 모두

헌 결을 받았으나, 제 3 연방 순회항소법원(The Court of Appeals

for the Third Circuit)에서 진행된 항소에서 한 조항을 제외한 다른 조

항들은 합헌 결을 받았다. 이 사건을 심리한 연방 법원은 연방순회

항소법원의 결을 일부 지지(affirm)하고 일부 기(reverse) 결정을

내렸는데, 문제가 된 5개의 조항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헌 정을

받은 조항에 해서는 헌 결을 인정하 고, 나머지 조항 에서 3

개의 조항은 합헌, 마지막 1개 조항에 하여선 그 조항의 일부에 하

여 헌 결을 내렸다. 이

385) Id., at 84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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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서 문제가 된 심사 상 조항에 한 결주문과 결이유를 나

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펜실베니아 낙태 리법 3203조

가. 쟁

펜실베니아 낙태 리법 3203조는 이 법에 규정된 여러가지 낙태를

한 조건들을 만족시키지 않아도( 를 들어, 수술 24시간 에 낙태에

한 상담을 해야 된다는 등)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외 인 상황

으로 의학 응 상황(medical emergency)을 규정하고 있는데, 청원자

는 이 규정이 무 한정 인 경우로 제한되어 있어, 산모의 응 상황에

도 낙태수술을 쉽게 받을 수 없다는 을 지 하며 이 조항이 헌임을

주장하 다.

나. 하 법원 결

연방지방법원은 청원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조항을 헌으로 결

내렸으나,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것을 기하고 합헌 정을 내렸다.

다. 법원 결 주문

연방 법원은 연방순회항소법원의 결을 인정하여, 이 조항에

하여 합헌 정을 내렸다.–합헌에는 법 원이 동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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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O’CONNOR 법 , KENNEDY 법 , SOUTER 법 ,

BLACKMUN 법 , STEVENS 법 , REHNQUIST 법원장,

WHITE 법 , SCALIA 법 , THOMAS 법 .

라. 법원 결 이유

(1) (5명의) 다수의견(법정의견)

연방 법원은 연방순회항소법원의 결 이유와 같은 이유로 합헌 결정

을 내렸다. 즉, 응 상황 규정시 필요한 한 험상황(serious risk)에

해 넓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이 헌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출했다.–이 의견에는 5명의 법 이 동의하 음: O’CONNOR

법 , KENNEDY 법 , SOUTER 법 , BLACKMUN 법 ,

STEVENS 법 .386)

(2) REHNQUIST 법원장의 별개의견(WHITE 법 ,

SCALIA 법 , THOMAS 법 동조)

REHNQUIST 법원장은 이조항의 합헌결정에는 동의(concurring in

the judgment)하나 법정의견에는 동의를 표시하지 않았다.

REHNQUIST 법원장은 펜실베니아 낙태 리법에 규정된 의학 응

상황의 정의는 법원이 Thornburgh 사건에서 정의내린 것과 거의

동일하며, 이것의 해석상, 의학 으로 시 하게 낙태 수술을 요하는 경

우를 다 포함할 수 있으므로 합헌이라고 결정하 다. 한, 주정부는 국

민의 건강과 태어날 생명에 하여 심 한 심(이해)을 가지고 있으며,

낙태에 한 법은 이러한 공익을 고려하여 상 으로 심사 기 이 쉬

운 합리성 심사(rationality test)로 평가되

386) Id., at 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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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모든 조항은 합헌

이라고 단하 다.387)

(3) SCALIA 법 의 별개의견(REHNQUIST 법원장,

WHITE 법 , THOMAS 법 동조)

SCALIA 법 한 이 조항의 합헌결정에는 동의(concurring in the

judgment) 하나 법정의견에는 동의를 표시하지 않았다. 한, 이 조항

이 합헌이어야만 하는 이유에 해서도 특별히 얘기하고 있지 않다.

SCALIA 법 은 Roe 결은 잘못된 결로서 낙태를 할 수 있는 권

리는 헌법 어디에도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사법부는 이러한 문

제에 여할 수 없다라는 의견으로 심사 상인 모든 조항들의 합헌성

을 주장하 다.388)

2. 펜실베니아 낙태 리법 3205조

가. 쟁

펜실베니아 낙태 리법 3205조는 낙태를 받으려는 여성은 낙태 수술

24시간 에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로부터 낙태 수술 차와 수술의

험성에 한 설명을 들어야 하며, 병원 측은 낙태 수술을 받으려는 여

성에게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낙태 련 책자를 요청만 하면 받을 수 있

다라는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낙태 련 책자에

는 태아에 한 정보와 출산시 받을 수 있는 의료 혜택, 아기의 아버

지로부터 어떻게 양육비(child support)를 받을 수 있는지에 한 정보

등을 담고 있다. 한, 3205조는 이러한 정

387) Id., at 944-979.

388) Id., at 97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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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병원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산모의 확인서 작성

(certifying of the informed consent)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확

인서없이는 낙태수술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원자는 이러한

조건들이 여성들이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심 하게 침해하

고 있음을 들어 헌임을 주장하 다.

나. 하 법원 결

연방지방법원은 청원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조항을 헌으로 결

내렸으나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것을 기하고 합헌 정을 내렸다.

다. 법원 결 주문

연방 법원은 연방순회항소법원의 결을 인정하여 이조항에 하

여 합헌 정을 내렸다.–합헌 결정에 7명의 법 이 동의하 음:

O’CONNOR 법 , KENNEDY 법 , SOUTER 법 ,

REHNQUIST 법원장, WHITE 법 , SCALIA 법 , THOMAS

법 .

라. 법원 결 이유

(1) (3명의) 상 다수의견 (법정의견 무존재)

O’CONNOR 법 , KENNEDY 법 , SOUTER 법 이 공동 집

필한 의견문의 V-B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다른 법 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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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얻지 못하여 이 부분은 법정의견으로서 권 를 가지지는 못

한다. 펜실베니아 낙태 리법 3205조에 해 세명의 법 들은 공

동 의견문에서 과도한 부담 여부 심사(undue burden standard)를 용

하여 3205조가 강제하는 여러가지 낙태 수술 조건(낙태 수술 24시

간 동안 기다려야 하는 강제 기간과 낙태 련 정보를 들은후 확인서를

작성해야 되는 것)에 해 이것은 여성이 낙태 수술을 받는데 부담이

되기는 하나, 헌 정을 받을 정도로 과도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피력

하며 합헌 정을 내렸다. 이러한 과도한 부담 여부 단에서 이 세 명

의 사들은 이러한 조건들이 여성들이 낙태 수술을 받는데 있어 시간

, 재정 압박이 될 수는 있으나, 낙태와 련해 주정부가 가지는 이

해를 고려해 볼 때 과도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른다.389)

(2) STEVENS 법 의 별개의견(3205(a)(1)(i)와 (iii)의 합헌

결에 하여), 반 의견(3205(a)(2)(i)–(iii)의 합헌 결에

하여)

STEVENS 법 은 의 세 법 이 용한 과도한 부담 여부 심

사가 Roe 결에서부터 시작된 세단계 구분 심사 방법(trimester

framework)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로, 과도한 부담 여부

심사시 주정부가 낙태와 련하여 가지는 공 이해를 좀더 신 하게

고려하여야 하며, 그러한 이해가 정당(legitimate)하다라는 것만으로 여

성이 낙태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제한 한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여

성이 가지는 낙태에 한 권리에 하여 얼마만큼 정당한지에 한

극 심사가 필요함을 밝힌다. 그에 따르면 주정부가 가지는 낙태에

한 공 이해, 이것의 실 방법으로 주정부

389) Id., at 88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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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취한 행동(법의 제정)과 여성이 가지는 개인 권리 사이의 경

을(balacing or weighing) 따졌을 때 주정부가 낙태를 못하게 설득하

려는 목 으로 제작한 책자의 공 을 의무화하고 있는 3205(a)(2)(i)

–(iii)은 헌이지만, 단순히 낙태의 험성만을 경고토록한

3205(a)(1)(i)와 (iii)은 합헌이라는 의견을 냈다.390)

(3) BLACKMUN 법 의 반 의견

BLACKMUN 법 은 상 다수의견에서 채택된 과도한 부담 여

부 심사에 하여 동의하지 않으며 Roe 결에서 채택된 세단계 구분

심사 방법(trimester framework)을 유지할 것을 주장한다. 세단계 구분

심사 방법이란 임신 기간을 3단계로 구분하여, 첫번째 3달은 여성이 낙

태에 한 매우 큰 재량권을 가질 수 있으며, 이 기간에 한 정부 차원의

규제는 아주 외 인 경우를 제외하곤 정당화될 수 없고, 나머지 6달에

해서도 정부가 심 한 이해(compelling interest)를 가지고 있으며, 이 이

해를 달성하기 해 그 이해에 정확하게 맞는 최소한의 규제만을 사용하

음을 증명해야 하는 엄격심사 기 (strict scrutiny)을 채택하고 있다.

BLACKMUN 법 은 과도한 부담 여부 심사는 여성이 낙태에 가지

는 요한 권리인 자유권(liberty)과 사생활 보장권(privacy)을 충분히

보호해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엄격심사기 을 용했을 때 펜

실베니아 낙태 리법 3205조는 헌이다라고 주장하 다.391)

(4) REHNQUIST 법원장의 별개의견(WHITE 법 ,

SCALIA 법 , THOMAS 법 동조)

REHNQUIST 법원장은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심사 상 모든

조항에 하여 합헌을 주장하 고, 합리성 심사의 용을 주장

390) Id., at 911-922.

391) Id., at 92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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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392)

(5) SCALIA 법 의 별개의견(REHNQUIST 법원장,

WHITE 법 , THOMAS 법 동조)

SCALIA 법 은 낙태에 해서 입법자가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

으며, 이것은 사법심사의 상이 아니라며 모든 조항이 합헌임을 주장

하 다.393)

3. 펜실베니아 낙태 리법 3209조

가. 쟁

펜실베니아 낙태 리법 3209조는 낙태 수술을 받고자 하는 모든 결혼

한 여성은 낙태 수술을 할 것임을 남편에게 미리 통보(notify)했음을 증

명하는 확인서를 쓰기 에는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

으며, 이러한 확인서를 받지 않은 의사에 하여 의사 면허증을 취소할

수도 있고, 그러한 의사들은 남편들에게 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하여 청원자는 이러한 조항이 가정 폭력이

만연되고 있는 사회 실을 봤을 때, 여성들이 낙태 수술을 받는데

있어 심 한 장애이며, 남편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들어 헌임

을 주장했다.

나. 하 법원 결

많은 문가들의 증언을 청취한 연방지방법원은 최소한 미국의 2

392) Id., at 944-979.

393) Id., at 97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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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 가정에서 가정 폭력이 발생하고 있으며, 여성들이 남편에게 낙

태 수술에 하여 얘기할 수 없는 여러 경우(남편의 건강, 자신의 건강,

가정 불화, 남편의 낙태에 한 반 등)가 있을 수 있고, 많은

가정 폭력이 임신과 련하여 자행되고 있음을 지 하며, 낙태 리법

3209조는 여성이 낙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크게 제한하므로 헌임

을 선언하 으며, 연방순회항소법원도 이것의 헌성을 인정하 다.

다. 법원 결 주문

연방 법원 한 연방순회항소법원의 결정을 지지하여 펜실베니아 낙

태 리법 3209에 하여 헌임을 결정하 다. - 헌 결정에는 법

5명이 동의하 음: O’CONNOR 법 , KENNEDY 법 , SOUTER

법 , BLACKMUN 법 , STEVENS 법 .

라. 법원 결 이유

(1) (5명의) 다수의견(법정의견)

O’CONNOR 법 , KENNEDY 법 , SOUTER 법 이 공동 집

필한 의견문의 V-C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STEVENS 법 과

BLACKMUN 법 이 동의(join)하여 5명 법 이 의견을 같이하는

법정 의견이 되었다. 법원은 첫째, 배우자에게 낙태 통보를 의무화하

는 것은(spousal notification requirement) 많은 수의 여성들이 낙태 수

술을 받는 것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것은 단순히 낙태 수술 받

는 것을 조 어렵게 하거나, 는 재정 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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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낙태 수술을 받는데 있어 심

한 장애(substantial obstacle)가 됨을 인정하 다. 아직 성인이 아닌 여

성에 하여 이러한 통보의무를 합헌으로 결정한 법원의 그 례들

과 비교해서는, 미성년 여성과 성인 여성을 같이 우할 수 없다는

을 지 하 다. 마지막으로 재 부는 남편이 자신 부인의 낙태와

련해 깊고 정당한(deep and proper) 심과 이해를 갖고 있음은 인정하

으나, 부인이 임신에 하여 실질 으로 훨씬 심 한 이해를 가지며,

주정부는 여성이 자신의 신체에 하여 가지는 자유권을 제한할 정도의

권한을 남편에게 부여할 수 없다라고 결정하 다.(The husband’s

interest in the life of the child his wife is carrying does not permit

the State to empower him with this troubling degree of authority

over his wife.) 만약, 주정부가 남편에게 이러한 권한을 갖도록 할 수

있다면, 태아에게 해로울 수 있는 술을 임산부가 마실 경우도 남편이

태아에게 갖는 이해가 크므로 여성이 남편에게 미리 통보해야 된다거

나, 임신을 막는 피임 장치의 사용시도 남편에게 알릴 의무를 져야되

는지 되묻고 있다. 법원은 여성이 결혼할 지라도 헌법 으로 보장

되는 자유권을 그 로 가지고 있음을 명백히 하 다.(Women do not

lose their constitutionally protected liberty when they marry) 헌법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결혼을 하 거나 안 했거나, 모든 개인을 공권력의

악용으로부터 보호해 다.394)

(2) REHNQUIST 법원장의 반 의견(WHITE 법 ,

SCALIA 법 , THOMAS 법 동조)

REHNQUIST 법원장은 수정헌법 제14조에 규정된 자유

394) Id., at 887-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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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ty)에 하여 이것은 무제한 인 자유가 아니라 질서가 있는

자유(ordered liberty)임을 강조한다. 펜실베니아 낙태조 법 3209에

하여 REHNQUIST 법원장은 이 조항은 배우자에게 낙태 수술 사실

을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배우자로부터 동의를 구하는 것

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을 지 한다. 따라서, 이것은 남편이 낙태에

하여 반 권(veto)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남편이 태아에게 가지는 이

해, 주정부가 남편의 이러한 이해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있어 가

지는 정당한 이해( 심) 등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낙태 수술 사실의 사

통보 의무는 이러한 정부의 정당한 이해를 달성하는데 있어 필요하

다라고 보았다. REHNQUIST 법원장은 한 주정부는 개인의 결혼

생활의 순수성을 증진시킬 의무도 있다라고 보았다.(이것은 청구인이

태아가 혼외 정사에 의해 만들어진 경우, 이 조항이 결혼 생활 자체를

험하게 할 수 있음을 주장하 는데, 이것에 한 REHNQUIST 법

원장의 답변임)395)

(3) SCALIA 법 의 반 의견(REHNQUIST 법원장,

WHITE 법 , THOMAS 법 동조)

O’CONNOR 법 , KENNEDY 법 , SOUTER 법 의 공동 의

견문은 여성이 가지는 자유권을 무 자의 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헌

법에 보장된 자유권은 낙태에 한 자유를 보장한 것이 아니며, 지

법원은 법 들의 개인 선호에 따라 자의 으로 헌법을 확 해석

하고 있다고 경고하 다.396)

395) Id., at 944-979.

396) Id., at 97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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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펜실베니아 낙태 리법 3206조

가. 쟁

펜실베니아 낙태 리법 3206조는 성인이 안된(unemancipated) 18세

미만의 여성이 낙태 수술을 받고자 할 때는 부모 한 분의 고지에 입

각한 동의(informed consent)가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모가

동의를 해주지 않을 때는 법원이 그 여성의 사정을 고려하여 낙태를 허

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나. 하 법원 결

연방지방법원은 이 조항에 하여 헌결정을 내렸으나, 연방순회항

소법원은 이 결을 기하고 합헌 결을 내렸다.

다. 법원 결 주문

연방 법원은 연방순회항소법원의 결을 지지하여 이 조항에 하여

합헌 정을 내렸다.–합헌 결정에는 7명의 법 이 동의하고 있음:

O’CONNOR 법 , KENNEDY 법 , SOUTER 법 ,

REHNQUIST 법원장, WHITE 법 , SCALIA 법 ,

THOMAS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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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법원 결 이유

(1) (3명의) 상 다수의견 (법정의견 무존재)

O’CONNOR 법 , KENNEDY 법 , SOUTER 법 은 그 의

례들을 인용하며, 주정부는 법원에서 낙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을 명시하는 한, 낙태를 하고자 하는 미성년 여성에게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라는 그 례들을 재확인하 다. 공동 의견문은 미

성년 여성의 경우 부모와 상의를 통하여 좀 더 올바른 단을 할 수 있

으며, 부모들은 자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킨

다.397)

(2) STEVENS 법 의 반 의견

STEVENS 법 은 과도한 부담 여부 심사를 거치면 이 조항은

헌이라고 단하 다.398)

(3) BLACKMUN 법 의 반 의견

BLACKMUN 법 은 엄격 심사를 용하면서 주정부는 미성년자

의 낙태 결정에 있어 부모의 참여를 장려하려는데 정당한 심(이해)을

가질 수는 있지만, 펜실베니아 낙태조 법 3206은 그 목표의 성취를 보

장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While the

State has an interest in encouraging parental involvment in the

minor’s abortion decision, 3206 is not narrowly drawn to serve that

interest)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에 비해 주정부가 규제할 재량권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낙태 조 법 3206에 규정된 고지에 입

각한 동의가 되기 해선 부모가 병원을 직 방문하여야 되며, 이런

과정에서 낙태 수술이 며칠 는 몇

397) Id., at 899-900.

398) Id., at 91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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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연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에서 3206조는 헌이다라

고 주장하 다.399)

(4) REHNQUIST 법원장의 별개의견(WHITE 법 ,

SCALIA 법 , THOMAS 법 동조)

REHNQUIST 법원장은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심사 상 모든 조

항에 하여 합헌을 주장하 고, 합리성 심사의 용을 주장하 다.400)

(5) SCALIA 법 의 별개의견(REHNQUIST 법원장,

WHITE 법 , THOMAS 법 동조)

SCALIA 법 은 낙태에 해서 입법자가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

으며, 이것은 사법심사의 상이 아니라며 모든 조항이 합헌임을 주장

하 다.401)

5. 펜실베니아 낙태 리법 3207(b)조, 3214(a)조, 3214(f)조

가. 쟁

펜실베니아 낙태 리법 3207(b)조, 3214(a)조, 3214(f)조는 낙태 수술

을 시행하는 병원에 하여 낙태 수술에 한 기록 보 을 의무화시키

고 있으며, 주정부에 이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이병원이

주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그 병원의 이름과 주소를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낙태 시술 병원

399) Id., at 922-943.

400) Id., at 944-979.

401) Id., at 97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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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정부에 보고할 내용으로는 그 병원의 이름과 주소, 낙태 수술을

시행한 의사의 신원, 그 병원으로 산모를 연결시켜 의사의 신원, 환자

의 나이, 그 환자가 에 몇 번의 임신을 하 고 몇 번의 낙태수술을

했는지에 한 정보, 어떤 종류의 낙태 수술을 했는지에 한 정보, 낙

태 수술 날짜, 환자의 상태, 낙태 수술로 제거된 태아의 무게, 환자의

결혼 여부, 결혼하 다면 남편에게 통보했는지의 여부와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왜 안했는지의 이유( 를 들어, 의학 으로 한 상황

으로 시간이 박했다는 등) 등이다. 청구인은 이 조항이 여성의 낙태

할 자유를 심 하게 침해하며, 따라서 헌이라고 주장하 다.

나. 하 법원 결

연방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헌임을 결정하 으나 연

방순회항소법원은 이 결정을 기하고 합헌 결을 내렸다.

다. 법원 결 주문

연방 법원은 연방순회항소법원 결의 일부를 지지하고, 일부를

기하 다. 기록보 과 보고의무를 규정한 이 조항들은 합헌이나, 이 조

항들 남편에게 통보를 안했을 경우, 그 이유를 기록, 보고토록한

3214(a)(12)에 한해서는 헌 결을 내렸다.

3214(a)(12)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조항의 합헌 결에는 7명의

법 이 동의하 음: O’CONNOR 법 , KENNEDY 법 ,

SOUTER 법 , REHNQUIST 법원장, WHITE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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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IA 법 , THOMAS 법 .

3214(a)(12)의 헌에는 5명의 법 이 동의하 음: O’CONNOR

법 , KENNEDY 법 , SOUTER 법 , BLACKMUN 법 ,

STEVENS 법 .

라. 법원 결 이유

(1) (4명의) 상 다수 의견 (법정의견 무존재)

O’CONNOR 법 , KENNEDY 법 , SOUTER 법 이 공동 집

필한 의견문의 V-E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STEVENS 법 이 동의를

표함으로서 4명 재 의 동의를 받은 상 다수 의견이다. 이들

법 들은 낙태수술에 한 기록의 보 과 보고의 의무는 단순히 낙태

수술 받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낙태와 련한 의학

조사에 있어 상당히 요한 정보 가치를 지니며, 국민의 건강을 염려

하는 주정부는 이것에 정당한 심(이해)을 가질 수 있으므로 과도한

부담 여부 심사(undue burden test)에서 살아 남아 합헌이라고 피력했

다. 다만, 결혼한 여성에게 남편의 통지 여부와 이유를 묻는 것은 여성

의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자유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헌임을 결정했다.402)

(2) BLACKMUN 법 의 별개의견(3214(a)(12)의 헌 결에

하여), 반 의견(3214(a)(12)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의 합

헌 결에 하여)

BLACKMUN 법 은 연방지방법원의 의견을 인용하여, 이러한

402) Id., at 9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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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주정부에 보고토록 하는 것은 의사들의 이름이 비 로서 보장

되긴 하지만, 낙태 지론자들로부터 끊임없는 박과 에 시달려온

낙태 수술 의사들과 이들에게 임산부를 소개시켜 다른 의사들이 자신

의 이름이 보고서에 남는다는 사실만으로도 낙태 수술을 꺼릴 수 있으

므로, 여성들이 낙태를 받을 자유가 침해된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이 조

항들의 헌성을 발견하 다. 한, 주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은

병원에 하여 그 병원의 이름과 주소를 일반에게 공개토록 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을 하여 이러한 정보의 보 과 보고를 한다는 주정부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는데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403)

(3) REHNQUIST 법원장의 별개의견(3214(a)(12)을 제외한 나

머지 조항의 합헌 결에 하여), 반 의견 (3214(a)(12)의 헌

결에 하여) (WHITE 법 , SCALIA 법 , THOMAS

법 동조)

REHNQUIST 법원장은 낙태 련 정보의 보 과 보고가 주정부가

여성의 건강과 태어날 생명에 해 가질 수 있는 정당한 심(이해)을

합리 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합리성 심사– rationally further

the State’s legitimate interests) 이러한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의 조

항들은 합헌이라고 결정하 다. 한, 주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병원에 하여 일정 정보(병원의 이름과 주소)를 일반에게 공개토록 하

는 것도 주정부의 재정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하여 세 을 낸

일반시민(taxpayer)에게 알릴 주정부의 정당한 심(이해)이라고 보았

다.(there is a legitimate public interest in informing taxpayers who

the funds are

403) Id., at 92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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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ting and what services the funds are supporting)404)

(4) SCALIA 법 의 별개의견(3214(a)(12)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의 합헌 결에 하여), 반 의견 (3214(a)(12)의 헌

결에 하여) (REHNQUIST 법원장, WHITE 법 ,

THOMAS 법 동조)

SCALIA 법 은 낙태에 해서 입법자가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

으며, 이것은 사법심사의 상이 아니라며 모든 조항이 합헌임을 주장

하 다.405)

Ⅵ. 결론

미국연방 법원 결을 이해하는데 있어 민감한 쟁 에 하여 법

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는 경우, 어떤 의견이 법정의견인지, 동조의견

과 반 의견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한 이해가 쉽지 않다. 미국연

방 법원의 의사 결정 과정은 법 과 법 사이, 법 과 그의 연

구 들(law clerks) 사이의 끊임없는 화와 토론, 논쟁, 논박의 과정이

며, 연방 법원의 의견들 한 이러한 과정을 그 로 반 하 다고 볼

수 있다. 동조의견과 반 의견에 사용된 논거들은 법정의견으로서 권

를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 법원이 법정의견을 해석하는데 단자

료로, 후에 새롭게 구성된 법원이 사용할 수 있는 논거자료로서 상당

한 의미를 가지며, 미국 헌법을 참고로 하는 다른 많은 나라들에게도

귀 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하겠다.

404) Id., at 944-979.

405) Id., at 97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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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일반 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재 소법 제47조 제1항에 정한

헌결정의 일종으로서,1) 심 상이 된 법률조항이 헌이라 할지라도

입법자의 형성권을 존 하여 그 법률조항에 하여 단순 헌결정을 선

고하지 아니하고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선언에 그치는 결정의 주

문형식,2) 는 심 상이 된 법률조항이 실질 으로 헌임에도 불구

하고 그 법률조항에 하여 단순 헌결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당해 법

률조항의 형식 존속을 유지시키면서 입법자로 하여 그 헌성을 제

거하도록 한 뒤, 입법자의 입법개선에 따라 개선된 입법을 용시킬 것

을 명하는 결정3)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헌법불합치결정은 국회의 입법형성권을 존 하고, 신법과 구

법 사이의 부조화를 해결할 수 있으며 헌결정으로 인한 법 혼란 내

지 법 공백의 발생을 방함으로써, 일면 헌법재 의 상이 된 법률

규정의 헌성을 선언하고, 타면 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에

서 정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제도4)라고 한다.

요컨 , 우리 헌법재 소는 독일연방헌법재 소와 같이 헌법불합치결

정5)은 헌결정의 일종이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이 선언된 법률조

1) 헌재 1989. 9. 8. 88헌가6, 례집 1, 199, 261.

2) 「헌법재 실무제요」(헌법재 소 2003), 132면.

3) 황도수, 헌법재 소 결정의 기속력, 「헌법의 규범력과 법질서 (정천허 박사 정년

기념논문집)」(박 사 2002.5), 773면. 다만, 동인은 최근에 기존의 통설ㆍ 례에

하여 새로운 입장에서 근하고자 한다. 황도수, 헌법불합치결정에 한 새로운

체계의 시도, 「법조 551호」(법조 회 2002.8), 78면 이하.

4) 신 기, 헌법불합치결정의 이유에 기 한 개선입법의무, 「헌법논총 제7집」(헌법

재 소 1996), 354면.

5) 독일연방헌법재 소의 경우 ‘헌법불합치선언’은 “Unvereinbarerklärung”으로, ‘ 헌

무효선언’ 은 “Verfassungswidrigerklärung”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로 원배, 헌

법불합치결정의 의의와 효력, 「입법조사연구 248호」(국회도서 1997.12), 191면.

Schlaich는 ‘불합치선언’을 “Unvereinbarerklärung”으로 표 한 반면에 ‘무효선언’은

“Nichtigerklärung”으로 표 하 다. Klaus Schlaich,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

StellungㆍVerfahrenㆍEntscheidung - 4. Auflage (München: C.H. Beck 1997), Rn 343

ㆍ359ㆍ365ㆍ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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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은 용이 부인됨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6) 학설도 “헌법불합치결

정이 있으면 그 상 법률 는 법률의 조항은 단순 헌결정의 경우와

는 달리 그 로 존속하고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법률

이 계속 용될 수 있는가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원칙 으로는 국가기

등은 이처럼 존속하는 법률 는 법률 조항을 용하여서는 안되지

만, 때로는 헌법재 소가 그 법률 는 법률조항을 계속 용할 것을

명하기도 한다.”고 이해한다.7)

따라서 헌법불합치결정이 있는 경우 행정 청과 법원은 원칙 으로

그들에게 계류된 차를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지하여야 한다.8) 제

1기 재 이었던 김양균 변호사는 “헌법불합치선언은 헌법재 소가 법

률의 헌법 반상태를 확인하기는 하되 확인된 헌상태를 입법자가 스

스로 시정할 때까지 그 로 놔두는 것으로서, 헌확인된 법률을 그

로 써먹을 수는 없게 하되 이를 폐기하지도 않는 결정형식”이라고 표

하 다.9)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독일의 헌법불합치결정에 한 설명을 따

6) 헌재 2001. 9. 27. 2000헌마208등, 례집 13-2, 363, 378; 헌재 2001. 9. 27. 2000헌

마152, 례집 13-2, 338, 349; 헌재 2001. 6. 28. 99헌마516, 례집 13-1, 1393,

1412; 헌재 2001. 4. 26. 2000헌바59, 례집 13-1, 941, 950; 헌재 2000. 8. 31. 97헌

가12, 례집 12-2, 167, 187 등 참조.

7) 윤진수, 상속의 단순승인 의제규정에 한 헌법불합치결정의 문제 , 「헌법논총

제11집」(헌법재 소 2000), 198면.

8) 헌재 1994. 7. 29. 92헌바49등, 례집 6-2, 64, 120.

9) 김양균, 헌법재 의 입법통제와 변형결정, 「공법연구 제25집 제1호」(한국공법학

회 1997.1), 2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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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고 있는 것으로서 뒤에서 보는 “ 용 지” 유형의 헌법불합치결정

에 해당하는 설명은 될 수 있으나 “계속 용” 내지는 “잠정 용” 유형

의 헌법불합치결정에 하여는 하지 아니한 면이 있다. 한, 실

으로 우리 헌법재 소는 후자 유형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자 유형보

다 압도 으로-두 배 가까이-많이 내리고 있다. 따라서 헌법불합치결

정에 한 와 같은 다수설과 례의 입장은 헌법불합치결정에 한

일반 인 설명으로는 부 하다고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헌법불합치결정에 한 다수설과 례의 입장 새로운

논의를 살펴 보고(Ⅱ), 우리 헌법재 소의 사례를 분석하여 바람직한 헌

법불합치결정에 한 설명을 모색한 다음(Ⅲ), 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Ⅳ).

Ⅱ. 헌법불합치결정에 한 기존의 이해 새로운 논의

1. 독일의 경우

가. 헌법불합치결정의 연방헌법재 소법에의 수용

독일연방헌법재 소는 통상 “기본법에 합치하지 않고 따라서 무

효”(mit dem GG unvereinbar und nichtig)라고 표시하고 있는 ‘무효선

언’의 주문과는 달리, ‘헌법불합치’선언의 경우 헌으로 단된 법률을

주문에서 무효(nichtig)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불합치한”(mit

dem GG unvereinbar) 것으로 는 “합치하지 아니하는”(des

Grundgesetzes nicht vereinbar) 것으로 표시하 다.10) 이러

10) 컨 1958. 6. 11. 제1재 부 BVerfGE 8, 1 결정 : “… und deshalb mit Art. 33

Abs. 5 GG nicht mehr vereinbar ist, nicht für nichtig erklären.”; 한 1970. 5. 11.

제1재 부 BVerfGE 28, 227 결정 : “… Es ist mit Artikel 3 Absatz 1

Grundgesetzes nicht vereinbar, daß …”; 한편, 1961. 12. 13. 제1재 부 BVerfGE

13, 248 결정에서는 “… Sie sind insoweit verfassungswidrig.”라고 하여 ‘무효선



206

한 결정에 따라 1970. 12. 21.자 연방헌법재 소법 개정시 불합치결정

의 입법 근거를 마련하 다.11) 그러나 이 개정법은 헌법불합치라는

변형결정형식을 수용하 을 뿐 그 법 효과를 명확히 하지도 않았고,

언제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하여도 규정한 바가 없다. 헌법

불합치라는 변형결정의 형식은 그 후 모든 규범통제 재 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1980년 이후의 통계에서는 무효선언이나 불합치선언이 반반씩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12)

나. 잠정 용원칙에서 용 지원칙으로

헌결정의 소 효(ex-tunc-Wirkung)를 원칙으로 하는 독일에서는

소 무효로 인해서 발생하는 법 혼란과 법 공백상태를 방지

언’(unvereinbar und nichtig)을 하지 아니한 채 ‘ 헌선언’(verfassungswidrig)만을

하 다.

11) 독일연방헌법재 소법 (1993. 8. 11. 문개정, BGBl S. 1473)

제31조(재 의 구속효) ②…연방헌법재 소가 법률이 기본법에 합치 는 불합치한

다고, 는 무효라고 선언한 경우에는 …. 주법률이 기본법 는 연방법에 합치

는 불합치한다고, 는 무효라고 선언된 경우에는 연방법무부가 재 주문을 연

방법률 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8조(연방헌법재 소의 재 ) 연방헌법재 소가 연방법이 기본법과, 는 주법이

기본법 는 기타의 연방법과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확신에 이른 경우에는 연방

헌법재 소는 그 법률을 무효로 선언한다. 동일한 법률의 다른 규정이 동일한 이

유로 기본법 는 기타의 연방법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방헌법재 소

는 마찬가지로 그 규정을 무효로 선언할 수 있다.

제79조(연방헌법재 소 재 의 효력) ①기본법과 합치하지 아니한다거나 제78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선언된 규범 는 연방헌법재 소에 의하여 기본법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선언된 규범의 해석에 근거한 형사확정재 에 하여는 형사소

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심 차가 허용된다.

12) 원배(1997.12), 191면; K. Schlaich (1997), Rn. 362 (S. 27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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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소 무효를 통한 법 정의의 실 보다 더 큰 공익 인 요

청인 동시에 사회공동체의 정치 ㆍ법 평화유지를 해서 불가피하다

고 단할 때, 즉 헌법이 추구ㆍ실 하려는 가치질서에 더 근한다고

단할 때 헌인 법조항이라도 잠정 으로 그 효력을 인정해서 집행ㆍ

용하게 하고 입법권자에게 시한을 정해서 입법개선을 구하기 해

서 1957년 연방헌법재 소가 BVerfGE 6, 257에서13) 헌법불합치의 결정

유형을 개발했다.14)

이와 같이 독일의 경우 불합치결정의 기단계에서는 일반 으로

헌규범의 잠정 용을 가능 하기 하여 헌결정을 피하고 불합치

결정을 한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므로 불합치결정과 헌결정의 근본

인 차이를 헌법률의 잠정 용에서 찾았으나, 연방헌법재 소가 1974.

5. 21. 자녀의 국 법에 한 결정(BVerfGE 37, 217)에서 헌결정과

불합치결정은 “ 헌법률의 용 지”란 의미에서는 동일한 효력을 가지

고 있다고 분명히 밝힘으로써 종 의 입장을 수정하 다.15)

다. 원칙과 외

독일연방헌법재 소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경우에 원칙 으로 당

해 법률의 용을 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외 인 경우에만 불합치

선언된 법률이 잠정 으로 용될 수 있음을 명하고 있다.16) 그리고 연

방헌법재 소가 불합치결정을 하면서 동시에 헌법률이

13) 그리고 1년 후인 1958년에 더 명확하게 밝힌 BVerfGE 8, 1, 19f. 참조.

14) 허 , 1999년의 요 헌법 례, 「헌법 례연구(2)」(박 사 2000), 4면.

15) 한수웅, 헌법불합치결정의 헌법 근거와 효력, 「헌법논총 제6집」(헌법재 소

1995), 513면.

16) K. Schlaich (1997), Rn. 361 (S.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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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용될 것을 명시하는 경우, “사실상” 헌결정의 장래효를 의

미한다.17) 헌 인 법률의 잠정 인 용은 무엇보다도 법 안정성의

측면에서, 법치국가 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법 공백과 그로 인한 혼

란을 방지하기 하여, 일정기간 동안 입법자의 새로운 입법시까지

헌 법률을 존속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그러므로

여기서 헌 인 법률을 존속 하고, 한 잠정 으로 용하게 하는

것은 법치국가 요청인 “법 안정성”의 이유이다.18)

2. 헌법불합치결정의 필요성 요건

가. 헌결정의 효력과 헌법불합치결정

독일에서는 연방헌법재 소의 헌 결이 소 효를 가지므로19) 심각

한 법규범의 공백상태가 생길 수 있어 헌법불합치선언을 이용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장래효가 원칙이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인정할 필

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올바른 지 이라고 할

수 없다.

헌법재 소법 제47조 제2항은 “ 헌으로 결정된 법률 는 법률

17) 석, 헌법재 에 있어서의 결정주문의 유형과 효력, 「헌법재 제도의 활

성화에 한 연구 (헌법재 연구 제2권)」(헌법재 소 1991), 156면.

18) 한수웅(1995), 519면.

19) 법률의 헌결정의 효력에 하여는 계희열, 법률에 한 헌 결의 효력, 「법

률의 헌결정과 헌법소원의 상 (헌법재 연구 제1권)」(헌법재 소 1990), 173

면 이하; 윤진수, 헌법재 소 헌결정의 소 효, 「헌법문제와 재 (上)」(사법

연수원 1996), 431면 이하; 정태호, 법률에 한 헌결정의 소 효문제에 한

비 고찰, 「법률행정논총 제19집」( 남 학교법률행정연구소 1999), 211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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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한 법률 는 법률의 조항은 소 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20) 즉 법률에 한 헌결정은 원칙 으로 즉시효 내지 장래

효를 갖는다. 이처럼 우리의 입법자는 헌법재 소의 헌결정의 소 효

를 원칙 으로 부인함으로써 헌법재 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통하여 형벌법규를 제외하고는 법 안정성을 더 높이 평가하는 방안을

선택하 다(헌재 1993. 5. 13. 92헌가10등, 례집 5-1, 226, 250).21)

법원은 처음에는 헌법재 소의 헌결정은 법원의 제청 는 헌법

소원의 청구 등을 통하여 “헌법재 소에 법률의 헌결정을 한 계기

를 부여한 구체 사건,” 즉 당해사건에 해서는 장래효원칙의 외로

서 소 효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시하 으나,22) 그 후

20) 이 규정의 의미를 헌법률의 당연무효설과 폐지무효설 후자의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고, 따라서 독일에서 논의되고 있는 당연무효이론이 우리나라에서 무비

으로 용되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견해로는 방승주, 독일

연방헌법재 소에 의한 경과규정의 허용성, 「안암법학 제4집」(안암법학회

1996), 232면.

21) 「헌법재 실무제요」(2003), 122-123면. 헌법재 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외 으로 법률의 헌결정에 소 효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첫째, 구체

규범통제의 실효성의 보장의 견지에서 소 효를 인정하여야 할 경우로서 ①법원

의 제청․헌법소원의 청구 등을 통하여 헌법재 소에 법률의 헌결정을 한

계기를 부여한 당해사건 ② 헌결정이 있기 에 이와 동종의 헌여부에 하

여 헌법재 소에 헌제청을 하 거나 법원에 헌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사

건 ③따로 헌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 지만 당해 법률 는 법률의 조항이 재

의 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인 사건, 둘째,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한 구체

타당성의 요청이 한 반면에 소 효를 인정하여도 법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나아가 구법에 의하여 형성된 기득권자의 이득이 해쳐질 사안이 아

닌 경우로서 소 효의 부인이 오히려 정의와 형평 등 헌법 이념에 심히 배치

되는 때에도 소 효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사안이 이와 같은 사건의 테

두리에 들어가는가에 하여는 본래 으로 규범통제를 담당하는 헌법재 소가

헌선언을 하면서 직 그 결정주문에서 밝 야 할 것이나, 직 밝힌 바 없으

면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일반법원이 구체 사건에서 당해 법

률의 연 ․성질․보호법익 등을 검토하고 제반이익을 형량해서 합리 ․합목

으로 정하여 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한다. ( 례집 5-1, 250-251면).

22) 법원 1991. 6. 11. 선고 90다5450 결, 공1991, 1895; 법원 1991. 6. 28. 선고

90 9346 결, 공199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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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으로 헌법재 소의 헌결정의 소 효의 범 를 넓 왔다. 그

리하여 법원 1992. 2. 14. 선고 91 1462 결(공1992, 1065)은 헌법재

소의 헌결정의 효력은 헌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

다고 하여 면 으로 소 효를 인정하 다.23) 특히 법원은, 헌법재

소가 1993. 5. 13. 선고한 92헌가10등 결정에서 헌결정은 원칙 으로

소 효가 없다고 선고한 뒤에도 여 히 헌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

이후에 당해 법률 는 법률의 조항이 재 의 제가 되었음을 이유

로 법원에 제소된 사건의 경우에도 미친다고 시하 다( 법원

1993. 7. 16. 선고 93다3783 결, 공1993, 2290).24)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헌결정은 결과 으로 소 효를 가진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설사 장래효원칙을 채택한다고 하여 헌법불합

치결정의 필요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물론 헌결정의 원칙

소 효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헌법불합치결정을 이용할 필요성이 감소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다고 하더라도 헌결

23) 同旨, 법원 1993. 1. 15. 선고 92다12377 결, 공1993, 698.

24) 한 법원은 1994. 10. 25. 선고 93다42740 결(공1994, 3077)에서, 원심 결이

체로 헌법재 소 92헌가10등 결정의 이유를 원용하여 헌결정의 소 효를

부정한 데 하여 종래의 태도를 그 로 견지하여, “헌법재 소의 헌결정의 효

력은 헌제청을 한 당해사건, 헌결정이 있기 에 이와 동종의 헌여부에

하여 헌법재 소에 헌여부심 제청을 하 거나 법원에 헌여부심 제청신청

을 한 경우의 당해사건과, 따로 헌제청신청은 하지 아니하 지만 당해 법률

는 법률의 조항이 재 의 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인 사건 뿐만 아니라 헌

결정 이후에 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치나, 그 소 효는 다른

법리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하여 소 효제한은 다른 법리에 의해야 한다고

시하면서 소 효를 부정한 원심 결의 결론을 지지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다른 한편으로는 확정 결의 기 력( 법원 1993. 4. 27. 선고 92 9777 결, 공

1993, 1609)이나 행정처분의 확정력( 법원 1994. 10. 28. 선고 92 9463 결, 공

1994, 3139) 등의 법리에 의하여 헌결정의 소 효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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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있은 즉시 입법부에서 개선입법을 할 수는 없으므로 헌결정으

로 인하여 법규범의 공백상태가 생긴다는 은 장래효원칙 하에서도 배

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25)

나. 언제 불합치결정을 하는가?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률은 무효라는 원칙에 한 외로서, 그를

정당화하는 특별한 헌법 근거를 필요로 한다. 즉, 규범이 헌일 경우

에는 헌결정을 통하여 무효선언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합치결정을

요구하는 특별한 헌법 사유가 있을 때에는 외 으로 헌법불합치결

정을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헌법재 소는, 헌 법률을 그냥 존속시

킬 때보다도 헌결정으로 인해서 더욱 헌법 질서와 멀어지는 법

상태가 래될 우려가 있은 경우에는 헌결정을 피하고 단지 법률의

헌만을 확인하게 된다.26) 한 입법자에게 헌 상태를 제거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때, 헌법재 소가 헌결정으로 일정

의미의 새로운 법 상태를 만듬으로써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7)에는 헌법불합치결정28)을 내리게 된다.29)

25) 윤진수(2000), 209면.

26) 독일의 경우 Vgl. BVerfGE 33, 303, 305; 37, 217, 261; 61, 319, 321; 83, 130, 154.

27) 이에 반하여 Schlaich는, 불합치결정은 평등의 원칙에 반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고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를 존 한다는 명목으로 불합치결정이 이

루어져서는 안된다고 한다. K. Schlaich (1997), Rn. 368 (S. 275). 같은 취지로

윤진수(2000), 208면. 정종섭, 「헌법소송법」(박 사 2002), 318면. 특히 정교수는

헌법재 소의 헌법불합치결정 가운데 국회의 입법형성권을 존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유로 든 것은 헌법재 소가 법률의 헌여부심 의 권한을 사실상 포기

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 한다.

28) 독일의 경우 Vgl. BVerfGE 28, 227, 242 f.; 61, 43, 68; 61, 319, 356; 73, 40, 101

f.; 78, 350, 363; 82, 60, 97.

29) 한수웅(1995), 484-4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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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우리나라에서 소개되고 있는바 독일의 경우에 한 설명으로

서 헌법불합치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으로는 ① 재의 법상태가

수인하기 어렵기는 하나 헌무효선언을 받는 것보다 헌법에 합치되는

정도가 양호한 경우, ② 특정인들이 수혜를 받을 범주에 속하는 자들임

에도 이들에 하여 묵시 으로 그 수혜의 범주에서 배제함으로써 평등

원칙을 침해하는 규범, 즉 평등원칙에 반하여 특정인에 한 용을 배

제하는 불완 한 규정을 형성한 경우,30) ③ 무효선언을 하더라도 헌법

침해상태를 제거할 수 없는 입법기술상 이유가 있는 경우, ④ 문제가

있는 법규범이 컨 경제 계의 변화와 같은 실제상황의 변경에 의하

여 비로소 헌으로 발 된 경우, ⑤ 헌법 으로 평가할 때 무효선언

그 자체가 작스러운 새로운 상황을 래하는 경우31) 등을 들 수 있

고, 기타 ⑥ 헌 법상태가 여러 개별규정이 혼합된 결과로 인해 야

기되었고 그 어느 한 규정의 개정으로써 헌법침해가 제거될 수 있는

경우도 이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한다.32)

다른 설명으로는, 첫째 법률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특정인에게 이익

을 부여하는 경우,33) 둘째 평등원칙 반이 아닌 자유권과 같은 다른

기본권 침해의 경우에도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를 근거로

30) BVerfGE 22, 349, 359; 13, 248, 260 f.; 57, 335, 346; 62, 256, 289.

31) 이 경우에 독일연방헌법재 소는 단순히 헌법불합치결정을 통한 헌확인을 잘

하지 않고, 오히려 재 시 에 당해 규정의 합헌성을 인정하고 입법권자에게 즉

각 으로 개선입법을 이행할 필요성에 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 이며, 그로써 헌결정에 따른 작스러운 새로운 상황의 래를

방하고 있다. Vgl. Benda/Klein, 「Lehrbuch des Verfassungsprozeßrechts」

(Müller, 1991), Rn. 1186.

32) 신 기(1996), 354면.

33) 컨 , 소득세법이 공휴일 야간근무에 한 법률상 단체 약상의 수당만

을 비과세 상으로 하는 것은 다른 개별계약에 의한 수당을 비과세 상에서 제

외하는 에서 평등원칙에 어 난다. BVerfGE 25,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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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불합치선언을 하는 경우,34) 셋째 무효선언으로 말미암아 법률의

공백 내지 혼란이 일어나는 경우35)를 들기도 한다.36)

다. 단순 헌결정과 ( 용 지형) 헌법불합치결정의 차이

헌법불합치선언은 독일에 있어서 헌무효선언과 여러 에서 구별된

다. 그 가장 요한 은 후자는 헌법재 소가 헌을 확인하고 이

를 스스로 배제하는 폐기 인 결정인데 반하여, 자는 헌법 반을 확

인하기는 하나 확인된 헌상태를 가능한 한 신속하고 범 하게 배제

할 것을 입법자에게 의무지우는 일종의 의무화결정이

34) 컨 독일연방헌법재 소는, 인쇄물의 출 업자의 납본의무를 명한 법규정은

많은 제작비용이 소요되고 발행부수가 작은 경우에도 비용상환을 인정하지 않는

한에서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이라고 하면서도, 이 경우에 입법자로

서는 납본제도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에 하여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가지므

로 헌법재 소로서는 문제의 법규정을 부 는 부분 으로 무효로 선언할 수

는 없고 단지 그 헌성을 확인하는 데 그친다고 하 다. BVerfGE 58, 137, 149

ff.

35) 컨 , 공무원의 에 한 법률(Beamtenbesoldungsgesetz)이 직업공무원제도

에 한 기본법 제33조 제5항에 배되는 때에도 연방헌법재 소는 무효선언을

회피하 는바, 왜냐하면 조항 자체가 공무원의 에 한 사항은 법률로 규

율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종래의 법률의 무효선언은 그러한 법률을 존

재하지 않게 하여 헌법합치 인 질서에 더욱 부합하지 않는 상태를 래할 것이

기 때문이다(BVerfGE 8, 1, 19f.). 다른 사례로는 함부르크 학법

(hamburgisches Universitätsgesetz)에 한 1972. 7. 18.의 判決을 들 수 있다.

이 결에서 연방헌법재 소는 학입학의 허가에 한 규정을 학의 원회

(akademischer Senat)에서 결정하도록 한 법 제17조는 법률에 의하여야 할

사항을 포 으로 임한 것으로서 헌이라고 하면서도 이를 무효로 선언하면

학이 아무런 법 근거 없이 입학허가를 처리하여야 할 긴 권한

(Notkompetenz)을 가져야 하게 되어 종래의 입학규정이 헌법합치 으로 용될

수 있는 재의 상태보다 더욱 헌법합치 인 질서에서 멀어지게 되므로 입법자

에게 헌상태의 제거를 하여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하여 “… 학

법 제17조는 기본법과 합치되지 아니한다… 그 지만 이 규정은 새로운 법률

규율이 있을 때까지, 늦어도 1973년 여름학기가 시작할 때까지 용될 수 있다.”

라고 시하 다(BVerfGE 33, 303).

36) 윤진수(2000), 200-2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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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헌법재 소는 입법자에게 그러한 입법의무가 있음을 상기

시키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다.37) 때로는 입법의 방향과 테두리

를 제시하거나38) 안을 제시하기도 하고,39) 때로는 입법의무를 한

기한을 정하기도 한다.40) 이러한 조치는 그 기한이 지난 뒤에는 법률의

무효가 선언된다는 제재(Sanktion)를 제로41) 하고 있다.42) Schlaich는

불합치선언은 헌법에 반되는 규범의 용 지와 형식 인 존속을

래하는데, 여기에 무효선언과 불합치선언의 근본 인 차이가 있다고 한

다.43)

우리나라의 학설 에는, 헌결정의 경우 입법자에 해서는 동일한

입법의 반복 지로 작용하고 법 용자에 해서는 헌결정된 법률의

일반 인 용배제로 나타나는 데 반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의 경우 입법

자에 해서는 신속한 개선입법의 구로 작용하고 법 용자에 해서

는 원칙 으로 불합치법률의 용 차 지와 개선입법에 의한 처리로,

외 으로는 불합치법률의 잠정 인 계속 용으로 작용한다는 견해가

있다.44)

단순 헌결정과 용 지를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차이는 두 가지

에서 논의된다. 첫째로, 자는 헌선언으로 법률의 효력이 소멸되고

입법자는 새로운 입법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으나 후자는

37) BVerfGE 55, 100, 110.

38) BVerfGE 34, 9, 26.

39) BVerfGE 37, 217, 263 f. ; 39, 334, 369 ff.

40) 이러한 기간은 상황의 개에 따라 헌법재 소 자신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다만, 이 때에는 신뢰보호의 한계가 있다. BVerfGE 38, 386, 396 f.

41) BVerfGE 13, 326.

42) 황우려, 헌결정의 형식, 「법률의 헌결정과 헌법소원의 상 (헌법재 연구

제1권)」(헌법재 소 1990), 146면.

43) K. Schlaich (1997), Rn. 389 (S. 287).

44) 남복 , 례평석 - 구 소득세법 제60조의 헌법불합치결정과 그와 련한 후속 처

리방안, 「한양법학 제8집」(한양 학교법학연구회 1997.9), 1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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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실질 으로 용은 되지 않지만 형식 존속은 인정되므로 불

합치선언된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입법자의 행 가 필연 으로

요구된다는 것이다. 둘째로, 자의 경우 일반법원은 헌법재 소의 결정

에 따라 재 을 진행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 법원은 입법부의 새로운

결정 즉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당해사건 병행사건(유사사건) 재

의 진행을 정지해야 한다는 것이다.45)

3. 당해사건 병행사건의 용 지

가. 정론

독일연방헌법재 소가 확정한 바에 의하면, 헌법불합치선언 역시 보

통의 경우 불합치선언된 헌법률을 무효로 선언된 법률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래한다.46) 즉 불합치결정의 효

력은, 헌 법률은 소멸하지 아니하고 형식 으로 존속하나 헌

법률의 용이 지되고, 헌법심 의 계기를 부여한 당해사건과 법원

행정 청에 계류 인 모든 병행사건의 차가 정지되는 데 있다.47)

즉, 헌법불합치선언이 이루어지면 우선 해당 법률은 당해사건

45) 김학성, 헌법불합치결정에 한 연구, 「헌법규범과 헌법 실 (권 성교수정년기

념논문집)」(법문사 1999), 466면.

46) BVerfGE 37, 217, 261; 55, 100, 110; 61, 319, 356; 73, 40, 101; 79, 245, 254. 이와

는 반 로 불합치선언된 규정은 당연히 계속 용된다는 주장은,

Maunz/Schmidt-Bleivtreu/Klein/Ulsamer, 「Bundesverfassungsgerichtsgesetz」

(CH.Beck 1989), §95 Rn. 41. 한 Pestalozza도 모든 불합치선언을 계속효력명령

으로 보고 있다. Christian Pestalozza, 「Verfassungsprozeßrecht」(C.H.Beck

1991), § 20 VI Rn. 139 (S. 351). 방승주(1996), 206면.

47) 한수웅(1995), 5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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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laßfälle)에 용이 배제된다. 해당 법률을 헌제청한 법원은 제

청과 동시에 당해사건을 심리 단하지만(독일기본법 제100조 제1항), 불

합치결정이 있으면 제청법원은 다시(계속) 심리를 단하여야 한다.48)

이 상태는 불합치선언의 입법자에 한 효력으로서 입법자가 헌법에 합

치하는 새로운 법률로써 헌법에 반하는 구법을 체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불합치선언의 효력은 당해사건뿐만 아니라, 심사 상인

법률이 용되는 다른 사건(Pararellfälle)에도 미친다. 그러나 불합치선

언된 법률과 그 문구와 내용에 있어서 유사한 유사규범(Pararellnorm)

에도 불합치선언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49) 그 동일성 여부

불합치선언의 효력의 확 는 새로운 제청에 의해서 개시되는 심리에서

연방헌법재 소가 독자 으로 단할 사항이다.50)

나. 부정론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에서 부정 입장으로 김명수 부장 사는, “우

리 헌법재 소법 제42조 제1항에서 ‘법원이 법률의 헌여부의 심 을

헌법재 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 은 헌법재 소의

헌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법원이 긴 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종국재 외의 소송 차를 진행할

48) BVerfGE 37, 217, 261.

49) 다만, 헌법재 소가 심 청구된 법률과 유사규범의 내용 목 등의 상황을 참

작하여 동일성이 인정된 경우 결정 상을 확장하여 해당 유사규범에 하여도

헌임을 결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며 이것이 바람직한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

이다. 정환, 헌법재 소 결정의 효력에 한 일반 고찰, 「헌법재 소 결정의

효력에 한 연구 (헌법재 연구 제7권)」(헌법재 소 1996), 35ㆍ54ㆍ87면.

50) BVerfGE 61, 319, 356. Hermann Heußer, “Folgen der Verfasssungswidrigkeit

eines Gesetzes ohne Nichtigerklärung”,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1982, 260면 이하. 석(1991), 1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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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헌여부의 결정이 있은 이후에도 소송

차를 지하여야 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일반 소송법 어디에도

그런 조항을 발견할 수 없다. 더구나, 소송 차의 지조항은 법률의

헌여부심 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당사자에 의한 헌법소원사건51)에는

용조차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소송 차의 지나 진행 한 헌법상

독립이 보장된 법 의 고유한 책무라고 할 때 명시 인 규정이 없는 상

황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다 하여 일반 으로 소송 차를 지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러한 규정이 없음에도 헌법재 소가 법원에 하

여 소송 차의 지나 법률 용의 지를 요구함은 법 의 독립을 침해

하는 것으로 법원이 이에 기속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물론 법원이

스스로의 단에 따라 새로운 입법이 있을 때까지 차를 지하 다가

새로운 입법이 있을 때 그에 따라 재 을 하는 것은 계없을 것이다).

더욱이, 소송 차를 지하여야 하는 이유가 헌법불합치결정에서 헌

성이 확인된 법률 등의 용을 배제하려는 것에 있다면, 재 법원의

례가 당해 사건의 범 를 최 한 확장하여( 법원 1993. 1. 15. 선고

91 5747 결, 공1993상, 735) 비록 불합치결정이 있더라도 당해 법률

이 용될 여지가 은 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법원이 소송 차를

지하여야 할 필요성은 더욱 어들었다 할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52)

한편, 하 법원의 례로서, 헌법재 소에서 1998. 8. 27. 민법 제1026

조 제2호에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후 당해사건은 아니나

법률조항이 재 의 제가 된 사건(병행사건)에서 서울지방

51)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 ‘규범통제형’ 헌법소원 사건.

52) 김명수, 변형결정(한정합헌, 한정 헌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과 법원의 재

, 「헌법문제와 재 (상)」(사법연수원 1996), 359-3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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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헌법재 소가 설정한 입법개선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하 음에

도 불구하고 그 차를 정지함이 없이 진행하여, “피고인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 으나 습상속을 이유로 상속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

다”고 하여 채권자인 원고승소 결을 선고한 사례(서울지방법원 1999.

12. 23. 선고 99가단189441 결)가 있다.53)

다. 규범통제형 헌법소원 차에서의 헌법불합치결정과 재심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소 ‘규범통제형’ 헌법

소원의 경우 법원의 당해사건은 그 차가 정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

해사건이 종결되고 난 후에 헌법재 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일반 으로 재심 차를 통하여 구제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헌법재 소법 제75조 제7항은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되는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

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도 헌법불

합치결정의 경우는 헌결정의 일종으로 보아 이 조항에서 말하는 ‘헌

법소원이 인용되는 경우’로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원은, 헌법재 소법 제75조 제7항의 취지는 당사자의

헌심 제청신청을 법원이 기각하여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소원심

을 청구한 경우에 그 헌법소원심 차 에도 법원에 계속 인 당해

소송사건의 재 은 정지되지 아니한 채 확정되는 수도

53) 김용 ,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우리 재산상속제도

의 이해, 「계간 법률구조 통권31호」( 한법률구조공단 2000. ), 각주 10번 참

조. 이 결에 하여 피고들이 항소하 으나 2000. 4. 18.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원심 결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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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고려하여, 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그에 앞서 이미 확정

된 당해 사건의 구제를 한 불복수단을 마련해 주고자 함에 있는 것이

므로, 규정 소정의 ‘당해 헌법소원과 련된 소송사건’이라 함은 “당

해 헌법소원의 제가 된 당해 소송사건”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

다.54) 헌법재 소법 제75조 제7항에 하여는 헌법재 소도 합헌결정을

한 바 있다(헌재 2000. 6. 29. 99헌바66등, 례집 12-1, 848).

그리하여 법원은, 헌법재 소가 2003. 2. 27. 선고한 2000헌바26 사

건에서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

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의 것)은 헌법에 합치

하지 아니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 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

이 에 법률조항을 용하여 상고를 기각한 다른 결( 법원 2001.

9. 19. 선고, 2001다37187 교수지 확인)에 하여 이 헌법불합치결정후

제기된 재심사건에서, “ 재심 상 결은 헌법재 소 2000헌바26호

헌법소원의 제가 된 소송사건에 한 결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에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다는 사유가 재심 상 결에 하여 헌법

재 소법 제75조 제7항 소정의 재심사유가 될 수 없고, 원고 주장의 사

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재심사유에도 해당하지 아

니함이 분명하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 법하다.”고

시하 다( 법원 2003. 4. 25. 선고, 2003재다248 결).55)

54) 법원 1992. 5. 12. 선고 91 7101 결, 공1992.7.1, 1907; 법원 1993. 7. 27. 선

고 92 13400 결, 공1993하, 2448.

55) 「법률신문」, 2003. 6. 26.자, 8면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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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법개선의무

가. 입법개선의무의 내용

우리나라의 다수설 례56)에 의하면 헌법불합치결정은 헌 상

태를 조속한 시일내에 제거해야 할 입법자의 입법개선의무를 수반하게

된다.57) 그리하여 법률이 헌법과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된 경우 그

와 같은 헌법불합치 상태는 하루빨리 법개정을 통하여 제거되어야 할

것이며, 불합치상태를 제거하기 한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입법권자의 재량에 속한다(헌재 1997. 3. 27. 95

헌가14등, 례집 9-1, 193, 206).

입법자의 입법개선의무의 범 는,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시 이

후의 장래의 법률 계에 하여뿐만 아니라 그 법률이 발생시킨 과거의

헌 인 법률 계에 하여도 소 으로 개선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법률에 하여 헌결정을 선고하 을 경우에 발생되는 법 공백이 헌

법재 소 결정선고 시 이후뿐만 아니라 결정선고 시 이 에도 소

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58) 이러한 입법자의 입법개선의무는 헌법불

합치결정이 용 지를 명하는 것이든 잠정 용을 명하는 것이든 모두

해당되며, 용 지를 명하는 경우 개선입법에서는 “원칙 으로” 헌법재

소가 헌으로 확인한 시 까지 합헌 인 개정법률을 소 용하는

경과규정을 두어야 한다.59)

56) 헌재 1999. 10. 21, 97헌바26, 례집 11-2, 383, 418 참조.

57) 다만, 이 경우에도 이미 개선입법이 이루어져 있다면 반드시 다시 새로운 개선

입법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되지 않을까 한다는 견해로는 남복 , 개

정된 국 법상 국 취득제한 경과규정의 헌법불합치결정에 한 헌법소송법

검토, 「공법연구 제30집 제3호」(한국공법학회 2002.2), 148면.

58) 황도수,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한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법률신문」, 1999.

12. 16.자, 15면.

59) 방승주,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한 헌법불합치결정의 법 성격과 그 효력,

「헌법실무연구 제1권」(박 사 2000), 2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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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경우에도 헌법재 소가 입법의 방향이나 기 을 제시할

경우 국회에서 이와 상반된 견해의 제출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어 헌법

재 소가 실질 으로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견해

가 있다.60)

나. 입법개선의 기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경우 입법개선기한과 련하여 일정기간을 정

하는 경우와 이를 정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되고 있는데, 실질 으로는

당해 규정이 헌확인을 받은 이상 그 기한을 주문으로 선언함과 계

없이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한 개선입법의무가 입법권자에

게 주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61) 즉 헌법불합치결정은 행정

청과 법원으로 하여 당해 규정의 용을 지시키는 것 외에, 법률에

한 헌법의 우 의 사상에 근거하여 입법권자에게 “합헌 법상태를

창조할” 의무,62) 즉 개선입법의무를 지우게 되는 것이다. 다만, 기한을

정한 경우 그 기한의 경과로 당해 법률조항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지

만,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한까지 개선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 다고 하여 당해 법률조항의 헌성을 곧바로 확정할

수 있는 장치는 없다.63)

개선입법의 기한설정은 원칙 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

60) 김명수(1996), 341면.

61) 물론 입법권자는 당해 규정이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폐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62) BVerfGE 55, 100, 110; 81, 363, 384.

63) 신 기(1996), 355ㆍ356면.



222

도 있는 반면,64) “효력이 상실되는 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지양하는 것이 타당하다. 효력상실의 시기가 없는 헌법불합치결

정의 경우에는 결국 ‘합리 인 시 이내에’ 새로운 입법을 할 것을 명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 경우 ‘합리 인 시 ’이 언제까지인가에

하여 해석이 분분할 수 있어 헌법재 으로서의 기능과 실효성을 불확

실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단순 헌으로 선고해야 할 사안

에서도 헌법불합치로 도피할 수 있는 출구를 열어 놓는 것이 되어 헌법

재 의 기능과 권 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65)

우리 헌법재 소는 용 지를 명하는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는 경우

부분 개선입법시한을 설정하고 있다.66) 이 경우 개선입법시한까지 입

법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해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는데, 이 때

법원으로서는 헌무효인 것처럼 취 하여 재 을 계속할 수 있는지 아

니면 여 히 입법자가 동 조항을 개정할 때까지 그 용을 지해야 하

는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컨 1998. 8. 27. 선고한 96헌가22등 결정의 주문은 “1. 민법 제

1026조 제2호(1958. 2. 22. 법률 제471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1999.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00.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법률조항의 용을 지하여야 한다.” 는

데,67) 동 법률조항은 2002. 1. 14.에 이르러서야

64) 김학성(1999), 481-482면.

65) 정종섭(2002), 318-319면.

66) 컨 , 헌재 1997. 7. 16. 95헌가6등(동성동본 혼사건), 례집 9-2, 1; 헌재

1997. 8. 21. 94헌바19등(퇴직 우선변제사건), 례집 9-2, 243; 헌재 1998. 8. 27.

96헌가22등(단순승인의제사건), 례집 10-2, 339; 헌재 1999. 12. 23. 99헌가2(취

득세시가표 액 임사건), 례집 11-2, 686; 헌재 2001. 5. 31. 99헌가18등(부동산

실명제법상과징 사건), 례집 13-1, 1017.

67) 헌재 1998. 8. 27. 96헌가22등, 례집 10-2, 339, 342.



223

개정되어(법률 제6591호)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기간의

경과로 조항의 효력은 2000. 1. 1.부터 상실되는 것인바, 이 경우 3개

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떤 법 효과가 생기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나 법원이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무한정 차

를 정지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법보충권’을 행사하여 사안에 가장

한 결론을 내리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었

다.68)

다. 개정법률의 소 효

(1) 정론

헌법재 소는, “헌법불합치결정은 언제나 입법자에 한 입법 구를

명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경우 법원은 구

체 인 사건에 한 그의 단을 입법자의 새로운 결정이 있을 때까지

미결상태로 보류하고 있다가 개정법률에 따라 이를 단함으로써 당사

자로 하여 헌 요소가 배제된 개정법률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있

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헌법불합치결정의 경우에는 헌법재

소 스스로가 헌 상태의 제거에 한 최종 인 결정을 입법자에게

미룬 것이므로, 법원은 당연히 입법자의 최종결정을 기다려 그에 따라

단을 하여야 함이 불합치결정의 원래의 뜻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

는 곧 헌 인 법률이 더 이상 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법칙국가의

요청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며, 개정된 법률의 당해사건 는 병행사건

에 한 소 효력은 헌

68) 최완주, 헌법불합치결정, 「헌법재 제도의 이해 (재 자료 제92집)」(법원도서

2001), 40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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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불합치결정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 인 요소인 것이다.”라고 시함

으로써(헌재 1995. 7. 27. 93헌바1등, 례집 7-2, 221, 256),69) 헌법불합

치결정에는 당연히 소 효가 인정되어, 개선입법이 이에 하여 특별히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개선입법은 당연히 소 용 된다고 보고 있

다.70)

즉 헌법재 소가 헌결정을 포기함으로써, 신 입법자에게는 합헌

상태를 소 하여 회복할 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헌결정에 있어

서 헌법재 소가 무효선언을 함으로써 헌 상태를 직 , 최종 으로

제거하는 것과는 달리, 불합치결정의 경우에는 헌법재 소가 헌 상

태의 제거에 한 최종 결정을 입법자에게 미루고 있으므로, 불합치

결정의 실체가 궁극 으로 확정되는 때는 헌 법률의 운명에 해서

최종 으로 결정되는 시 , 즉 새로운 입법이나 법률의 폐지를 통해서

헌 상태를 제거하는 입법자의 결정시기이다. 헌법재 소의 불합치

결정은, 입법자의 최종결정을 통해서 비로소 불합치결정의 실질 내용

과 효력을 갖게 되므로 불합치결

69) 법원도 “헌법재 소 1994. 7. 29. 92헌바49, 52(병합) 사건에서 구 토지 과이득

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의 것) 부에 하여 헌법에 합

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면서, 입법자에게 법의 폐지 혹은 개정은 물론, 법

을 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미실 이익의 과세문제, 이 과세 문제, 과세 상의

범 문제 등 결정이유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헌 요소의 제거와 그 밖에

헌시비가 있는 부분의 개선까지를 범 하게 입법자의 재량에 임하 고, 이에

따라 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결정에서 헌성이 있음이 구체 으로 지

된 조항을 포함한 여러 토지 과이득세법 조항이 개정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하여 하 법령에 있어서도 그 취지가 반 되어 1994. 12. 31. 통령령 제14470호

로 토지 과이득세법시행령이, 1995. 5. 19. 총리령 제506호로 토지 과이득세법

시행규칙이 각 개정되었다. 따라서 구 토지 과이득세법령 에서 와 같이 입

법자가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그 결정에서 지 된 헌 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개선을 하여 개정한 모든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각 조항은 그것이 납세

의무자에 불리하게 용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사건 등에 하여 (소 ) 용된

다.”고 하 다( 법원 1996. 1. 26. 선고 93 17911 결, 공1996상, 814).

70) 윤진수(2000), 213-2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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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소 효력은 당연히 입법자의 최종 결정의 소 효력을 의미하고,

따라서 당해사건과 병행사건은 입법자의 최종결정의 용을 소 하여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71)

(2) 부정론

반면에 윤진수 교수는, “단순 헌결정에 소 효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헌법불합치결정에도 원칙 으로 소 효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이는 입법자에게 그러한 소 입법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

는 것일 뿐,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하기는 하 으나 그러한 소 입법을

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당연히 개선입법이 소 용되거나, 는 헌법

재 소가 개선입법의 소 용을 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72) 그리

하여 그는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하기는 하 으나 그것이 소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헌법재 소의 견해와 같이 당연히 그러한

개선입법이 소 용될 것인가? 그와 같이 볼 수는 없다. 헌법불합치결

정은 입법자에 하여 소 효가 있는 개선입법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

일 뿐이며, 만일 입법자가 이러한 소 인 개선입법의 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하 으면 개선입법 자체가 헌성을 띠게 되어 헌으로 선

언되어야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구법이 소 으로 폐지된 것으로

이해할 수는 있을지언정 헌법재 소의 결정이 입법을 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한다.73)

71) 한수웅(1995), 525-526면.

72) 윤진수(2000), 218면.

73) 윤진수(2000), 224-2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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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헌법불합치결정에 한 새로운 논의

가. “계속 용형”이 헌법불합치결정의 본질이라는 견해

(1) 헌법재 소는 최 의 헌법불합치결정인 1989. 9. 8. 선고 88헌가

6, 국회의원선거법상 기탁 반환 사건을 시작으로 헌재 1991. 3. 11. 91

헌마21, 지방의회의원선거법상 기탁 사건, 헌재 1993. 3. 11. 88헌마5,

노동쟁의조정법상 공무원의 단체행동 지 사건, 헌재 1995. 9. 28. 92헌

가11등, 특허사건 등의 사실심배제 사건에 이르기까지 주문에서 계속

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여 오다가, 1997년에 이르러74) 헌

재 1997. 7. 16. 95헌가6등, 동성동본 혼 사건과 헌재 1997. 8. 21. 94헌

바19등, 퇴직 우선변제 사건에서 주문에서 명시 으로 용 지를 명

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기 시작하 다.

이에 하여 허 교수는 독일과 우리는 그 법 인 기 가 다르

기 때문에 이러한 모방은 앞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비 하 다. 즉 그는,

“독일에서는 법률의 명시 인 근거에 의해서 헌법불합치결정이 행해지

고 있고, 독일에서는 헌법률이 원칙 으로 소 해서 효력을 상실

하기 때문에 법률의 소 무효를 래하는 헌결정을 피해서 헌법불합

치결정을 하고 그 용 지를 명하는 것이 ‘법 안정성’ 면에서 실제로

커다란 의미가 있다. 그 지만 우리의 경우 헌법률은 형벌법규가 아

닌 한 장래효를 갖기 때문에 헌결정을

74) 물론 그 동안 헌재 1994. 7. 29. 92헌바49등, 토지 과이득세법 사건과 헌재 1997.

3. 27. 95헌가14등, 친생부인의 소 출소기간 사건 등에서 주문에서는 용여부에

한 언 이 없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바 있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들은 그

이유를 볼 때 용 지형 헌법불합치결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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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장래효를 발생하게 하는 것이나 헌법불합치결정을 해서 용

지를 명하는 것이나 실질 으로 법 인 효과 면에서 차이가 없다. 결국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 법률을 불합치결정에서 그 형식 인 존속만을 인

정하면서 용을 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경우에는 법 안정성 면에서

도 큰 의미가 없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헌결정을 하든지, 헌결정으

로 인해서 발생할 법 인 공백상태가 우려된다면 용 지를 뺀 헌법불

합치결정을 하든지 둘 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 처

럼 독일에서 하고 있는 헌법불합치결정형식을 그 로 모방하는 것은 지

양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75) 동 교수는 그 후에도 헌법재 소가 계속

주문에서 용 지를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자 같은 비 을

가하고 있다.76)

(2) 이러한 입장에서 허 교수는 “헌법불합치결정이란 실질 으로

는 헌결정에 해당하지만 법률의 공백상태를 방지하고 입법권자의 입

법개선을 구하기 해서 심 의 상이 된 법조문을 헌결정하는

신 단순히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면서, 동시에 그 법조문

의 효력기한을 정해 주는 결정유형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77)

75) 허 , 헌법재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재 의 한 길 (김용 헌법재 소장

화갑기념논문집)」(박 사 1998), 35면.

76) 허 (2000), 6면; 허 , 2000년의 요 헌법 례, 「헌법 례연구(3)」(박 사

2001), 13면 : “헌법재 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법

공백상태의 방지, 조세수입감소로 인한 국가재정의 악화방지, 납세의무자들 사이

의 형평성 고려, 입법형성의 오류시정 등은 용 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

다. 그것은 오히려 한시 인 용허용에 의해서만 더 잘 해결될 수 있는 사항들

이다. 특히 민주 정당성을 강하게 확보하고 있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조항의 효

력을 잠정 ㆍ한시 으로 유지하면서도 법률조항이 갖고 있는 헌성을 제거하

는 방향으로 입법자에게 합헌 인 입법형성의 기회를 주기 한 것이 헌법불합

치결정의 본래의 취지라는 에서 볼 때 헌법불합치결정과 용 지명령은 체

계 으로 조화되기가 어렵다.”; 그 밖에 허 , 2001년의 요 헌법 례, 「헌법

례연구(4)」(박 사 2002), 20-21면 참조.

77) 허 , 「한국헌법론」(박 사 2003), 8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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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성 교수도 헌법불합치결정을 “법률에 헌성이 내재하여 있다 하

더라도 단순 헌결정을 할 때 법률의 일반 용배제라는 법 효과에

서 나타나는 문제 을 해소하기 하여 헌결정의 법 효과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주문유형”으로 보고 있다.78)

한, 임지 교수도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재 소가 그 법규범에

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갑작스러운 헌무효결정이

래할지 모르는 법 공백과 혼란을 방지하기 해 그 법규범의 일시

효력은 인정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 법률이 헌성이 있음을 인정하지

만 법 혼란이라든지 법 공백을 막기 해서 법개정시까지 잠정효를

인정하겠다는 결정형식”이라고 한다.79)

나. 계속 용을 명한 헌법불합치결정과 당해사건 병행사건(유

사사건)

(1) 헌법재 소가 헌법률의 계속 용을 허용하면, 법원과 행정청은

계류 인 사건을 헌법률에 근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헌규범의 계

속 용은 헌법소원 차나 헌법률심 차에서의 당해사건에도 해당된

다.80) 한편, 오스트리아는 헌법재 소의 결로 법의 부 는 일부가

폐지될 때까지 “당해사건을 제외하고는” 계속 종 의 법률이 용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오스트리아헌법 제140조

78) 김학성(1999), 461면.

79) 임지 , 민주주의의 실패와 사법 극주의, 「헌법실무연구 제2권」(박 사 2001),

131ㆍ177면.

80) Vgl. BVerfGE 87, 180 : 헌법률이 장래효로 개선되므로써 헌제청의 경우 당

해 소송사건의 당사자나 헌법소원의 경우 청구인이 개정법률의 혜택을 입지 못

한다 하더라도 헌제청의 재 의 제성이나 헌법소원의 권리보호이익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밝힘으로써, 헌법률의 잠정 용을 명할 경우에는 당해사건에도 헌법률

이 용되어야 하는 것을 간 으로 시사하고 있다. 한수웅(1995), 5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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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 이와 같은 오스트리아의 제도는 법 공백상태를 없앤다는

에서는 매우 합리 이라 할 수 있으나 헌 인 법률에 하여 그것

이 헌 이라는 공권 단이 내려진 이후에까지 의연 용될 수 있

게 한다는 것은 법의 정의에 어 난다는 비 이 있고, 이러한 폐단을

제거하기 하여 ‘당해사건’의 범 를 넓게 보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

며, 헌법재 소에 계류된 모든 사건에 하여 당해사건에 해서 처리

하고 있다고 한다.81)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재 소가 계속 용을 명하는 헌법불합

치결정을 선고하 으나 이에 따른 개선입법에서 소 용82)의 규정을

마련하지 않거나 소 용의 범 를 일정 한도로 제한함으로써 개

선입법이 용되지 않는 과거의 법률 계의 역이 존재하는 경우, 원

칙 으로는 당해사건의 당사자는 구제되지 않을 것이지만 이에 한 법

원의 태도는 일률 으로 말하기 어렵다.

(2) 입법개선 시한까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조항

은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그때까지 소송이 계속 이라면 그 재 에

서 용이 배제될 것이다. 컨 헌재 1989. 9. 8. 선고 88헌가6 헌법불

합치결정의 경우, 이 사건의 당해소송 법원은 헌법재 소의 계속 용명

령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 으나(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1. 25.

선고 88가합46330 결),83) 항소심법원은 헌제청의 당해사건이라는

이유로 조항의 용을 배제하 고(서울고등법원 1990. 7. 20. 선고

90나13408 결),84) 상고심인 법원

81) 김양균(1997.1), 223-224면.

82) 이 경우 입법자가 소 용을 내용으로 하는 경과규정을 둘 의무는 없다.

83)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지자 그 제청법원이었던 서울민사지방법원은 당해 사

건에 하여 “ 조문이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나,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한다”는 헌법재 소의 결정을 당해 법률조항이 그 시한 동안은 유효

한 것으로 이해하고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기각하 다.

84) 즉, 서울고등법원은 “ 법조항(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제34조)들은 헌법의 기본

이념인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기본원칙과 련하여 헌법 제24조의 참정

권, 제25조의 공무담임권, 제41조의 보통ㆍ평등ㆍ직 ㆍ비 선거의 원칙 제11

조의 평등보호규정에 반하고, 헌법 제116조, 제37조에도 반한 규정이라 아니할

수 없고,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재 소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한 헌결정의



230

도 1991. 6. 11. 선고 90다5450 결에서 “구체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을 하여 어도 당해사건에 한하여는 소 효를 인정하여 헌여

부의 심 상이 된 법률조항은 당해사건에의 용이 배제된다”고 하여

잠정 용된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제34조에 의한 국회의원출마기탁

국고귀속분에 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하 다(공1991.8.1.자,

1895). 이 법원 결에 하여는, “이는 의문이다. 이와 같은 차의

진행은 실질 으로 헌결정이 내려진 것과 결과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불합치결정을 한 취지가 발휘될 수 없겠기 때문이다. 불

합치결정은 헌의 소지를 제거함을 헌법재 소가 손수 하지 아니하고

입법에 한 고도의 재량권과 형성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입법부로 하

여 개입하게 하여 그에 따라 사안을 해결하도록 함에 그 나름 로의

의미가 있을 것인데 이 경우에는 그와 같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다. 다시 말해서 단순 헌결정을 하지 않고 불합치결정을 하는 주된 이

유는 그 결정의 소 효가 미치는 당해사건 는 병행사건에 입법자에

의한 헌법재 소의 결정의 취지에 따른 개선입법을 기다려 그 개정입법

에 따라 단하도록 함인데 이와 같은 의미가 발 되지 못하 다는

일종이라고 그 결정이유에서 밝히고 있는바, 헌법재 소법 제45조 본문에서 ‘헌

법재 소는 제청된 법률 는 법률조항의 헌여부를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 소의 결정은 헌법재 소법 제45조 본문, 제

47조 제1항의 헌결정과 다름이 없다.”고 단하고, “ 헌제청이란 결국 그 제

가 되는 당해사건에서 헌법률의 용을 배제받으려는 데에 그 목 이 있으므

로 피고 산하 선거 리 원회는 원고가 기탁한 10,000,000원 선거비용

1,920,360원을 공제한 나머지 8,079,64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결하 다.

이 결의 문제 부당성에 하여는 한수웅, 헌법률의 잠정 용을 명한 헌

법불합치결정의 효력, 「재 의 한 길 (김용 헌법재 소장 화갑기념논문집)」(박

사 1998), 323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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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따라서 와 같은 경우 특히 당해 법조항의 용여부에 한

명쾌한 헌법재 소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합헌 인 법률이 제정되기

까지 차를 지함이 타당할 것이다.”라는 비 이 있었다.85) 그러나

이 사건 법원 결 당시 헌법재 소가 설정한 개선입법시한을 경과하

으므로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 고, 따라서 헌결정된 법률의 소

효에 한 일반이론에 따라 당해사건인 이 사건에서도 그 조항의

용이 배제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헌재 2001. 4. 26. 선고 2000헌바59 헌법불합치결정의 경우, 심

상조항이 청구인에게 해당하는 사유( 매부진)가 세액공제 환부사

유로서 빠져 있었기 때문에-즉 부진정입법부작 -헌법재 소는 “이

사건의 경우 헌결정 는 ( 용 지형의) 단순한 헌법불합치결정만을

선고할 경우 …그나마 ‘포장 는 품질의 불량’으로 제조담배를 재반입

하는 경우에 담배소비세의 공제 환 을 인정하고 있는 근거규정이

효력을 잃게 됨으로써 법치국가 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법 공백이 생

기게 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와 계속 용명령을 내린 것이다( 례집

13-1, 950면). 즉, 이 결정에서의 ‘계속 용’이란 청구인과 같은 사유 이

외의 경우에는 계속 용하라86)는 의미의 명령이었던 셈이다. 그 결과

당해사건(서울지방법원 2000가합13080)은 헌법재 소의 결정 인 2000.

7. 4. 원고패소 결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법원은 청구인을 구제하기

하여 (사실상) 청구인에 한 당해 규범의 용을 지하고 기다렸다

가 심 상조항이 헌법재 소의 결정 이후인 2001. 12. 19. 법률 제

6549호로 헌법재 소의 결정취지를 반 하여 “제233조의9(세액의 공제

환부)

85) 문 삼, 헌법재 소 변형결정의 유형과 그 문제 , 「헌법재 소 결정의 효력에

한 연구 (헌법재 연구 제7권)」(헌법재 소 1996), 144면의 각주 107.

86) 이를 헌법재 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효력은, 담배소비세의 공제 환 의

근거규정이 되는 범 내에서, 잠정 으로 존속한다.”고 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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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부한다.

… 2. 제조장 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는 품질의 불량,

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는 수입 매업자의 담배보

장소로 반입된 경우”로 개정되고 2002. 1. 1.부터 시행되자 항소심(서

울고등법원 2000나41464)은 2002. 3. 14. 원고승소 결을 선고하 으며,

이 결은 확정되었다. 즉, 이 사건의 청구인도 헌법재 소의 헌법불합

치결정 계속 용명령에도 불구하고 구제를 받게 된 것이다.

다. 헌법불합치결정은 단순 헌결정 는 한정 헌결정의 안

이 될 수 있는가?

(1) 단순 헌결정에 한 안 여부

(가) 단순 헌결정과 헌법불합치결정이 상호 호환가능한 것인가, 즉

헌법불합치결정이 단순 헌결정의 안이 될 수 있는지에 하여는 견

해의 립이 있다.

1) 부정론

정종섭 교수는, “법률의 조항이 헌법에 반되는 경우에 단순 헌의

결정을 할 것이냐 헌법불합치의 결정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법리의 문

제이기 때문에 그에 합한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단순 헌으

로 결정해야 하는 경우에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거나 헌법불합치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단순 헌결정을 하는 것은 주문이 틀린 것이다. 단순

헌으로 결정하여야 할 경우에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 헌법을 침해하

는 법률을 오히려 방치하는 결과를 래하고, 헌법불합치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단순 헌결정을 하면 법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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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되어야 하는 이익을 부정하고 법률의 공백을 불러오는 결과를 가

져와 헌법재 이 권리나 자유를 침해하고 법질서를 괴하는 것으로 변

질된다.”고 하여 이를 반 한다.87)

2) 정론

반면에, 헌법불합치와 같은 변형결정을 헌결정 신에 활용하는 것

을 바람직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88) 그 구체 인 로는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다.

헌법재 소는 1999. 12. 23. 제 군인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각 과목별 득 에 과목별 만 의 5% 는 3%를 가산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제 군인지원에 한법률 제8조 제1항, 제3항 같은법시행

령 제9조에 하여 단순 헌결정을 선고하 다(헌재 98헌바33, 례집

11-2, 732; 헌재 98헌마363, 례집 11-2, 770). 이 결정에 하여, “가사

가산 제도가 헌이라고 할지라도 단순 헌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

어도 이미 응시한 제 군인들에게까지는 가산 제도를 용시키는 것

이 법치주의원리의 생원리인 신뢰보호의 원칙에 부합되므로, 일정한

기간 헌결정의 효력을 유 시키는 헌법불합치 입법 구결정을 내

렸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89)

헌법재 소는 2002. 6. 27. 인터넷 내용규제의 일반조항 역할을 하는

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하여 단순 헌결정을 내렸다(헌재 99헌마

480, 례집 14-1, 616). 이 결정에 하여, “이 결정으로 말미암아 동

조항을 근거로 하여 활동하던 정보통신윤리 원회의 활동이 사실상 정

지되었고, 이러한 기능상실은 불건 정보에 한 규

87) 정종섭(2002), 321면.

88) 임지 (2001), 163면.

89) 정연주, 가산 제도의 헌법 문제 , 「헌법 례연구(2)」(박 사 2000), 1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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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책에 있어 심각한 문제 을 나타내고 있다. 불건 정보에 한

명확한 규제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기는 참으로 힘든 작업이고 자칫 명확

한 규제내용으로 인해 새로 발생하는 불건 정보에 한 응이 불가능

해질 수도 있으므로 헌법재 소로서는 이러한 법문내용 확정의 어려움

을 고려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림으로써 이러한 헌법 문제 을 치

유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었다.90)

헌법재 소는 2003. 1. 30. 기 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게만 정당표

방을 지하는 반면에 정당의 당원경력의 표시는 허용하고 있는 공직선

거법 제84조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부분은 과잉

지의 원칙에 배되고 명확성의 원칙 평등원칙에도 배된다고 하여

헌결정을 선고하 다(헌재 2001헌가4, 례집 15-1, 7). 이 결정에

하여, “정치 실과 정책수단의 합목 성에 한 평가와 망은 헌법재

소의 몫이라기보다는 입법자의 몫이기 때문에, 헌법재 소가 미흡한

입법자를 신하여 지방자치와 정치발 의 선도자로 나서야 할 당 성

과 실 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입법개선을 구하되 재량의

기회와 여지를 남겨두는 헌법불합치결정이 바람직했다.”는 견해가 있었

다.91)

(나) 실제로 헌법재 소에서는 한 결정 안에서 단순 헌과 헌법불합

치의 의견이 립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단순 헌”의 주문이

선고된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헌법재 소는 1999. 3. 25.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하여 재산세의 표

세율을 그 가액의 50/100으로 과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고 오락장용 건축물” 부분은 ‘고 오락장’의

90) 명재진, 인터넷 규제제도와 헌법재 소 결정, 「헌법 례연구(4)」(박 사 2002),

140-141면.

91) 이덕연, 기 의회의원선거 정당표방 지의 헌성, 「법률신문」, 2003. 3. 17.자,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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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 지나치게 추상 이고 불명확하여 그 내용을 측하기 어렵고

과세 청의 자의 인 해석과 집행을 래할 염려가 있다고 하여 단순

헌결정을 선고하 다(헌재 98헌가11등, 례집 11-1, 158). 이 결정에서

정경식ㆍ이 모 재 은, “고 주택과 고 오락장에 해서 취득세를

과세하고 있는 입법취지와 우리의 실정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법률조

항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아직도 인정된다. 따라서 입법형식상의 잘못만

을 이유로 바로 헌결정을 한다면 사치성 재산에 하여도 통상의 세

율에 의한 취득세만을 부과할 수밖에 없어 원래의 입법취지를 살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과세된 취득세를 납부한 사람들과의 형평성의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입법형성권을 가진 국회로 하여 다른

세법 는 련법률과 연계하여 사치성 재산에 한 과세제도를 반

이고 체계 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반 의견을 제시하 다(동 례집 183면 이하).

헌법재 소는 2000. 4. 27. 과외교습을 지하고 있는 학원의설립ㆍ운

에 한법률 제3조, 제22조 제1항에 하여 단순 헌결정을 선고하

다(헌재 98헌가16등, 례집 12-1, 427). 이 결정에서 한 재 은

“이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헌 인 규정이라는

에서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 하나, 우리 실에 비추어 볼 때 아

직까지는 과외교습을 면 허용할 것이 아니고 일정부분 규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조항에 하여 바로 헌선언을 할 것이 아니라 헌법

불합치결정을 함으로써 형식 으로만 계속 존속하게 한 다음, 입법자로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가능한 한 게 침해하면서도 과외교습을 둘러

싼 폐단을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

다.”는 반 의견( 용 지형)을 내었고(동 례집 469면), 정경식 재

은 “이 조항의 입법목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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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고, 단속의 필요성도 인정되나, 이 조항의 헌성은 과외교습의

규제방식이 기본권제한입법의 체계와 방식을 제 로 갖추고 있지 못한

데에 있는 것이며, 괴외교습의 폐단이 여 히 극심하여 이를 규제하여

야 할 필요성과 당 성이 인정되는 재의 상황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

의 효력을 소멸시켜 과외교습을 면 으로 허용하는 것이 곧 합헌

상태를 실 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단순 헌결정을 하여 당

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것이 아니라, 입법자가 범 한 국민 합의를

거쳐 합리 인 범 에서 과외교습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과외교습이

규제되지 않는 상황을 피하기 하여 새로운 입법이 이루어질 때

까지는 이 조항을 잠정 으로 용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 의견(계속 용형)을 제시하 다(동 례집 471

면).

헌법재 소는 2003. 4. 24.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패소 결을 받

은 뒤에도 배상액을 갚지 않을 경우 연 25%의 지연이율을 용하도록

규정한 소송 진등에 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하여 헌결정을 선고

하 는데(헌재 2002헌가15, 례집 15-1, 360), 이에 하여 법원은

“이번 결정으로 법률의 효력이 일시에 정지됨으로써 각 법원에서 진

행 인 30만건 가량의 청구사건 처리가 면 지연돼 60만명의 당사

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상된다”며 우려를 표시하 고, 법조계 일

각에서는 “ 헌조항이라도 체입법을 제로 한시 효력을 인정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라는 지 이 있었

다.92) 실제로 이 결정에서 하경철 재 은 잠정 용을 명하는 헌법불

합치결정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를 피력하 다(동 례집, 369면).

92) 한겨 신문, 2003. 4. 25.자, 2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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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정 헌결정에 한 안 여부

(가) 이 문제는 주로 법원이 헌법재 소의 한정 헌결정을 헌결정

으로 보지 않는데 착안하여, 한정 헌결정 신에 헌법불합치결정을 활

용할 것을 구하는 의미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 있는 최완주 부장 사는, “헌법재 소가 단하기에

법원이 채택한 법률해석에 의하면 당해 법률조항에 합헌 인 용

역과 헌 인 용 역이 있는데 조문의 일부에 한 일부 헌결정으

로서는 그 헌 인 용범 를 제거할 수 없고, 그 다고 당해 법률조

항 부에 하여 단순 헌결정을 한다면 당해 법률조항의 합헌 인

용 역까지 제거되는 결과가 되고 그것이 단순합헌을 하는 경우보다 오

히려 더욱 헌성이 심한 법 공백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보는 경우에

는, 당해 법률조항에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권자에게 합헌

인 용 역을 살리는 법개정을 구하고 개선된 법률에 따라 법률

계가 규율될 수 있도록 한다면 한정결정유형을 활용하지 않고도 와

같은 문제 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불합치결정에 하여는 법

원도 헌결정의 한 형식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법원과의

갈등문제도 생기지 않고 당사자의 권리구제에도 훨씬 실효성이 있을 것

이다.”라고 주장한다.93)

한편 남복 교수는 이에 반 하여, 한정 헌결정의 안으로 헌법불

합치결정을 제시하는 것은 우선 헌법재 소에게 부여된 자유로운 결정

주문 선택권을 침해하는 헌 인 발상이고, 한정 헌결정과 헌법불합

치결정은 “ 헌으로 선언되는 심 상의 범 획정” 문제와 “시 인 범

의 제한” 문제로서 원칙 으로 다른 차원이기 때문

93) 최완주, 한정결정, 선택인가 필수인가? 「법률신문」, 2002. 10. 3.자,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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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헌법재 소가 한정 헌결정을 통하여 해석기 을 정하고 그 기

에 따라 재 하도록 법원에 맡기면 될 것을 가지고 개선입법 시 까지

차를 지시키고 권리구제를 지체시킴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

이라고 한다.94)

(나) 이러한 논의와는 별도로 헌법재 소에서는 주문의 선택에 있어

서 한정 헌과 헌법불합치 의견이 나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한정 헌”의 주문이 선고되었던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헌법재 소는 1995. 11. 30.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

시가에 의한다. 다만, 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당해 자산

의 취득당시의 기 시가에 의한 액. 다만, 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한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를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이 그 본문의 기 시가에 의한 세액을 과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통령령에 임한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반된다는

한정 헌결정을 선고했다(헌재 94헌바40등, 례집 7-2, 616). 이 결정에

서 김진우 재 은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 실지거래가격에 의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의 내용이 조세정의 면에서 보아 합헌 인

내용도 있는데도 이 사건 단서규정에 하여 단순 헌선언을 한다면 납

세자들 사이에 형평을 잃게 되어 조세정의에 반하는 등 이 사건 법률조

항에 한 헌선언을 하지 않을 때보다 조세정의원칙을 침해하여 오히

려 더 헌법 으로 수인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를 래한다. 그러므로

이

94) 남복 , 한정결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 「법률신문」, 2002. 10. 21.자, 1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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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단서규정 체에 하여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하면

서 … 합헌 인 내용으로 개정하도록 입법 구함이 상당하다.”는 취지

의 헌법불합치의견을 개진하 다(동 례집 640면 이하).

헌법재 소는 2002. 8. 29. 상호신용 고법 제37조의3 제1항 임원

에 한 부분 제2항은 “상호신용 고의 부실경 에 책임이 없는 임

원”에 하여도 연 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 하는 범 내에서,

같은 조 제1항 과 주주에 한 부분은 “상호신용 고의 경 에

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래한 자 이외의 과 주주”에 하여

도 연 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 하는 범 내에서 각 헌법에 반된

다는 한정 헌결정을 선고하 다(헌재 2000헌가5등, 례집 14-2, 106).

이 결정에서 주선회 재 은, “ 상호신용 고법 제37조의3을 다수의

견과 같이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일의 인 법문의 한계를 벗어나는

무리한 해석이자 법문에 드러난 입법자의 객 의사를 무시하고 실질

으로 헌법재 소가 임의로 새로운 입법을 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므

로,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으로써 차라리 입법자로 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헌법재 소 결정의 취지를 살려 새로이 입법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으로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의견을

개진하 다(동 례집 129면 이하).

(3) 사견

헌법재 소의 례에 의하면, 재 의 주문을 어떻게 내느냐 하는 주

문의 방식 문제는 민사소송에서 그러하듯 헌법재 에 하여서도 아무

런 명문의 규정이 없으며, 따라서 재 의 본질상 주문을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는 재 의 재량에 일임된 사항이라고 한다(헌재 1989. 9. 8. 88

헌가6, 례집 1, 199, 260). 그리하여 헌법재 소는 그 동안 독일 등 다

른 나라 헌법재 소의 를 따라 특히 변형결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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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주문을 개발하여 왔다.

그러나, 단순 헌결정과 용 지형 헌법불합치결정은 그 성격상 상

호 체가 어울리지 않는 결정형식이다. 후자는 개선입법을 기다려 당

해사건 등을 규율하겠다는 의지의 표 이기 때문이다. 한, 후술하는

“입법흠결을 보완하라는 취지의” 계속 용형 헌법불합치결정은 단순

헌결정의 안이 될 수 없다. 반면에, 계속 용형 헌법불합치결정

“ 헌결정의 효력을 장래의 일정시 까지 유 하는” 성격을 갖는 것일

경우에는 단순 헌결정의 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한정 헌결정과 헌법불합치결정의 상호 체여부에 하여 볼

때에도, 용 지형 헌법불합치결정은 한정 헌결정의 안이 될 수 없

는 반면에 헌결정의 효력을 장래의 일정시 까지 유 하는 성격의 계

속 용형 헌법불합치결정은 그 안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입

법흠결을 보완하라는 취지의 계속 용형 헌법불합치결정은 그 구체

내용에 따라 한정 헌결정의 안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요컨 , 용 지형 헌법불합치결정은 개선입법을 기다려 당해사건

등을 규율할 필요가 있고 반드시 그 게 해야만 할 때 선택할 수 있

는 결정유형으로 보아야 한다. 그 다면 용 지형 헌법불합치결정은

단순 헌이나 한정 헌 결정의 안이 될 수 없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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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우리 헌법재 소 사례의 분석

1. 주문에서 계속 용을 명한 사례

(1) 헌재 1989. 9. 8. 88헌가6, 국회의원선거법상 기탁 반환 사

건 [ 례집 1, 199]

<주문>

“국회의원선거법(1988. 3. 17. 법률 제4003호로 문개정된 것) 제33조

제34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률조항은 1991년 5월말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95)

[입법개선상황]

국회는 헌법재 소가 설정한 개선입법시한이 경과한 1991. 12. 31. 법률

제4462호로 국회의원선거 기탁 을 정당추천후보와 무소속후보를 가리지

않고 1천만원으로 정하고(동법 제33조), 기탁 의 국고귀속요건을 “후보

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 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당해 지

역구의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 수의 2분의 1을 과하지 못하

는 때 는 국구후보자의 경우 그 소속정당의 국구후보자 당선자

가 없는 때”로 개정하 다(동법 제34조). 그 후 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

법(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된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기탁 을 2천만원으로 정하 고(동법 제56조 제1항 제2호), 기탁 국고귀

속의 요건으로서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 수

미만이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로 정하 는데(동법 제

57조 제2항), 이 부분에 하여 헌법재 소는 그 후 다른 사건에서 “

헌”결정을 선고하 다.96)

95) 우리 헌법재 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는 최 의 것이다. 이 결정에 하여는

“우리가 독일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충분히 용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불합치결정의 용사례, 즉 평등에 반하는 불이익취 규정도, 법 공백상태를

우려할 상황도, 그리고 입법권의 존 도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 이 있

었다{ 석(1991), 182면}. 한, 이 결정은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단순

헌결정을 내렸어야 한다는 비 으로 한수웅(1998), 320면 이하 참조.

96) 헌재 2001. 7. 19. 2000헌마91등, 례집 13-2, 77. 이 결정에 한 비 인 평석

으로는 허 (2002), 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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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재 1991. 3. 11. 91헌마21, 지방의회의원선거법상 기탁

사건 [ 례집 3, 91]

<주문>

“지방의회의원선거법(1990. 12. 31. 법률 제4311호로 제정된 것) 제36조

제1항의 ‘시․도의회의원 후보자는 700만원의 기탁 ’ 부분을 헌법에 합

치되지 아니한다. 법률조항부분은 법률시행 후 최 로 실시하는

시․도의회의원 선거일 공고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

[입법개선상황]

국회는 1991. 5. 23. 법률 제4368호로 제3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

정하 다.

「제36조(기탁 ) ①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등록신청시에 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회의원후보자는 400만원, 구․시․군의회

의원후보자는 200만원의 기탁 을 할선거구선거 리 원회에 기탁하여

야 한다.」

(3) 헌재 1993. 3. 11. 88헌마5, 노동쟁의조정법상 공무원의 단체

행동 지 사건 [ 례집 5-1, 59]

<주문>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1963. 4. 17. 법률 제1327호 제정, 1987.

11. 28. 법률 제3967호 개정)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에 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률조항 부분은 1995년

12월말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

[입법개선상황]

국회는 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이 법 자체를 폐지하고, 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을 제정하 는데, 동법 제

41조 제2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1조(쟁의행 의 제한과 지) ②방 산업에 한특별조치법에 의

하여 지정된 주요 방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력, 용수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 를 할 수 없으며, 주

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 는 통령령으로 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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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헌재 1995. 9. 28. 92헌가11등, 특허사건 등의 사실심배제 사

건 [ 례집 7-2, 264]

<주문>

“특허법(1995. 1. 5. 법률 제4892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186조 제1항

의장법(1995. 1. 5. 법률 제4894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75조 특

허법 제186조 제1항을 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다만,

두 법률조항은 특허법 개정법률(1995. 1. 5. 개정. 법률 제4892호)

의장법 개정법률(1995. 1. 5. 개정. 법률 제4894호)이 시행되는 1998. 3.

1.의 일까지 이 사건 헌여부심 제청의 각 당해사건을 포함한 모든

특허 의장 쟁송사건에 하여 그 로 용된다.”

[입법개선상황]

이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선고 당시에는 합헌 인 내용의 신법, 즉

특허법 개정법률(1995. 1. 5. 개정. 법률 제4892호) 의장법 개정법률

(1995. 1. 5. 개정. 법률 제4894호)이 이미 공포되어 1998. 3. 1.부터 시행

이 정되고 있었다.

(5) 헌재 1999. 5. 27. 98헌바70, TV수신료 사건 [ 례집 11-1,

633]

<주문>

“한국방송공사법(1990. 8. 1. 법률 제4264호로 개정된 것) 제36조 제1항

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률조항은 1999.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97)

97) 이 결정에 하여는, TV수신료는 그 법 성격이 ‘특별하고 긴 한 계’에 부과

되는 특별부담 이라고 하기에는 그 성격과 요건이 지나치게 일반 이어서 조세,

즉 공 방송의 재정에 충단되는 일종의 목 세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밖에 없

고 따라서 법 제36조 제1항은 법률유보원칙(헌법 제37조제2항)에 배되어

헌인 것이 아니라 조세법률주의(헌법 제59조)에 배되어 헌인 것이며, 나아가

헌법재 소가 조항이 헌임을 제로 하면서도 한국방송공사의 재정난을 이

유로 (잠정 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

는 헌 인 변형결정일 뿐만 아니라 헌법재 에서 외 으로 변형결정이 인정

되는 사유, 즉 법 안정성과 국가의 주요행정의 계속성 등에도 해당하지 아니하

는 단히 편의주의 인 결정이라는 비 인 평석이 있다. 박선 , TV수신료와

조세법률주의, 「헌법규범과 헌법 실 (권 성교수정년기념논문집)」(법문사

1999), 910ㆍ9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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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개선상황]

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폐지ㆍ제정된 방송법 제65조(수신료의 결

정)는 “수신료의 액은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 원회를 거쳐 국

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여

헌법재 소의 결정취지를 반 하 다.

(6) 헌재 1999. 10. 21. 97헌바26, 도시계획시설결정 장기미집행

사건 [ 례집 11-2, 383]

<주문>

“도시계획법 제4조(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문개정되어 1991.

12. 14. 법률 4427호로 최종개정된 것)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률조항은 2001.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용

된다.”

[입법개선상황]

이 결정 후 국회는 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도시계획법을 문개

정하 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구법 제4조)은 개정법에서 제46조(개발행

의 허가)로 옮겨 규정되었으며, 한편 보상 조치로서 도시계획시설부

지의 매수청구권규정(제40조)와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규정(제41조)을

두었다.

(7) 헌재 2000. 7. 20. 99헌가7, 상소제기기간의 법정산입 불포함

사건 [ 례집 12-2, 17]

<주문>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82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용된다.”

[입법개선상황]

이 조항은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다.

(8) 헌재 2000. 8. 31. 97헌가12, 국 법상 부계 통주의 사건 [

례집 12-2,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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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국 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문개정된 것) 부칙 제7조 제1

항 ‘…10년 동안에’ 부분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이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용된다.”98)

[입법개선상황]

국회는 2001. 12. 19. 법률 제6523호로 부칙 제7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 다.

「부칙 제7조(부모양계 통주의 채택에 따른 모계출생자에 한 국

취득의 특례) ①1978년 6월 14일부터 1998년 6월 13일까지의 사이에

한민국의 국민을 모로 하여 출생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장 에

게 신고함으로써 한민국의 국 을 취득할 수 있다.」

(9) 헌재 2001. 4. 26. 2000헌바59, 지방세법상 세액공제ㆍ환부

사건 [ 례집 13-1, 941]

<주문>

“지방세법(1988. 12. 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된 것) 제233조의9 제1항

제2호는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이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

지 계속 용한다.”

[입법개선상황]

국회는 헌법재 소의 결정 이후인 2001. 12. 19. 법률 제6549호로 헌법

재 소의 결정취지를 반 하여 이 조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 다.

98) 이 결정에 하여는, “잠정 인 계속 용을 명하는 이유로서 헌법재 소가 제시

한 이유, 즉 헌법재 소가 헌결정 는 단순한 헌법불합치결정만을 선고할 경

우 부칙조항은 헌법재 소가 결정을 선고한 때부터 더 이상 용할 수 없게

되고 이 경우 그나마 신법 시행 10년 동안에 태어난 자녀에게 국 취득의 길

을 열어 놓고 있는 근거규정이 효력을 잃게 됨으로써 법치국가 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법 공백이 생기게 된다고 설명하는 것은 부당하며, 차라리 부칙조항

‘10년 동안’ 부분을 헌선언하는 경우에는 3년의 신고기간을 제외하고는 아

무런 제한없이 한민국의 국 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결과가 되므로 재외동포 특

히 국동포(조선족)의 국 취득을 폭넓게 허용하게 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법 불안정성을 래할 수도 있다는 을 제시했어야 한다.”는 비 인 평

석이 있다. 남복 (2002.2), 1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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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조의9(세액의 공제 환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부한다. … 2. 제조장 는 보세구역에서 반출

된 담배가 포장 는 품질의 불량, 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

조장 는 수입 매업자의 담배보 장소로 반입된 경우 …」

(10) 헌재 2001. 6. 28. 99헌바54, 상속세법상 상속재산가액평가

사건 [ 례집 13-1, 1271]

<주문>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9조

제1항 ‘상속재산의 가액 … 는 상속개시 당시의 황에 의한다.’는 부

분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이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용된다.”

[입법개선상황]

헌법재 소는 이 결정 당시에 이미 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합헌

인 내용의 개정입법이 행하여져 1995. 1. 1.부터 시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불합치 결정 계속 용명령을 내렸다.99) 그런데 국회는

헌법재 소의 이 결정 후인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상속세 증여

세법을 개정하면서 부칙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한 쟁송사건

등에 한 용례)에서, “종 의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의 법률을 말한다)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용하여 행하여야

할 처분과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심사청구․심 청구 는 행정소송

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99) 계속 용명령을 내리는 이유를 당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고 있

다. “첫째, 입법자의 형성재량의 측면에서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한 헌법불

합치선언 이후의 입법개선이 반드시 이미 개정된 법률과 같은 내용의 입법이어

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이는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하는 사항일 뿐이므로

이미 개정되어 있는 법률의 소 용을 명한다는 것은 입법권을 침해하는 결과

가 될 수 있고, 둘째 개정법률을 용할 경우 일률 으로 단할 수는 없으나 사

안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있어서 불리하게 되어 오히려 이 사건 법률조

항 이 사건 시행령의 용을 받는 경우보다 다액의 상속세를 부담하게 될 수

도 있어, 이는 헌법재 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더 불리한 결과가 발생한

다는 에서 권리구제라는 헌법소원의 주 기능 측면으로 볼 때 불합리한 결과

를 낳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셋째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한 헌법재 소의 1995.

11. 30. 선고 91헌바1등 헌법불합치결정과 련하여 법원과의 사이에 개정법률의

소 용의 근거유무, 용규정의 결여 등 그 해석과 련한 마찰을 빚은 바 있으므

로 개정법률의 소 용은 가능한 한 피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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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는 종 의 상속세법(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용한다.”고 규정하 다.

(11) 헌재 2001. 6. 28. 99헌마516,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특례

사건 [ 례집 13-1, 1393]

<주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문개정되고, 1999. 12. 28. 법률 제6042호에 의해 개정되기 의 것) 제8

조 제1항 제2호는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규정부분은 입법자가 개

정할 때까지 계속 용된다.”

[입법개선상황]

국회는 2002. 2. 16. 법률 제6647호로 제8조의 제목을 변경하며 제1항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 다.

「제8조(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유족에 한 처우)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으로서 국가유공자등 우 지원에 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족(이하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이라 한다) 월남 에 참 하고 역된 자등의 유족에 하여는 동

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몰군경의 유족으로, 남방한계선 인

지역에서 복무하고 역된 자등의 유족에 하여는 동법 제4조 제1항 제5

호의 규정에 의한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각각 보아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보상을 행한다.

1. (생략) 2. 남방한계선 인 지역에서 복무하고 역된 자 등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에 제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엽

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 음이 인정되는 자」

(12) 헌재 2001. 9. 27. 2000헌마152,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사건

[ 례집 13-2, 338]

<주문>

“세무사법(1999. 12. 31. 법률 제608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부칙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용

한다.”

[입법개선상황]

국회는 2002. 12. 30. 법률 제6837호로 부칙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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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③(세무사자격에 한 경과조치) 2000년 12월 31일 이 에 국

세( 세를 제외한다)에 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에 하여는 제3조 제2

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 의 규정을 용한다.」

(13) 헌재 2001. 9. 27. 2000헌마208등, 변리사자격 자동부여 사

건 [ 례집 13-2, 363]

<주문>

“변리사법(2000. 1. 28. 법률 제622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은 헌법

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부칙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

속 용한다.”

[입법개선상황]

국회는 2002. 2. 16. 법률 제6647호로 부칙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

고, 제4항은 삭제하 다.

「부칙 ③(변리사자격 자동취득에 한 경과조치) 2000년 12월 31일

이 에 특허청에서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자에 하여는 제3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 의 규정을 용한다.」

(14) 헌재 2001. 10. 25. 2000헌마92등,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

표 사건 [ 례집 13-2, 502]

<주문>

“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별표1] 「국회의원지

역선거구구역표」(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된 것)는 헌법에 합

치되지 아니한다. 선거구구역표는 2003.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용된다.”

[입법개선상황]

국회는 아직까지 이 조항에 한 개선입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15) 헌재 2001. 11. 29. 99헌마494, 재외동포법 사건 [ 례집

13-2, 714]

<주문>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 지 에 한법률(1999. 9. 2. 법률 제6015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2호,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 지 에 한법률시행령

(199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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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통령령 제16602호로 제정된 것) 제3조는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

다. 이들 조항은 2003.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용된다.”

[입법개선상황]

국회는 아직까지 이 조항에 한 개선입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16) 헌재 2002. 5. 30. 2000헌마81, 지 법상 지 측량 행독

사건 [ 례집 14-1, 528]

<주문>

“지 법(2001. 1. 26. 법률 제6389호로 문개정된 것) 제41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2003.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용된다.”

[입법개선상황]

국회는 아직까지 이 조항에 한 개선입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17) 헌재 2002. 9. 19. 2000헌바84, 약사법상 약국개설자격 사건

[ 례집 14-2, 268]

<주문>

“약사법(2000. 1. 12. 법률 제6153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은 헌법

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이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용

된다.”

[입법개선상황]

국회는 아직까지 이 조항에 한 개선입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18) 헌재 2002. 11. 28. 2001헌가28, 국가정보원직원의 비 엄수

사건 [ 례집 14-2, 584]

<주문>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2항(1999. 1. 21. 법률 제5682호로 개정된

것) ‘직원(퇴직한 자를 포함한다)이 사건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 에

속한 사항을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률조항 부분은 2003.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용된다.”

[입법개선상황]

국회는 아직까지 이 조항에 한 개선입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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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헌재 2003. 1. 30. 2001헌바64, 통사찰주지의 행 에 한

허가 사건 [ 례집 15-1, 48]

<주문>

“구 통사찰보존법 (1997. 4. 10. 법률 제5320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6조 제5항 같은 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동산 는 통령령이 정하

는 부동산의 양도’에 련된 부분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규정

부분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용된다.”

[입법개선상황]

국회는 아직까지 이 조항에 한 개선입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2. 주문에서 용 지를 명한 사례

(1) 헌재 1997. 7. 16. 95헌가6등, 동성동본 혼 사건 [ 례집

9-2, 1]

<주문>

“민법 제809조 제1항(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1998.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1999. 1. 1.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 지방자

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법률조항의 용을 지하여야 한

다.”100)

100) 이 결정에 하여는 이 조항이 합헌이라는 입장에서 반 하는 평석이 있고{김지

수, 헌법재 소의 ‘동성동본 혼’ 규정에 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논거에 커다

란 의문이 있다, 「사법행정 제450호」(한국사법행정학회 1998.6), 48면 이하),

헌론의 입장에서 “단순 헌이라고 하는 경우 근친혼 지에 반되지 않는 한

동성동본의 경우라도 모두 결혼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 혼으로 보호하여

야 할 가치가 있다면 헌법불합치의 결정을 함과 동시에 일정한 수의 범 내

에서만 동성동본 혼이 지켜지도록 민법을 개정하는 것을 구하는 결정을 할

여지가 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동성동본 사이이면서 결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

사이의 수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이 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제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러한 헌법불합치의 결정을 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라는 비

인 평석이 있다{정종섭, 동성동본 혼규정에 한 헌법불합치결정, 「헌법

례연구(1)」(박 사 1999), 52면}. 한편, 결정문상 단순 헌론과 합헌론의 견해

립은 ‘사회과학 ’이라기 보다는 ‘정치 ’이며, 헌재의 결정은 정치 으로 “헌법

불합치”로 낙착되었고 동성동본 불혼에 한 정치 투쟁에서 헌론이 승리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심희기, 동성동본 혼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 「시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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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개선상황]

국회는 아직까지 이 조항에 한 개선입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다

만, 법원은 헌법재 소의 결정직후 동성동본인 족사이의혼인신고에

한 규(1997. 7. 30.자 법원호 규 제535호)를 제정하여 동성동본인

자들의 혼인신고를 수리하도록 하 다.101)

(2) 헌재 1997. 8. 21. 94헌바19등, 퇴직 우선변제 사건 [ 례집

9-2, 243]

<주문>

“구 근로기 법(1953. 5. 10. 법률 제286호로 제정되고 1989. 3. 29. 법률 제

4099호로 개정되어 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된 것) 제30조의2 제2항

근로기 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된 것) 제37조 제2항 각

‘퇴직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률조항 각 ‘퇴직 ’부분은

입법자가 1997.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1998. 1. 1. 그 효력을 상실한

다. 법원 기타 국가기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법률

조항 각 ‘퇴직 ’부분의 용을 지하여야 한다.”

[입법개선상황]

국회는 1997. 12. 24. 법률 제5473호로 헌법재 소의 결정취지에 따라 근로

기 법 제37조102)를 개정하고 그 부칙(제2조)103)에서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변호사 제66호」(서울지방변호사 회 1999.7), 48면 이하}. 한, 헌법재 소가

결정주문에서 헌법불합치결정ㆍ입법 구결정과 함께 입법개정시까지 동 조항의

용정지를 명함으로써 문제가 많은 민법 제809조 제1항을 “사실상 폐지”하면서도

법개정의 부담은 국회에 떠넘김으로써 유림을 심으로 한 한국의 보수세력과 국

회로부터 견되는 비난과 공격은 방지하는 일거양득의 값진 효과를 거두었다고

정 으로 평가하는 견해도 있다{임지 (2001), 132면}.

101) 한편 이에 하여, 결정은 “당해 법률조항의 용 지와 개정입법의 소

용, 개정시 도과시 효력상실”이라는 형 인 헌법불합치결정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단되고, 따라서 동성동본 혼규정은 형식 으로 존속하는 것인만큼 동

성동본간의 혼인이 허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에서, 혼인신고 수리를

즉시 허용하는 법원 규(1997. 7. 30. 동성동본인 족사이의혼인신고에 한

규)는 의문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 소순무,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한 헌법불합

치결정과 당해사건의 처리, 「법조 제46권10호」(법조 회 1997.10), 138면의 주

13.

102) 제37조(임 채권 우선변제) ①임 ․퇴직 ․재해보상 기타 근로 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하여 질권 는 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

권 는 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 에 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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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재 1998. 8. 27. 96헌가22등, 단순승인의제 사건 [ 례집

10-2, 339]

<주문>

“민법 제1026조 제2호(1958. 2. 22. 법률 제471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1999.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00.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 지방자치단

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법률조항의 용을 지하여야 한다

.”104)

하여 질권 는 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 다른 채권에 우

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월분의 임 . 2. 최종 3연간의 퇴직 . 3. 재

해보상 ③제2항제2호의 퇴직 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하여 30일분의 평균

임 으로 계산한 액으로 한다.

103) 부칙 제2조(임 채권 우선변제에 한 경과조치) ①제3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

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989년 3월 29일 이

후의 계속근로년수에 한 퇴직 을 우선변제의 상으로 한다. ②제37조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에 채용된 근로자로서 이 법 시행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1989년 3월 29일이후부터 이 법 시행 까지의 계

속근로년수에 한 퇴직 에 이 법 시행후의 계속근로년수에 하여 발생하는

최종 3연간의 퇴직 을 합산한 액을 우선변제의 상으로 한다. ③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의 상이 되는 퇴직 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하여 30일분의 평균임 으로 계산한 액으로 한다. ④제1항 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우선변제의 상이 되는 퇴직 은 250일분의 평균임 을 과할 수

없다.

104) 이 결정에 하여는 우선 심 상을 민법(승인, 포기의 기간) 제1019조 제1항

으로 변경했어야 한다는 비 인 견해가 있다. 즉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을 상

로 하여 상속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제

2호의 헌 여부는 재 의 제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고려기간을 도

과한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조항 때문이 아니라,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있고, 따라서 문제는 제1019조 제1항이 상속의 포기나 한

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에 있는

것이지, 제1026조 제2호가 고려기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당사자에

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한 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

이라는 것이다. 이 견해는 한 “헌법재 소로서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이 고려

기간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로 정하고 있는 것은 상속인이 아무

런 귀책사유없이 상속재산 소극재산이 극재산을 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

한 경우에는 헌법에 어 난다고 하는 형식의 주문을 선고하 어야 할 것이다(다

만 이 경우에는 그 고려기간이 언제부터 진행하는가 하는 이 문제로 남게 되

나, 이는 당사자가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 헌법재

소가 이처럼 선고하 다면 와 같은 법 혼란의 문제는 생기지 않으며, 개

선입법에 소 효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논란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한다{윤진수(2000), 183ㆍ2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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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개선상황]

국회는 기한까지 개선입법을 마련하지 아니하 다가 2002. 1. 14. 법

률 제6591호로 제1019조 제2항을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는 포기를

하기 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개정하고, “제1항의 규정에 불

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과하는 사실을 한 과실없

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제3항을

신설하 다. 한편, 제1026조 제2호에서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 으나 이 규정은 종 의 심 상조항과 내용이

동일하다.105) 그리고 동법은 부칙에서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

터 시행한다. ②(이 법의 효력의 불소 ) 이 법은 종 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한정승인에 한 경과조치)

1998년 5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 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상속

채무가 상속재산을 과하는 사실을 한 과실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다가 이 법 시행 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

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내에 제1019조 제3항의 개정규정

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간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4) 헌재 1999. 12. 23. 99헌가2, 취득세시가표 액 임 사건 [

례집 11-2, 686]

<주문>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로 개정된 것) 제111조 제2항 제2호

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이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2000.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01. 1. 1.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

지방자

105) 즉, 윤진수 교수의 지 은 정확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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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이 법률조항의 용을 지하여야

한다.”106)

[입법개선상황]

법률조항은 이 결정 후 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헌법재 소결정

의 취지를 반 하여 개정되었고, 동법 부칙에서는 헌법재 소의 불합치결

정일인 1999. 12. 23.부터 동법 시행(2000. 2. 3.) 까지 토지 외의 취득세

ㆍ등록세의 과세 상물을 취득한 경우로서 시가표 액을 용하여야 하

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시가표 액에 의하고(부칙 제2항), 종 의 지방세법 제111

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용하여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ㆍ심 청구

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소 하여 용된다는 경과규정

(부칙 제3항)을 두었다.

(5) 헌재 2000. 1. 27. 96헌바95등, 특별부가세과세표 임 사

건 [ 례집 12-1, 16]

<주문>

“구 법인세법(1978. 12. 5. 법률 제3099호로 개정되어 1990. 12. 31. 법률 제

4282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59조의2 제1항과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

률 제4282호로 개정되어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문개정되기 의

것) 제59조의2 제1항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조항들의 용을 지하여야 한다.”

[입법개선상황]

구 법인세법은 이 사건 결정 이 인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문개

정되어 심 상조항은 조문의 치가 제99조(과세표 )로 바 어 같은 내용

106) 이 결정에 하여는, “이 경우 헌법불합치결정과 헌결정은 심 상 법조항을

형식 으로 존속시킬 것인가 아닌가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 효력면에서는 실질

인 차이는 없게 된다. 그런데 심 상 법조항을 형식 으로 존속시키면서 그

집행ㆍ 용을 지하게 하면 법 공백상태가 방지되고 세수감소로 인한 지방

재정의 어려움이 생기지 않고 납세의무자들 사이에 형평이 유지된다는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다. 헌인 법조항이 형식 으로는 존속한다고 해도 그 집행ㆍ

용이 지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는가. 결국 헌법재

소의 이 결정은 헌법불합치결정의 본질과 기능을 무시한 형식오용

(Formenmißbrauch)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비 인 평석이 있다. 허

(2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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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①특별부가세의 과세표 은 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

에 한 권리, 주식 는 출자지분(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

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결정 직

후인 2000. 2. 3. 헌법재 소의 결정취지에 따라107) 제99조 제1항을 개정

하 고,108) 다시 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법률 제6259호의 부칙

에 제3항(특별부가세의 쟁송사건에 한 용례)을 신설하여 “이 법은 종

의 법인세법(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의 법률을 말한다) 제59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용하여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ㆍ심 청구 는 행정

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하여 이를 용한다.” 라고 하여 경과규

정을 두었다.

(6) 헌재 2001. 5. 31. 99헌가18등, 부동산실명제법상 과징 사

건 [ 례집 13-1, 1017]

<주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한법률(1995. 3. 30. 법률 제4944호) 제5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본문, 제12조 제2항 제5조 제1항 용부분, 제14

조 제2항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각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2002. 6. 30.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02. 7. 1.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법원

기타 국가

107) 사실은 결정일 이 부터 개정작업을 해 왔을 것이다.

108) 법인세법(2000. 2. 3. 법률 제6259호) 제99조(과세표 ) ①특별부가세의 과세표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

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1. 토지(지 법에 의하여 지 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3. 부동산에 한 권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4. 주식 는 출자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비 리내국법인이 양도하는 주식 는 출자지분으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것(제

103조의 규정에 의한 비 리내국법인의 부동산등 양도소득에 한 특례

의 경우에 한한다)

나. 주식 는 출자지분의 주권 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특정

자산의 보유 황 는 사업의 종류등을 감안하여 통령령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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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각 법률조항의

용을 지하여야 한다.”109)

[입법개선상황]

국회는 이 결정 후 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헌법재 소의 결정취

지에 따라 동 법률조항을 개정하 고,110) 부칙에서는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용례) 제5조 제1항․제3항(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조 제1항․제2항 제14

조 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 로 과징 을 부과하는

분부터 용한다. 다만, 종 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 처분(행정심

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하여도 이를 용한다.”고

하여 경과규정을 두었다.

(7) 헌재 2003. 7. 24. 2000헌바28, 양도행 의제 사건 [공보 83,

666]

<주문>

“소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어 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기 이 의 것) 제101조 제2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

한다.

109) 이 결정에 하여는, “헌법재 소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 을 부과’하는 동법 제5조 제1항 등이 과잉 지원칙에 반된다고 단하

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그 상 법률의 헌성의 성질에 비추어 단순 헌결

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는 비 이 있다. 황도수(2002.8), 81면.

110) 제5조(과징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액의 범 안에서 과징 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을 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의 규정을 반한 채권자 동조동항

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채무자를 허 로 기재하여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한 벌칙등) ①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제11조

법률 제4244호 동법 부칙 제2조의 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의

한 날부터 3년이내에 소유권이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

미등기자’라 한다)에 하여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액의

범 안에서 과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액을 말한다)을 부과한다. (이하 생략).

제12조(실명등기의무 반의 효력등) ②제11조의 규정을 반한 자에 하여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반한 자에 하여 제5조 제6조의 규정을 용한다.

제14조(기존 양도담보권자의 서면제출 의무등) ②제1항의 규정을 반한 채권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채무자를 허 로 기재하여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에

하여는 당해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액의 범 안에서 과징

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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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타 국가기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조항의 용을 지하

여야 한다.”111)

[입법개선상황]

국회는 아직까지 이 조항에 한 개선입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3. 용여부에 하여 주문에 아무런 명시가 없는 사례

(1) 헌재 1994. 7. 29. 92헌바49등, 토지 과이득세법 사건 [ 례

집 6-2, 64]

<주문>

“토지 과이득세법(제정 1989. 12. 30. 법률 제4177호, 개정 1993. 6. 11.

법률 제4561호, 1993. 6. 11. 법률 제4563호)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

다.”112)

[입법개선상황]

토지 과이득세법은 이 결정 후 1994. 12. 22. 법률 제4803호ㆍ제4807

호,

111) 이 결정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제는 수증자의 증여세 양도소득세에

한 환 는 공제 등 규정이 없다는 데 있으므로, 이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서

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하여는 합헌, 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에 하여는

입법부작 의 헌을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제하에 이 사건의 주문을 “1.

구 소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고 1996. 12. 30. 법률 제5191

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101조 제2항은 헌법에 반되지 아니한다. 2.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그와 련하여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 양도소득세를 수증자에게 환 하도

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반됨을 확인한다.” 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재 1인(김 일 재 )의 반 의견이 있다(동 공보 673면 이하).

112) 이 결정과 련하여 이 법의 헌성을 인정한 헌법재 소의 단자체에 비

인 평석으로는 김문 , 토지문제에 한 헌법 시각과 토 세법 헌법불합치결

정에 한 평가, 제46회 학술발표회자료집, 한국공법학회(1994), 20면 이하; 서원

우, 발표회 자료집 38면 이하 참조. 정 인 입장으로는 김성수, 토지 과이

득세법에 한 헌재의 헌법불합치결정 과연 잘못된 결정인가, 「법률신문」,

1994. 11. 14.자, 15면; 정재황, 재산권보장에 한 헌법재 소 례의 동향, 「고

시계」1994. 11월호, 104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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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12. 29. 법률 제5108호, 1996. 12. 30. 법률 제5193호, 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었다가 마침내 1998. 12. 28. 법률 제5586호로 폐

지되었다.

(2) 헌재 1995. 11. 30. 91헌바1등, 소득세법상 기 시가 임 사

건 [ 례집 7-2, 562]

<주문>

“구 소득세법 제60조(1978. 12. 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된 후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의 것)는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입법개선상황]

국회는 이미 이 결정이 선고되기 인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소득세법을 문개정하 는데,113) 심 상조항은 제96조(양도가액)와

제99조(기 시가의 산정)으로 그 조문의 치가 바 었다. 한편, 국회는

그 후 이 결정취지에 따라 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다시 동 조항을

개정하 다.114)

(3) 헌재 1997. 3. 27. 95헌가14등, 친생부인의 소 출소기간 사건

[ 례집 9-1, 193]

<주문>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고 1990. 1. 13. 법률 제4199

호로 최종개정된 것) 제847조 제1항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내’ 부

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입법개선상황]

국회는 아직까지 이 조항에 한 개선입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113) 이 법의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만 …

제99조(종 의 제60조의 개정규정을 말한다) …등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 고, 부칙 제11조(일반 경과조치)에서는 “이 법 각 해당

조항의 시행 에 종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 거나 과세하여야 할 소득세에

하여는 종 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 다. 그러나, 개정조항은 상법률

에 한 헌법불합치결정이 있기 에 입법자가 자발 으로 상법률의 헌성

을 인식하고 이를 시정한 것이지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무를 이행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최완주(2001), 401면 참조.

114) 이 법은 1996. 1. 1.부터 시행하되(부칙 제1조), 제8조(양도소득에 한 용례)

제1항은 “이 법 양도소득에 한 규정은 각 해당 조항 시행후 최 로 양도하

는 분부터 용한다”고 규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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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헌재 1998. 12. 24. 89헌마214등, 그린벨트 사건 [ 례집

10-2, 927]

<주문>

“도시계획법(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제정되어 1972. 12. 30. 법률

제2435호로 개정된 것) 제21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115)

[입법개선상황]

이 결정 후 입법자는 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도시계획법을 문

개정하 는데, 동법 제34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는 “개발제한구역의 지

정 는 변경에 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하 고, 제56조(개발제

한구역 안에서의 행 제한 등)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 제한

기타 개발제한구역의 리에 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

으며, 이에 한 법률은 2000. 1. 28. 법률 제6241호로 제정된 ‘개발제한구

역의 지정 리에 한 특별조치법’이다.

신 도시계획법 제68조(토지수용법의 용) 제1항은 “… 수용 는 사용

에 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

을 용한다”고 규정하여 ‘수용 사용’에 하여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 다. 한편, 특별조치법 제16조이하에서는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동 구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히 감소된 토지 는 당해 토지의 사용 수익

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로 하여 건설교통부장 에게 그 토

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매수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

리고 동 특별조치법시행령 제28조

115) 결정에 하여는 도시계획법 제21조에 한 합헌결정과 함께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말미암아 일부 토지소유자에게 사회 제약의 범 를 넘는 가혹한 부

담이 발생하는 외 인 경우에는 보상규정을 두도록 하는 입법 구결정을 하

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한승훈, 구 도시계획법 제21조에 한 헌법불합치결

정의 의미와 망, 「법학논총 제6집」(조선 학교법학연구소 2000.12), 421면}.

한편, 헌법재 소는 그린벨트 사건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처분의 근거규정만

있고 보상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을 부진정입법부작 로 보아 헌법불합치 결

정을 선고하 다. 그런데 이에 하여는 “재산권제한 자체는 합헌이나 보상규정

을 두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입

법부작 ’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비 인 평석이 있다{김문 , 도시계획법

제21조에 한 헌소원, 「헌법실무연구 제1권」(박 사 2000), 79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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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제33조에서는 매수 상토지의 정기 , 산정시기 그리고 방법,

매수 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5) 헌재 2003. 2. 27. 2000헌바26, 학교수 기간임용제 사건

[ 례집 15-1, 176]

<주문>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의 것)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

다.”

[입법개선상황]

국회는 아직 이 결정취지에 따른 개정을 하지 않고 있다.

(6) 이들 결정은 어떤 유형에 속하는가?

이들 결정은 주문에서 용 지 는 계속 용 여부를 밝히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를 보면 체 으로 용 지형 헌법불합치결정으로 보

인다.

(가) 즉, 헌재 1994. 7. 29. 92헌바49등 결정에서는 “이 사건에 하여

입법자가 토지 과이득세법을 어도 이 결정에서 밝힌 헌이유에 맞

추어 새로이 개정 는 폐지할 때까지는 법원․행정청 기타 모든 국가

기 은 행 토지 과이득세법을 더 이상 용․시행할 수 없도록 지

하되, 그 형식 존속만을 잠정 으로 유지하게 하기 하여 … 헌법불

합치결정을 선택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시하 으므로(동 례집

120), 사실상 용 지를 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헌재 1997. 3. 27. 95헌가14등 결정에서도, “입법자가 이 사건 심

상조항을 어도 이 결정에서 밝힌 헌이유에 맞추어 새로이 개정할

때까지는 법원 기타 국가기 은 민법 제847조 제1항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라는 부분을 더 이상 용․시행할 수 없도록 지하

되 그 형식 존속만을 잠정 으로 유지하게 하기 하여 … 헌법불합

치결정을 선고하는 것”이라고 시하 으므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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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집 206), 사실상 용 지를 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헌재 1998. 12. 24. 89헌마214등 결정에서도, “행정청은 헌 상태를

제거하기 한 보상입법이 마련되기 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

여 새로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 청구인들을 포

함한 모든 토지소유자가 토지재산권의 사회 한계를 넘는 가혹한 부담

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보상입법을 기다려 그에 따른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결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나 그에 따른 토지재산권의 제한 그 자체의

효력을 다투거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반하여 행하여진 자신들의 행

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시하 으므로(동 례집 960), 이

결정 역시 사실상 용 지를 명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나) 다만, 헌재 1995. 11. 30. 91헌바1등 결정에서는, “이 사건의 경우

에는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헌법에 합치하는 내용의 개정입법

이 이미 행하여져 헌조항이 합헌 으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당재 소는 단순 헌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임조항을 용하

여 행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확정되지 아니한 모든 사건과 앞으로

향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모두에 하여 개정법률을 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 으므로(동 례집 595) 사실상

용 지를 명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법원은 “헌법재 소가 …

구 소득세법 제60조가 헌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은 단순 헌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의 효력이 당해 사건 등에 범

하게 미치는 결과 구 법령에 근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모두 취소

되게 되어 법 공백의 발생, 조세수입 감소로 인한 국가재정의 차질,

기납세자와의 형평 배 등의 불합리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부작용을 회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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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개정법령의 시행일 이 에 종 의 법령을 용하여 한 부과처분

을 그 로 유지함이 옳다는 단에서 나온 것임이 분명하다. … 그 다

면 결국 헌법불합치결정은 당해 조항의 헌성이 제거된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 까지는 종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그 로 잠정 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당해사

건이라고 하여 달리 취 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계속 용형

헌법불합치결정으로 해석하 다.116) 그 후 헌법재 소도 이 헌법불합치

결정된 법률조항을 용한 법원 결에 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재

4인117)은 용을 지해야 한다고 보았으나, 나머지 재 5인118)은

헌법재 소의 명령은 “기 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칙 으로 구 소득세법 제60조의 헌 요소를 제거

한 개정 소득세법 제99조를 용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개정 소득세법

제99조를 용하여서는 기 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을 산

정할 수 없어 그 양도차익의 산정이 불가능하게 되는 외 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60조의 헌 요소를 제거하는 개정법률

이 시행되기 까지는 법률조항의 잠정 인 용을 허용하는 취지인

것”이라고 보았다(헌재 1999. 10. 21. 96헌마61등, 례집 11-2, 461).

한편 헌재 2003. 2. 27. 2000헌바26 결정에서도, “법불합치결정의 경우

입법자에게는 법률의 헌 상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거해야 할 입

법개선의무가 발생하게 되므로, 입법자는 되도록 빠른 시일

116) 법원 1997. 3. 28. 선고 95 17960 결, 공1997상, 1274; 법원 1997. 3. 28.

선고 96 15602 결, 공1997상, 1282 참조.

117) 김용 ㆍ신창언ㆍ조승형ㆍ이 모 재 .

118) 김문희ㆍ이재화ㆍ정경식ㆍ고 석ㆍ한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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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기간임용제에 의하여 임용되었다가 그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학교원이 재임용거부되는 경우에 그 사 차

그에 해 다툴 수 있는 구제 차규정을 마련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의 헌 상태를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시하 으므로( 례집

15-1, 193면), 사실상 와 같은 사례군에 하여는 용 지를 명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 부칙 제2항(계약제 임용에 한 경과조치)은 “종 의 규정

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의 경우에는 제53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임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 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부칙조항은 헌법재 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심 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 부칙조항에 의하면 헌법불합치

결정된 구법 제53조의2 제3항은 여 히 용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 은 향후 법원의 례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4. 우리 헌법재 소 례경향의 분석

그 동안의 우리 헌법재 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경향을 분석하면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용 지를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보다는 계속 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이 압도 으로 많다는 것이다. 즉 2003. 8. 31. 재,

자는 주문에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결과 으로 용 지를 명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는 3건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10건인 반면에, 후자는 19건

이다.119) 이는 헌법불합치결정의 본질 인 내지는 원칙

119) 용 여부에 하여 주문에서 명시하지 않고 결과 으로도 용 지 여부가 불

분명한 2건은 계산에서 제외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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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모습이 용 지형이라는 설명이 무색할 정도이다. 원칙이 10건

이고 외가 19건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부자연스럽다. 따라서 헌법불합

치결정 용 지형이 원칙이고 계속 용형이 외라고 보기보다는

단순 헌결정의 외로서 헌법불합치결정에는 ‘ 용 지형’과 ‘계속 용

형’이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헌법불합치결정을 “단순” 헌

법불합치결정과 “경과규율” 헌법불합치결정으로 나 어 새로운 설명을

시도하고자 하는 노력120)은 이 에서 올바른 근이라고 할 것이다.

둘째, 우리 헌법재 소는 일부 ‘입법흠결’의 경우에 헌법불합치결정을

한다는 이다. 컨 , 헌재 1998. 12. 24. 89헌마214등, 그린벨트 사건

( 용 지형), 헌재 1999. 10. 21. 97헌바26, 도시계획시설결정 장기미집

행 사건(계속 용형), 헌재 2001. 4. 26. 2000헌바59, 지방세법상 세액공

제ㆍ환부 사건(계속 용형), 헌재 2003. 2. 27. 2000헌바26, 학교수 기

간임용제 사건( 용 지형?), 헌재 2003. 7. 24. 2000헌바28, 양도행 의

제 사건( 용 지형) 등에서 어떤 제도 자체는 합헌 이나 그에 따른

보상 는 구제 차의 미비가 있는 경우에 그 흠결을 보완하라는 의미

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종래 “한정 헌

결정은 단순 헌결정 효력의 객 범 를 변형하는 것인데 반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은 단순 헌결정 효력의 시간 범 를 변형시키는 것”

이라는 설명121)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에서 본 입법 흠결은 분명

히 ‘시 범 ’의 문

120) 황도수(2002.8), 74면 이하.

121) 황도수(2002.8), 78면; 남복 (2002.10.21.자), 14면 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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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니라 ‘객 범 ’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셋째, 용 지를 명하는 경우 입법개선 구는 필수 이다. 왜냐하면

당해사건 병행사건의 차가 지되기 때문이다. 단순 헌결정을 선

고하지 아니하고 ( 용 지)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는 것은 합헌 으

로 개선된 입법을 용하겠다는 의지의 표 인 것이다. 이 경우 입법개

선의 시한을 명시하는 것은 부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시한까지

입법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의 처리가 곤란해진다는 에서 바

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헌법재 소는 용 지형 헌법불합치결정을

선택함으로써 합헌 으로 개선된 새 법을 용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인데, 어떠한 이유로든지 입법자가 그 개선입법 시한까지 입법개선을

하지 못할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 경우 보통 그 시한을 경과

하면 당해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제재’문구에 따라 당해 법률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이것은 처음부터 헌결정한 것과 별

반 다르지 않다는 이다. 효력상실의 시 을 장래 어느 시 까지 유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라리 계속 용형 헌법불합치결정을 주문으

로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입법개선시한을 정한 용 지형

헌법불합치결정은 극히 자제되어야 한다.

넷째, 헌법불합치결정의 심 상조항이 어떤 행 에 제한을 가하는

것인 경우에는 용 지형 헌법불합치결정은 그 성격상 맞지 않다. 왜

냐하면 용 지하는 즉시 제한의 장애가 풀리고 이는 단순 헌결정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컨 , 동성동본 혼규정인 민법 제809조 제1항

에 한 헌법불합치결정(헌재 1997. 7. 16. 95헌가6등)의 경우, 법정의견

은 ‘헌법불합치’와 ‘ 용 지명령’이었는데, 동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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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내용이 “동성동본인 족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기 때

문에 동 조항에 따라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민법 제813조, 호 법 제76조 참조), 동 조항에 한 용 지는 곧바

로 혼인신고에 있어서 동 조항에 따른 장애사유의 제거효과로 나타나

고, 따라서 호 서에서는 동성동본인 자의 혼인신고-동성동본 이외

에 다른 사유가 없다면-를 거부할 수 없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단순

헌선언과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된 것이다.122)

다섯째, 계속 용형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입법개선의 시한을 정

하는 경우, 통상 장래의 일정 시 까지 그 효력상실을 유 시키는 것이

고 만일 그 시 을 경과하면 그 때부터는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이는 법원 결의 표 로 “헌법재 소가 실질 으로 헌결정을 하

면서도 그로 인한 법률조항의 효력상실 시기만을 일정기간 뒤로 미루

는” 것( 법원 1991. 6. 11. 선고 90다5450 결, 공1991, 1895)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의 계속 용형 헌법불합치는 오스트리아에서

헌법재 소에게 결선고 후 1년의 한도내에서 일정한 시 을 정하여

그때부터 법률을 폐지시킬 권한도 부여하고 있는 것(오스트리아헌법 제

140조 제5항)과 같은 유형이라고

122) 헌법재 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이 에 혼인신고를 했다가 거부된 사람들이 헌법

불합치결정에 따르는 동 조항의 ‘형식 존속’ 때문에 다시 혼인신고를 할 수

없다고는 도 히 볼 수 없는 것이다. 단순 헌선언을 했을 경우에 법치주의가

용인할 수 없는 법 공백상태가 우려된다던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했을 때보다

더욱 헌법 질서와 멀어지게 된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이는 법원이

헌법재 소의 결정직후 동성동본인 족사이의혼인신고에 한 규(1997. 7.

30.자 법원호 규 제535호)를 제정하여 동성동본인 자들의 혼인신고를 수리

하도록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 결정이 재 다수(5인)의견이 단순 헌이

었으나 헌결정의 정족수(6인)에 미치지 못하여 2인 재 의 의견 로 헌법불

합치 결정에 이른 불가피한 이 있기는 하 으나, 결과 으로 헌법불합치 결정

을 하 지만 단순 헌 결정한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었다. 그 밖에 이 사

건의 헌법불합치결정 주문의 부당성에 하여는 윤용섭, 동성동본 혼제도의

헌여부, 「재 의 한 길 (김용 헌법재 소장 화갑기념논문집)」(박 사 1998),

219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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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여섯째, 우리 헌법재 소가 계속 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

면서 입법개선의 시한을 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그 헌재 1995.

9. 28. 92헌가11등 사건은 결정 당시 이미 신법이 마련되어 있으나 시행

시 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고, 헌재 2000. 7. 20. 99헌가7 사건과 헌재

2001. 4. 26. 2000헌바59 사건 등은 당해사건 당사자 이외의 경우도 규

율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그 역은 의연 합헌이거나 아니면 헌여부를

단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효력을 상실시킬 수 없는 경우이다. 그 지

아니한 다른 경우에는 입법개선의 시한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

냐하면 입법자가 입법개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헌성이 있

는 법률조항을 “잠정 용”이 아닌 “무한정 용”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Ⅳ. 결 론

기본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법률은 원칙 으로 소 하여 무효라는

생각이 기본 인 입장인 독일의 법 통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형벌법규

가 아닌 한 원칙 으로 장래효원칙을 채택하 다. 한 우리나라의 헌

법재 에는 독일에는 없는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제도가 있다. 이 헌법소

원심 차가 헌법재 소에 계속 이더라도 당해사건은 원칙 으로

지되지 아니하고 진행된다.

이러한 차이 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종래의 학설ㆍ 례는 독일

에서의 논의를 따라 헌법불합치결정은 단순 헌결정의 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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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으로서, 그 원칙 인 모습은 용 지와 개선입법의 소

용을 명하는 유형이고 외 으로 당해 조항의 계속 용을 명하는 유형

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헌법재 소에서 취하고 있는

헌법불합치결정은 이러한 도식 인 구분과 설명으로는 악할 수 없는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은, 단순 헌결정과

는 그 요건이 다른 별도의 결정유형인 경우가 있고, 때로는 단순 헌결

정 는 한정 헌결정의 안으로서 필요에 따라 헌법재 소가 취할 수

있는 결정주문의 유형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리고 헌법재 소가 어떠한 경우에 어떤 유형의 헌법불합치결정 주

문을 선택할 것인지, 그 경우 입법개선의 시한은 어떻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하는 문제는 당해 사안 련 법조항을 모두 고려하여

“ 이스 바이 이스”로 결정할 문제이기는 하나, 주문에서 용 지를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도 입법개선시한을 정하는 용 지형 헌법불합치결정은 극히 자제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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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세기 마지막 10년 동안 미국의 법학 잡지에 실린 논문들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하는 것은 사이버스페이스에 련된 것들이다. 1980년

미국 법학 잡지의 다수를 하고 있던 비 법학(critical legal

studies)123)의 거 한 조류를 바꿔 놓은 것이 바로 사이버법학

(cyberspace law)이었다. 이 듯 1980년 후반부터 서서히 발표되기

시작한 사이버 법학의 논문들이 속도로 확산되었으며, 기존 교수들뿐

만 아니라 신진 교수들의 심이 새로운 세계로 거 이동하 다. 비

법학의 표 인 2세 라고 할 수 있는 제임스 보일 교수와 잭 볼킨 교

수 등이 사이버스페이스에 한 서를 출 한 것만 보더라도 사이버

상은 미국의 법학계에 엄청난 지각변동을 가져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증기기 의 발명으로 시작된 산업 명은 200여 년에 걸쳐 세상을 바

꾸었으나, 통신과 컴퓨터의 결합으로 발된 의 정보통신 명은 아

주 짧은 기간동안에 세상을 바꾸고 있다. 정보화의 추진으로 인하여

세계는 과거 산업사회로부터 지식정보사회로 속하게 진보하며 문명의

발 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발 추세는 의 첨단과학기술에 힘

입어 가능하게 되었으며, 첨단과학기술은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비약

인 발 과 함께 정보화 시 의 추 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디지털 사회에서의 국민생활과 국제

123) 비 법학이란 1970년 반 이후로 마르크스 시각에서 이제껏 당연한 것으

로 받아들 던 과거의 법이나 법제도, 법이론 일반에 하여 새로운 비 분석

의 시각을 제공하는 학문 조류를 말한다. 이것은 균형 잡힌 건 한 법이론이나

법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지 분 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하여 자세한 것은 최 권, 미법 298 (1998)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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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발 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더욱이 국내외 으로 인터

넷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통신망의 상호 연결은 물론 고속 통신망의

확충 등으로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다양한 정보검색 정보제공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상업 역에까지 그 범 기능이 확 되어 고

도 정보화 사회로의 진 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보와 지식이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사회경제활동의 많은 부분이 정보 네트워크를 이용한 사이버스페이스에

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사회 모든 부분에서 새로운 가치 과

사고방식이 조성되고, 인터넷ㆍ 자상거래ㆍ 자정부 등과 같은 새로운

정보패러다임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종래의 국경이라는 개념이 무의미해지고 지구 이 하나의

단일시장으로 변하면서 궁극 으로는 지구 체가 거 한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하나의 사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자상거래나 각종 정보통

신망 환경의 새로운 서비스는 개인이 서로 교섭하지 않고 사이버스페이

스에서 의사소통과 각종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고도의 신뢰성이 보

장되어야 함을 기본 제로 하고 있다.

이제 헌법도 더 이상 사이버스페이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

다. 라이버시를 비롯한 사생활 침해, 명 훼손, 음란과 포르노그라피,

작권 등의 헌법 문제가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심각한 논란이 되고 있

는 실정이다. 사이버스페이스에 처하기 하여 정보통신망이용 진

정보보호등에 한법률 등을 비롯한 각종 입법이 이루어졌으며 사이버스

페이스에 특수한 례도 나타나기 시작하 다. 최근의 미국의 입법례를

보면 다수의 법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사이버스페이스에 련된 것

이며 연방 법원 례도 이 부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에서는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이버스페이스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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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하여 첫째, 사이버스페이스의 출 과

의의를 살펴보고 둘째, 사이버스페이스가 법 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

가를 살펴보기 해서 이것이 실의 공간과 얼마나 다른 것인가를

심으로 사이버스페이스의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셋째, 사이버스페이

스는 과연 무엇과 비슷하다고 유추할 수 있는가를 살펴본다. 그리고 사

이버스페이스를 법 으로 설명하고자 할 때 별도의 분리된 공간으로 인

정하여 실의 공간과 다르게 취 할 것인가 아니면 통 인 방법의

범주에 포함시켜 실의 공간과 같이 취 할 것인가에 한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이제는 우리의 제2의 생활공간이 되어 버

린 사이버스페이스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헌법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단 를 얻고자 한다. 한 가지 주의할 은 사이버스페이스를 둘러싼 논

의들은 아직 확립된 원칙이 없으며 계속 생성 인 역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Ⅱ. 사이버스페이스의 의의와 출

1. 사이버스페이스의 의의

사이버스페이스는 장소와 물질에 기 한 실 세계와는 달리 컴퓨터

네트워크 속에 존재하는 공간 아닌 공간으로 군사 목 을 해 연구

개발되기 시작하 다. 오늘날 사이버스페이스는 단순한 정보 검색을

한 데이터베이스로서의 ‘정보의 바다’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제 사이

버스페이스는 실과 동떨어진 공간으로서 실에 응하지 못하는 사

람들의 도피의 장소로 여겨지지도 않는다.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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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페이스는 그 같은 도구 인 용도를 넘어선 사회 공간으로

서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얽힌 이야기가 샘솟고 그들 사이에 만남과 헤

어짐이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인간 계와 교류의 장소이자, 나아가 제2

의 생활공간이다.

사이버(Cyber)라는 말은 ‘조타수’, ‘통치자’ 혹은 ‘운 자’ 등의 뜻을

의미하는 그리이스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해지고 있다. 이 말은 미국의

수학자가 정보처리 과정을 『cybernetics』라고 명명하면서 ‘인공두뇌

연구’, ‘컴퓨터로 자동 제어되는’ 등의 화된 의미로 발 되었다. 즉

사이버가 의미하는 기술 변화와 발 이 통신기술과 결합되면서 소

정보통신 명의 과정을 거쳐 정보화시 를 맞이하게 되었다.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라는 말은 1980년 소설가 리엄 깁

슨(William Gibson)의 『Neuromancer』라는 공상과학소설에서 처음으

로 사용된 후 오늘날 일반 인 용어로 정착되었다. 이 소설은 정부를

체한 기업들과 보안자료를 놓고 쟁을 벌이는 컴퓨터 해커들을 다

룬 것으로, 그 내용의 부분이 유형의 물질 존재라고는 없는

컴퓨터 네트워크상의 가상의 무 를 배경으로 이루어지는데 깁슨은 이러

한 무 를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라고 명명하 다.

사이버스페이스의 시 는 1990년 월드와이드웹(WWW：World

Wide Web)의 발 과 더불어 본격 으로 시작되었다. 그 동안 사이버스

페이스 는 온라인으로 일컬어지던 것이 이제는 새로운 ‘인터넷’이라는

용어가 등장하 다. 사이버스페이스, 온라인, 인터넷 등의 정의는 세부

으로 상이할 수 있으나, 정보화를 설명하는 도구로서의 정의는 크게

보아서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에서는 이 세 가지 용어를

기본 으로 같은 것으로 다루고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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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페이스를 그 표로 사용하고자 한다.

인터넷의 출 시 부터 다수가 동의하는 신비스러운 은 아무도

인터넷에 한 책임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정부주의 자경

주의가 을 치던 무법의 런티어(Lawless Frontier)로서 ‘황야의 서부’

은유가 사이버스페이스를 가장 히 묘사하고 있었다.124) 이처럼 정

보화의 진행이 궁극 으로 국경의 소멸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경제

통합 상으로 연결되어 기야 각국은 정보 쟁 마 유발하게 되었

다. 따라서 정보력이 곧 국력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시 가 도래하게 되

었다.

2. 사이버스페이스의 출

인터넷은 컴퓨터통신 네트워크의 네트워크(network of networks)이

다.125) 즉, 인터넷은 통신이 가능한 여러 컴퓨터를 일정한 규칙을 이용

하여 묶어 놓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일반 으로 인터넷은 미국에서 군

사용 목 으로 컴퓨터를 연결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컴퓨터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면 네트워크에 속한 어느 컴퓨터로도 네

트워크에 속한 모든 컴퓨터의 자료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다는

이론에서 출발한 것이다. 기의 인터넷은 정보를 공유해서 한 곳의 자

료가 손실되어도 바로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복구하여 정상 인 기

능을 수행할 수 있는 컴퓨터 통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이후 기술의 발 으로 미국 국립과학재단의 NSFNet은 TCP/IP라는

표 통신규약을 사용하며 세계 컴퓨터 통신 네트워크의 오류

124) Stuart Biegel, Beyond Our Control? 4 (2001).

125) 고려 학교 정보보호 정책연구회, CyberSpace의 법과 기술 109-11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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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정보의 교환을 가능하게 되는 기반을 구축하 다. 한

NSFNet은 학에 문호를 개방하여 일반인도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 다. 물론 당시는 컴퓨터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의

숫자가 미미하고 기술의 미비로 재의 인터넷과는 다른 네트워크

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의 인터넷이 발 하게 된 계기는 월드와이드웹(이하 ‘웹’이라

한다)이라는 새로운 통신 규약의 출 이었다. 웹은 인터넷상에서 그래픽

을 구 할 수 있게 하여 인터넷을 정보통신산업의 핵심으로 부상하게

하 다. 1994년경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 사용자는

13만명 정도이고 주로 학술 자료, 보고서 등 순수한 자료의 보고로서의

역할을 하 을 뿐 자상거래 등은 이론 으로 제시되었을 뿐이었다.

그러했던 인터넷이 1996년경부터 고품질 메모리 반도체, CPU 등의 컴

퓨터 부품의 량 생산과 가격인하로 미국을 심으로 컴퓨터 보 이

속히 늘고 네트워크와 련된 기술의 비약 발 으로 기존의 모든

매체를 인터넷으로 구 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인터넷을 상업

으로 활용하기 시작하 다. 이러한 미국 내의 네트워크 통합과 아울러

캐나다와 유럽 국가들의 네트워크들도 속속 인터넷과 연결되면서 인터

넷은 네트워크들의 심 네트워크로 확고한 치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이 게 통합된 인터넷은 세계의 컴퓨터 사용자에게 이메일, 일

송, 원격지의 컴퓨터 이용(TelNet), 정보 검색, 토론(UseNet)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단순한 네트워크의 양 팽창이 과거의 인터넷 공간이 가지는 특징이

었다면, 오늘날 인터넷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친 감이 높아

지는 제2의 생활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에는 특정 매니아

나 문가만의 공간이었다면, 오늘날의 사이버스페이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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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의 공간이다. 오늘날의 사이버스페이스란 실 세계에 존재

하는 일반인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공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실 세계와 사이버스페이스의 이질감이 사라지고 친

감이 높아진 공간, 오 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자연스러운 투 이

방향으로 가능한 공간을 뜻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이버스

페이스는 자상거래의 발 , 이메일의 화, 채 등 온라인 미 의

생활화, 메신 등 오 라인과 온라인의 실시간 화, 자정부와 같

은 공 역으로의 확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생활 속의 인터

넷으로 실화된 진정한 의미의 사이버스페이스가 출 하게 된 것이다.

과거에는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부분에 심이 집 되었다

면, 사이버스페이스가 출 한 오늘날에는 디지털화된 정보의 재가공과

새로운 해석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졌다. 이 과정에서 정보는

아날로그 시 에 상상할 수 없었던 통합과 수정 그리고 실시간 피드백

을 통해 새로운 창조물로 거듭나고 있다. 이는 정보와 지식이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사회경제활동의 많은 부분

이 정보 네트워크를 이용한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을 뜻한다. 이러한 단순한 네트워크의 양 팽창에서 오 라인과 온라

인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질 변화를 가져온 네트워크의 세상을 진정한

사이버스페이스의 출 이라고 할 수 있다.

3. 사이버스페이스의 역기능

21세기를 ‘정보’의 시 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의의 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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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터넷으로 표되는 사이버스페이스가 자리잡고 있다. 인터넷으

로 인류가 리게 된 혜택은 수많은 정보를 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근하여 업무의 효율과 생활의 질을 높이는 한편 일반 사용자가 자신의

의견을 기존의 언론매체를 통하지 않고 바로 인터넷에 발표함으로써

자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등의 정 인 측면이 있다. 반면 인터넷

으로 인하여 음란물의 무질서한 유통과 이에 한 통제의 어려움, 작

권 등의 지 재산권의 침해 명 훼손의 문제 등 부정 인 측면도 무

시할 수 없다.

즉 고도 정보화사회가 속히 개되면서 개개인은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정보에 쉽게 근하여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시기에 신속하게 제공받고 활용할 수 있는 편리함과 유

익성의 혜택을 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순기능 인 기

능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요 정보의 유출이나 ㆍ변조, 개인정보

의 유출, 음란 등의 불건 정보의 유통, 산망을 통한 불법 침입

공격 , 회사나 국가 요 정보의 탈취 등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컴퓨

터 범죄가 만연하는 등 매우 험하고 괴 인 역기능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지 손쉽게 얻을 수 있

게 되었지만, 정보화의 부작용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 한 막 한 것이

다.

일반 인 컴퓨터 범죄는 해킹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스팸 메일, 바

이러스 유포 등을 통한 업무방해, 음란물 폭력물에 한 유포행 ,

자거래 등을 악용한 컴퓨터사기, 유언비어 배포, 명 훼손 범죄, 개인

정보 침해 등의 유형을 갖는다. 이러한 컴퓨터 범죄는 기존의 일반범죄

와는 구별되는 차이 이 있다. 첫째, 컴퓨터 범죄는 반복 범행이 가능

하다. 단순한 키보드 입력이나 반복수행을 하는 악성 로그램들로 인

해 부정 인 반복이 가능해지며 이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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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네트워크 반에 치명 인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 둘째, 범행의

은 성과 성을 함께 가진다. 범죄를 지르는 행 자의 존재를 숨

기거나 조작하는 다양한 기술들이 존재하며, 인터넷 웜과 같은 기술을

통해 순식간에 세계에 산재되어 있는 수백 수천만의 컴퓨터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셋째 일반 인 범죄보다 발견하기가 어렵고 발각

되더라도 입증하기가 곤란하다.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의 공유는 컴퓨터 범죄에 해서도 외는 아니

며 다양한 범죄방법과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동화된 도구를 통해 문가

는 물론 보자라도 쉽고 은 한 범죄가 가능하며 부분의 논리 증

거들은 휘발성이며 반복성, 자동성, 범 성, 고의성 등의 입증여부가

매우 곤란하다.

더구나 1990년 에 들어서면서 의미의 해커들은 컴퓨터 테러

리스트들이라고 불리 울 정도로 더욱 더 범죄 인 성향을 가지게 되었

다. 해킹이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정보화시 의 쟁개념으로서의 정보

(Cyberwar)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요 통신 기반구조를 하거나

괴하는 등의 범죄를 지르고 있기도 하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가․공공기 의 요 정보나 기업체의 요 연

구결과를 불법 으로 유출시키거나 배포하는 행 는 국가의 안 을

하고 경쟁력을 해시키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한

융 사고를 유발 하는 행 는 국민생활의 질 하를 가져옴은 물

론 국가 경제기반을 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시 에서 선진국은 속하고 역동 으로 변화하고 있는 인터

넷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이러한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극

화하는 정보보호의 요성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컴퓨터범죄와 보안침해사고 등에 효율 으로 처하기 하여 정책과

법․제도의 구축, 련 기술의 개발 등 범정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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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책 수립에 부심하고 있다.

Ⅲ. 사이버스페이스의 특성

1. 정보의 디지털화

인터넷으로 표되는 사이버스페이스는 기존의 신문, 텔 비 , 라디

오, 화 등의 매체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정보의 디지털

화이다. 정보의 디지털화란 정보의 재생능력이 무한히 확 되며 빛의

속도로 달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기존의 매체에서는 정

보의 일방 인 수신자에 불과했던 일반 이 사이버스페이스에서는

정보의 발신자도 될 수 있다. 정보나 표 은 일반 으로 매체를 매개하

여 발신ㆍ수신된다. 따라서 다양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이념으로

하는 표 의 자유의 에서 보면 정보를 발신 혹은 수신하는 자가 자

유롭게 근할 수 있도록 매체의 기본구조가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쇄ㆍ방송 등의 기존 매체는 그것이 역사 ㆍ기술 는 문화 특성

때문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근을 실 할 수 없었다. 를 들면 방송은

종래 의 희소성이라는 기술 특성 때문에 정보발신자의 근에

한 제약을 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이버스페이스는 세계 구나 원할 경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고 정보에 근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사이

버스페이스에서는 일반 사용자도 쉽게 렴한 비용으로 정보를 발신할

수 있다. 인터넷상에 정보를 올리면 순식간에 세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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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하여 정보를 송신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사이버스페이스에서는 정

보의 품질이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정보의 송이 용이하게 행하

여지며, 디지털화된 정보를 복제하고 배포하는 비용은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게 소요된다.126) 정보의 디지털화는 정치ㆍ사회ㆍ경제 약자

가 비용 부담 없이 자신의 의사를 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

다.

2. 정보의 네트워크화

사이버스페이스, 즉 컴퓨터 네트워크는 정보유통을 과거 운송형태에

의존하던 과정에서 자의 속도로 정보가 이동하는 과정으로 변화시킨

다. 비행기나 철도와 같은 교통수단으로 인한 정보유통의 시간 제약

은 극복되었다. 그러나 컴퓨터 네트워크로 인한 가장 한 변화는 시

간 차원보다는 공간 차원이다. 과거에는 공간 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근할 수 없기에 가치를 지니지 못했던 많은 정보들이 이제는 컴

퓨터 네트워크의 도움으로 얼마든지 근이 가능하게 되었고 따라서 그

정보의 유용성과 가치도 한층 증 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원격 인 계 밖에 유지할 수 없었던 것들도 이제는 서로 효과 인 상

호작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고립되고 분리되어 있던 정보를

이제는 마치 한 곳에 있는 정보인 양 이용하게 되고, 새로운 인간 계

와 제도가 형성되고 있다. 정보의 네트워크화로 인하여 새로운 공동체

가 형성되고 새로운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126) Nicholas Negroponte/ 백욱인 역, 디지털이다,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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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호작용성

사이버스페이스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교환이 가능하다. 기존의

매체에서는 각 매체의 특성에 따라 정보의 달형태가 어느 정도 제한

된다. 를 들면, 화에 의한 통신은 원칙 으로 1 1의 음성에 의한

동시통신, 텔 비 라디오는 소수로부터 불특정다수에 한 1 다

수에 한 일방 인 정보 달이다. 그런데 사이버스페이스상의 커뮤니

이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첫째, 지 지 (point to point)이다.

이것은 편지지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과 같이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이

메일을 이용하여 편지를 보내는 커뮤니 이션이다. 실세계의 커뮤니

이션과의 차이 은 사이버스페이스에서는 빛의 속도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이다. 둘째, 지

다지 (point to multipoint)으로 이것은 단일의 발신자가 수많은 특

정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송하는 유형이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는 주

로 이메일 목록을 이용한다. 셋째, 지 서버 방송(point to server

broadcast)으로 발신자가 메시지를 서버에 송하면 합한 소 트웨어

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이용자가 메시지를 할 수 있다. 넷째, 지

서버 송(point to server narrowcast)으로 이것은 한 이용자가 서버에

메시지를 송하면 서버는 메시지를 서버와 직 으로 연결된 특정 이

용자 그룹에게만 송하는 커뮤니 이션이다. 다섯째, 서버 방송(server

broadcast)으로 구나 공유할 수 있는 정보를 서버가 장하고, 장된

정보를 보기를 요청하는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이다. 이때

서버는 방송사나 신문사가 될 수 있다. 여섯째, 서버 송(server

narrowcast)으로 서버가 인정한 특정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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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만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유형이다.

결국 종래의 매체는 체로 일방향(one-way) 미디어로서 같은 내

용을 담은 복사본을 많은 사람들에게 배포하는 것이었다. 인쇄물은 한

가지 작업물의 같은 사본을 많이 만들어 배포할 수 있는 최 의 매

체 기 때문에 최 의 매스 미디어라고 할 수 있다. 라디오, 텔 비 과

같은 방송매체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컴퓨터를 이용한 커뮤니

이션 특히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달은 부분이 방향(two-way)이

다. 컴퓨터 모니터 상에서 모니터에 나타난 정보를 읽는 행 는 그 이

용자가 같은 지역 내의 는 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컴퓨터에게 자

정보와 메시지를 상호 보내고 받는 지속 인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

미한다. 이 에서 그 행 는 단순히 인쇄물의 한 페이지를 읽는 행

와는 다르다. 키보드를 르는 행 가 인쇄물의 페이지를 넘기는 행

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키보드를 르는 행 에는 책을 읽는

독자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방향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

이다. 독서는 책을 읽는 독자를 일방 으로 변화시킬지언정 독서의

상 그 자체를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그러나 사이버스페이스는 컴퓨터를

통한 상호작용으로 정보의 방향 흐름을 진시킨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가 증가하면서 우리가 상호작용하게 되는

컴퓨터의 수도 증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입수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과정에서 자신들에 해 이 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내게 된다. 이제 정보획득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일

종의 정보거래가 되어 버리고 정보 획득에 따른 가는 바로 일정한 자

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경우가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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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이퍼텍스트

활자에 의한 정보는 본질 으로 선형 조직 구조(a linear mode of

organization)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인쇄물에는 시작과 끝이 존재하며

인쇄물의 내용은 자가 설계하고 선호하는 방식 로 배열된다. 여기에

서 자의 역할은 단순히 내용을 구성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

장의 구조와 방향을 제시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목차라는 것도 자가

제시하는 길의 성격을 요약하는 장치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하이퍼텍스트(hypertext) 는 하이퍼미디어라는 말은 이용자

나 독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사이버스페이스상의 정보 속을 이동하거나

그 정보를 넘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배열되어 있는 화면상의 정보를 가

리킨다. 하이퍼텍스트는 정보들 사이를 자유로이 항해할 수 있고 인쇄

로는 불가능했거나 어도 매우 힘들었던 그런 방식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새로운 도구인 것이다. 하이퍼텍스트는 인쇄매체에

서 가능했던 것 보다 훨씬 더 유연한 방식으로 정보를 다른 정보와 연

결될 수 있도록 해 다. 하이퍼텍스트는 이용자가 제본으로 인한 제약

을 벗어날 수 있게 해 으로써 커뮤니 이션을 한 매의 역할을 한

다. 결국 하이퍼텍스트는 디지털 매체가 지닌 상호 작용기능의 확장으

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는 인쇄 매체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고를 수 있는 선택 안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웹의 개발 이후 인터넷이 속도로 발 한 이유로는 메뉴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던 기존의 인터넷 서비스에 비해 하이퍼텍스트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웹은 문서 활용에 엄청난 편리성을 제공하 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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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일반 으로 웹은 검색이 가능한 문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인터넷 서비스 방식이던 고퍼(Gopher)와 웨이

즈(Wais)의 자료 형태들도 웹에서 수용하여 표 할 수 있으며 그들의

방식으로 검색을 할 수도 있다. 웹의 특성을 이해하면 사이버스페이스

에 한 특성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것이다.

첫째, 일 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 기존의 인터넷 사용

도구의 단 이라면 사용하기가 어렵고 불편할 뿐만 아니라 각종 인터넷

이용 도구마다 그 사용법이 다르다는 것이다. 를 들면, 인터넷상에서

의 정보검색 서비스들인 아키(Archie), 후이즈(Whois), 고퍼, 웨이즈, 베

로니카 등은 나름 로 각각의 특징 인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일반 사

용자들에게는 사용하기 어려워 문가들의 유물로 여겨졌던 것이다.

반면에 웹은 인터넷상에서 제공되는 많은 서비스의 통합된 속도구의

역할을 하여 기존 로토콜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문서는 하이퍼텍스트로 구성되기 때문에 특정 단어에 해

련된 다른 문서를 지정하는 포인터가 존재한다. 사용자는 하이퍼텍스트

를 이용하여 한 정보와 연결된 다른 자세한 정보를 쉽게 근할 수 있

다. 하이퍼텍스트의 외형 인 형태는 일반 인 텍스트 주의 고퍼와

비슷하다. 차이 은 기존의 고퍼가 메뉴 형식에 따른 선택에 의해 정보

를 보여주는 것에 비하여 웹은 선택한 단어와 연결된 문서를 불러 올

수가 있다.

셋째, 인터넷상에서 생겨나는 가상의 조직체나 공동체에서 능동 참

여를 할 수 있다. 웹 이 의 인터넷은 사용자들에게 단지 방 한 데이

터의 창고 역할을 하는 것으로만 생각되었다. 아울러 서비스는 정보 제

공자만이 하는 것이고, 자신들은 단지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여

겨졌다. 그러나 웹의 보 으로 자신의 홈페이지를 가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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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됨으로써 홈페이지에 자신의 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인터넷상에서 수동 인 자세를 지녔던 일반

사용자들이 이제는 정보의 공유자와 제공자라는 능동 인 자세로 인터

넷 사용을 하게 되었다.

넷째, 웹은 인터넷에서의 분산된 정보의 장소 역할을 한다. 웹 이

의 인터넷은 앙 집 식 서비스 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에 모든

데이터가 집 됨으로 말미암아 서버의 부담이 증가하고 많은 사용자가

동시에 서버에 근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웹의 경우는 각종 정보들이

기본 으로 분산 장되어 리되고 있다. 웹에서는 사용자 측에서 하

이퍼 링크를 따라감에 따라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즉, 실제로

는 여러 서버에서 운 되고 있지만 서버들이 체 인 이아웃을 같이

함으로써 하나의 서버에서 운 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이 게 함으

로써 정보 제공 서버의 과 한 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 웹은 인터넷에 존재하는 일반 텍스트 형태의 문서, 그림, 음

성, 그리고 동화상 등의 각종 자료들을 인터넷 주소를 이용해서 하나의

문서 형태로 통합 으로 리,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

5. 익명성

사이버스페이스에서는 정보발신자의 익명성이 가능하다. 이것은 표

의 자유를 진하는 매우 요한 의미가 있다. 권력이 비 칭인 실세

계에서는 불가능한 비 이나 비난이 익명을 제로 한 사이버스페이스

에서는 가능하다. 즉 구라도 발신자가 될 수 있는 익명성이 가능하며

신문ㆍ방송 등과 같이 사 에 이를 통제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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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인쇄 방송매체에 비하여 명 훼손이 빈

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인터넷이라는 범세계 특성상 피해가 순

식간에 그리고 범 하게 확산된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익명성은 각양의 정도를 가진 복합 인 개념이

고, 다양한 방식으로 각종의 문제들, 즉 자아정체성, 사생활,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 책임, 비윤리 행태, 사이버범죄, 그리고 통제와 검열

등과 다면 으로 련되어 있으므로 체계 이고 종합 인 에서 익

명성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 개인의 정체가 완 히 익명 인 경우는 드물지만

필명 같은 ID로 변되는 가명(pseudonymity)을 통해 상 인 익명이

유지된다. 가명은 실제 이름은 아니지만 사용자의 정체 일 성을 유

지할 수 있게 해 주고 그 사람의 행 나 말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해 다. 익명과 마찬가지로 가명은 어느 정도 보호를 제공해

뿐만 아니라 익명으로는 불가능한 자신의 이미지를 표 할 수 있게도

해 다. 이와 같이 인터넷은 다양한 수 의 익명과 가명을 가능하게

하여 사용자들에게 자기제시를 조 하는 능력을 으로써 개인의 자유

와 역량을 강화시켜 주고 있다.

익명의 장 은 범죄 내지 부정 등에 한 언론의 독자 조사에 필수

으로 요청되는 익명의 취재원 보호, 내부고발자 보호, 정보제공자 혹

은 증인의 보호에 따른 법집행, 알코올 독자ㆍ에이즈 감염자 등 신원

이 밝 지면 사회 으로 낙인이 히는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자존심 앙양과 치료 가능성, 개인의 사생활 보호, 언론과 사상의 자유,

비민주 정부 비 에 따른 정치 박해의 회피 등이다. 그리고 익명의

단 은 스팸 메일, 해커와 크래커, 명 훼손, 증오성 메일, 비인격화, ID

사취와 도용이라는 의사신원, 온라인 융 자상거래 사기, 개인 정

보 설, 정보에 때한 신뢰성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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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집행의 곤란성, 돈세탁, 마약거래, 범죄단체의 조직과 연락, 지 재

산권의 침해 등을 들 수 있다.127)

사이버스페이스상의 익명성의 문제를 다루는 기 으로 다음의 네 가

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사이버스페이스상의 익명 통신은

그 자체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도덕 으로 립이다. 이 원칙에 따

르면 익명성은 그것이 사용되는 상황에서 도덕 ㆍ법 함축성이 결정

되므로 익명성의 해악에만 심을 집 하여 규제 일변도로 나아가는 경

우 익명성의 순기능을 해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 발 자체까지도 심

각하게 해할 수 있다. 둘째, 익명 통신은 기본 인권의 하나로 간

주되어야 한다. 익명성과 그에 따른 라이버시와 표 의 자유는 유엔

인권선언이나 각국의 헌법에서 도출될 수 있는 기본 권리로 간주되어

야 하며 이에 한 제한은 반드시 오 라인에서의 제한과 동일한 수

과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온라인에 해서만 특별한 제한이 가해져

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익명성의 정도와 허용 여부에 한 단은

국가가 아니라 해당 사이버 공동체가 자율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

용되어야 한다. 넷째, 각 개인은 그들의 신원이 온라인상에서 공개되는

정도와 범 에 해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128)

최근의 Reno v.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사건에서 미국 연방

법원은 1996년 통신품 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of 1996)

과 인터넷에 한 규제를 헌이라고 선언하면서 인터넷의 이상과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인터넷을 “사상의 신시장(new

127) Rob Kling, and Ya Ching Lee, “Assessing Anonymous Communication on the

Internet: Policy Deliberations,” The Information Society, Vol. 15 (1999).

128) Al Teich, Mark S. Frankel, Rob Kling, and Ya Ching Lee, “Anonymous

Communication Policies for the Internet: results and recommendations of the

AAAS Conference,” The Information Society, Vol. 15. No. 2 71-72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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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place of ideas)”이라고 악하며 보호하고자 했다.

Ⅳ. 사이버스페이스의 유추

사이버스페이스가 제2의 생활공간이라면 그 곳에서의 행 에 어느 정

도의 규칙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의미 있기 해서는

사이버스페이스가 실의 공간과 과연 얼마나 상이한 지를 먼 검토하

여야 할 것이다. 인터넷이 정보를 보내고 받는 단순히 다른 형태의

하이테크 수단이라면 다른 형태의 커뮤니 이션 수단에 용되는 법과

정책이 여기에도 아마 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차이 이 단지 정도의

차이라면 법 분야에서 약간의 미세한 조정만이 필요할 것이며 문제 해

결은 상 으로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온라인 세계가 오 라인

세계와 뚜렷이 구분될 만큼 다르다면 규제는 한층 더 복잡해질 것이다.

1990년 버 의 인터넷은 더욱 더 새로워지고 다양한 특징을 갖는

커뮤니 이션 수단으로 범 하게 사용되었다. 그것은 메시지의 즉각

이며 지구 인 송수단을 제공하고, 다수의 사람들과 통신할 수 있

는 능력을 확 하 으며, 그리고 유례없이 정보에 근할 수 있는 수단

으로 부상하 다.

많은 이들은 인터넷이 그 의 다른 형태의 통신수단들과 충분히 다

르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의 정확한 자리매김에 한

논의는 Reno v. ACLU 사건에서129) 정면으로 부각되기 시작하 다. 최

의 인터넷 련 사건에서 변호인과 법 들은 사이버스페

129) Reno v. ACLU, 521 U.S. 844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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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의 본질과 이와 가장 유사한 유추에 한 개념정립을 시도하

다. 원고측 변호인인 법무차 은 구두변론에서 인터넷은 일종의 도서

(library)으로 유추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원고측 변호인은 다수가 인

터넷을 리서치 도구로서 사용한다는 사실에 기 하여 통신품 법은 단

순히 속한 자료들을 도서 의 “다른 자료실(a different room)”에 분

리하여 비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 다.130) 피고측도 다른 이유로서 도

서 유추를 지지했다. 미국도서 회 계자는 구두변론에서 “통신품

법은 정보의 공 인 근을 제공하는 인터넷을 국에 보 하려는 도

서 을 주 하게 만들 것이라는 에 법 들이 특별히 주목하는 것”

이라며 이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하 다.131)

한편 라이어(Breyer) 법 은 구두변론에서 인터넷은 단지 화

(telephone)와 좀 더 흡사하다고 생각했다. 당시의 온라인 사용자의 다

수가 화선에 의한 모뎀을 통하여 통신한다는 것을 비춰볼 때 이러한

유추는 해 보인다. 라이어는 온라인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신

들의 성 인 경험을 토론하는 것은 단지 화를 통한 십 의 수다와 유

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러한 행동을 처벌하는 것에 하여 진심으로

우려를 표명하 다.132)

이에 하여 오코 (O'Connor) 법 과 네디(Kennedy) 법 은

인터넷은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려는 목 인 통 인 공

130) Oral Argument of Seth P. Waxman, Esq. On Behalf of the Appellants,

Cyber-Liberties: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Stuart Biegel, Beyond Our

Control? 26 재인용 (2001).

131) Stuart Biegel, Reno v. ACLU in the Supreme Court: Justices Hear Oral Argument

In Communication Decency Act Case, UCLA Online Institute for Cyberspace Law

and Policy, March 27, 1997,<http://www.gseis.ucla.edu/iclp/mar97.html> (2003년 9월

2일 방문).

132)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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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해당하는 거리나 공원(street corner or park)이라고 견해를

피력했다.133) 인터넷의 성격이 공로 는 사 인 쇼핑몰에 더 유사한지

여부에 하여 범 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134)

하지만 정부는 다른 사건에서 인터넷은 방송(broadcast)과 더 유사하

다는 견해를 선호하는 것처럼 보 다. 정부는 Reno 사건에서 이 의

FCC v. Pacifica 사건135)을 인용하 다. Pacifica 사건에서 법원은 “방

송은 그 범 성과 아동의 근가능성 때문에 가장 제한된 상태에서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는다”고 시했다.136) Pacifica 례를 인용

하며 정부는 인터넷에서도 속한 자료에 부주의하게 노출될 험이 있

으므로 사이버스페이스상의 언론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

다.137)

법원은 Reno 사건에서 인터넷이 도서 는 쇼핑 몰에 좀 더 유

사한 것이라고 단하 지만 구두변론에서 제기된 다른 유추도 상황에

따라서는 용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세기말에 출 한 인터넷은

에서 언 한 것-도서 , 화, 공원, 쇼핑 몰, 방송 등-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어떠한 통신수단도 이러한 다양한 목 을 해 인

류에게 사한 경우는 역사상 찾아보기 힘들다. 지 도 계속하여 사이

버스페이스의 개념 형성이 진행 이다. 사이버스페이스는 더 이상 하나

의 장소가 아니고 서로 완 히 다른 분리된 사이버스페이스의 연속으로

서 인식되어야 한다.

인터넷이 이 듯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에 해서는 학자와

133) Id.

134) Prune Yard Shopping Center v. Robins, 447 U.S. 74 (1980).

135) 438 U.S. 726 (1978).

136) Id. at 748.

137) Oral Argument of Seth P. Waxman, Esq. On Behalf of the Appellants,

Cyber-Liberties: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Stuart Biegel, Beyond Our

Control? 26 재인용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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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 그리고 입법자들 사이에 심각하게 견해가 립하고 있다. 첫

째, 인터넷은 제한된 경우에만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며 통 인 경우

와 간헐 으로 다르다는 견해이다. 둘째, 인터넷은 여기에서 조 더 나

아가 필연 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새롭고 다른 방법을 필

요로 하는 디자인과 본질이 충분히 다르다는 견해이다. 셋째, 인터넷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일반 으로 통용되는 시간과 공간을 월하는 형이

상학 은유로 시간과 공간이 다르다고 보는 견해이다.

Ⅴ. 사이버스페이스를 보는

정보화 사회의 발달로 도래한 사이버스페이스에 한 법 인 평가는

각양각색이다. 그런데 사이버스페이스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통

견해, 간 견해, 그리고 지리 ㆍ시간 으로 완 히 구별되는 새로운

공간으로 보는 견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통 견해

통 견해(traditionalist view)는 사이버스페이스란 물리 공간과

다른 공간이기는 하지만 큰 차이 은 없으며 새로운 신기술이 용된

사회 상을 부풀려 얘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138) 인

터넷을 단지 약간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 견해에 의하면 사이버스

페이스는 그 자체가 귀찮은 용어이다. ‘사이버스페이

138) Jane Ginsberg, Putting Cars on the ‘Information Superhighway’：Authors,

Exploiters, and Copyright in Cyberspace, 95 Colum. L. Rev. 1466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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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용어 그 자체는 최소한 다른 공간을 의미하며 이것은 재미있는

은유일지는 몰라도 실을 하게 묘사하는 것은 아니다.139) 이 견해

에 의하면 인터넷은 다방면에서 압도 으로 독특하지만 결국 컴퓨터 네

트워크의 네트워크에 지나지 않는다. 분리된 는 다른 공간이란 존재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결코 사이버스페이스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

라 컴퓨터 앞에 앉아 다른 컴퓨터를 속하는 것이다. 웹사이트나 방

향 토론 장은 가상공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리 으로 특정한

곳에 치한 물리 으로 존재하는 서버에 장된 디지털화된 표를 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뉴미디어의 결과로 삶의 방식이 변화할 수 있지만

행의 법과 규제는 부분의 경우 발생하는 문제와 분쟁에 하다.

결국 이 견해는 행의 규제 원칙을 다른 형태의 커뮤니 이션에도

용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재의 사람들은 과거의 사람들이 행동하

던 것과 같이 행동하고 인터넷이 존재하기 에 행동하 던 것과

독같이 인터넷을 통하여서도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은 사이버스페이스 역시 인간의 세계이기 때문에 기존의

법개념이나 법이론을 통해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

이다. 이들은 사이버스페이스와 가장 련이 많은 법 역들을 추려서

사이버법학 는 정보법학이라는 이름으로 서를 내놓기도 하 으며,

기존의 법리로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발생하는 법 문제들을 다루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이루어지는 국 이 다른 개인들

간의 거래는 국제거래법에 의해서 해결하면 될 것이고, 범죄행 역시

실공간에서 발생하는 행 를 다루는 법리에서 추론해서 사이버범죄를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139) Jack L. Goldsmith, Against Cyberanarchy, 65 U. Chi. L. Rev. 1199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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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록(Volokh)은 통 견해의 표자이다. 그는 커뮤니 이션 명

에 열렬히 찬성하며 미래의 많은 변화를 측하는 사람이지만 인터넷이

다른 공간이라는 주장에는 반 한다.140) 를 들면, 그는 디지털 세계란

새로운 규제의 발 을 필요로 하는 격한 변화를 진하는 일련의 과

정이라고 한다. 통 견해를 지지하는 그룹은 간헐 으로 사이버스페

이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컴퓨터 네트워크 는 자 환

경, 는 신기술이라는 용어를 보다 더 선호한다.

2. 간 견해

간 견해(moderate view)는 사이버스페이스가 디자인(design)과

활동(activity) 면에서 구별되는 별도의 가상공간이며, 이것은 범 하

고 과학 인 용어로 설명되어야 하는 공간으로 이해한다.141) 이 공간에

서는 어느 정도의 무질서를 용인하는 자유주의 문화와 공개성을 요

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간 견해를 취하는 그룹은 ‘사이버스페이스’라는 용어에 상당히 우

호 이다. 디자인 에서 네트워크된 환경의 다른 은 이러한 매체

에서 상호작용을 지배하고 일 일, 다 일, 다 다로 즉시 통신할 수 있

는 능력을 포함하는 독특한 조합이며 물리 거리로부터 의사소통의 독

립이며 의사소통에의 진입장벽이 상 으로 낮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네트워크된 환경을 별도의 가상공간으로 인정한다. 간 견해의 주창

자는 이러한 것이 일어나는 장소를 다른

140) Eugene Volokh, Technology and the Future of Law, 47 Stan. L. Rev. 1375

(1995).

141) Lawrence Lessig, The Path of Cyberlaw, 104 Yale L. J. 1743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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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논리 이라고 설명한다. 그것은 개념 으

로 다른 것이며 법 으로도 다른 곳이며 물리 으로도 다른 곳이다.

하고 일반 인 디자인으로서 사이버스페이스라는 용어를 수용하는 것

은 이것이 본질 으로 별도의 공간이라는 것을 묵시 으로 인정하는 것

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를 취하는 그룹에 의하면 사이버스페이스는 은유 그 이상

이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일반 으로 불가능한 익명성

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타인

의 앞에서 행동하는 것과 다르게 익명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타인을

마주 하지 않는 가상공간에서 좀 더 자유스럽게 행동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무질서 는 무정부주의 인 행동이 사이버스

페이스에서는 용인될 것이며 시 와 내용에 구애받지 않는 표 의 자유

가 이루어질 수 있다.

간 견해로서 독특하게 식(Lessig) 교수는 사이버스페이스가 법

의 역에 가져오게 될 재앙 사태를 견하고 있다. 그는 사이버스페

이스를 실공간의 세계와 완 히 다른 세계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

다고 해서 기존의 법개념이나 법이론으로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 아니 그 속에서 나타나는 상 체를 포섭할 수는 없다고

인식한다. 특히 주목하는 것은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발생하는 상의 차

이이다. 실공간의 세계와 다르게 통제되고 규제될 수 있는 사이버스

페이스에서 과연 기술들, 즉 코드(Code)가 지배하게 될 때 궁극 으로

우리 인간들은 무엇을 상실하게 될 것인가 하는 물음을 던진다.142)

142) 코드에 하여 자세한 것은 Lawrence Lessig, Code (1999); 김정오 역, 사이버

공간의 법과 이론: 코드 (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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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견해

새로운 견해는 사이버스페이스를 완 히 새로운 세계의 도래로 인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기존의 법개념이나 법이론이 새로운 세계

에서 발생하는 상들을 충분히 포섭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실공간

에 용되는 법개념들과는 다른 새로운 법개념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사법의 기본인 인ㆍ시간ㆍ공간의 개념을 완 히 새로 구성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한다. 물론 기에 사이버스페이스를 한 사람들로서

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사이버 인격체가 등장하는 기존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월하여 펼쳐지는 사이버 세계에서 이러한 문제제기는

당연한 것이기도 했다.

새로운 견해는 사이버스페이스를 지리 ㆍ시간 으로 완 히 분리된

새로운 공간으로 간주한다.143) 이것은 지리 거리와 시간을 월하는

별도의 형이상학 공간이며, 신체의 물리 이동 없이 정신(mind)을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다. 컴퓨터는 새로운 계와 행동이 일어나는 새

로운 공간을 창조하며 물리 거리를 부정하는 스페이스 머신(space

machine)이다. 한 컴퓨터는 재의 우리의 계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환경을 창조하는 타임 머신(time machine)이기도 하다.144)

자 론티어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의 창설자인 발로

(Barlow)는 사이버스페이스의 독립선언문을 만들기까지 했다.

143) M. Ethan Katch, Law in a Digital World (1995).

144) M. Ethan Katch, Cybertime, Cyberspace, and Cyebrlaw, The Journal of

Online Law, Art. 1, Para. 56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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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오늘날 사이버스페이스는 단순한 정보 검색을 한 데이터베이스로서

의 ‘정보의 바다’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제 사이버스페이스는 실과 동

떨어진 공간으로서 실에 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도피의 장소로 여

겨지지도 않는다. 사이버스페이스는 그 같은 도구 인 용도를 넘어선

사회 공간으로서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얽힌 이야기가 샘솟고 그

들 사이에 만남과 헤어짐이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인간 계와 교류의 장

소이자, 나아가 제2의 생활공간이다. 그러므로 헌법도 더 이상 사이버스

페이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라이버시를 비롯한 사생활

침해, 명 훼손, 음란과 포르노그라피, 작권 등의 헌법 문제가 사이

버스페이스에서 심각한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연방 법원은 Reno 사건에서 인터넷은 도서 는 쇼핑 몰과

유사한 것이라고 단하 지만 구두변론에서 제기된 다른 유추도 상황

에 따라서는 용 가능하다고 한 바 있다. 사실 세기말에 출 한 인터

넷은 에서 언 한 것-도서 , 화, 공원, 쇼핑 몰, 방송 등-이상이

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어떠한 통신수단도 이러한 다양한 목 을

해 인류에게 사한 경우는 역사상 찾아보기 힘들다. 지 도 계속하여

사이버스페이스의 개념 형성이 진행 이다. 사이버스페이스는 더 이상

하나의 장소가 아니고 서로 완 히 다른 분리된 사이버스페이스의 연속

으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사이버스페이스는 헌법 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사이버스

페이스가 더 이상 무법지 가 아니라면 기존의 법과 다르게 사이버법

(Cyberlaw) 는 사이버스페이스법(Cyberspace law)이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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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에 한 논의는 무

성하나 아직 확립된 견해는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사이버스페이스법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그룹에 의하면 ‘사이

버스페이스법’이란 사이버스페이스로의 진입을 통제하거나 사이버스페

이스에 근을 가능하게 하는 하드웨어 소 트웨어를 창출하거나

는 온라인과 사이버스페이스에 진입하기 해 그들 자신의 컴퓨터를 사

용하는 개인이나 기 에 향을 미치는 모든 종류의 헌법 규정, 법률,

례 등을 말한다.145)

1980년 들어 ‘사이버스페이스법’이라는 용어가 보편 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의 교환ㆍ매개 등을 둘러싸고 사법

으로는 계약법ㆍ불법행 법이 통 으로 고수해온 요건 효과들이

수정ㆍ발 되고 있고, 특히 지 재산권 분야에서는 종 에는 보호되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들이 보호받게 되었다. 최근의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는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에서 정보화로 인하여 래되는 법 문제들이

쟁 으로 제기되기도 하 다. 오늘날 정보의 활용분야가 넓어짐에 따라

정보화로 인하여 많은 문제들이 래되었고 이러한 사이버스페이스의

두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면에서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법률 으로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인터넷상의 음란,

명 훼손, 라이버시 등의 표 의 자유를 둘러싸고 많은 법 인 논쟁

들이 제기 되고 있다.

통 견해, 간 견해, 새로운 견해 등 다양한 견해 속에 사이

버스페이스는 우리에게 일상 인 삶의 일부로 다가오고 있다. 물

리 공간인 실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갖가지 문제들이 이제

사이버스페이스에서도 우리의 주의를 끌고 있으며, 이 때

145) Stuart Biegel, Beyond Our Control? 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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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제도의 용이 과연 물리 공간과 사이버스페이스에서 같

아야 하는지에 해서 우리는 평가하여야 한다.

즉, 사이버스페이스에서는 실의 세계를 기 로 한 법을 그 로 사

이버스페이스에 용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로 두되고 있다.

사이버스페이스의 등장은 이와 련된 법 의미나 정책들이 세계

인 합의를 필요로 할 정도로 기존 법체계에 범 하게 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법 분쟁이 발생할 경우 통 인

법 이론이 그 로 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하여 검토가 필요하

며, 그에 따른 법 이론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

그러나 법이 규율하고 있는 객체 가운데 무형의 재화를 표한다고

할 수 있는 ‘정보’에 한 법 문제만큼 그 복잡성ㆍ다양성이 심각한

경우는 드물다. 사이버스페이스의 등장으로 법이 당면한 도 과 시련은

인터넷을 포함한 거의 모든 민ㆍ형사 사건에 하여 할권의 행사와

집행의 실효성에 한 통일규정을 만들고자 2001년의 헤이그국제사법회

에서 채택된 헤이그조약가안에 한 러 (James Love)의 우려 속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요컨 이 새로운 조약안은 할 복 인

수 개의 소송이라는 담요로 인터넷을 질식사시킬 것이며, 모든 웹페이

지 제공자들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속 가능한 명 훼손, 욕설 기

타의 언어에 하여 책임지도록 내몰 것이며,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콘

텐츠 련 소송에 하여 자신을 보호하는 길을 효과 으로 차단할 것이

며, 물건과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이 계약으로 분쟁해결국가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게 될 것이며, 국가가 소비자권리를 보호할 수 있

는 입지를 축소시킬 것이다… 결국 자유는 크게 제한되고 공공도메인은

감소될 것이며, 국가주권은 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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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페이스가 하나의 법률체계를 갖는 장소인가? 그 내용은 정확

히 확인될 수 있는 것인가? 인터넷은 그 역사가 단히 짧아 이에 한

국내법이 등장한 것도 최근의 일이며, 지 은 시 착오 인 말이 되어

버렸지만 얼마 까지는 인터넷은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지 (law-free

zone)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었다. 재도 인터넷이나 사이버스페이스

에 한 정의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 분야의 법은 아직 형성되고 있는

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사이버스페이스는 기존의 통 인 실 공간의 법만으로 아우

를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과 완 히 동떨어진 시간

과 공간상으로 스페이스 머신, 타임 머신 같은 존재도 아니다. 결국 사

이버스페이스는 디자인과 활동 면에서 실의 공간과 구별되는 별도의

가상공간이며, 이것은 범 하고 과학 인 용어로 설명되어야 하는 공

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어느 정도의 무질서를 용인하는 자유주의

문화와 공개성을 요시하는 이러한 견해는 표 의 자유를 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사이버스페이스에 한 분쟁이 발생할 때에는 원칙 으로 기존의 법

과 제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사이버스페이스의 특성으로

인하여 통 인 법과 규제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사이버스페이스에 독

특한 입법 해석을 요한다. 이 경우 실은 기존에 아날로그 방식의

패러다임으로 구축된 법체계의 질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기술에

한 이해와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행동양식에 한 고찰

이 제로 된 법률 보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사이버스페이스의

법 규율을 해서는 통 견해, 간 견해, 새로운 견해의 장단

을 비교ㆍ평가한 후 그 때 그 때의 상황에 맞는 모델을 취하여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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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우리는 자유롭고 차별받지 않기를 원하지만(‘當爲’), 실의 인간사회

는 수없는 부자유와 차별로 둘러싸여 있다(‘存在’). 루소는 ‘인간불평등

기원론’(1755)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나는 인간에 있어 두 종류의 불평등이 존재함을 본다. 하나는

자연 는 육체 인 것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

것은 자연에 의해 만들어져 나이, 건강, 신체 힘, 마음 는 정

신의 질에 놓여 있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도덕 혹은 정치

불평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으로 일종의 습에 의존하며

인간의 동의에 의하여 확립되거나, 는 어도 인정된다. 후자는

다른 사람의 희생 에 일부 사람들이 리는 여러 특권들에 놓

여 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부, 명 , 권력을 가지거나

혹은 심지어 남들을 그들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것 등이 그 이

다.146)

인류 역사의 오랫동안 ‘자유’나 ‘평등’의 주장은 기 다. 직설 이고

과감한 ‘자유’ 혹은 ‘평등’의 요구는 때로는 그 요구자에게 험한 일이

었다. 를 들어, Thomas Paine이 ‘상식(Common Sense)’이란 책자에서

(1776), ‘( 국의) 국왕이란 애 에 단지 힘센 깡패두목에 불과했다’며

‘ 국의 臣民’이기를 거부하고 ‘평등한 표권’을 말했을 때147) 그것은

목숨을 건 투쟁이었던 것이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인간 계를 향한 인류의 의지는 진과 후퇴를 반

복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갔다. 17-8세기 계몽주의자들의 理論

146) John Rees, Equality (1971), 권만학 역, 평등( 문화사, 1990), 17쪽에서 재인

용.

2) Thomas Paine, Common Sense, 이가형 역, 사회계약론․상식․인권론(을유문화사

1994), 159, 19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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化와 自由主義 運動은 18세기 말 미국헌법과 랑스 인권선언의 탄생

에 기여하 다. 20세기의 양차 세계 은 여 히 인류가 보편 자유

와 보편 평등을 추구할 수 있는지에 한 근본 의문을 가져왔지만,

어도 20세기 후반부터 우리는 자유와 평등에 한 인류의 이념의 분

명한 성과를 확인하게 되었다. 그 핵심 내용으로서 이후 각국 헌법의

모태가 되었던 것이 1948년 유엔 인권선언이라 할 수 있다. 유엔 인권

선언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문(前文)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기 이며, 인권에

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야만 행 로 귀착되었으며,

인류가 언론의 자유와 신념의 자유를 리고 공포와 궁핍으로부터 자유

로운 세상은 보통 사람의 지고한 열망으로 천명되었고, 인간이 폭정과 억

압에 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에 호소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인권이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함이 필수 이며, 나라 사이

의 우호 계의 발 을 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

다.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자매의 정신으로

행해야 한다.

제2조

모든 인간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 는 그 밖의 견해, 민

족 는 사회 출신, 재산, 출생 는 다른 지 등과 같은 그 어떤 종

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릴 자격이 있

다. …

이러한 규정은 오늘날 흔한 것이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오랜

인류 역사의 최근의 표층의 일이며, 노골 인 독재의 시 가 지난 지

에도 그 진정한 내연과 외포가 형성과정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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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든 오늘날 自由民主主義 헌법체제 하에서 역사 으로 자유(自由

主義)와 평등(民主主義)은 본질 이념으로 재결합되었고, 이들은 正義

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원리는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와 법 앞

의 평등원칙을 강조하는 우리 헌법에서도 같다( 문 제1, 2장 참조).

그런데 자유와 평등이 한 우산을 쓰게 되었다고 해서 흔히 양자가 쉽

게 조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는 단정하기가 쉽지 않다. 오늘날 어도

평등의 추구는 자유와 조화되면서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상 방에

한 부당한 차별이나 결핍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개인이 향유하는 자유는

한계 지워져야만 마땅하다는 원칙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나, 과연 그것

이 어떻게 가능한지, 한 생래 으로 양자의 상 계가 이를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

그런데 모든 인간이 自由롭고 平等하여야 한다는 當爲는 확립되어 있

지만, 자유와 평등의 相關關係는 그동안 충분히 규명되어 온 것 같지

않다. 이 이 이 의 출발 이 되었다. 도 체 자유와 평등은 본래 서

로 병렬 인 것인가, 서로 보완 인 것인가, 아니면 서로 충돌되는 것인

가? 자유(평등)의 확 는 필연 으로 평등(자유)의 축소를 가져오는가?

자유와 평등의 상 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사실 이러한 문제는 한 편의 논문에서 간단히 결론짓기 어렵다. ‘자

유’와 ‘평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필자가 어떠한 세계 을 가졌느냐의

입장 등에 따라 답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자유와 평등은 마치 권

리와 의무처럼 치되는 개념은 아니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양

자는 상호 히 결합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의 주장이다. 즉 ‘자유’

와 ‘평등’이 우리 사회와 헌법의 최고 이념인 이상 양자는 립, 갈등의

계라기보다는 상호 조화되어야 할 계가 되어야 하고, 양자는 본래

그러한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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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이 심 한 성격의 주제에 해 단지 표면 인 근으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을 통한 시도가 ‘자

유’와 ‘평등’의 계에 한 기본 을 시사해 주고, ‘자유’와 ‘평등’

에 한 우리의 인식의 지평을 더 넓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Ⅱ. 자유와 평등의 의미

자유와 평등의 상 계를 논하려면 우선 자유와 평등의 개념에 하

여 략 이나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먼 주목해야 할 것은, 자유와 평등의 개념을 어떻게 보든 일반 인

이념으로서의 ‘자유’와 ‘평등’ 개념은 헌법 으로 수용된 형태로서의 ‘법

자유’와 ‘법 평등’ 개념과는 구분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법학에

서의 논의는 통상 후자를 심으로 한 것이 될 것이다.148) 그러나 이

장에서는 체로 그러한 구분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범 가 반드시

법 자유와 법 평등에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하의

서술은 인류 역사에서 이념 으로 사용된 자유와 평등 개념과 헌법 으

로 수용된 법규범으로서의 자유와 평등 개념을 포함하는 것이다.149)

148) 아래에서 볼 Konrad Hesse의 논문(‘ 국가질서의 기본원리로서의 평등과 자

유’)에서는 헌법규범으로 수용된 자유와 평등을 ‘법 자유’와 ‘법 평등’으로 구

분하여 이들에 해서만 논의를 개하고 있다.

149) 일반 이념으로서 자유와 평등은 법 자유와 법 평등과는 구분될 수 있지

만, 후자는 자의 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에서는 양자를 구분하지는 않지만,

서술 내용에서 독자는 이들을 충분히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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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

(1) 자유는 하나의 사실 혹은 存在(Sein)에 한 표 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다.”고 말할 때의 ‘자유’는 하나의 사실

에 한 표 이다(다만 眞僞의 문제는 남는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 표

에서도 “인간은 자유로워야 한다.”라는 當爲(Sollen) 명제가 내포되어

있거나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연결고리는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

만 실에서 인간은 부자유하다.”는 事實的인(그러나 論理的인 것은 아

닌) 사람들 사이의 共感(혹은 同感)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공감은 ‘자유’라는 기본 으로 이념 이며, 집합 이며, 도덕

이며, 뭔가 정열을 끓게 하는 그 말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 다면 ‘자유’는 사실(존재)을 뜻하는 말이라기보다는 당 에 더 가까

운, 당 를 뜻하는 명제라고 볼 것이다. 통상 우리가 ‘자유’라는 말을 쓰

는 경우, 강력한 당 (규범 )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는 ‘부자유’ 상태라는 실을 제하고 그 극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유’란 무엇인가를, 어떤 것이 그 상이 되는 ‘부자유’인가

라는 질문으로 답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부자유는 우선 강요(강제)되는 혹은 제약된 상태이다. 따라서 자유는

기본 으로 강요나 제지가 없는 상태를 뜻한다. 흔히 ‘방해받지 않는다

는 측면에서의 자유’(통상 학자들은 이를 소극 자유, negative liberty

라고 한다)를 말한다. 말하자면 자유는 원칙 으로 “어떤 강제력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그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개인은 강요받지 않

는다는 뜻, 그리고 그 자신이 원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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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지 못하도록 개인은 제지받지 않는다는 뜻으로서의 행동 공간에

서의 자유”를 의미한다는 것이다.150) 자유가 부자유를 극복하고자 하는

당 명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는 한 이러한 측면에서 자유를 정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유는 단순히 방해받지 않는 상태에만 만족할 수 없고, 나아

가 개인이 자율 으로 자신의 욕구와 개성을 추구하고 자아를 실

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이 에서는 ‘본질

의미에서의 자유’라고 말한다. 이는 흔히 학자들이 말하는 ‘ 극

자유’와 유사하지만, 통상 ‘소극 ․ 극 ’이란 이분론(dichotomy)은

사물을 하는 무 단편 인 사고방식이 될 경우가 많으므로 이 에

서는 되도록 그러한 개념을 쓰지 않으려 한다.

본질 의미에서의 자유가 실 되려면 그 당연한 조건으로서 ‘방해’

받지 않아야 한다. 방해받는 상태에서 자신의 원하는 삶을 자율 으로

살 수 없다. 그러므로 자유는 ‘방해받지 않는다는 측면에서의 자유’와

‘본질 의미에서의 자유’가 결합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즉 자유는 강

제나 제지됨이 없이 자율 으로 자신의 욕구와 개성을 추구하고 자아를

실 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역사 으로 볼 때 자유는 자유주의이념과 결합되어 방해받지

않는 자유라는 소극 측면의 성질이 시되어 왔다. 근 기의 자유

는 당장 방해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요했던 것이다. 한 그러한

소극 측면에서의 자유는 자유에 한 법 보호장치의 측면에서 요

하다. 즉 법은 개인에게 극 측면의 자유를 향유할 것을 장려해 주

지는 못하지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억압이

150) Norbert Bobbio, Liberalism and Democracy (London: Verso, 1990), 황주홍 역,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문학과지성사, 1992),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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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강제의 목 과 그 달성수단의 한계를 정해 왔고, 이러한 법 보

장장치는 자유의 소극 측면에 을 맞추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

로 법 인 측면에서 자유 개념은 ‘자유제한의 한계’를 축으로 하여 구성

되어 왔고, 이러한 향으로 종래에 자유란 소극 측면에서, 즉 방해받

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주로 정의되어 왔던 것이다.

여기서 잠시 ‘자유’의 구분에 한 견해들을 살펴보면, I. Berlin은 다

른 인간존재에 의한 의도 방해나 간섭이 없는 消極的 자유(negative

freedom)와 스스로의 삶과 행 를 합리 으로 주도, 결정하는 積極的

자유(positive freedom)로 구분하 으며, D. Miller는 자유로운 자주

공동체(국가)의 참여 일원(국민)이냐를 시하는 共和主義的 자유와

개인이 타인에 의해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음을 강조하는 自由主義的

자유와 자기의 진정한 욕구나 믿음에 따라 자율 으로 삶을 형성하는

理念主義的 자유로 정립하 으며, 혹자는 인간의 행동 역에 한 형식

법 보장, 즉 침해로부터의 보호에 주목하는 形式的 자유와 이를 넘어

개인에 자기발 의 실 제 조건, 특히 교육의 기회와 재화획득의 경

제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實質的 자유로 립시키기도 하

다.151)

에서 언 한 종류의 자유 마지막의 ‘實質的 자유’ 개념은 이

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자유는 통 으로 강요나 제지 없이 하고 싶

은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이 에서 말하는 그러한

자유 개념을 ‘자유를 한 기 조건의 마련’까지 요구하는 차원에까

지 확 하는 것은, 그 실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자유’ 개

념의 지나친 확 를 래하는 것이므로 포섭하기 어렵다. 정치공동체의

정치 참여나 교육․재화획득의 기회의 보장은

151) 이러한 자유의 구분론의 간략한 소개는, 심헌섭, “법과 자유 -법가치로서의 자

유에 한 한 고찰-”, 법학 제42권 제4호(통권 121호), 2001. 12., 4- 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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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자체가 아니라, 자유를 향유하기 한 ‘자유의 실질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2) 자유는 일차 으로 사회 , 정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혹은 보

호를 요구한다. 역사 으로 자유는 정치 지배자의 압제에 한 보호

를 의미하여 왔다. 18세기말에 이르러 자유주의 내지 立憲主義

(constitutionalism) 이념의 개와 구 은 무엇보다도 자유를 보호하기

하여 헌법에 의한 정치권력의 통제와 합리화를 제도화하게 되었다.

따라서 자유는 단순한 주장이나 이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 으로

보장되는 자유를 뜻하게 되었다. 헌법은 자유의 목록을 나열하고, 자유

의 규범 효력을 선언하고,152) 국가권력에 의한 자유 제한의 한계를

명시하고 있으며,153) 사법과 헌법재 은 단순한 분쟁해결기구 이상으로

자유의 침해에 한 핵심 인 구제수단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154)

Konrad Hesse는 다음과 같이 ‘법 자유’의 제도 특징을 설명한다.

…국가 없이는 자유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자유란 결코 유

토피아 인 “자연 ” 자유로서가 아니라 오로지 法的 自由, 즉 객

․법 으로 보장되고 규율되는 생활 역의 자유로서 한 “원

래” 무제한한 어떤 것으로서가 아니라 법 으로 제한된, 그러나

이러한 한계 안에서 보호되는 어떤 것으로서 존재하며 그것이 실

될 가능성을 갖기 때문이다. … 단순히 한계가 설정된

152) 를 들어, 독일 기본법 제1조 제3항. “이하의 기본권들은 직 효력을 갖는 법

으로서 입법과 행정과 사법을 구속한다.”

153) 를 들어,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 보

장․질서유지 는 공공복리를 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

154) 이 에 련하여 빈틈없는 입법례로서, 독일 기본법 제19조 제4항이 주목된다.

“공권력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에게는 법 구제수단(소송)이 열려 있다.

다른 할권이 입증되지 않는 한 정규 소송이 주어진다. …”



311

私的 任意의 역이라는 의미에서의 자유는 자기 스스로를 유

지․보호․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유가 실 으로 되려면

자유는 국가와 법으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자유는 오로지

국가가 자유로운 국가가 되고 법이 자유로운 법이 되는 곳에서만

존재한다.155)

이러한 은 자유가 보장 조건으로서 국가에 의한 법 보장장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자유는 헌법상의 법 자유, 즉

통상 인 ‘기본권’ 만을 의미하는데 그칠 수는 없고, 여 히 다른 개인

이나 사회 세력(권력)에 의하여 침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에서

‘자유’의 구 은 헌법에만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국가권력에 의하

지 않은, 말하자면 私人에 의한 자유의 침해도 많은 법률이 타인에 의

한 자유 제한의 한계와 법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러한 자유

침해의 성질과 다양성을 고려할 때 이는 포 이기 어렵다. 한 자유

에 한 보호수단도 법에 의한 강제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자유’의 논의는 헌법을 축으로 하여 부

분 행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헌법은 종래의 自然法的 자유 혹은 自然權

으로서의 자유를 부분 실정 헌법 내에 포섭하고 있고,156) 한 그

목록은 개방 이므로157) 여하한 자유도 그것이 인간생활에

155) K. Hesse, “Gleichheit und Freiheit als Grundprinzipen heutiger staatlicher

Ordnung”(1961/62), 계희열 역, 헌법의 기 이론(삼 사, 1985), 227쪽.

156) 를 들어,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

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 인권

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종래의 자연권이 항상

그 로 실정화된 것은 아니다. 를 들어, 재산권은 보장되지만, 법률이 직 그 내

용과 한계를 정할 수 있는 것이다(헌법 제23조 제1항).

157) 우리 헌법 제37조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

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한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9조도 같은 내용이다. 그러

므로 우리 헌법상 자유는 實定權이지만 동시에 自然權 성질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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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것인 한 헌법 틀 안에 포섭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는

외에도, 실에서 오늘날 헌법은 생활규범으로서, 즉 살아있는 ‘정당

성의 근거’ 내지 ‘본질 기 ’으로서 규범 힘을 범 하게 발휘해가

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오늘날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의 진정한 의미와 함께 자유의 실질 조건의 마련을 한 헌법 논의

가 더욱 요해지고 있다.

(3) 이제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과연 우리가 자유를 지녀야만 하는 목 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다.

자유는 그 자체로 善인가? 왜 우리는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가?

이러한 문제 역시 단편 으로 답하기 어렵지만, 어도 개인이 자

율성을 지니고, 고귀한 독자성과 다양성의 측면에서 자신이 지니고 있

는 잠재 능력을 최 한 발휘하는 것이 善이라면, 자유가 그러한 목

에 필요한 필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와 련하여 이미 18세기말에 Wilhelm von Humbolt는 ‘국가

행 의 한계’(1792)라는 작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인간이 기 하는 바람직한 사회의 조건은 이런 것이다. 각각의

개인은 오로지 그 자신의 완 한 개체성을 통해서 발 되어 나오

는 에 지에 의해서 그 자신을 계발하게 되는 가장 인 자

유를 리는 사회; 외부 인 자연 조건 그 자체는 어떠한 인간의

제도에 의해서도 왜곡되지 않고 그 로 남겨진 사회; 각각의 개인

들의 독자 인 구도에 따라서 그 자신의 필요와 본능의 크기에

따른 각자의 자유 의지에 의해서 그 자연 조건이 각인되는 사회;

오직 각자의 능력과 권리에 의해서만 그것이 규율되는 사회, 그런

사회의 조건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인 것이다.158)

158) Bobbio , 황주홍 역,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29쪽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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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세기 엽, 자유의 원리와 그 제한의 한계라는 주제에 체계

으로 근하 던 J. S. Mill은 ‘자유론’(1859)에서 자유의 가치에 련하

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각 개인은 그 자신에 해서, 즉 그 자신의 육체와 정신에 해

서는 그 주권자인 것이다. … ‘자유’라고 불릴만한 가치가 있는 유

일한 자유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는

한, 한 행복을 얻으려는 다른 사람의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 한,

우리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정신 인 건강이든 각자 자

신의 건강의 본래의 수호자이다. 인류는, 각 개인으로 하여 스

스로 좋다고 생각하는 로 생활 하는 편이, 다른 사람들이 좋

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각 개인에게 강요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얻

는 바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159)

(4) 그런데 자유는 스스로의 한계를 지니게 된다.

우리가 진정 자유로울 때 인생은 각자에게 의미가 있고 삶은 활력이

넘칠 것이다. 자유로운 개인이 타인의 구속 없이 자율 으로 자신의 개

성과 능력을 최 한 발휘하고, 인격을 스스로 형성하며 자신에 한

요한 결정을 간섭 없이 독자 으로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음 에

서 보듯이 자유로운 개인은 그 자유를 해서 타인을 존 하여야 하며,

인간은 자유로울 때 그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진정한 자유

가 존재하는 사회는 방종과 독단이 아니라, 寬容(tolerance)과 調和가 요

구된다. 즉 ‘자유’의 보호와 자유로운 사회 질서를 하여 각자의 자

유는 한계 지워져야하고, 따라서 이를 하여 법의 지배와 법 안정성

이 필요하지만, 이는 개인들이 법

159) Mill, On Liberty, 이극찬 역, 통치론/자유론(삼성출 사, 1990), 247, 251쪽. 우리

사회가 그러한 제정치를 정당화 할만큼 미개 사회가 아닌 것은 분명하나, 보다

자율 인 개인의 육성을 한 제도가 미흡한 에서 Mill의 이러한 언 은 시사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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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남용과 재량의 일탈과 형식 법치주의로 인하여 질식되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이 최상의 가치로 존 되며 실질

정의를 추구하는 헌법이 그 규범력을 철하는 실질 법치주의의

상태를 뜻하는 것이다.

(5) 그러나 이러한 언술에서 드러나는 요한 사실의 하나는, 자유의

향유를 해서는 먼 자율 인 개인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개인이 미숙하고 자신의 요한 문제를 스스로 선택할만한 능력을 갖추

지 못했을 때는 개인 앞에 놓여진 활한 자유를 개인은 스스로 감당하

기 어려울 것이다.

이 에 련하여, 자유를 최상의 가치로 강조하는 J. S. Mill도 ‘자유

론’에서 (개인의 자유는 타인에게 해악( 해)을 끼치지 않는 한 간섭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새삼스럽게 언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이러한 이론은 오직

성숙된 여러 능력을 갖춘 인간들에 해서만 용되는 것이다. 우

리들은 지 어린이들이나 법률이 규정하는 남녀의 성인연령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은이들을 문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아직도 다른 사람들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하의 사람들은 밖

으로부터의 해에 해서 보호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들 자신의 행 에 해서도 역시 보호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

과 같은 이유에서 우리들은 그 인종(민족) 자체가 아직 미성년기

에 처해 있다고 생각되는 뒤떨어진 상태에 있는 사회는 고려의

상에서 제외해도 좋을 것이다. … 제정치라는 것도 만일 그

목 이 미개인의 생활의 개선에 있으며, 그리고 그 통치수단이 실

제로 이러한 목 을 달성시킴으로써 정당화되어진다면, 미개인을

다루는 정당한 통치형태라 할 것이다. 자유라는 것은 원칙 으로

인류가 자유롭고 평등한 토론을 통해서 진보될 수 있게 되어 있

는 시 이 의 사회상태에서는 용될 수 없는 것이다.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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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자유를 시하는 사회는 무엇보다도 자율 개인의 성

장을 도와야 하며 이를 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2. 자유의 한계: Locke, A. Smith, Mill의 경우

(1) 자유는 인간에게 있어서 최상의 가치의 하나이지만 인간 사회는

개인의 자유의 한계를 필수 으로 제할 수밖에 없다. 개인들의 자유

는 서로 충돌될 수 있고 이를 합리 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

니, 자유는 애 부터 제한된 의미의 자유인 것이다.161) 뭐든지 자기 마

음 로 할 수 있는 ‘자유’는 여기서 말하는 ‘자유’가 아니다. 그러한 자

유가 가능하다면 인간 사회는 그 자체가 재앙이다. 한, 실존주의자가

말하는 아무런 기 없는 한없는 선택도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 본 모

습이 아니다.162)

자유는 본래 한계 지워진 개념이라는 것은 인간 사회의 조화로운 삶

을 해서는 불가피한 귀결이다. 우리가 어도 인간의 존엄성을 믿고

인간 사회의,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을 추구한다면 무제한의 자유

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런 에서, 심지어 재산권의 요성을 강조한 표 인 자연법론자

도,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했다고 흔히 오해되는 표 고 경제학자도

실은 제한 없는 재산 자유나 경제 자유를 주장한 바가

160) 이극찬 역, 의 책, 247-8쪽.

161) 독일 기본법은 이를 부분 으로 표 하고 있는데(제2조 제1항), “ 구든지 타인

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헌법질서나 도덕률에 반하지 않는 한에서 인격을 자유

로이 개발할(펼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162) 사르뜨르의 경우, ‘자유’는 매순간의 ‘선택’일 뿐이며 이에는 한없는 책임이 주어

진다. 그러나 인간은 그 ‘선택’을 벗어날 수 없는 숙명을 지고 있다. 옳은 ‘선택’의

기 은 아무데도 없다. 사르뜨르에게 있어서 자유는 하나의 善이나 행복이 아니

라 하나의 벗어날 수 없는 고통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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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던 것이다. 여기서 자유는 본래 한계 지워진 것이라는 에 한

기본 을 John Locke의 재산권 개념과 Adam Smith의 독 지

론 내지 분배론을 통하여 엿볼 수 있을 것이다.

(2) 통 자유주의 이념 하에서 재산은 개인이 자유인으로서 행동

하는데 필요한 독립의 기반이며 인간의 노력이 이루어낸 결과이므로 우

선 으로 보호되어야 할 상으로 간주되었다. 흔히 소유권 의 원칙

이라는 것이 그러한 배경에서 생되어 주장된 것이었다. 그러나 표

인 자연권론자 던 Locke가 원래 재산권에 하여 말했을 때 그것은

‘소유권 ’와 같은 사고방식과는 매우 다른 것이었고 소유권은 처음부

터 엄격히 한계 지워진 것이었다.

이 지가 자연 으로 산출하는 과실과 그리고 이 지가 먹이를 주어

서 키우는 짐승들은 모두 자연의 손으로 되는 산물이므로 공유물로서 인

류에게 귀속된다. 그것들이 자연의 상태로 있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을 물

리치고 그것들 의 어떤 것을 私的으로 지배하는 일은 원래 구에게도

허용되어 있지 않다. … 노동은 바로 그 노동을 한 사람의 소유물임에 틀

림이 없으므로 오직 그 사람만이 자기의 노동이 일단 가해진 것에 해

서 권리를 갖게 된다. 어도 (자연의 산물이) 공유물로서 다른 사람들에

게도 충분하게 여겨질 정도로 언제나 많은 양이 남겨져 있는 경우에는,

일단 노동력이 가해진 것에 해서는 그 이외의 다른 어느 구도 권리

를 가질 수가 없다. … 에서 말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써 우리들에게 소

유권을 부여해 주고 있는 그 동일한 자연의 법은, 그 소유권의 한계도 정

해 주고 있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

어’(<디모테오에게 보낸 첫째 편지> 제6장 제17 )라는 성서의 말 은

감으로써 확인된 이성의 소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신 것일까? 인간이 자연의 혜택을 ‘즐길 수

있는’ 정도로 부여해 주신 것이다. 어도 물건이 상하여 못쓰게 되기

에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이용할 수 있는 한에 있어서는, 구나 그것에

자기의 노동력을 투하함으로써 자기의 소유권을 확정시킬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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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그것을 과하는 것은 모두 그에게 할당된 몫 이상의 것

이며 다른 사람의 것이다.163)

Locke에게 있어서 소유권은 자신의 노동력이 사용된 상에서 나타

나는 것이고, 그러한 소유권은 어도 다른 사람에게도 얻어질 것이 충

분히 남겨져 있어야 할 것이 제된 것이었다. 그럴 경우에 그 소유권

이 정당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법리는 토지 소유권에서도 마찬가

지 는데, 그는 자신이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재배하고 수확물을 이용

할 수 있는 정도의 토지의 한도 내에서 그 사람의 재산이 되는 것이라

보았다.164) 한 그는 소유물은 이웃이 가져야 할 몫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만일 자연에서 얻은 과일이나 사슴고기가 부패해 버린

다면 이는 뭇사람에게 공통 인 자연의 법칙에 배되는 일이 되므로

처벌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된다고 하 다.165) 나아가 Locke는, 그

러한 소유권의 법리에도 불구하고 실에서 사람들이 기본 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이상으로 소유를 하고 있는 을 비 으로 보았는데, 특

히 화폐제도와 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다.

만일 화폐의 발명과 그리고 그 화폐에다 가치를 부여하려는 사

람들의 암묵 인 합의가, 스스로 이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재

산[소유물]과 그것에 한 권리를 (동의에 의거하여) 낳게 하지만

않았더라면, 이 세계에는 재 인구의 배에 달하는 사람들의 욕구

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토지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바

와 같은 소유권[재산]에 한 규칙, 즉 모든 사람은 자

163) J. Locke, Two Treatise of Government (1690) 제2논문(Essay Concerning

the True Original, Extent and End of Civil Government), 제5장 26 이하, 이

극찬 역, 통치론/자유론, 49-50, 52-3쪽.

164) 이극찬 역, 통치론/자유론, 53쪽.

165) 같은 책, 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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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이용할 수 있는 것만큼의 것을 소유해야 한다는 규칙이

어느 구도 곤란 하지 않고 여 히 이 세계에서 통용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166)

이러한 화폐에 한 은 오늘날의 경제 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지만, 어도 Locke의 소유권 이론은 노동의 신성함, 자연법칙인

공동지분의 침해 지, 얻어진 재산의 효율 사용의무가 제되고 있다

는 이 주목되어야 한다. 이러한 재산(소유권) 개념을 제로 Locke는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그는 이를 총칭하여 property라고 하 다) 보존하기

해서 국가가 필요함을 논하고 있는 것이다.167)

그러므로 오늘날 볼 수 있는 불로소득이나 불공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재산, 개인에게 과도한 규모의 재산은 Locke가 말하는 ‘소유권(재산)에

한 규칙’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므로, 이들은 로크가 말하는 정치제도

의 목 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상이 아닌 것이다. 소유의 자유는 원래

제한 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168)

(3) Adam Smith는 흔히 自由放任主義(laissez-faire)의 주창자로 알

려져 있는데, 국가의 경제 간섭 없이 ‘보이지 않는 손(시장기구)’에 의해

부의 공정하고 효율 인 배분이 실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왔

다.

그러나 A. Smith는 아무런 개입 없는 자유방임론을 주장한 것이 아

니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시장의 매커니즘의 작동을 제로 한

166) 같은 책 57쪽.

167) 같은 책, 121쪽(제9장 제123 ) 참조.

168) 루소는 “어느 시민도 다른 사람을 살 만큼 부유해서는 안 되며 그 어느 구도

자신을 팔 것을 강요당할 만큼 가난해서도 안된다.”고 하 다. Rousseau , 이

태일 역, 사회계약론(범우사, 1975), 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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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유를 주장하 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제한되거나 방해

되는 실을 비 하 다. 그는 동업조합의 배타 특권을 보증하는 법

령들을 맹렬히 공격할 뿐 아니라, 상인의 독 이윤추구본능이 정치권력

과 유착하여 생기는 각종 비능률, 불공평을 크게 경계하면서 반 하고

있다. 그는 이윤추구의 동기의 강력성을 인정하고, 이것이 자유·공정한

경쟁시장 하에서는 공익의 증 로 연결될 수 있음을 밝혔지만, 이기심

과 사 이익추구에 한 찬론자는 아니었다. 독 의 해악을 강조하

고 기업의 배타 특권을 험시하 다.169)

국부론(1776)에서 A. Smith는 한 국가의 토지와 노동력이 생산한 총

산출가치를 地代와 임 과 상품 이윤으로 3분하고, 이에 따라 지 로

살아가는 지주, 임 으로 살아가는 노동자, 그리고 이윤으로 살아가는

상인으로 계층을 3분한 다음, 상인에 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일반인에 한 그들의 우월성은 공익에 한 그들의 지식에서가 아니

라, 일반인이 그의 이익에 하여 가진 것보다 더 많이 자신들의 이해

계에 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데 있다. 이러한 자신들의 이해 계에

한 지식으로, 그들은 일반인의 것이 아닌 그들의 이익이 공 의 이익이라

는 매우 단순한 그러나 진정한 확신을 가지고, 빈번히 일반인에게 아량을

강요하고 그를 설득하여 자신의 고유한 이익과 공 의 이익을 포기하도

록 한다. 그러나 상인들의 이익은 교역 혹은 생산의 어느 부분에서도 항

상 어느 정도는 공익과 다르며 심지어는 공익에 배치된다. 시장을 확 하

고(to widen the market) 경쟁을 좁히는 것(to narrow the competition)은

항상 상인들에게 이익이다. 시장을 넓히는 것은 개 공익에 부합된다고

정할 만 하지만, 경쟁을 좁히는 것은 항상 공익에 배치되는 것이며, 그

들의 이윤을 그들이 자연 으로 얻는

169) 박세일, “아담 스미스의 도덕철학체계”, 조순 외, 아담스미스 연구(민음사, 1989),

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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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보다 더 높임으로써, 자신들의 고유한 이득을 하여 나머지 동료 시

민들에게 부당한 조세(an absurd tax)를 부과할 수 있게 할 뿐인 것이다.

상인 계층으로부터 나오는 상업에 련된 여하한 새로운 법이나 규정의

제안은 매우 주의 깊게 귀 기울여져야 하며, 가장 꼼꼼할 뿐만 아니라 가

장 의심스럽게 주목하여 오랜 시간동안 주의 깊게 심사되기 에는 결코

채택되어져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자신들의 이익이 결코 공익과 꼭 같지

않는 사람들 계층에서 나온 것이고, 그들은 일반 으로 을 속이고 심

지어는 억 르는 이해 계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은 많은 경우

을 속이고 억 러 왔던 것이다.170)

이러한 은 상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도 독 을 꾀하거나 경쟁을

해하고자 한다면 국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제에 선 것이다. 한 A.

Smith는 시장의 실패가 나타나는 경우 국가의 개입 필요성을 주장하

다. 그는 “사회에 매우 유익하지만, 수익자로부터 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는 공 사업(public works)”은 국가가 개입하여야 한다고 하 다.

한 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가 그러한 공 사업을 맡는 것을 선호하

다.171)

한 A. Smith는 흔히 알려졌듯이 인간의 이기심과 사 이익추구에

한 찬론자는 아니었다. 그는 인간에게는 자신의 입장을 바꾸어 타

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볼 수 있는 능력, 즉 同感(sympathy)의 능력이

있고, 따라서 인간의 심성 속에는 자기의 이기심을 립 인 제3자가

동감할 수 있는 범 내에 자제시키려는 경향 내지 원리가 있다고 보았

다.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리의 가슴속에 있는 감정과 동일한 감정을 이웃이 가지고 있

다는 사실,

170) A. Smith, The Wealth of Nations (Penguin Books, 1986 reprint), 358쪽.

171) F. A. Hayek, The Constitution of Liberty (Routledge, 1990, first pub. 1960),

220-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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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胞感情(fellow-feeling)을 이웃에게 느끼는 것 보다 인생에 있어 더

큰 즐거움은 없고, 그 반 로 이웃에 하여 동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보

다 더 충격 인 것은 없다.172)

따라서 인간에게 각자 자기목 의 자유로운 추구를 허용한다고 해서

혼란과 무질서에 빠지는 것이 아니며, 인간의 이기심은 동감의 원리로

자제되고 그 나머지 자제되지 않는 이기심은 “타인의 부당한 침해로부

터의 안 ”(security from injury)을 뜻하는 正義의 法에 의하여 억제된

다. 그리고 밖으로 나타난 나머지 이기심은 시장에서의 교환원리를 통

하여 國富의 증 라는 共同善을 결과한다고 한다.173) 즉 교환과정을 통

하여 추구되는 이기심이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라는 場秩

序를 통해 國富에 연결된다는 것이다. A. Smith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

을 통한 재산획득이 강조되었으며, 상인의 이윤에 한 맹목 추구와

독 의 해악은 경계되고 있는 것이다.174)

(4) 이상 Locke와 Adam Smith의 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재산의

소유와 경제활동의 자유는 으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한

계가 설정되어 논해졌다는 것이다.

그 다고 자유가 그 향유자 스스로의 자제로 인하여 타인의 자유의

침해가 없을 것이라거나, 국가가 스스로의 재량으로 아무 때나 필요한

경우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다. J. S. Mill은 과연 어

172) A. Smith,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 박세일, 경제법(박 사, 1994), 13에

서 인용.

173) 박세일, 의 책, 13-7 참조.

174) 조순 외, 아담스미스 연구(민음사, 1989), 24-5쪽(“아담스미스의 사상과 한국의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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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때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지, 그 한계는 무엇인지에 한 원리를

체계 으로 모색하 다. ‘자유론’의 유명한 구 이 함축 으로 자유 제

한의 한계를 잘 표 하고 있다.

“ 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으며, 권력이 개인에게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하게 행사될

수 있는 유일한 목 은 다른 사람들에 한 害惡(harm)을 방지하기 한

것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의견과 행동이 단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는 사유만으로는 그의 의견과 행동에 간섭할 수 없다.”175)

이러한 원리는 인류가 개인 으로나 집단 으로 그 구성원의 행동의

자유에 간섭할 경우 정당한 근거는 ‘타인에 한 해악이 있을 것’에 한

하는 것이며 이는 일종의 자기 방 (self-protection)에 기인하는 것이

다. 그러한 사정이 없는 한 자유의 제한은 정당화 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다.

Mill의 이러한 ‘해악의 원리’(the harm principle)는 월 善이나 도

덕이나 다수결에 의하여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지 못하도록 하며, 自由

를 하나의 부당한 제한에 항하는 법 權利로 변환시켜 주는 요한

계기가 되었다.176) 그러나 과연 ‘해악’이 무엇이고 그 범 가 어디까지

미칠 것이냐에 한 비 이 있다. 그러나 Mill은 ‘해악’ 개념을 엄 히

정의하지 않았으며, 오늘날 거미 처럼 서로 간에 하게 연 되어

생활하게 되는 기술, 정보산업사회에서 타인에 한 ‘해악’은 그 외연과

내포가 Mill이 상했던 이상으로 넓을 수 있는

175) J. S. Mill, On Liberty (Penguin books, 1985), 68쪽.

176) 미국 연방 법원이 60년 말 70년 포르노를 지하는 법률들을 헌으로

선언하자, 포르노가 과연 Mill이 말한 ‘해악’을 끼치느냐를 놓고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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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를 들어, 운 자의 안 벨트 미착용은 통 인 타인에

한 ‘해악’ 개념과는 거리가 멀지만, 오늘날 본인의 자동차사고로 인한

가족과 친지의 고통과 의료비 등 사회 비용과 자원의 낭비라는

에서 하나의 ‘해악’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자유의 제한의 한계에 한 Mill의 害惡의 原理는 무엇보다도 개인과

국가 간의 계에 있어서 언제 국가가 인권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냐

의 문제에 출발 을 제공하는 것이다.177)

오늘날도 어도 국가권력에 의한 자유의 제한은 해악의 원리의 범주

와 무 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가 개인에 하여 자유를 정

당하게 제한하고, 그 개인이 이를 수인하게 하려면, 그것은 어도

타인이 가져야 하는 자유 내지 자유의 실질 조건과의 련성에서만

자유의 제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면 우리 헌법 제

37조 제2항상의 ‘질서유지 는 공공복리’라는 개념이 그러한 제한 목

으로 합하기 해서는 좀더 한정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의 경

우를 살펴보면 이러한 필요성이 뚜렷해진다.178) 미국 헌법 례상의 자

유의 ‘제한목 ’의 엄격한 심사에 비하

177)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 보장․질서유지

는 공공복리를 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라는

규정도 연 으로 같은 출발 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헌법재 소는 이

조항이 기본권 제한 입법의 授權規定이면서 기본권 제한 입법의 限界規定의 성

질을 갖고 있다고 하고(헌재 1989. 12. 22. 88헌가13, 례집 1, 357, 374), 과잉

지의 원칙을 도출하 다.

178) 주지하듯이 미 연방 법원은 국민의 요한 자유를 보호하기 해서 소 본질
권리(fundamental rights)가 제한될 해당 법률은 필수불가결한 정부목 을 달

성하기 해 필요한 경우(necessary to achieve a compelling government
purpose)여야만 한다는 엄격심사를 행한다. Adarand Constructors v. Pena, 115
S. Ct. 2097 (1995); Sugarman v. Dougall, 413 U.S. 643 (1973); Sherbert v.
Verner, 374 U.S. 398 (1963). 엄격심사는 연방 법원이 인종과 출신민족에 근거
하는 차별을 평가하는 경우, 일반 으로 (약간의 외가 있긴 하지만) 외국인 차
별에 해, 그리고 가령 투표권, 여행의 권리, 라이버시 권리와 같은 근본 인
권리의 침해에 하여, 한 언론의 자유에 한 제한에서 사용된다. Erwin
Chemerinsky, Constitutional Law - Principal and Policies (ASPEN LAW &
BUSINESS, 1997), 417쪽. 한편 이 보다 약한 심사기 으로서 상업 언론의 자
유 등에 한 제한의 경우에 용되는 간심사(intermediate scrutiny)가 있고
법률이 요한 정부목 과 상당한 련이 있는 경우(substantially related to an
important government purpose)인지가 심사되기도 하지만(Craig v. Boren, 429
U.S. 190, 197 (1976); Lehr v. Robertson, 463 U.S. 248, 266(1983) 참조), 이러한
경우도 정부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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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은 무 포 으로 입법목 을 나열하고

있으므로 그에 한 제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볼 것이다.179)

어 든 Mill의 ‘해악의 원리’는 국가 혹은 사회에 의한 개인의 자유

제한의 한계를 정하지만, 한편으로 개인은 타인에게 ‘해악’을 주지 않는

한에서, 자신의 자율성과 개성을 신장하기 하여 ‘자유’가 인정된다는

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3. 평등

(1) 평등은 규범 인 개념이다. 오늘날 평등은 차등 는 차별에 비

되는 개념으로서 같은 범주에 속하는 존재들은 자의 인 차별 취 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 정의는 실정 헌

법체계에서 침해에 한 구제수단으로서의 법 평등에 을 맞춘 것

이라 할 수 있다. 역사상 평등은 그보다 더 넓은 범 에서 부자유와 계

차별의 철페를 요구하는 이데올로기로 작동하여 왔다. 그리하여 우리

가 순수하게 사실을 지칭한다고 할 때에도 ‘평등’이란 용어 속에는 흔히

가치 단이 개입된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말할 때 “모든 사

람은 평등해야만 한다.”는 개 인 이념으로서의 가치 단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179) 그 다고 헌법재 소가 입법목 을 항상 최소한으로만 심사한 것은 아니다.

를 들어, 동성동본 혼제도는 “그 입법목 이 이제는 혼인에 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사회질서’나 ‘공공복리’에 해당될 수 없다는 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반된다.”(헌재 1997. 7. 16. 95헌가6등, 례집 9-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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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 요구는 인류 역사의 오랜 기간 동안 하나의 ‘ 기’ 다. 노

제가 당연시되고, 귀족과 천민의 신분계 이 굳어져 있던 시 , 남녀가

유별하다고 당연히 믿던 시 에, ‘인간 사이의 평등’이란 말은 생소하고

도 험한 것이었다. 인류 역사의 오랜 기간 동안 인간 사이의 그러한

불평등은 일반 으로 변경가능하지 않은 사실로 받아들여져 왔다. 비로

소 계몽주의의 향과 함께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와 같

은 이념들의 성장이 실 토 를 마련하게 되자, 인류는 그러한 차별

이 부당하며 스스로 변경가능하다는 평등의식의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

다. Tocqueville은 ‘미국의 민주주의’(1840)에서 다음과 같이 표 하 다.

“평등원칙의 진 인 개는 섭리 인 사실이며, 그것은 보편

이고 지속 이며, 끊임없이 인간의 모든 간섭을 회피하며, 만인

은 물론 만사가 그 발 에 기여한다.”180)

평등을 향한 개 은 18세기 이후에야 권력과 권리의 분배방식, 선거

권의 평등, 교육에서의 기회균등을 가져왔고, 실정법에 규범화 된 내용

으로서 법 앞의 평등원칙, 보통․ 평등선거, 공무담임권, 공교육제도, 선

거운동의 기회균등, 그리고 무엇보다도 民主主義를 정착시켰다. 민주주

의(democracy)가 ‘ 의 지배’를 뜻할 때, 들이 평등하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것이 제된다. 군주주의나 귀족주의 정치체제는 그 자체

로 평등의 원리에 배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평등의식의 성장과 더

불어 정치체체로서의 민주주의의 선택은 불가피한 것이다.

나아가 오늘날의 시장경제질서 하에서 개인 간의 부의 획득기회

180) A. Toqueville , 박지동 역, 미국의 민주주의(한길사, 1983), 序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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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불공정성과 부의 배분에 있어서의 불평등성의 심화는 ‘실질 평

등’을 한 제도화를 래하 다. 복지국가 이념 혹은 사회 기본권의

출 은 개인의 자유 보장과 정치 평등만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평등

이념의 공백을 채우고자 한다. 이러한 추세는 랑스 명 이후 개인

자유의 시 에서 출발하여 정치 평등의 시 를 거쳐 실질 평등으로

이행하는 여정을 반 하는 것이다.181) 역으로 이러한 실질 평등의 논

의는 그 제가 되는 시민 자유, 정치 자유의 수 이 어느 정도 올

라 있고, 일정한 수 의 경제 수 과 보편 인 교육이 일반화 되었다

는 것을 반 한다.182)

(2) 그런데 기본 으로 인간은 능력과 성격에서 차이가 있다. 불평등

(inequality)과 단순한 차이(difference)는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 인류

역사에서, 사람들에게 불공평한 것으로 비치고 그들로 하여 항의하도

록 만드는 불평등은 모든 역에 다 걸쳐있던 것은 아니었다. 를 들

어, 그것은 사람들의 능력, 성격, 는 존경에서의 차이라기보다는 정치

사회 지 , 부의 분배, 그리고 자기계발의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들이

었다.183) 흑인, 유태인, 동성애자 등 소수집단에 한 우에 하여, 여

성차별에 하여, 선거권, 부의 편 분배, 세 의 불균등한 부담, 교육기

회의 불평등과 같은 것이 ‘평등’ 이념이 작동하게 된 동인들이었던 것이

다.184) 그러므로 평등은 모든 역에서의 평등이 아니며, 뚜렷한 상을

향한 이념이라는 이 간과되어서는 안 되고, 이 에 평등의 모호성과

무용성을 주장하는 견

181) 안경환, “헌정 50년과 자유와 평등의 이념”, 법학, 제39권4호(109호), 39쪽 참조.

182) 같은 , 39-40쪽.

183) John Rees , 권만학 역, 평등( 문화사, 1990), 15쪽.

184) 같은 책, 157-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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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평등이념은 사람들을 무조건 서로 비슷하게 만드는 것을 선호하

지 않는다. 평등의 요구는 합리화될 수 없는 불평등들을 제거하는데 목

표를 두고 있는 것이며, 그 논리 제는 모든 불평등은 악이 아니며

문자 그 로의 평등은 가치 있는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185)

(3) 평등은 오랫동안 正義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었다. 정의에 연

된 평등 개념은 Aristoteles(Aristotle)의 正義論에서 논의되어 왔는데,

이는 오늘날의 헌법상 평등원칙의 내용에도 향을 끼치고 있다.

Aristoteles는 평등의 에서 正義를 규정하는데, 우선 기하학 비

례에 따른 평등, 즉 가치에 따른 분배의 원리에 따라, 권력, 재산, Polis

의 기본자산에 한 수혜, 부담 등을 功績(merit)에 따라 분배함으로써

分配的 正義를 실 할 것을 주장하고, 다음으로 산술 비례에 따라, 거

래시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의 균등화(즉, 배상)와 범죄 행 에 한

균등화(즉, 처벌) 등을 실 하는 是正的 正義(평균 정의)를 논하

다.186) 엄 히 본다면 이러한 정의론은 오늘날의 평등의 원칙과는 직

인 련성이 약한 것으로도 보이나,187) 正義를 논하는 학자들은 아리

스토텔 스의 정의론이 평등과 한 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188)

185) 같은 책, 151쪽.

186) 정태욱, Aristoteles의 正義論에 한 고찰, 서울 법학석사논문, 1989, 59-88쪽

참조.

187) 이 에 해서는 이명웅, “법 안정성과 실질 정의 - 12․12, 5․18 사건 -”,

헌법실무연구 제2집(2001), 쪽 참조.

188) 를 들어, Bodenheimer, Jurisprudence, rev. edi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74), 197쪽; 심헌섭, “正義에 한 연구 -正義의 기본개념과 기본원리-”,

법학, 제29권 2호(1988. 9), 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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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ristoteles에 따르면 正義는, 만일 두 사람이 동등한 사람들이

라면 그들은 동등한 몫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만일 그들이 동등하지 않

다면 불평등한, 그들 불평등에 비례한 몫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는

싸움과 불평의 원인은 평등한 사람들이 불평등한 몫을 는 불평등한

사람들이 평등한 몫을 가지고 있거나 받을 때처럼 비례 평등이 반

되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고 본다.189) 한편 그는 사람들이 과연 무엇이

功績에 해당할 것인지에 해서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만, 功績이 정

의의 기 으로 포함되는 데에는 동의한다고 말하면서, 민주주의자들은

공 을 ‘자유인의 신분’으로, 과두지배의 지지자들은 부 는 귀족 출

신으로, 귀족정치의 지지자들은 ‘뛰어남’ 는 ‘미덕’을 공 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190)

그러한 이론은 결국 “같은 것은 같게 우”하라는 것이 된다. 이는

모든 경우에서 일반 으로 승인된 正義의 規準으로 이해될 수 있는

데, 즉 어떤 행동이 정의롭다고 할 때 그것이 충족시켜야 할 최소한도

의 요청은, 사람들을 자의 으로가 아니라 같은 사정 아래서는 같게 취

한다는 것이다(‘形式的 平等’ 내지 ‘形式的 正義의 原理’).191)

Perelman은 이를 “같은 범주에 속하는 존재들은 같게 취 하여야 한다

는 행동원칙”이라고 한 바 있다.192)

그 다면 Aristoteles의 비례 정의 내지 형식 평등 원칙에서는 과

연 무엇이 차등 우를 정당화할 정도로 요한 차이인가가 문제가

남는다. 이 문제에 하여 그는 충분한 기 을 제시하지는

189) John Rees, 권만학 역, 평등, 131-2쪽 참조.

190) 같은 책, 132쪽 참조.

191) 심헌섭, “正義의 實質的 規準에 한 연구”, 법학, 제36권 1호(1995. 5), 86쪽 참

조. 이러한 형식 평등의 요청은 법규칙의 평등한 용이란 측면에서 오늘날의

‘법앞의 평등’의 원칙의 요한 부분요소라고 한다. 같은 , 87쪽.

192) Ch. Perelman , 심헌섭 등 편역, 法과 正義의 哲學(종로서 , 1986),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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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Hans Kelsen은 Aristoteles의 “각자에게 그의 것을(to every one his

due)”이라는 공식은 공허한 동어반복(tautology)에 불과하며, 어떠한 목

을 해서도 이러한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 공식에 의해 합리화 된다고 비 하 다.193) 그러나

Aristoteles를 변호하자면, 어떠한 기 들을 채택하든 그것이 포섭하는

원칙은 그의 비례 평등원칙이 가지는 논리정형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194)

(4) 헌법 제11조 제1항은 법 앞의 평등을 규범화하고 있는데, 헌법재

소가 단하는 그 평등원칙의 내용도 기본 으로 Aristoteles의

과 유사하다.195) 헌법재 소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바 있다.

헌법 제11조 제1항에 정한 법 앞에서의 평등의 원칙은 결코 일

체의 차별 우를 부정하는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

나, 법을 용함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입법을 함에 있어서도 불

합리한 차별 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뜻한다. 즉, 사리

에 맞는 합리 인 근거 없이 법을 차별하여 용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그러한 내용의 입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헌재 1989.

5. 24. 89헌가37등, 례집 1, 48, 54).

193) Hans Kelsen, What is Justice?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0), 135-6쪽 참조.

194) John Rees, 의 책, 137쪽. 한편 Perelman도 정의를 서로 다르게 주장하는 사

람들 사이에서 공통 으로 용되는 형식 평등 원칙을 도출해 내고 있다. 즉

‘공 ’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같은 공 을 가진 자에게 같은

우를 해 것을 바라고, ‘필요’ 혹은 ‘계 ’에 의한 우를 주장하는 사람도 결

국 ‘동일한 본질 범주에 속하는 존재들은 동일하게 우받아야 한다는 행동원칙’

에 있어서 같다는 것이다. Perelman, 法과 正義의 哲學, 21쪽.

195) 다만 평등이 정치 ․사회 이데올로기로서 개될 때와 법규범으로 받아들여

져 개될 때는 심사기 과 단의 논리구조가 차이가 있게 된다. 이 에 한

자세한 논의는, 황도수, 憲法裁判의 審査基準으로서의 平等, 서울 법학박사논문,

1996, 23-27, 54-6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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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헌법상의 평등원칙은 입법자가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법

효과를 달리 부여하기 하여 선택한 차별의 기 이 객 으로 정당화

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 을 법 차별의 근거로 삼는 것을 지한다.

이때 입법자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어느 정도로 구속되는

가는 그 규율 상과 차별기 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 으로 결정된다

(헌재 2000. 8. 31. 97헌가12, 례집 12-2, 167, 180). 그러나 이러한 소

‘자의 지 원칙’은 여 히 차별취 의 정당화 사유가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차별취 의 정당성 여부에 한 단

이 자의 으로 흐르지 않기 해서는 차별 우에 한 이유가 제시

되어야 하고, 그러한 이유는 실성 있고 충분한 이유여야 정당성이 인

정되며, 그 정당성의 인정 과정에서 합리 언어에 의한 토론과 논증

(argumentation)이 이루어져야 한다.

혹자는 차별의 이유는 ‘도덕 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196) 인간의 존엄성과 본질 가치의 인정, 그리고 사회가 사람들의

다양한 역량들을 계발하기 한 삶의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라

는 요청이 도덕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볼 때, 그러한 견해는 경청

할 만 하다. 한편 최 권 교수는 우리나라와 같이 연․지연․학연이

우세한 사회에서는 차별취 의 단기 은 보다 보편주의 가치체계,

즉 인간에 한 보편 신뢰를 가르치는 이념체계․가치체계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한다고 한 바 있다.197)

나아가 법 평등원칙은 ‘자의 지’라는 단순한 소극 인 측면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극 인 正義의 요청에 따라 본질 인

196) John Rees, 의 책 , 167-170쪽 참조.

197) 최 권, “평등 - 그 실 의 도덕 사회 기 ”, 한국사회이론학회 편, 평등

문제와 우리 사회( 상과인식, 1989), 12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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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을 선택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는 견해가 존재한다. Konrad

Hesse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평등의 원칙은 그들에게 소극 으로 평등 는 불평등취 의 기 들을

자의 으로 정하는 것을 지할 뿐만 아니라, 극 으로 正義의 요청에

따라 본질 인 기 을 선택할 것을 명령한다. 비록 이러한 선택이 단지

제한 으로 법원의 사후심사의 상이 되기는 하지만 말이다. 물론 여기

에서 正義란 우리가 곧 손에 넣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 더욱이 일

반 구속력을 가지는 가치체계가 명백히 상실된 우리 시 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正義는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항상 추구해야만 하는 과제로 부과된 어떤 것(etwas

Aufgegebenes)이다. 바로 여기에서 평등의 원리의 그 특별한 규범 기

능이 나타난다. 즉, 평등의 원리는 국가권력에게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

라는 첫 번째이며 가장 요한 과제를 부여한다. 평등의 원리는 이러

한 正義의 원리를 헌법 으로 실정화한 것으로서 모든 국가활동이 定向

해야 하고 동시에 그에 지향해야 하는 목표(Richtpunkt)를 제시한다.198)

이러한 극 의미의 평등원칙은 오늘날 복지국가 이념에서 국가가

단순히 소극 인 최소한의 정부일 것이 아니라,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

을 보장하고 사회 , 경제 약자를 하여 극 부를 할 것을

제한 이다. 이는 역사 으로 논의되어 온 Aristoteles의 평등개념에

극 측면을 부가한 것이다.

헌법 평등원칙이 반드시 소극 으로만 정의될 필요가 없다는 측면

에서, 그리고 국가가 자유의 실질 조건을 보장하기 하여 경제 , 사

회 부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평등원칙이 소극 인 측면

뿐만 아니라 극 으로 실질 정의를 구 하는 기

198) K. Hesse, “Gleichheit und Freiheit als Grundprinzipen heutiger staatlicher

Ordnung”(1961/1962), 계희역 역, 헌법의 기 이론, 22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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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작용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바람직하고 설득력이 있다. 다만

Hesse도 말했듯이 그러한 극 평등원칙이 사법심사의 심사기 으로

되기는 어렵다는 은 지 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재 소도 그런

에서 소 ‘행 규범’과 ‘통제규범’의 二分論을 제시한 바 있다.199) 이러

한 은 헌법재 소로서는 입법이 최소한의 헌법 요청을 수하

는지에 한 cutline 심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에서 수 되지만200),

자유에 한 차별을 가져오는 사항에 해서는 외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201)

(5) 한편 평등론의 극단 인 형태는 19세기 무정부주의자들에 의하여

주장된 평등론을 들 수 있다. 이는 가능한 ‘모든 면에서 모든 사

람을 평등 우하자’는 원칙 는 ‘사람들이 그들 조건을 불문하고 평등

하게 우되어야 한다는 무조건 평등의 원칙’을 뜻하며, 그 지 않더

라도 ‘연령과 성별의 구별 외에 더 이상 인류에게 다른 차이가 없도록

하자’는 요구도 평등에 가깝다고 할 수

199) 헌법재 소와 입법자는 모두 헌법에 기속되나, 그 기속의 성질은 서로 다르다.

헌법은 입법자와 같이 극 으로 형성 활동을 하는 국가기 에게는 행 의

지침이자 한계인 행 규범을 의미하나, 헌법재 소에게는 다른 국가기 의 행

의 합헌성을 심사하는 기 으로서의 재 규범 즉 통제규범을 의미한다. 평등원칙

은 행 규범으로서 입법자에게, 객 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규범의 상을 실질 으로 평등하게 규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

소의 심사기 이 되는 통제규범으로서의 평등원칙은 단지 자의 인 입법의

지기 만을 의미하게 되므로 헌법재 소는 입법자의 결정에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 인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는 경우에만 평등원칙의 반을 선언하

게 된다.(헌재 1997. 1. 16. 90헌마110등, 례집 9-1, 90, 115.)

200) 따라서 커트라인이 100 만 에 40 이라면, 100 에 가깝게 갈 것은 입법자에

게 여 히 헌법이 요구하는 것이지만 헌법재 소는 40 이 되느냐 아니냐만 심

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1) 최근 헌법재 소는 자유의 행사를 차별하는 경우에는 평등심사의 기 은 단순

한 합리성심사(자의 지)를 넘어서 그 제한의 정도에 상응하게 입법목 과 수단

간의 비례성을 요구한다고 시하 다(헌재 2003. 9. 25, 2003헌마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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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202) 그러나 이러한 견해들이 주류 인 정치이론가에 의해 채택

된 은 없으며, 모든 사람이 능력이 있는가, 기혼인가, 은가, 상습범

인가, 주정뱅이인가 는 무엇이든 간에 그 여부에 계없이 같이

우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한 것이며, 그러한 사회를

개념화하려는 노력은 엄청난 장애에 직면할 것이며 일 성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203)

이러한 평등론은 채택되기 어렵지만, 우리가 지녀야 할 평등

이념에 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하나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모든 역에서 평등을 실 할 수는 없지만 어

도 부와 권력의 획득 기회는 최 한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 그런데 기회의 평등 혹은 평등한 기회(Equal Opportunity)를 보장하

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를 들어, 학교교육에 있

어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학령기의 아동들의 다양한 가

정환경은 개인의 잠재력에 차이를 가져오며, 이러한 상황까지 평등의

이념으로 개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회

비용의 과다한 지출이 요구되는 것이다.204)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

고 오늘날 공직채용이나 상 학교의 입학에서 이러한 평등원칙이 요

한 정 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

다.205)

202) John Rees, 의 책, 138-9쪽 참조.

203) 같은 책, 138, 140쪽 참조. 헌법재 소도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 우를 부정하는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

의 용·입법에 있어서 불합리한 조건에 따른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뜻하고”라고 하고 있다(헌재 1992. 4. 28. 90헌바27등, 례집 4, 255, 271).

204) 같은 책 142-4쪽. 참조.

205) 우리 헌법은 제25조에서 공무담임권을 보장하는데, 헌법재 소는 이를 “모든 국

민이 구나 그 능력과 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

함을 내용으로 한다.”고 해석하 다(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례집 11-2,

770, 797-798).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 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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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등 내지 기회의 평등의 강조가 획일성과 다른 권력집 을

가져오는 것은 방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Tocquville은 다음과 같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평등의 원리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지만 한 모든 사람으로 하여 속한 진이 불가능하게

한다. … 민주 이기는 하지만 무지한 상태에 있는 국민에게는 통

치자의 지 능력과 국민의 지 능력 사이에 놀랄만한 차이가

발생하여 통치자에게 권력이 쉽게 집 되고,… 평등의 원리가 인

간의 독립에 끼친 험성은 모든 험 에서도 가장 견하기

힘들면서도 가장 무서운 것이다.206)

정치 역뿐만 아니라 교육기회의 평등에 있어서도, 평등을 모든

학생들의 동일한 취 이나 교육재정의 동일한 분배라는 고 의미로

만 해석해서는 평등의 원리를 실 시키는 데 한계가 있게 된다.207) 평

등은 ‘동일성(sameness)’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공식 으로 허용되어

진 교육기회를 실질 으로 활용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회경제 , 지역

요인들을 제거해 으로써 실질 인 기회균등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타고난 지능이나 가정환경 혹은 학습능력의 차이가 새로운 형

태의 불평등의 근거가 되는 재능주의사회(meritocracy)를 래하는

상을 방지하여야 하는 것이다.208)

한 공교육에서의 기회의 평등은 요한 자유의 조건이 되지만 이것

이 획일성으로 흘러서 각 개인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가로막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헌법재 소는 과외 지 사건에서(헌

206) A. Toquvile, 박재동 역, 미국의 민주주의(한길사, 1982), 622, 669, 696쪽 참조.

207) 강희천, “교육에서의 평등: 정 차별화”, 한국사회이론학회 편, 평등과 우리

사회( 상과인식, 1989), 93쪽.

208) 같은 , 105, 112쪽 참조.



335

재 2000. 4. 27. 98헌가16등, 례집 12-1, 427) 이러한 에서 공교

육의 정상화와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 방지를 해서 부모와 자녀의 교

육의 자유를 일률 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여 비례의 원칙

에 배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Ⅲ. 자유와 평등의 계

1. 상호조화론

(1) 자유의 제한은 개인 ․집단 강제와 억압으로부터 나타나지만,

그러한 강제와 억압의 배경에는 흔히 불평등한 차별 계가 존재한다.

사람들이 억압에 항하여 투쟁했을 때 이는 ‘자유’를 한 투쟁이지만

한 ‘평등’을 한 투쟁이기도 한 것이다. 를 들어 13세기 스코틀랜

드의 웅 William Wallace가 국의 사형 에서“Freedom!”하고 외쳤

을 때,209) 이는 자유의 외침인 동시에 불평등의 타 를 요구하는 것이

다. 한 가장 반인륜 범죄 던 나치의 유 인 학살은 게르만족과 유

인들 간의 인종차별에서 발된 것이다. 자유가 억압을 제하고

군가 혹은 어떤 제도가 개인을 구속할 때는 흔히 군가가 타인을 억압

하고 지배할 수 있는 지 에 있다는 것, 즉 지 의 ‘불평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흔히 자유는 평등을 신하여, 평등은 자유를 신하여, 혹은

양자가 같이 주장되어 온 것이다.

자유와 평등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 평등의 원리가 효력을 발휘할

209) 화 ‘Brave Heart’(멜 깁슨 주연)의 마지막 장면이 이를 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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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만 비로소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사리에 맞게 그리고 합리 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부여된다.210) 평등이 제되지 않은 자유란 특정인을

한 자유일 뿐이고, 이는 다른 의미에서 타인에 한 억압이 된다.

자유란 본질 의미에서 억압에 항하는 것이고 억압은 불평등을 제

하므로, 불평등 구조의 수정은 자유의 향유에 필수 인 것이 된다. 따라

서 자유는 그 존재론 , 인간학 출발 에 비추어 볼 때 근본 인 평

등과 함께 고려된다.211) ‘평등 없이는 자유가 존재할 수 없다’(Roussau).

M. Kriele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민주 평등이란 “단지 몇몇 소수인을 한 자유가 아니라 만인

을 한 자유”를 의미한다. … 한 사람의 자유는 모든 타자의 자

유와 공존해야 한다는 Kant의 定式은 자유와 평등의 근원 동일

성의 원칙을 표 하고 있다. 평등을 이룩한다는 것은 자유를 이룩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평등이 이룩됨으로써 노 , 농노, 하인

나아가서는 롤 타리아의 해방이 이루어지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인간의 본성에 상응한 생활을 하기 한 최소한의 조건이

창출된다. 물론 평등이 이룩됨으로써 노 소유자, 주인 그리고

착취자 등이 지배권의 행사를 통하여 향유하고 있던 자유가 감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같은 자유의 감소는 인간의 자유를

해서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하겠다.212)

모든 입법체계의 목 이 되어야 할 모든 인간의 최 행복이 어디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모색해 본다면,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개의

상에 귀착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가 그 상으로 되

210) K. Hesse, 계희역 역, 헌법의 기 이론, 232쪽 참조.

211) W. Maihofer, Rechtsstaat und Menschliche Würde, 1968, 심재우 역, 법치국가

와 인간의 존엄(삼 사, 1994), 75쪽 참조.

212) Martin Kriele, Einfuhrung in die Staatslehre: Die geschichtlichen

Legitimationsgrundlagen des demokratischen Verfassungsstaates(1975), 국순옥

역, 헌법학입문(종로서 , 1983), 414, 4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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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유는 모든 개인의 속은 개인뿐만 아니라 그만큼 국가라는 정

치체의 힘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며, 평등이 그 상으로 되는 이유는 평

등 없이는 자유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213)

평등한 기회의 보장이 제되지 않고서 자유란 거의 의미가 없는 것

이다. 를 들어, 학교수직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공평한 경쟁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직업선택의 자유는 유명무실한 것이다. 공평한 경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군가의 자의가 개입된 것이고, 그 자의는

우선 평등에, 그 후에는 자유에 해가 되는 것이다.214)

Steven Lukes는 자유와 평등이 내 으로 복합 이고 상호의존 인

가치임을 강조한다. 그는 자유와 평등이 갈등을 일으킨다는 주장들은

체로 문제가 되는 것이 구의 평등인지, 구의 자유인지, 평등화 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자유인지를 규정하지 않은 채로 남겨두고

있다고 한다.215) 그는 “자유에 한 요구는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냐에

한 규정과 련되며, 평등에 한 요구는 이러한 규정의 분배와 련

되는 것이다.”라고 한다.216) 따라서 자유와 평등은 고도의 추상 인 수

에서는 통합된다며, “기회를 평등하게 하기 해서 무엇을 평등하게

해야 하는가?” “부자유의 근원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

지고 있다.217)

213) Rousseau, 이태일 역, 사회계약론(범우사, 1975), 80.
214) 물론 어느 것이 평등한 기회인가는 過程的인 개념이며 實體가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상식과 경험 인 증거에 따를 때 차별이 존재하고 그것이 자

의 인 것이라고 단정지울 수 있기까지는 복잡하고 모호한 의사결정과정을 요구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215) S. Lukes, “Equality and Liberty: Must they Conflict?”, D. Held (ed.), Political

Theory Today(Stanford: Stanford Univ. Press, 1991), 안승국 외 편역, 민주주의

론 강의 1(인간사랑, 1995), 104.

216) 같은 책, 106.

217) 같은 책, 109. 이런 에서 평등의 을 무시하고 자유를 지나치게 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표 로 들고 싶은 것은, 선거비용에 한 규제가 헌이

라는 미 연방 법원의 례이다. Buckley v. Valeo, 424 U.S. 1(1976)에서는 후보

자나 개인이 사용할 선거비용에 한 규제는, 선거비용의 기부나 선거자 의 사

용이 정치 의사표 에 해당되어(money is speech)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여 의

회 스스로 자신들의 선거비용을 규제하려던 시도에 찬 물을 끼얹었다. 이 결은

지 도 논란거리인데, 결 어디에도 오늘날 과 정치 향력에 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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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는 그 실행을 해서 사회 으로 창조되고 할당된 극 조건들

(positive conditions)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우리가 사회 속에서 자유

를 주장하기 해서는 그러한 극 조건들을 어떻게 평등하게 분배할

것인가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218) 정치 표자를 뽑고, 직 출

마하고, 자신의 충분한 선택을 한 제반 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하여 참정권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편 으로 보장되지 않은 상태

에서는 자유란 모래 의 성에 불과하다. K. Hesse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정치 자유를 획득하기 한 필수 제가 되는, 정치 견해

의 자유로운 형성과 표 , 자유로운 정치 집단 형성은 균등한

기회의 보장 없이는 생각할 수 없고, 역으로 그러한 기회보장은

정치세력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곳에서만 보장되는 것이

다.219) 마찬가지로 자유롭고 능동 이며 책임 있는 참여와 력을

과제로 하는 국민의 정치 사명은 정치 권리 특히 선거권의

평등의 조건이 되며, 역으로 이러한 국민의 과제로부터 그들 권리

가 이해되지 못하는 곳에서는 그 권리들은 의미를 잃게 된다.220)

한편 사회

이 피력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례가 평등, 보통선거의 원칙과 상충될 수 있는

것에 한 언 도 없다. 무엇보다도 어떤 후보자도 자신의 돈을 마음 로 쓸 수

있다는 것은 후보자간의 평등한 기회의 보장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 고려되어야

했을 것이다.

218) Richard Norman, Free and Equal: A Philosophical Examination of Political

Values (Oxford Univ. Press, 1987), 132쪽. 한편 한 사회는 그러한 조건들이 평

등하게 분배되는 정도에 상응한 정도로 자유로운 사회가 될 것이라고 한다. 결국

동 필자는 자유와 평등이 양립불가능한 가치가 아니라 상호결합된 가치

(interconnected value)로 취 하는데, 이러한 입장을 가진 로서 동 필자는 다음

문헌들을 거론하고 있다. R. H. Tawney, Equality, ch.4; E. F .Carritt, “Liberty

and Equality”, Law Quarterly Review, vol.56 (1940); Michael Walzer, in

Spheres of Justice (Oxford: 1985); Kai Nelson, in Equality and Liberty (New

Jersey: 1985) 등.

219) 같은 책, 233쪽.

220)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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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있어서 실 인 자유는 인간 생존의 최소조건들을

확보하는 기 에서만 가능하며 그것은 법 평등의 원리에 의

해서 보장된다. 여기에서 평등은 자유를 가져오는 수 가 된다

(zum Vehikel der Freiheit).221) - 이러한 모든 계에 있어서 법

자유와 법 평등은 상호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풀 수 없을 정도

로 상호 얽 있다는 것을 보여 다.222)

(2) 헌법에 수용된 자유와 평등은 오늘날 헌법이 복지국가 내지 사회

법치국가 이념을 지향함으로써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특수한 결합

계를 갖게 되었다. 국가에서 실 자유는 인간 생존의 최소조

건들을 확보하는 기 에서만 가능하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에서

물질 기반이 없는 자유는 이름뿐인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존의

최소조건이 보장되어야 하며, 기본 인 의료와 교육 등 최소한의 사회

복지가 공동체에게 부담되어야 할 것이다. 권력, 부, 교육 등에 있어서

불평등은 다수에게 자유 향유를 한 조건의 결핍을 뜻한다. 자유 자체

가 평등을 무시하고서라도, 즉 동료 인간들의 희생을 딛고 서서라도 반

드시 향유되어야 하는 가치는 아닌 것이다.

한 소유권의 보장과 계약의 자유와 기업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등한 교섭력을 갖기 한 근

로3권이 필요하며, 18-20세기 국이나 미국에서의 를 찾아볼 필요

가 없이 근로자와 어린이에 한 착취는 오늘날 소유권과 계약의 자유

를 빙자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의 교섭능력을

증진시키고자 사용자의 기업활동의 자유,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물질 평등을 한 자유의 제한이라기보다

221) 같은 곳. 이는 원래 G. Leibholz의 표 이라 한다.

222)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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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래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이윤을 획득하는 사용자가 지닌

소유권과 기업의 자유에 내재된 한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평등은 법 자유를 실 하기 하여 필요하다. 그런 에서 법 자

유와 법 평등은 서로를 “相互 制限”한다. K. Hesse는 다음과 같이 말

한다.

법 자유는 법 평등의 한계이며, 이것은 특히 社 的 法治國

家에서의 평등의 경우에 타당하다. 즉, 자기책임 인 자유를 배제

하는 포 인 국가의 배려는 사회 법치국가, 즉 자유의 원리에

의해서도 조직되는 사회 법치국가사상과는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역으로 법 평등은 자유의 한계를 형성한다. 자

유의 활동이 사회 그리고 정치 체 속에로의 올바른 정돈과

올바른 분배, 올바른 부담이라는 과제의 성취를 불가능하게 할지

도 모르는 곳에서는 “헌법 질서”의 본질 구성부분으로서의 평

등의 원리가 법 자유를 에워싸고 있는 한계들 의 하나가 된

다. 동시에 이러한 한계설정은 자유 그 자신을 해서도 필요하

다. 즉, 한계 없는 자유는 다수의 부자유를, 따라서 헌법이 원하고

있는 자유로운 全體狀態의 止揚을 가져올 것이다. 평등의 원리가

효력을 발휘할 때 비로소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사리에 맞게 그

리고 합리 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부여된다.223)

사회 기본권과 복지국가 이념은 사회구성원 간의 실질 평등을 실

하기 한 수단이다. 이는 다른 한편 국가에 하여 자신의 개성과

인격을 형성하고 행복한 삶을 하기 한 ‘자유의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란 에서 본질 의미의 자유와 히 련되는 것이다. 복지국

가 이념은 한 사람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와 공존해야 한다는 자연

법 원칙의 논리 귀결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223) K. Hesse, 계희열 역, 헌법의 기 이론, 2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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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갈등 계론 그에 한 비

(1) 일 이 Hume은 평등의 철은 자연사에 역행하고 강제성을 띠어

자유에 해가 된다고 보았다. Tocquville은 평등의 역사 철은 필연

이지만 다수가 소수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험에 하여 경고하 다.

Goethe는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약속하는 자는 사기꾼이라고 했다고

한다.224) Kuehnelt-Leddihn은 “평등은 하나의 원리로서 지속 인 힘의

개입을 제하는데 이는 자유에 역행하는 것이다. 자유와 평등은 본질

으로 모순된다.”고 말한다.225) 유사한 은 자유주의자에게서도 볼

수 있는데, Hayek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평등의 강화, 특히 물질 평등을 얻으려는 시도는 인간 상호간

의 이러한 자연 차이성을 축출하려는 목 을 가지게 되고 따라

서 필연 으로 강제 (coercive)인 것이 된다. …개인들을 그들의

제 조건에 있어 같이 만들려는 욕망은 자유 사회에서는 차별

인 강제를 한 정당화 이유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이다.226)

Marxism 역시 자유와 평등 사이의 갈등은 불가피하게 야기되며 이

러한 갈등은 타 과 부분 인 해결에 의해 단지 완화될 수 있을 뿐이라

고 한다. N. Bobbio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본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개념의 가장 범 한 의미에서 고려해볼

때 자유와

224) 같은 책, 231쪽.

225) Erik von Kuehnelt-Leddihn, Liberty or Equality (Front Royal: Christendom

Press, 1952, 1992), 3쪽.

226) Hayek, The Constitution of Liberty, 86-7. 이러한 입장은 Milton Friedman이나

Robert Nozick도 체로 같다. M. Friedman, Capitalism and Freedom (Chicago

and London: Univ. of Chicago Press, 1962), ch.5; R. Nozick, Anarchy, State

and Utopia (New York: Basic Books, 1974), Par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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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은 상호 립 인 가치들이다. 어느 한쪽의 희생 없이 다른 한쪽

의 완 한 실 이 불가능하다는 에서 그러하다. 자유주의 인 자유방임

의 사회는 불평등주의 일 수밖에 없으며, 평등주의 인 사회는 비자유주

의 일 수밖에 없다.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와 평등주의

(egalitarianism)는 인간과 사회에 해서 아주 다른 념들에다 뿌리를

두고 있다. 자유주의 념은 개인주의 이고, 갈등론 이고, 다원주의

인 반면, 평등주의 념은 체 포 이고, 상호 조화론 이고, 일원주

의 이다. 자유주의의 주요 목표는 개인의 개성의 신장이다. 비록 그것이

더 부유한 자, 더 능력 있는 자가 더 가난한 자, 덜 능력 있는 자의 희생

에서 그들의 발 을 이루게 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평등주의의 주요 목

표는 체로서의 공동체의 신장이다. 비록 그것이 개인 자유의 역에

한 어떤 축을 수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227)

(2) 그러나 평등은 동질성이나 획일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합

리한 차별에 항하는 것이고, 모든 인간의 자연 차이를 일치시키려

는 것이 아니라, 권력, 부, 교육 등 역사 차별이 있었던 역에서 개

을 추구하는 것이다. 한편 자유의 구 을 해서 각자는 사회 으로

창조되고 할당된 극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자유의 실질 조건’),

각자가 자유를 향유하기 해서는 그러한 극 조건들이 동등하게 분

배되어야 한다. 그러한 조건들의 가장 기본은 권력의 구성과 행사에 있

어서의 동등한 참여권, 부의 획득 기회의 공정성, 교육의 기회, 인간다

운 생활을 받을 배려, 근로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이 게 평등의 이념을 ‘개인을 그 조건에 있어서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유의 실질 조건을 동등하게 부여

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합리 이유 없는 같은 범주의 사태를 차

별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때, 평등 이념은 개인들 간의

227) Norbert Bobbio, 황주홍 역,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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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과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유와 양립 가능한 것이다. 그런 에

서 바로 흔히 자유를 향한 투쟁은 불평등 타 를 한 투쟁과 복되어

왔던 것이다.

한 평등이 지닌 形式的 正義의 측면, 즉 같은 것을 같게 취 하라

는 측면에 주목한다면, ‘자유’와 ‘평등’은 가치선택의 ‘내용’과 가치선택

의 ‘기 ’으로서 서로는 충돌되지 않고 오히려 히 결합하게 된다.

황도수 박사는 다음과 같이 지 한다.

자유 는 복지규범은 ‘ 의 내용을 이루는 당 내용이 올바

른가’에 한 정의를, 평등규범은 ‘기 이 올바르게 획정되었는가’

에 한 정의를 규정하는 것으로 악되므로, 평등규범은 자유나

복지규범과는 구분되는 독자 인 용 역을 가지게 되어, 자유나

복지규범과 충돌될 여지가 없어지게 된다. 의 내용이 자유가

치가 시되거나, 복지가치가 시되거나 상 없이, 평등규범은

언제나 주어진 에 해당되는 사물의 집합이 잘못된 기 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할 뿐인 것이다.228)

자유와 평등의 갈등 계론은 흔히 ‘부의 재분배’, ‘물질 평등’, ‘배분

정의’, ‘비례 평등’ 등으로 표 되는 부의 불평등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만약 경제 자유의 보장이 자원분배에 있어서 심각한 불

평등이 래되고, 이것이 직 으로나 간 으로 권력의 분배에 향

을 미치는 경우, 래되는 민주주의와 정치 평등에 한 해로운 결과

들을 축소하기 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229)

그러나 단순히 부의 획득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획득된 부의 분배에

있어서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평등 이념의 자연스런 귀결이라

228) 황도수, 박사논문(헌법재 의 심사기 으로서의 평등), 61쪽.

229) R. Dahl, Preface to Economic Democracy, 1985, 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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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기 어렵다.230) 획득된 부의 재분배를 ‘분배 정의’ 혹은 ‘물질

혹은 비례 평등’과 같은 슬로건 하에서 추구하는 것은 ‘평등’ 자체의

에서는 하지 않다. 평등의 일반 의미를 “같은 범주의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같이 취 할 것”, 즉 비합리 이거나 자의 인

차별취 을 지하는 것이라고 할 때, 한 실질 측면에서 평등은 자

유 향유를 한 기본 조건에 있어서의 평등 혹은 ‘평등한 자유’를 향

하는 것이라 할 때, 그러한 분배 정의 내지 비례 평등이란 표 은

‘평등’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불명확한 것이 된다.231) 이는 특정 시 에

주어진 결과에 한 분배제도의 개선에 이 맞춰진 것이며, 차별

행의 존재나 기회의 불균등이나 자유 향유의 기본 조건의 구비에 직

연 된 것이 아니다.

부익부 빈익빈 상이 ‘비합리 차별취 ’이나 불충분한 ‘기회의 평

등’ 혹은 ‘불공정 경쟁’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한 필수 인 복지’를 도

외시한 결과물이라면, 그 잘못은 극 으로 시정되어야 하고 그 과정

에서 다른 사람의 자유의 제한이 가능하지만, 모든 문제를 평등의 강

조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평등 개념의 지나친 확 가 된다.

230) 부의 불평등과 련하여 필요한 논의는, 경제 자유에 한 국가의 개입시 과

방향과 정도에 한 원칙 이고 규범 인 논의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공정

한 경쟁이 가장 요한 요소이다. 모든 개인이나 법인이 부의 획득 과정에 있어

서 공정한 경쟁 기회를 가져야 한다. 국가가 불공정한 법을 제정하거나, 법의 불

평등한 용으로 인하여 경쟁질서를 왜곡시키는 원인이 되서는 안 되고, 경쟁의

원리가 왜곡되고 있을 때는 극 으로 개입하여야 한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의 창출은 모든 사람의 기회를 평등하게 진시켜 주기 한 것이므로, 독 의

해악과 기업의 배타 특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경제 자유가 의미가 있는 것이

다. 만약 그러한 경쟁 경제질서에도 불구하고 부와 사회 자원에 있어서 격차

가 심해지는 경우 John Rawls가 주장한 ‘차별성 원칙’(the difference principle)과

같은 正義 기 에 맞추어 이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명웅, 한국 헌법

의 ‘자유주의’ 이념, 서울 법학박사논문(1996), 33-4, 62-7, 95쪽 참조.

231) 심헌섭, “正義의 規準에 한 연구”, 법학, 36권 1호(1995.8), 9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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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제 , 정치 자유의 보장이 지나쳐 부익부 빈익빈이나 노

동력의 착취와 같은 사회 부정의를 유발했다면, 이는 자유가 제 로

보장된 것이라 할 수 없다. 19세기 자유주의 母國 국에서 참정권이란

재산과 명 가 주어진 특권층에게 허용되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오늘날

도 히 허용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서 Locke의 재산권의 자유

와 Smith의 경제 자유에 한 설명에서 보았듯이, 자유는 본래 타인

과의 계에서 한계가 주어져 있는 것이 다. 따라서 ‘물질 불평등’을

거론하며 자유와 평등을 치시키는 것은 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경쟁의 불공정성이나 특혜, 혹은 정보의 독 에서 비롯된 부의 편 과

이에 따른 사회 문제 은 극 으로 교정되어야 하는 것이다.232) 사

실 ‘부의 불평등’보다도 근본 인 문제는 사회 불평을 지닌 개인의

‘경상소득’이 무 다는 것일 것이다.233) 생산은 불평등과 연 된 보

다 심각한 긴장을 제거할 수 있으며 증하는 총생산량과 고용기회의

보장, 그리고 가처분소득의 증가가, 부의 재분배문제에 한 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234)

자유란 규범 의미로서는 모든 합리 인 인간들이 그들 자신이 선택

한 행동에 따를 권리를 존 받아야 하며, 그러한 선택의 자유에

232) 한 소 분배 정의라는 명목으로 시장결과에 수정을 하려는 노력은 실제로

그 사회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의 생활수 을 개선하기 보다는 강력한 이익집

단으로 조직화된 기득권층의 이익을 보호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것이며, 그리하

여 原則이 아니라 便宜가 지배하는 사회로 변모될 험이 있는 것이다. 박세일,

법경제학(박 사, 1994), 73쪽 참조. 국가의 지나친 차별 , 개입 경제정책이 결

국 ‘경제과정의 정치화 혹은 료화’를 래하고 경제력 집 과 독과 의 확 로

소득분배의 형평성 개선에 오히려 장애가 되어 왔다. 를 들어 이진순, “한국경

제와 질서자유주의”, 한국경제정책연구회 편, 한국경제의 새 패러다임 모색(한울,

1995), 124쪽 이하 참조. 그러한 국가의 경제개입이 모두 국민의 복지라는 슬로건

아래 이루어졌던 것이다.

233) John Rees, 평등, 44쪽 참조.

234) 같은 책, 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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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섭할 수 있기 해서는 특별한 정당화가 요구된다는 것을 뜻하지

만, 인간이 이미 불평등한 부의 획득과정과 불평등한 제도와 법아래 놓

여있을 때, 그의 자유는 이미 내재 으로 제약되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을 명확하게 지 한 사람으로 미국 독립 쟁 무렵의

Thomas Paine을 원용할 수 있다. 그는 ‘상식(Common Sense)’에서, 민

의 경제생활과 복지에 극 인 평등주의를 주장하 는데, 정치 권

리가 재산에 의해 제한되어서는 안 되고 그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

져야 한다는 표의 평등 내지 권리의 평등을 주장하 다.235) 그는 재

산은 부도덕하고 불법 으로 벌어서는 안 되고 정직하게 벌어야 한다고

주장하 고, 상업을 옹호하 지만 세습 특권을 증오하 다. 정부는 필

요악으로 보았지만 빈민, 어린이, 노인에 한 국가의 범한 재정 지

원을 주장하 다.236)

그 후 1세기가 지난 19세기말 개 자유주의자들은 실질 자유의

조건으로서 사회 평등의 추구와 국가의 일정한 복지정책을 지지하

다. 그들은 ‘자발성의 원칙’을 내세웠는데, 그것은 국가간섭이 자발 으

로 요청될 때에는 자유주의와 양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T. H. Green은

자유의 개념을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하거나 즐길 극 권력

(positive power) 혹은 능력”이라고 제하고 국가 자원을 이러한 자유

의 증진에 용시키는 것을 지지하 다.237) 그는 사회 평등과 보편

교육, 계획을 시하면서 시장경제도 유지하고자 하 다. Green은 근

산업주의의 발달에서 재산 없이는 자유의 향

235) T. Paine, Commom Sense (1776), 이가형 역, 사회계약론․상식․인권론(을유문

화사, 1994), 149-50. 190쪽.

236) 같은 곳.

237) K. F. Koerner, Liberalism and its Critis, 12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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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자체가 어렵다고 보고, 자연권이란 그 자체로서는 추상 픽션에

불과한 것이며 권리는 본래 ‘사회 ’ 기원을 가진 것이고, 따라서 자유

란 다른 사람의 자유의 가로 향유되는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고 하

다.238)

한 유사한 견해 던 Hobhouse는 자유주의가 본래 비 인 성격에

서 출발했으나, 재산의 사회 개념을 회복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자유

주의의 계승으로서 자유사회주의(liberal socialism)를 주장하면서, 민주

이고 아래로부터 오는 개 으로서 최 임 법, 사회보장, 공 소유와

경 의 확 등을 시도하 다.239) 그는 종래의 고 자유주의의 빈곤

이 산업사회화 된 실에서 합하지 않다고 보았던 것이다.240)

이러한 주장들은 오늘날의 복지주의이념 헌법에서는 상당 부

분 채택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자유의 실질 조건’이 마련되지 않는

한 자유 그 자체는 무의미하고, 으로부터 이탈되어 있고, 불평등한

자유만이 존재하므로, 모든 개인이 평등하게 자유가 보장되도록(‘equal

liberty’) 자유 향유를 한 기본 인 경제 , 사회 조건이 구비되어야

하고, 이를 한 합리 범 내의 국가의 극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요한 문제는 자유와 평등의 상충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유를 차별 없이 만인이 같이 릴 수 있도록 할 것이냐

238) 같은 책, 12-3쪽.

239) 같은 책, 13쪽; 노명식, 자유주의의 원리와 역사민음사, 1991), 234-5쪽.

240) L. T. Hobhouse, Liberalism and other writings, J. Meadowcroft (ed.)

(Cambridge U.P., 1994), 87-8쪽. 즉 노동자들이 상계치 이상의 임 을 술에 써버

린다거나, 높은 임 이 출산율을 높여 결국 실질임 의 하락을 가져온다는 주장

은 통계자료에 반한다고 증명하면서, 국가의 복지정책이 노동자들의 노동을 체

할만한 수 이 될 수 없고, 단지 이러한 정책으로 노동자가 보다 희망을 가지고,

밝은 외모로, 안정성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라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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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인 것이다.

3.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결합의 의의

(1) 자유와 평등의 조화 계에 한 와 같은 은 자유주의와 민

주주의의 결합에 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자유주의는 ‘자유’를 민주주

의는 ‘평등’을 우선 으로 추구하는 이념이다. 자유주의는 국가 권력의

제한을, 민주주의는 국가 권력의 평등한 분배와 행사를 제한다.

역사 으로 볼 때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립되었다. 자유주의는 유

산자의 소유권의 자유와 정치 으로 제한선거제도를 뜻하 고, 민주주

의는 노동계층을 비롯한 민 들의 정치 참여와 자유, 그리고 평등선

거를 뜻하는 것이었다. Benjamin Constant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서

로 양립 불가능하다고 보았다(1818). 모든 사람들이 직 결정 과정에

집단 으로 참여하는 곳에서의 개인이란 체의 권 아래에 복속되게

마련이어서 사생활의 주체로서의 개인 자유는 상실될 것이라고 하

다.241)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 으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군주제도

의 종식을 한 투쟁에 동참하 다. 그러나 당시 자유주의는 유산 계층

의 자유를 한 것이었으므로, 민주주의는 평등한 정치참여를 주장하면

서 자유주의에 한 감을 제하고 있었다. Leibholz는 다음과 같이

찰하 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정치 근본가치를 지향해 왔으며,

역사는 잠재 수들이 술상의 제 이유에서 공동의 수에 해서는

기 한 동맹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에 하여 허다한 증을 제공한다.

이러한 동맹

241) Norbert Bobbio, 황주홍 역,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12쪽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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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때로는 공동의 수에게서 권력을 박탈하기에 성공할 때까지는

잠재 으로 존재한 갈등을 은폐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민주정치

와 자유주의는 군주정치에 한 그들의 투쟁을 충분한 이유로써 공동으

로 수행하 던 것이다. 이것은 그러나 이 운동의 출발 에 존재하 던 敵

가 그것으로써 원히 지양되었다는 것을 아직은 의미하지 않는다.242)

Carl Schmitt 역시 자유주의(특히 자유주의 의회주의)와 민주주의

의 갈등을 우려하면서 토론과 공개성, 그리고 권력분립 균형이라는

의회주의의 본질 원리를 지키려고 노력하 다.243) 그는 1798년 이후

민주주의의 조류에 해서는 어떠한 방 제도 있을 수 없지 않을까 우

려하면서, 당시의 민주주의의 성격에 하여 다음과 같이 부정 으로

기술하 다.

민주주의가 본질 으로 논쟁 인 개념 즉 존 군주제가 부정되었던

동안 민주주의 인 확신은 여러 가지 다른 정치 경향과 결합하거나

정을 체결하거나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실이 됨에 따라

그것은 많은 주인에게 시 들고 결코 내용상으로 의로운 목 을 갖지 않

는다는 것이 밝 졌다. 민주주의의 가장 요한 인 군주제원리가 소멸

하면 민주주의 자체도 내용상의 정확성을 상실하고 모든 논쟁 인 개념

이 무 지는 운명을 나 어 가지는 것이다. 처음에는 민주주의가 자유주

의나 자유와 결부되는 것은 아주 자명한 일이며, 그들은 동일한 것이라고

까지 생각되었다. 사회민주주의에 있어서는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와 동

했다. 나폴 옹 3세의 성공이나 스 스의 국민투표결과에서 확신할 수 있

는 것은 민주주의는 역시 보수 인 것으로도 반동 인 것으로도 될 수

있다는 것이며 그것은 필자 이외에 루동도 나와 같이 언한 것이다.

어떤 정치 견해도 모두 민주주의를 이용할 수 있다면

242) Gerhard Leibholz, Strukturprobleme der modernen Demokratie(1958), 주수

만 역, 민주정치론(서문당, 1977), 233쪽(“민주정치의 개념과 본질에 하여”

).

243) C. Schmitt, Die geistesgeschichtliche Lage des heutigen Parlamentarismus

(1923. 4 은 1967), 박남규 역, 의회주의의 정신(탐구당, 1987), 49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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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란 아무런 정치 내용을 갖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조직형태

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명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도움을

빌어 달성하려고 바라고 있는 무엇인가 다른 정치 내용을 도외시하면

민주주의는 그 자체가 단순한 형식으로서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인가가 문의되어야 할 것이다.244)

그러나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근본 목 으로 삼을 때, 자유주의

의 주체가 소수 유산계층에 머물 수 없고 모든 개인에게 확 되어야 하

듯이, 군주주의․귀족주의 아닌 민주주의가 평등만 강조하고 자유를 가

져오지 않는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다. 자유와 평등은 후술하듯이 인간

성을 최 한 발 하기 하여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면 자

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 즉 자유(주의 ) 민주주의는 인류 발 에 필

연 인 것이었으며, 이와 치되는 사회(주의 ) 민주주의와는 양립하기

어려운 것이다.

(2)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는 오늘날 각국의 헌법에서 명시

으로 혹은 묵시 으로 발견된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

의의 결합, 즉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우리 헌법상의 자유민

주주의 역시 그 게 볼 것이다.245) 자유민주주의는 자유가 1차 이고

평등이 2차 인 것246)을 뜻하지 않는다. 한 ‘민주주

244) 같은 책, 52-3쪽.

245)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 기본질서 혹은 자유민주주의의 해석에 있어서는 ‘자유

주의 민주주의’와 구분되는 ‘자유로운 민주주의’를 뜻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후자는 독일에서 ‘방어 민주주의’와 연 되어 반공주의를 추구하는 것

으로서 이해되는바(이에 해서는, 국순옥, “헌법학의 입장에서 본 자유민주주의

의 두 얼굴”, 민주법학 12호, 1997, 71쪽 이하 참조), 이러한 개념은 독일 헌법에

특수한 것으로서 구미 헌정사상 보편 인 것은 아니므로, 우리 헌법이 독일 기

본법의 향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상 자유민주주의라 할 때는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246) Kelsen은 이 게 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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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자유주의 縮減’이거나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인 평등의 원칙이

형식 평등, 즉 기회의 평등으로 축소되고 그것이 담고 있는 극

측면이 심 밖으로 려나는 것도 아니다. 기본 으로 자유민주주의는

평등한 개인들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정치 의사결정제도를 통하여 자

유를 효과 으로 추구하려는 정치질서를 뜻한다. 이 에서 민주주의가

方法이라면 자유주의는 目的에 해당된다는 Hayek의 명제는 일면의 타

당성을 지닌다.247) Bobbio는 자유권(기본권)을 심으로 양자의 계에

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자유주의 국가가, 그 선언 인 원리의 차원에서는 그

지 않았지만, 비민주주의 인 경우도 있을 수 있었다. 비록 오늘날

에는 비민주주의 인 자유주의 국가라든가 비자유주의 인 민주주의

국가를 생각해볼 수조차 없는 것이 되어버렸지만. 요컨 , 우리들에

게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믿을 수 있게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 ⅰ)민주주의 인 차는 자유주의 국가의 기 가 되는 개인들

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해서 필수 이다; ⅱ)민주주의 인 차가

작동하기 해서는 그 같은 기본권들이 보장되어야만 한다.248)

오늘날 민주주의가 제 로 작동하기 해서는 투표가 자유로운 상태

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언론․출 ․결사․집회의 자유가 향유되어야만

한다. 자유는 민주주의의 작동의 조건이 되며 민주주의의 발 은 자유

를 더 증진시킨다. 그런 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차의 평등과 기본

자유의 향유를 복합 으로 결합시키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한편

자유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그리고 다수를 한 평등주의 민주주의

라 하더라도 ‘자유’를 그 목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가치를 담게 된

다.

247) F. A. Hayek, The Constitution of Liberty (Routlege, 1960, 1990), 148쪽 참조.

248) Bobbio, 앞의 책, 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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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유민주주의에서 평등은 단순한 정치 참여기회의 평등에만

그치지 않는다. 앞 장에서 보았듯이 평등은 자유의 조건이 되는 것이며

각자가 ‘평등한 자유에로의 기회’를 가질 때 비로소 자유가 정당하게 한

계 지워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은 ‘자유’와 ‘평등’이 상호 제약

할 뿐만 아니라 상호 북돋아 으로써 자유롭고 공평한 민주주의를 완

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남은 문제는 어떻게 정치에 무 심한 오늘날의 민주주의 상황에

서 다수의 이름을 빌린 특수 계층의 이익 철을 막고, 어떻게 효율

으로 시민들을 의사결정에 민주 으로 참여하도록 할 것인지, 자유가

특정인에게 편 되지 않고, 자유를 한 물질 ․정신 조건을 각자에

게 공평하게 분배할 것인지 여부가 될 것이다.

4. 자유와 평등의 최종 목

J. S. Mill은 자유는 단순한 방임이 아니라 ‘인격의 자유로운 개발’이

며, 자신의 능력의 성숙에 도달해서 경험을 자신의 방식 로 이용하고

해석하는 것은 인간의 특권이자 인간의 합당한 상태라고 하 다. 자유

와 평등의 주체는 인간이고, 자유와 평등은 근본 으로 인격자로서의

인간에 한 사상이다. K. Hesse의 다음과 같은 언 은 인간의 존엄성

을 최고 가치로 보는 우리 사회에도 타당하다.

헌법은 자유와 평등의 원리를 통하여 인간의 자유로운 발 과

자기형성을 가능 하고 보장한다. 헌법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의

지 가 개인 인 객 질서 속에 편입되는 것을 통하여 인간

을 인간 상호 계 속에 끼워 넣으려고 한다. 개인의 지 는 이러

한 질서를 통하여 형성되고 제한되고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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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실 인 지 가 되는 것이며 반면에 이러한 질서는 개인

의 자유권과 평등권의 끊임없는 실 을 통하여 생명을 얻음으로

써 비로소 실이 되는 것이다. 이로부터 평등과 자유는 국가

질서의 추 원리로 입증된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목

(Selbstzweck)은 아니다. 오히려 이들 원리에 근거한 개인의 법

지 와 이들 원리에 의하여 조직된 국가질서의 목 과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은 궁극 으로 그것들이 과제로 부여된 인간의 人

格的 存在(Personsein)의 실 에 사한다는데 있다.249)

Ⅳ. 맺음말

사회에서는 나라한 국가권력의 남용이 어들면서 차 자유

보다 평등이 더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250) 사람들이 더 평등하게 권력

과 부, 교육기회 등 자유의 조건들을 공유할 때, 사람들은 더 자유롭

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사회를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라고 부

를 수 있을 것이다.

자유는 원래 제약 인 개념이고 평등은 자유의 실질 조건과 연 된

다는 에서 양자는 상호 조화를 이루어야만 한다는 것이 이 의 주장

이다.

물론 구체 으로 어떻게 양자가 조화 내지 균형을 이루게 할 것

249) K. Hesse, 계희열 역, 헌법의 기 이론, 235쪽.

250) Sartori는 로 올수록 평등의 요구가 강해지는 경향을 세 가지 이유로 보는

데, 평등개념이 쉽게 계량화 될 수 있고, 심리 인 만족도에 련되며, 평등의식

의 형성이 과학 , 합리 마음에 맞는다는 것이다. G. Sartori, Democratic

Theory (Westport: Greenwood Press, 1962), 348쪽.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차

별받던 개인들의 의식성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여성

의 지 의 평등의 성장을 볼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 지 구제에

한법률은 그 용범 가 포 이고 실효성 있는 구제방법이 마련되고 있다. 최

근 법원은 회사의 남여 사원 간 임 격차를 남녀고용평등법에 반된다고 하

다(2003. 3. 21.자 동아일보). 여성발 기 법은 국가기 의 고용평등에 하여

도 규정하며, 최근 외무고시에서 여성 30%할당정책이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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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는 여 히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어느 한 쪽의 희생으로 다른

한 쪽이 이익을 보는 것은 부당하며, 자유와 평등이 서로 필수 인

계라는 을 인식하고 상호 조화를 추구해 나간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를 들어, 재산소유의 ‘자유’가 ‘지나친 불로소득’을 래

한다면 이로 인한 심각한 불평등을 막는 것은 정부의 가장 요한 기능

의 하나일 것이다.251) 재산에 한 자연권 소유권은 원래 타인에

한 착취나, 타인이 기본 으로 가져야 할 소유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부를 축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재산의 자유에 하여 가

지고 있는 많은 오해 의 하나는 우리가 공동체에서 각자 타인의 몫을

남겨 두어야 하는 한계 지워진 자유를 지니고 있다는 자연법 섭리를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자유가 지녀야 할 최소한의 도덕에 해

당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문제라 하더라도 정부의 섣부른 개입과 부작용은 경쟁과

자율에 기반한 경쟁 시장질서의 약화를 래하며, 이해 계자들의

자생능력을 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정부의 권력에 종속시키는 결과

를 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재산에 한 규제에 있어서는 다시 평등

과 자유가 작동되어 구나 자유로운 표 과 참여 기회를 통하여 민주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252)

251) C. B. Macpherson, The Political Theory of Posessive Individualism (London:

Oxford Univ. Press, 1962), 273-4쪽 참조.

252) 특히 분배 정의라는 명목으로 시장결과에 수정을 하려는 노력은 실제로 그

사회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의 생활수 을 개선하기 보다는 강력한 이익집단

으로 조직화된 기득권층의 이익을 보호하는 장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다

면 정책결정자의 자의성 개입 여부가 가장 경계되어야 할 상이다. Madison은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 벌이 시민의 권리를 괴하거나 구한 공동체의

체 이익에 반해서 행동하지 않도록 통제되어야 하며, 표자들은 사회의 진정

한 이익을 최 한 구분해내고, 일시 이거나 부분 인 고려들보다도 애국심과

정의에 기 하여야 한다.” B. F. Wright, (ed.), The Federalist by Alexsander

Hamilton, James Madison and John Jay (Harvrd Univ. Press, 1966), No.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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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민주주의를 한 정치 참여에 한 원칙이나 기본권에 해서

는 보다 엄격한 도식 평등원칙이 용되어야 하지만,253) 선거운동의

자유에 한 제한에 있어서 선거법이 ‘선거의 공정성’ 혹은 획일 기회

균등 내지 평등성만을 강조하고, 그 명목으로 선거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제시키는 것은 부 한 것이다.254)

해방 후 우리 사회는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 지만, 진정한

‘자유’의 보장을 한 사회 , 법 시스템이 제 로 마련되지 못하고

권 주의 정권에 의한 반공주의 아래 ‘자유민주주의’가 왜곡되어 왔던

경험이 있다. 한 불공정한 경쟁과 정경유착, 뇌물과 특혜 로 正義에

한 신념과 공동체의 기본가치가 흔들리고, 부익부 빈익빈 상태가 심

화되면서, ‘자유’에 한 잘못된 불신과 안으로서 ‘평등’이 제 로 이

념체계에 목되지 못한 채 강조되는 측면이 있다. 역사 실 속에서

자유와 평등은 서로 때도 있었을 것이나, 그것이 진실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것은 ‘소수인들의 자유’와 ‘평등을 가장한 획일성’의

립일 수는 있지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등’의 립은 아니었던

것이다.

자유와 평등은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공동체에서 최소한의

갈등으로 正義로운 共存을 추구하고, 각자의 행복을 최 한 추구하기

한 것이다. 이러한 목 을 하여 자유와 평등은 충돌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자유와 평등을 서로 결합하고, 보완하고, 때로 서로 제약함으로

써 상호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가야 할 것이다.

253) 정태호, “민주주의와 정치 평등”, 헌법재 소 독일 례연구회 발표문(2002) 참

조.

254) 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의 부분 조항이 그런 측면이 있다. 헌법재 소가 동

법 해당 조항들을 심사하는 경우 좀더 ‘자유’ 우선의 근방법을 취해야 한다는

이 주목된다. 이성환, “선거 계법에 한 헌법재 소 결정의 문제 ”, 헌법실

무연구 제1권(2000), 340쪽 이하 참조.



357

美國 Law Clerk制度

- 연방 법원을 심으로 -

全 鍾 杙

憲法硏究官

- 目 次 -

Ⅰ. 머리말····································································································359

Ⅱ. Law Clerk 제도의 발생과 정착························································362

Ⅲ. Law Clerk의 업무 ···············································································368

1. 사건이송명령보고서(Cert Memo) ······················································369

2. 변론 비보고서(Bench memo) ···························································373

3. 결문 안 작성·················································································375

Ⅳ. Law Clerk의 지 와 윤리규범··························································380

Ⅴ. 주법원과 연방하 법원의 law clerk - Central Staff 변호사와

경력 law clerk 제도················································································384

1. Central Staff 변호사 ···········································································386

2. 경력 law clerk ·····················································································389



358

Ⅵ. 새로운 제도의 확산과 연방 법원의 응·······································390

Ⅶ. 결론 ··································································································396



359

I. 머리말

1988년 헌법재 소가 설립된 이래 헌법재 은 양 , 질 으로 꾸 히

성장해 왔다. 설립된 첫해에는 불과 39건의 사건만이 수되었던 것이,

10년이 된 1998년에는 총 657건의 사건이 수되었고 2001년에는 총

1060건의 수되어 수사건이 1000건을 넘어설 정도로 비약 인 성장

을 거듭해왔다.1) 이와 같이 헌법재 소가 수하여 처리할 사건수가 늘

어남에 따라 헌법재 소의 재 업무를 뒷받침하는 인 , 물 제반시설

과 제도들 역시 변화, 발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들 헌법재 소의

재 업무와 가장 하게 련되어 있는 것이 바로 헌법연구 제도이

다.

헌법연구 은 헌법재 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심 에 한

조사․연구에 종사하는 것을 업무로 하며(헌법재 소법 제19조 제3항)

그 가장 요한 임무로 개별재 에 속, 그 명을 받아 개별사건

에 하여 연구한 후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특히 외

국의 학설․ 례 등 각종 자료를 수집․연구하여 작성된 연구보고서는

주심재 의 검토 후 평의에 상정되므로 헌법재 에 있어 그 요성은

상당히 크다.2)

이와 같은 헌법연구 제도는 헌법재 소법이 시행(1988. 9. 1.)된 이래

지 까지 계속하여 존재해왔다. 그러나 헌법재 소 자체가 실질 으로

처음으로 운 되는 것이었고 헌법연구 제도 역시 사건의 실체 단에

한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독립된 보조인력제도로는 처

1) 자세한 사건통계는 헌법재 소 ‘연도별 심 사건 수 처리 황표’ 참조.

2) 헌법연구 의 업무와 그 변천에 하여는 헌법재 소, 헌법재 소 10년사, 1998,

9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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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시행되는 것이어서3) 그 정착이 쉽지 않았다. 특히 기에는

그 업무 지 에 한 이해가 낮았던 계로 자격요건4)을 갖춘 자를

찾아 헌법연구 으로 임용하기가 쉽지 않았다. 게다가 헌법재 소장은

다른 국가기 에 하여 그 소속공무원을 헌법재 소에 견근무토록

요청할 수 있었기 때문에(헌법재 소법 제19조 제9항) 헌법재 소의 연

구인력은 법원, 검찰 학으로부터 견받아 연구 으로 근무하게

하는 형태가 주류를 이루기도 하 다.5)

그동안 헌법재 소와 학계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한 논의

를 계속해왔다.6) 2003. 3. 12. 개정된 헌법재 소법의 헌법연구 에

한 규정은 이와 같은 논의들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개정된 헌법재

소법은 헌법연구 을 특정직 공무원으로 규정하여(제19조 제2항) 일반

인 국가공무원법의 용을 벗어나 헌법재 소의 실정에 맞는 독자

인 운 이 가능하도록 하 고 임기 정년을 정하는 등(제19조 제7항)

신분을 보장하여 안정된 연구조사업무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연

구 제도는 다시 한번 질 으로 변화․발

3) 1963. 12. 13. 법원조직법의 개정이래 법원에는 재 연구 을 두어 법원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재 에 한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재 에 한 연구인력제도로는 이것이 처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재

연구 이 각 법원의 사 지명되는 에서 이를 기존의 법원조직과 독립된

연구인력제도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독립된 신분과 자격요건을 가진 재 보조

연구인력으로는 헌법연구 이 처음이라 할 수 있다.

4) 행법상 헌법연구 은 ① 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② 공인된 학

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③ 국회․정부․법원 등 국가기 에서 4

이상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법률에 한 사무에 종사한 자 ④ 법률학에 한

박사학 소지자로서 국회․정부․법원 는 헌법재 소 등 국가기 에서 5년 이

상 법률에 한 사무에 종사한 자 ⑤ 법률학에 한 박사학 소지자로서 헌법재

소규칙이 정하는 학 등 공인된 연구기 에서 5년 이상 법률에 한 사무에

종사한 자 에서 헌법재 소장이 재 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제19조 제

4항) 이와 같은 자격요건은 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5) 헌법재 소 10년사, 95쪽 지 까지도 이와 같은 견 행은 계속되고 있다.

6) 이러한 논의의 표 인 것으로 헌법재 소법의 개정방향에 한 연구용역보고서,

헌법재 연구 제10권, 1999, 31-3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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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헌법연구 제도가 완 하게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 까지는 이를 운 하고 유지하는 것 자체가 큰 과제

다면 앞으로는 헌법연구 의 신분이 보장되고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료화 등 부작용의 해소, 재 소 내부의 효율 인 업무분담 등

이 새로운 문제로 등장할 수 있고 이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연구하고 풀

어나가야 할 과제라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지 시 에서 외국의 재 보조연구인력제도를 다시

한번 자세히 검토하여 그 운 실태와 문제 그리고 그에 한 이론

논의들을 살펴보는 것은 많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각종 연방법원 뿐 아니라 각주의 법원들에서도 일반 으로 재 보조연

구인력인 law clerk7)제도를 운 하고 있고 그 역사도 오래되어 이를 참

고한다면 우리가 연구 제도를 운 하고 발 시켜 나가는데 필요한 많

은 것들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이 에서는 미국 law clerk제도의 황과 함께 발 경로와

변화의 논리들을 개 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하여 먼 연방

법원을 심으로 제도의 연 과 정착 과정을 살펴보고 그 지

7) 미국의 ‘law clerk’에 해당하는 정확한 우리말을 찾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경우에 따라 번역 없이 그 로 ‘law clerk’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를 들

면, 양삼승, 헌법연구 제도의 개선방안, 헌법논총 제3집, 헌법재 소, 1992, 229,

242쪽; 구만회, 미국의 law clerk 제도에 한 소고, 재 자료 제65집, 법원행정처,

1994, 507쪽; 황한식, 미국 법원의 law clerk 제도, 같은 책, 615쪽) 우리법에 존

재하는 재 보조연구인력에 ‘재 연구 ’(법원조직법 제24조)과 ‘헌법연구 ’(헌법

재 소법 제19조)이 있고 이들이 모두 공통 으로 ‘연구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에 비추어 ‘연구 ’을 재 보조연구인력을 일반 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law clerk을 ‘연구 ’으로 번역하는 것을 하나의 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law clerk을 ‘재 연구 ’으로 번역하는 도 있다(이인호, 미

국 연방 법원의 심리 차에 한 고찰, 석종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발간 정원

고, 7쪽). 이 에서는 일단 종래의 에 따라 ‘law clerk’을 번역없이 그 로 사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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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업무들을 정리한다. 이어서 이와 같이 정착된 law clerk 제도가

각주법원과 연방하 법원에서 변화하는 과정을 검토하고 이것이 다시

연방 법원의 제도에 향을 미치는 과정을 살핀다. 나아가 이와 같은

발 과정에 있었던 이론 논의들까지 정리해 으로써 앞으로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상해보고 가능하면 그 해법을 제

시해보려고 한다.

Ⅱ. Law Clerk 제도의 발생과 정착

1. 사가 재 보조를 해 clerk을 고용하는 행은 1875년 Gray

법 이 메사추세츠(Massachusetts) 주 법원의 법원장이 된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Gray는 자신의 비용으로 하버드(Harvard)

법 의 졸업생을 그곳에 근무하는 형제인 Gray 교수로부터 추천받아

‘비서’(secretary)의 자격으로 1년 동안 고용하여 재 보조업무에 종사하

도록 하 고 이는 그가 연방 법 이 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8) 이러한

방식은 Gray 법 의 후임자인 Holmes 법 에게 계승되어 그 역시

Gray 교수의 추천으로 하버드 법

8) 법 졸업생을 비서로서 사용하는 것을 처음 생각해 낸 것이 Gray 법 이었는

지에 하여는 논란이 있다. 일부에서는 당시 하버드 법 의 교수 던 그의 형제

인 John Chipman Gray가 생각해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Baier, The Law

Clerks: Profile of an Institution, Vanderbilt Law Review, Vol. 26, 1973, 1125,

1132쪽) 이를 근거 없는 것이라고 반박하는 견해도 있다.(Oakley&Thompson,

Law Clerks and the Judicial Process; Perceptions of the Qualities and

Functions of Law Clerks in American Court,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ley, 1980, 11쪽, 주 2.12) 일반 으로는 Gray 법 의 생각으로 받아들여지

고 있다. 하버드의 Gray교수는 Gray 법 의 재임 동안 law clerk에 합한 졸업생

을 선별․추천하는 역할을 하 다.(Newland, Personal Assistants to Supreme Court

Justices: the Law Clerks, Oregon Law Review, Vol. 40, 1961, 299, 3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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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을 비서로 받아들 고 Gray 교수가 죽은 1915년부터는 뒤에

법 이 되는 Frankfurter 교수가 학생선발의 역할을 담당하 다. 법과

학 교수의 추천을 받은 졸업생을 법 들이 개인의 책임으로 선출․

임용하여 재 보조연구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통 인 law clerk 임

용방식은 이로써 시작되었고 차 다른 법 들에게 확산되어 나갔다.

이와 같이 Law clerk의 임용이 각 법 에게 맡겨져 있다보니 그

선출에 법 들의 개인 인 성격과 취향이 결정 인 역할을 하게 된

다.9) 이러한 은 law clerk들의 출신 법과 학을 보면 명백해 진다.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Gray 법 과 Holmes 법 은 하버드 법 졸

업생들만을 law clerk으로 받아들 고 Brandeis 법 과 Frankfurter

법 역시 이와 같았다. 반면, Taft 법원장은 일(Yale) 법 졸업

생을 선호하 고, Murphy 법 은 미시간(Michigan) 법 , Butler

법 은 미네소타(Minnesota) 법 , 그리고 Stone 법 은 콜럼비아

(Columbia) 법 의 졸업생들을 주로 law clerk으로 받아들 다. 법

에 따라서는 지역 인 선호가 분명한 경우도 있었다. Douglas 법 의

경우 서부해안지방에 치한 법과 학 졸업생들을 주로 임용하 고 반

로 Black 법 의 경우에는 남부출신을 임용에서 배제하기도 하

다.10)

물론 비서와 law clerk의 업무와 지 가 구별되지 않았던 기에는

종종 법과 학 졸업자 뿐 아니라 변호사 경력자가 임용되기도 하 고

수도인 워싱턴 D.C. 부근에 치한 법과 학의 졸업생들이

9) 심지어 친구의 아들이나 자신의 아들을 law clerk으로 고용한 경우까지 발견된

다. 를 들면 Day 법 의 경우 두 아들이 아버지의 law clerk으로 근무하

다. 자세한 것은 Newland, 주 8, 306쪽 참조.

10) 법 들의 특정 법과 학이나 지역 선호에 한 자세한 내용은 Newland, 주

8, 308-30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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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를 차지하기도 하 으며 1년 는 2년의 단기간이 아닌 여러 해

에 걸쳐 law clerk으로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 다. 최

고 법과 학의 우수한 성 의 졸업생들이 1～2년의 단기간 동안 고용되

는 통이 확립된 것은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 재임

1933-1945) 통령이 임명한 법 들부터 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이후 업무의 특성에 따라 차 재학 연구업무나 교수들의 논문집필

작업에 여하 던 경력이 있거나 법 학회지 편집에 참여하 던 졸업

생들이 선호되었다.12)

2. 연방 법 들에 한 clerk이 처음으로 국가기 에서 공식 으로

언 된 것은 법무부장 의 연방의회에 한 1885년도 업무보고에서

다. 당시 법무장 이었던 A. H. Garland는 사법부의 업무가 계속하여

지연됨을 지 하면서 이에 한 해결책의 하나로 law clerk 제도를 만

들 것을 제안하 고 연방의회는 이에 따라 1886년 각각의 법 들에게

1명의 속기서기(stenographic clerk)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Sundry civil Act of August 4, 1886)을 제정하 다.

1919년 법 에 한 보조인력은 2명으로 증가하 고 1920년에는

law clerk과 속기서기를 구별하여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처음으로 law

clerk이 비서와 구별되어 공식 으로 인정되었다. 1926년부터는 연방

법원이 이들의 숫자와 을 정하고 연방의회는 이에 해당하는 총액을

산에서 제공하도록 하여 연방 법원의 자율성을 제고하 고 1948년에

는 종래 해마다 산법에서 law clerk에 하여 규정하던 것을 독립된

연방법률에서 정하도록 하여 제도의 안정

11) Newland, 주 8, 306쪽.

12) Baier, 주 8, 11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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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져왔다. 연방법률은 “연방 법원의 법원장 법 은 법원

이 정하는 에 따라 law clerk들과 비서들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

여 각 법 들에게 그 임명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은 오늘

날까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28 U.S.C.A.§675)13)

3. 1919년부터 각 법 들은 보조인력으로 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되

었으나 부분의 법 들은 종래와 같이 1명만을 이용하 다. 이때까

지 보조인력들은 거의 부분 법률가 으나 비서(secretary)라는 명칭으

로 불리었다. 1921년 Taft가 법원장으로 임명되면서 한명의 law clerk

과 다른 한명의 속기서기를 두어 처음으로 2명의 보조인력을 이용하기

시작하 다. 특히 속기서기로 임명된 자는 법률가가 아니었으며 종래

law clerk의 업무 던 개인비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보조인력의 기

능 분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 다. 차 다른 법 들도 보조인력을

2명으로 늘려나가면서 1939년부터 일반 으로 1명의 law clerk과 1명의

비서를 임명하게 되었다.14)

1941년 Stone이 법원장이 되면서 보조인력을 2명의 law clerk과 2

명의 비서로 증가시켜 차 늘어나는 각종 행정사무에 응하

13) Law clerk에 한 법률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한 자세한 내용은 Newland, 주

8, 301-303쪽 참조.

14) 이와 같은 law clerk의 업무 명칭의 변화를 “비서에서 law clerk으로 진화”한

것이라고 표 하기도 한다. 이와 련하여 미국내에서도 law clerk의 명칭이 문

제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Law clerk의 업무와 역할이 정착되기 이 에는 타자

나 서류정리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 으므로 ‘secretary’나 ‘clerk’과 같은

명칭들이 가지고 있는 단순업무종사자의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명칭들

이 상당한 기간 사용되었다. 이러한 혼선 때문에 종종 law clerk들은 가족과 친

지들에게 자신의 지 와 업무를 설명해야했다고 한다. Law clerk 이외에 주에 따

라서는 ‘law assistant’, ‘research aide’, ‘legal assistant’, ‘law examiner’, ‘brief

reader’ 는 ‘briefing attorney’ 등이 명칭으로 쓰이기도 한다.(Baier, 주 8, 1130

쪽 참조) 그러나 연방법률이 ‘law clerk'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어도 연방사

법부내에서는 명칭이 law clerk으로 통일되었고 학계에서도 일반 으로 이를 받

아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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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Stone 법원장은 law clerk을 2년 임기로 임명하여 1년

씩 서로 교차하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선임(Senior) law clerk과 후임

(Junior) law clerk을 임명하는 행을 만들었고 이후 몇몇의 법 들

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law clerk제도를 운용하기도 하 다. 1946년

Vinson이 법원장으로 임명되면서 법원장의 보조인력은 law clerk 3

명, 비서 3명으로 늘어났고 Warren 법원장도 이를 따랐다.15)

1960년 와 1970년 이른바 사건의 폭주(caseload explosion)가 거듭

되면서 law clerk의 숫자도 증가하 다. 특히 law clerk의 정원은 연

방 법원이 필요에 따라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그때그때 사정에

따른 탄력 인 운 이 가능하 다. 1978년이래 법 들은 필요에 따

라 4명의 law clerk들( 법원장은 5명)과 2명의 비서(secretary) 보조

비서(assistant secretary)를 둘 수 있다.16)

4. 1930년 law clerk의 이용이 연방하 법원들에도 차 확 되면

서 law clerk은 제도로서 연방사법부내에 확고하게 정착되었고 결국 각

주의 법원들 역시 이를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1930년 연방순회항소법

원 사들은 법무부장 의 승인을 받아 각 1명의 law clerk을 둘 수 있

게 되었고 1936년에는 연방지방법원 사들까지 확 되었다. 1933년에

는 캘리포니아(California), 일리노이(Illinois) 등 7개주의 법원이 law

clerk을 고용하 고 1942년에 이르러서는 거의 반에 가까운 각주

법원들이 law clerk을 이용할 정도로 확 되었다.17)

15) 연방 법원의 law clerk 운용의 변화에 한 자세한 내용은 Newland, 주 8,

302-304쪽 참조.

16) Federal Judicial Center, Chambers Handbook for Judges' Law Clerks and

Secretaries, 1994, 3쪽.

17) Oakley&Thompson, 주 8,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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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연방 각주 법원에 law clerk제도가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은

법원업무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었다. 연방 법원의 를 보면 처음 법

원업무를 시작한 1790년이래 몇 년간은 거의 사건이 없어 휴정을 거듭

하 을 정도 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 걸쳐 이루어진 토의 확

와 인구의 증가는 새로운 산업사회의 발 과 함께 격한 상거래의 증

가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연방 법원에 수되는 사건 역시 증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18) 1850년부터 업무량이 본격 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1875년에 이미 사건처리의 한계에 도달하 고 이후 상당기간 수사건

에 상 없이 한해 약 200건의 사건만을 처리하게 된다. 이후에도 계속

하여 수되는 사건이 증가하 던 에 비추어 보면 연방 법원은 새로

운 사건의 홍수에 제 로 처하지 못하 던 것으로 보인다.19)

따라서 law clerk의 도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한 필연 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법무장 A. H. Garland의 1885년 law clerk

제도 도입제안을 보면 보다 명확해진다.

“법으로 각각의 법 들에게 속기사(stenographer)로서 비서

는 law clerk이 제공된다면 연방 법원의 업무가 단히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사건을 조사하고 결을 작성하

는 법 들의 업무는 엄청난 양입니다. 행정부의 각부와 상원의

원들에게 이러한 보조인력(assistance)이 있는 에 비추어, 법

들에게도 이를 제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한 규정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20)

18) Baier, 주 8, 1132쪽.

19) John P. Frank, Marble Palace, New York, 1958, 288쪽.

20) Annual Report of the Attorney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for the Year

1885, 43쪽; 법무부장 의 보고(5쪽)에 의하면 1883년에 처리되지 않고 다음해로

미루어진 사건이 848건이었고 1884년 1년동안 연방 법원에 수된 사건이 477

건이었다. 그 합계 총 1,325건 변론을 거쳐 본안에 하여 결정된 사건이 총

315건이었고 855건이 처리되지 않은 채 1885년으로 결정이 미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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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law clerk제도의 도입은 늘어나는 업무에 응하여 사법 차에

분업의 원칙을 용한 신의 결과 던 것이다.21) 물론 20세기 들어서

도 수되는 사건은 꾸 히 증가하 지만 연방 법원은 이를 새로운 방

식의 도입이 아닌 law clerk 숫자를 차 늘려나감으로써 해결해 나갔

다.

이와 같은 상황은 각주법원의 상황을 보더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 사

건의 부담이 상 으로 은 주법원일수록 law clerk을 게 사용하는

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22) 다만 각주법원은 상황에 따라 통 인

단기 law clerk 뿐 아니라 경력(career) law clerk, Central Staff 변호사

(attorney) 등 다른 형태의 재 보조연구인력제도를 운용하여 차 늘어

가는 사건에 응해 나갔다. 이와 같은 주법원에서의 변화는 연방 법

원의 law clerk운용방식에도 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뒤에 자세히 살

펴본다.

Ⅲ. Law Clerk의 업무

Gray 법 이 law clerk의 사용을 처음 시작한 이래 그들의 업무는

법원의 결형성과 하게 연결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까

지 law clerk의 업무를 정하고 이를 규제하는 법률규정은 존재하지 않

으며 law clerk의 업무는 오직 그들의 도움을 받는 개별 사들에게 맡

겨져 있을 뿐이다. 각 사들은 오랜 법조생활 끝에 터득한 나름의 업

무습 과 방식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law clerk

21) Baier, 주 8, 1132쪽.

22) Baier, 주 8, 1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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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업무도 이에 따라 결정되므로 결국 공통 인 law clerk의 업무와

지 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체 으

로 law clerk들은 법 조사․연구와 문서작성에 종사하고 여기에는 연

구조사(legal research), 변론보고서 작성(bench memo), 결문 안 작

성(drafting opinions), 작성된 결문의 보안․수정 등이 포함되며 그밖

에 종종 도서 의 리나 서류처리, 사들의 심부름 등이 업무에 포함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심지어는 사들의 개인 인 일을 돌보아

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24)

연방 법원의 경우 기 law clerk 업무에서 가장 주요한 것으로

결문의 안을 작성하여 법 에게 제출함으로써 그들의 견해형성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을 들 수 있고25) 이러한 은 지

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연방 법원 law clerk들의

주요업무로 알려져 있는 것에는 사건이송명령(Writ of certiorari)에

한 보고서(Cert memo) 작성과 변론보고서(bench memo) 작성 등이 있

다. 이들을 사건처리 차의 순서에 따라 차례로 살펴본다.

1. 사건이송명령보고서(Cert Memo)

가. 1988년 연방 법원 사건 선택법(the Supreme Court Case

Selections Act)에 의하여 의무 상소심 할(mandatory appellate

jurisdiction)이 실질 으로 축소되면서26) 연방 법원의 사건들

23) Federal Judicial Center, 주 16, 1쪽.

24) 를 들면 Stone 법 의 산책이나 Black의 테니스시합 등이 이에 해당한다.

John P. Frank, 주 19, 116쪽 참조.

25) Newland, 주 8, 312-313쪽.

26) 개정 규정에 의하면 연방 법원은 연방항소법원으로부터의 상소사건의 경우 극

히 제한된 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건이송명령에 의하여 재량 으로 심사하게

되었고(28 U.S.C.A. §1254) 각주 최고법원으로부터의 상소의 경우는 외없이 사

건이송명령에 의할 수 있게 되었다.(28 U.S.C.A.§1257) 그밖에 각종 연방하 법원

으로부터의 직 상소사건이 존재하나 이 역시 외 으로만 연방 법원의 심사

상이 되고 있다.(Robert L. Stern 등, Supreme Court Practice, the Bureau of

National Affairs, Inc., Washington, D.C., 1997, 47-49, 76-8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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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본래 할(original jurisdiction) 사건을 제외한 부분은 사

건이송명령신청(certiorari petitions)에 의한 것이 되었고 이에 따라 연

방 법원은 실질 으로 어떠한 사건을 처리할지 여부를 재량에 의하여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27) 그 결과 계류된 사건(cases on docket)이

1988년 5,657건에서 1999년 8,445건, 2000년 8,965건으로 계속 증가하

음에도 불구하고 연방 법원에서 본안에 하여 결정한 사건의 숫자는

차 감소하여 1988년 265건이었던 것이 1993년 157건이 되었고 1998년

에는 143건, 1999년에는 131건으로 150건을 하향하는 추세가 계속되다

가 2000년 들어 201건으로 다소 증가하기도 하 다.28) 이에 따라 연방

법원의 심 차에서 본안에 들어갈지 여부를 결정하는 사건이송명령

신청에 한 심사의 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류된 사건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법 들은 개

별 사건이송명령신청을 심사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할 수가 없게 되었

고 결국 사건기록을 일일이 검토하기보다는 law clerk의 보고서에 의존

하여 사건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law clerk들이 작성하는 보고서는

법 들의 의사결정에 결정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

으며 사건이송명령보고서의 작성은 오늘날 연방

27) 연방 법원규칙(Supreme Court Rules) 제10조는 ‘사건이송명령의 심사는 권리가

아닌 사법 재량(judicial discretion)의 문제’라고 명시하고 있다.

28) 자세한 통계는 Sourcebook of Criminal Justice Statistics 2001, Case filed,

disposed of and pending in the U.S. Supreme Court, 463쪽; U.S. Supreme

Court cases argued and decided on merits, 46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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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law clerk의 업무 가장 비 이 높고 요한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29)

나. Law clerk들의 도움 없이 사건이송명령을 직 처리했던

Frankfurtur 법 과 같은 외 인 경우를 제외하고 개 법 들은

law clerk들로 하여 수된 사건이송명령신청들에 한 간단한 보고

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개 보고서는 사실 계(facts), 하 법원의 결

(opinions below), 쟁 (issues) 그리고 변호인들의 주장(arguments of

the attorneys)으로 이루어지며 여기에 clerk들의 의견이 첨부되기도 한

다. 법 들은 평의(conferences)에 앞서 보고서와 신청서를 검토하는

데, 경우에 따라서는 보고서를 작성한 clerk과 토론을 하기도 한다. 보

고서는 평의에 제출되어 토론의 자료로 이용된다.30)

이러한 통상의 차외에 연방 법원은 1970년 에 들어와 사건이송명

령신청 처리를 좀더 효율화하기 하여 이른바 “공동연구(cert pool)”제

도를 도입하 다. 각 법 들이 개별 으로 자신의 law clerk들로부터

보고서를 받아 평의에 제출하 던 종래의 방식과 달리, 제도에 참가

한 법 들의 경우 우선 담당 법 을 정하고 그에게 소속된 law

clerk 1명이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보고서

작성에 드는 노력을 상당히 이고 있다.31) 와 같이 작성된 보고서는

비보고서(preliminary

29) 따라서 변호사들이 사건이송명령신청서를 작성할 때에 법 들만큼이나 실질

으로 law clerk들에게 신청서를 쓰고 있다는 을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

오고 있다.(Stephen R. McAllister, Practice before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Kansas Bar Association, April 1995, 25, 27쪽)

30) Newland, 주 8, 313-314쪽.

31) McAllister, 주 29, 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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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andum)로서 각 법 실에서는 다시 소속 law clerk들로 하여

이를 검토, 보충하도록 하여 각자의 보고서를 완성하게 된다.32)

이러한 이른바 ‘공동연구보고서(pool memo)’는 공동으로 이용되므로

그 형식이 정형화되어 있어 ① 사건의 요약(쟁 과 law clerk의 의견이

포함), ② 사실 계 하 법원에서의 처리 차, ③ 당사자들의 주

장, ④ 쟁 과 주장들에 한 law clerk의 분석 ⑤ law clerk의 의견의

5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33) 이러한 기본 인 형식과 함께 자세한 보고

서 작성법은 보 되어 있는 보고서들이나 앞서 근무했던 law

clerk들을 통해서 후임들에게 해지므로 law clerk들이 바 더라도 변

함없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34)

다. 와 같이 평의를 거친 사건은 다음과 같이 결정되며 law clerk

은 보고서의 의견 부분에서 이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① 기각

(denied), 여기에는 신청의 기각 뿐 아니라 본안에 하여 변론 없이 이

루어지는 이른바 ‘법원의 의견’(per curiam decisions) 결정과 기타 약식

결정들(summary dispositions, 를 들면 권리보호이익 없음 등)이 포함

된다. ② 인용(grants), 여기에는 법 4명의

32) 자세한 내용은 BRW Office Procedure, October term 1990, 9-10쪽 참조. 이 자

료는 1990년 White 법 실에 소속된 law clerk들이 내부사무처리의 편의를

해 작성한 것으로 law clerk들의 업무처리방식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다만 이

는 하나의 사무처리 에 불과한 것이므로 모든 법 실에서 같은 방식을 사무

를 처리했다고 볼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자료에 의하면 1990년 당시

제도에 참가하 던 법 은 모두 6명이었고 참가여부는 법 들이 임의로 결

정하 다. 참가하지 않은 나머지 법 들은 통 인 차에 따라 각자가 소속

law clerk들에게 개별 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평의에 제출하는 방

식으로 업무를 처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33) MacAllister, 주 29, 29쪽.

34) BRW Office Procedure, 주 32,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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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가 필요하다. ③ 기환송(grant, vacate, and remand), 하 법

원의 결 후 결정된 연방 법원의 최근 례나 그 사이 이루어진 법률

의 변경 등에 의하여 하 법원의 결을 다시 결정할 필요성이 있을 때

법 5인의 찬성으로 사건 결을 기하고 하 법원으로 환송한다.

체로 의 3가지가 주를 이루며 평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되기도

한다. ④ 다음 평의로 연기(relists), ⑤ 보류(holds), 연방 법원의 다른

사건과 쟁 이 일치하거나 그 결과에 향을 받을 것이 명백한 경우

법 3인의 찬성으로 사건을 보류한다. 개 이러한 사건은 련 사건

의 결 후 기 환송된다. ⑥ 사건기록의 보충(CFRs), 당사자들이나

법무부 등 련기 으로부터 의견이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를 기다리는

것이다. ⑦ 본래 할 사건(original cases), 이는 인용의 경우와 같이

취 된다.35)

2. 변론 비보고서(Bench memo)

가. 당사자들의 주장을 요약하여 법 들의 구두변론 비를 돕기

한 보고서이다. 연방 법원에서 본안에 하여 결하는 사건들 상

당수는 변론을 거친다.36) 법 들은 변론에 참여하기 에 사건의 간

략한 사실 계와 차, 변호인들이 제기한 주장 등을 숙지할 필요가 있

고 이를 해 law clerk이 작성한 보고서가 변론 비보고서이다. 이는

사건기록에 덧붙여 법 들에게 제공된다. 이 보고서에서 law clerk은

선 례들과 당해 사건에 한 가능한 쟁 들

35) 앞의 , 14-17쪽; McAllister, 주 29, 29쪽 참조.

36) 1997년 본안 결 146건 96건, 1998년 143건 90건, 1999년 131건 81건,

2000년 201건 87건이 변론을 거쳤다.(Sourcebook of Criminal Justice

Statistics 2001, 주 28, 4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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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검토하고 종종 변호인들에게 질문할 사항들을 제시하기도 하는

데37) 부분의 경우 1～2쪽으로 간략하게 작성되며 많은 양의 독립 인

조사연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8)

이 보고서는 1947년 Burton 법 이 처음으로 law clerk들에게 변론

비를 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으로써 시작되었고 그후 다른 법

들도 이를 여러 가지 형태로 이용하고 있다. 때로는 앞서 작성된 사건

이송명령보고서가 그 로 이용되기도 한다.39)

나. 연방 법원의 한 law clerk이 작성한 보고서40)에 의하면 변론보

고서의 형식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목(BENCH MEMORANDUM)과 사건명, 수번호

(2) 제기된 사건의 쟁 (Question Presented), 사건의 쟁 을 의문문

형식의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한 것이다.

(3) 사실 계 하 법원 재 차의 간략한 요약(Brief Summary of

Facts and Proceedings Below)

(4) 할문제(Jurisdictional Question), 사건이 연방 법원의 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당사자들의 주장에 하여 선례들을 통하여 분석하

고 그 결과를 제시한다. 본 보고서를 작성한 law clerk은 본안에 들어갈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고 있다.

(5) 실질 인 쟁 들의 분석(Analysis of the Substantive Issues), 본

안과 련하여 당사자들이 제기한 여러가지 쟁 들과 련 례

37) Dorsen, Law Clerks in Appellate Courts in the United States, 26 Modern Law

Review 265, 268쪽(Baier, 주 8, 1147쪽에서 재인용).

38) Federal Judicial Center, 주 16, 151쪽.

39) Newland, 주 8, 314쪽.

40) 이 보고서는 1987년 작성되어 법 에게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 연방 법원 내

부의 사건처리를 한 문서이므로 구체 인 사건의 내용은 언 하지 않고 형식

인 부분만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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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검토,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비례심사(Balancing Test)에서 고려

해야할 여러 가지 요소(Factors)들을 종합 으로 제시하는 이 특이하

다.

(6) 결론과 권고의견(Conclusion and Recommendation), 보고서의 내

용을 요약하고 law clerk의 의견을 제시한다.

3. 결문 안 작성

가. 변론을 마친 후 평의를 거친 사건에 해서는 결문을 작성하여

야 한다. 연방 법원장이 다수의견에 속해 있을 경우 법원장이 결

문을 작성할 법 을 정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다수에 속해 있는 선임

법 이 정한다. 이와 같이 결문 작성을 맡게 된 법 은 소속 law

clerk 통상 해당 사건과 련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검토를 했던

law clerk을 결문 안 작성에 여하도록 한다.41)

Law clerk제도가 시작되는 기부터 결문 안 작성에의 여는 그

들의 주요한 업무 다. Gray 법 의 law clerk 하나 던 Samuel

Willistone은 결문작성업무과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비서(secretary)는 법조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업무 즉 연

방 법 들이 해야할 일과 동일한 일을 하도록 요구받는다. 수

되는 사건기록들은 법 에 의하여 비서들에게 해지는데, 개

의 경우 사 에 그 법 자신의 견해에 한 어떠한 언 도 이

루어지지 않는다. 자신에게 해진 기록들을 연구하여 결문

(opinion)을 작성하는 것이 비서의 업무이다 …… Gray

41) BRW Office Procedure, 주 32, 28-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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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은 그 주의 사건들을 비서와 토론하므로 비서들은 사건의

주요한 사실 계들과 변호인들의 의견서(briefs)에 인용된 례와

문헌들을 확실히 숙지해야만 한다 …… 종종 그는 비서들에게

결문 작성을 지시하기도 하는데 비록 이 게 작성된 것들은 결국

쓰 기통 속으로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곳에 제안된 것들이 결

문에 채택될 수도 있다는 은 비서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자극하

는데 충분하다. …… 비서들이 례들을 찾아보고 소화하여 보고

하 다 하더라도 Gray 법 이 직 다시 이를 찾아서 신 하게

검토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그는 제시된 아이디어들을 재삼 살

피고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완 히 자신만의 결론을 만들어냈

다.”42)

Law clerk이 결문 작성에 여하는 방법은 각 법 에 따라 다르

다. 를 들어 Brandeis 법 은 결문에 붙어 있는 많은 각주들을

한 문헌조사에 law clerk들을 이용하 고 Stone 법 의 law clerk

들의 경우 법 자신이 작성한 결문 안을 뒷받침하는 례들을

찾는 것이 주요한 업무 다. Douglas 법 은 law clerk들로 하여

자신이 작성한 안을 읽고 인용된 례나 사실 계 등을 교정하는 정

도로 law clerk들이 결문 작성에 여하도록 하 다. Murphy 법

은 결문 안 작성의 상당한 부분을 law clerk에게 의존하 고 그 후

몇몇 법 들은 Murphy 법 의 에 따라 law clerk들로 하여 직

결문 안을 작성하도록 하 다.43)

나. Law clerk의 결문 안작성44)은 우선 기록과 련사건들에

42) Samuel Willistone, Horace Gray, Great American Lawyers, Vol 8, 137, 158-160

쪽. 당시에는 law clerk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지 않았고 secretary라는 명칭이 사

용되었으므로 그 로 번역하 다.

43) 여러 법 들의 결문 작성과 law clerk의 업무에 하여는 William O.

Douglas, The Court Years 1939-1975, The Autobiography of William O.

Douglas, Random House, New York, 1980, 171-172쪽 참조.

44) 다음의 결문 안작성과정은 Federal Judicial Center, 주 16, 157-160쪽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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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사․연구에서부터 시작된다. 사건기록과 의견서에서 제출된

쟁 들을 검토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들을 완 히 숙지하고 평의에서 제

출된 법 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결의 논리구조와 결론을 재검토하

여야 한다.

당해 사건이 변론을 거친 경우에는 반드시 구두변론을 기록한 녹음테

이 를 듣고 숙지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연방 법원 뿐 아니라 많은

법원들이 결문 작성에 도움이 되도록 구두변론을 녹음하여 사들에

게 제공한다. 결문 안을 작성하는 law clerk이 구두변론과정에 참석

하여 이미 내용을 악하고 있다 하더라도 쟁 들과 이에 한 법 들

의 질문 변호인들의 답 등에 한 기억을 새롭게 하기 하여 이

러한 과정은 필요하며 때로는 변론이 law clerk이 업무를 시작하기

에 이미 종결되었을 경우도 있으므로 변론테이 를 듣는 것은 단히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 비가 끝나면 결문의 목차와 간략한 내용을 작성한

다. 먼 사실 계와 변론과정에서 제출된 법 인 쟁 들을 명확하게

서술한 후 어떠한 쟁 들이 결정 인 것인지를 정한다. 를 들면 차

인 문제로 사건이 결정되는 경우 실체문제까지 언 하는 것은 불필요

할 수 있으나 실체 쟁 에 의하여도 결론이 같다면 이를 언 해야 하

는 경우도 있다. 한 자세히 다룰 쟁 과 간략하게 다루어도 되는 쟁

들을 구별해 놓기도 한다.

실제로 안은 개 도입부(Introduction 당사자, 하 법원의 결과

쟁 등), 사실 계, 용법규, 법규의 용(Disposition), 결론(Closing)

으로 구성되며 간혹 각주가 쓰이기도 한다.

Law clerk의 결문작성에 한 업무에는 와 같은 안의 작성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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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사건기록과 변호인들의 의견서 인용문들을 검토하여 당

사자들이나 의견서에서 부 하게 제시되고 있는 사항들을 바로잡는

것이 포함되며45) 법 과 law clerk들의 연구성과 결의 배경을

악하는 유용한 통로로 결문의 각주가 이용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는

것이 law clerk들의 주요한 업무의 하나가 되었다.46)

다. 법 들이 결문을 작성할 때에 law clerk들에게 많은 부분 의

존한다는 것47)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law clerk들의 결에 한 과도한

향이 끊임없이 비 의 상이 되어 왔다. law clerk이 결문의 안

을 작성하는 경우 뿐 아니라 사건에 한 연구․조사를 하거나 법

과 토론을 하는 경우에도 그들이 앞선 례들과 당사자들의 주장 그리

고 논리 개 등을 재량 으로 선택하여 법 에게 제공함으로써 크게

는 개별사건들의 결과부터 작게는 개별쟁 들에 한 논리 개에까지

결정 으로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48) 특히 한 법 의 감독하

에 일하는 law clerk들의 수가 늘어나고 많은 재 업무를 이들에게 의

존하게 되면서 이들을 임명하고 그 업무활동을 감독하는 행정 인 부분

이 법 의 업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이는 법 들이

결 그 자체에 쓸 수 있는 시간을 상 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래하

다는 지 이 제기되고 있다.49) 이에 따라 과도한 결업무의 임으로

말미암아 ‘

45) Newland, 주 8, 314쪽.

46) Newland, 주 8, 315쪽; Baier, 주 8, 1151쪽.

47) 연방 법원에서 law clerk으로 근무하 던 한 교수에 의하면 law clerk들 사이에

“이번에 결된 특정 사건의 결문은 아무개 law clerk의 작품이다” 라는 것과

같은 화가 오가기도 한다고 한다.

48) Jim Chen, The Mystery and the Mastery of the Judicial Power, Missouri Law

Review, Vol. 59, 1994, 281, 302쪽.

49) J. Daniel Mahoney, Law Clerks: For Better or For Worse?, Brooklyn Law

Review, Vol. 54, 1988, 321, 337-3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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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을 하는 주체가 과연 구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도 등

장하 고50) 심지어 연방 법 의 임명뿐 아니라 모든 law clerk들의 임

명시에도 상원의 동의를 거쳐야 하도록 해야 한다는 안건이 연방의회에

제출되기도 하 다.51)

그러나 궁극 으로 평의에서 사건의 결론을 결정하는 것은 법 들

이고 이들이 law clerk의 안을 검토하고 확인,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

며 결과에 한 책임이 법 들에게 돌아간다는 에서 와 같은 문

제제기들이 궁극 으로 재 에 한 불신에까지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52)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궁극 으로 law clerk들의 결에

한 향은 법 의 견해를 검토․비 하고 이를 통하여 법 들이

미처 신경쓰지 못한 세 한 부분을 검하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때, 결국 ‘ 결문’이 아닌 ‘ 결’ 그 자체에 한 law clerk들의 향

은 제한 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law clerk의 향력에 한 비 은 주

법원과 연방하 법원에 경력 law clerk이나 central staff 변호사제도가

도입되면서 더욱 심화된다. 이에 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 검토한다.

50) Wade H. McCree, Jr., Bureaucratic Justice: An Early Warning, University

Pennsylvania Law Review, Vol. 129, 1981, 777, 789쪽.

51) Douglas, 주 43, 172쪽. 그러나 law clerk은 연방헌법(Art II, Sec 2)에 의하여 임

명되는 연방공무원이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창설되어 그 임명이 연방 법원의

권한에 맡겨진 것이므로 법리상 상원의 동의를 거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

52) David Crump, How Judges Use Their Law Clerks, New York State Bar

Journal, May 1986, 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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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Law Clerk의 지 와 윤리규범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law clerk은 사법재 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단히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재 의 주체인 사와의 한

계는 심지어 “( 사들의) 다른 하나의 팔과 다리”에 해당한다고 할

정도까지 말해지고 있다.53)

이러한 Law clerk과 개별 사들과의 계를 살펴보면 상당히 다면

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의 계는 우선 법 으로는

고용계약의 당사자로서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계이나, law clerk의 업

무자체를 하나의 실무교육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에서54) 스승과 제자

계이기도 하며, law clerk들이 정규교육을 모두 마친 법률가라는 에

서는 법률가 사이의 등한 계이기도 한 것이다. 여기에 개인 인 부

분을 더하여 보면 law clerk들은 사들의 친구로서의 역할까지 한다고

볼 수도 있다.55)

아직까지 law clerk의 역할에 따른 지 에 하여 언 하고 있는 연

방 법원의 결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연방항소법원의 결은 law

clerk의 역할과 지 에 하여 다음과 같이 언 하고 있다.

“Law clerk의 업무는 본질 으로 모두 사법 인 것이다. law

clerk들은 법원의 의사결정과정에 하게 연 되어 있다. 그들은

미완의 결을 한 공명 (sounding board for tentative

opinions)이며 결에 향을 미치는 거(典據, authorities)들을

찾는 연구자이다. Clerk들은 사들과 은 한 계를 맺고 있으며

이는 사건의 당사자들이나 가까운 가족들은 불가능한 것이

53) John P. Frank, 주 19, 116쪽; Baier, 주 8, 1144쪽.

54) Federal Judicial Center, 주 16, 2쪽.

55) Law clerk과 사와의 다면 인 계에 하여는 Comment, the Law Clerk's

Duty of Confidentiality,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Vol 129,

1981, 1230, 123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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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law clerk들은 사들의 단순한 연장(extensions)으로서

그들의 뜻에 따라 사한다.”56)

Law clerk들이 사들과 한 계를 유지함에 따라 법원과 사건

에 하여도 단히 독특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그들은 일반인들에게

는 공개가 지되는 결문의 안들과 내부의 보고서, 그리고 사들

사이의 토론 내용을 알 수 있고 결이 선고되기 에 선고일정과 함께

그 결과를 알 수 있다. 한 사들과 개인 으로 한 계를 유지

하므로 사들의 정치 성향과 특정 변호사, 당사자 다른 사들에

한 감정을 알 수 있고 일정한 종류의 사건들에 한 호불호(好不好)

까지 알 수 있게 된다.57) 따라서 law clerk의 직업 , 개인 행 하나

하나는 사들의 업무에 향을 미치며 이는 궁극 으로는 사법부 체

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 있다.

2. 이와 같은 사법부내에서의 지 와 역할에 따라 law clerk에게는

매우 높은 수 의 직업윤리규범이 용된다. 사의 연장으로서 공공업

무를 담당하는 자의 지 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와 같은 정도의 행

규범이 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1981년 연방법무부 산하

의 사법 원회(Judicial Conference)는 law clerk을 한 업무규정(the

Code of Conduct for Law Clerks)을 제정하 고 이는 몇번의 개정을

거쳐 재까지 용되고 있다.58) 규정은 일반규정으로서 법률이나

법원의 명령(court order), 고용주인 개별 사들

56) Oliva v. Heller, 839 F. 2d 37, 40(2d Cir. 1988) 원문에 있는 각주는 생략하 다.

57) Comment, 주 55, 1235쪽.

58) 규정은 사법부 공무원을 한 업무규정(Code of Conduct for Judicial

Employees)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어 재에는 사를 제외한 모든 사법부 구성

원들을 용 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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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확립된 기 이 더욱 엄격한 경우에는 용되지 않는다.59)

law clerk에게 요구되는 윤리규범 주요한 것 몇가지를 간략하게 살

펴본다.

가. 충성 의무와 업무상 비 설 지

Law clerk들은 소속 사에게 충성과 신뢰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사는 그들의 충성 신뢰성을 믿고 사법업무에 하여 그들과 의하

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게 사의 결정이나 업무처리 방식에

하여 언 하거나 비 할 수 없다. 심지어 같은 법원의 구성원인 경우

에도 이는 지된다. 사의 명시 인 허가가 없으면 law clerk은 사

의 업무상 견해에 하여 언 할 수 없고 그에 하여 개인 으로 평가

하는 것도 지된다.60) 한 law clerk이 사건에 하여 공식, 비공식

으로 입수한 모든 정보는 사에게 제공되어야 한다.61)

특히 law clerk들은 개별 사건에 한 각 사들의 입장에 하여 어

떠한 실마리도 사 에 외부에 설할 수 없다. 일단 재 이 이루어지고

나서도 그 결과는 공공기록의 상이 되므로 law clerk은 이에 하여

어떠한 논평을 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 law clerk은 친구들이나 가족들

과 재 심 인 사건이나 결정된 사건에 하여 토론할 수 없으며

심지어 다른 사실에 소속된 law clerk들과도

59) Federal Judicial Center, 주 16, 10쪽. 기본 으로 law clerk의 업무에 한 감독

과 책임은 개별 사들에게 맡겨져 있으므로 각 사실에서 독자 으로 마련한

업무지침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의 일반규정은 사실상 거의 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한 업무규정은 서문에서 연방 법원 등 일부 법원을 자체 으

로 업무윤리규범을 정할 수 있는 외로 인정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규

정이 원칙 으로 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방 법원 law clerk들에게는 법

들이 자체 으로 정한 기 만이 용된다.( 규정 서문 주1 참조)

60) Federal Judicial Center, 주 16, 14쪽.

61) 앞의 ,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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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논의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실제로 몇몇 사들은 다른

law clerk들과의 안에 한 논의를 엄격하게 지하고 있다.62)

나. 취업 비 퇴직 후 업무범 의 제한

law clerk들에게 단기간의 법원근무를 마친 후의 진로결정은 매우

요한 심사이므로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많은 법률회사나 법률사무소

와 을 하여 취업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란다. 따라서 개 진

로 결정을 한 법률회사 등과의 은 법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루

어지게 되고 law clerk이 재 법원에 계속된 사건을 수임한 법률회사

나 법률사무소와 고용문제로 하는 경우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

가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사들은 근무기간이 끝나기 에 law clerk들

이 법률회사나 법률사무소에 지원하는 것을 지하기도 하며 일부의 경

우에는 이를 허용하면서도 그 법률회사와 련된 모든 사건에 한 업

무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하기도 한다.63) 개별 사들이 정

한 특별한 지침이 없는 경우에 일반 으로 취업을 해 지원하는 것은

허용되나 그 과정에서 업무와 련된 어떠한 사실도 설해서는 안되며

미래의 고용주와 이해 계가 있는 사건업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64)

비슷한 이유로 많은 법원과 사들은 퇴직한 law clerk의 업무활동에

상당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Law clerk들이 근무하는 동안 계

62) 앞의 , 15-16쪽.

63) 를 들어 White 법 의 경우 원칙 으로 까지 법률회사에 지원하여 정식으

로 면 하는 것을 지하며 근무기간이 끝날 때까지 취업여부에 하여 결정할

수 없도록 하 다. 다만 외 으로 소규모의 법률사무소와 계되어 취업결정을

미룰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법 의 허가를 받아 면 을 하고 취업을 결정

할 수 있다. 법률회사가 아닌 법과 학이나 정부기 의 경우에는 특별한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BRW Office Procedure, 주 32, 30쪽)

64) Federal Judicial Center, 주 16, 22쪽.



384

속된 모든 사건에 퇴직 후 어떠한 형태로든 여할 수 없도록 하거나

law clerk으로 일했던 법원에서 변호인으로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것들이 이에 포함된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최소한 law clerk

으로서 여했던 사건과 련하여 퇴직 후 업무상 여하는 것은 엄격

히 제한된다.65)

그밖에 law clerk은 업무와 련하여 품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

라 일정한 경우(허가받은 강의 등)를 제외하고 업무 외의 연설이나 논

문, 그리고 일정한 모임에의 참석 등의 활동으로 가를 받을

수 없다. 한 정당원이 될 수는 있으나 연설을 하거나 정치자 을 모

하는 등의 극 인 정치활동은 할 수 없는 등의 윤리규정이 있다.

Ⅴ. 주법원과 연방하 법원의 law clerk - Central Staff 변호사와

경력 law clerk 제도

1960년 와 70년 에 걸쳐 주법원(특히 항소법원 법원)의 사건

수가 격하게 늘어나면서 이에 한 응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하 다.

우선 으로 행해진 것은 연방 법원의 에서와 같이 law clerk의 숫자

를 늘리는 것이었으나 그 수가 일정한 수 을 넘어서면서 사건처리는

한계에 직면하 다.

그 주요한 이유의 하나가 사들의 행정기능의 한계이다. 근본 으로

사와 law clerk의 계는 개별 인 면 을 통한 상호신

65) 앞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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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를 바탕으로 형성된다. 따라서 law clerk의 수가 제한 인 경우 별

다른 업무감독기능이 필요 없으나 일정한 수를 넘어서면 law clerk들

사이의 업무를 분담․조 하고 감독하는 등의 업무조직기능이 필요하게

된다. 문제는 훌륭한 사라고 하여 이와 같은 행정가로서의 자질을 가

지고 있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며 따라서 law clerk의 수가 늘어날수록

사실내에서의 업무효율은 갈수록 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66)

게다가 업무조직기능 이외에 기본 으로 law clerk 지원자들을 면

하고 임용을 결정하며 업무교육을 시키는 등의 일이 모두 개별 사들에

게 맡겨져 있는 상황에서 law clerk의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이와 같은

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 다. 이러한 상황이

심화되면서 결과 으로 사건처리의 효율성은 더 이상 향상되지 않았

다.67)

와 같은 양 인 문제 뿐 아니라 law clerk의 질 인 부분도 상당한

문제 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법원의 경우 우수한 법과 학의 졸업

생들을 law clerk으로 임용하기가 연방법원에 비해 상 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통 인 단기 law clerk제도를 유지하기보다는 새로운 제도

를 도입하여 훌륭한 인재를 확보해야할 필요성이 있었다.68)

따라서 먼 각주법원에서 새로운 사건처리방식을 찾아보려는 노

66) Winslow Christian, Using Prehearing Procedures to Increase Productivity,

Federal Rules Decisions, Vol. 52, 1971, 55, 61쪽. 이에 한 해결책으로

Christian 사는 일정한 수를 넘은 재 보조인력은 개인 사들이 아닌 앙의

감독기 에서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법원내에 서열이 아닌 행정능력에 따라 선

출된 행정담당 사를 둘 것을 제안하고 있다.

67) N. O. Stockmeyer Jr., Rx for the Certiorari Crisis: A More Professional Staff,

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 59, 1973, 847쪽.

68) Oakley&Thompson, 주 8, 1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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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시작하 고 그 결과 도입된 것이 central staff 변호사와 경력

law clerk제도 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는 이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한

연방하 법원에도 도입되었다.

1. Central Staff 변호사

가. 각주의 상소법원들은 사건처리를 보다 효율화하는 문제를 해결하

기 하여 우선 그 사건들의 반복 이고 기계 인 속성에 착안한다. 각

주의 항소법원과 연방항소법원과 같은 2심 차에서는 개의 경우 항소

가 당사자들의 권리로서 보장된다. 이러한 경우 항소법원에 수된 사

건들은 부분 재 의 상이 되며 이들 상당수는 본안의 내용에

한 숙고 없이 기계 으로 처리될 수 있다. 한 최종심인 상고법원들의

경우 부분의 주에서 연방 법원과 같이 재량 으로 주요한 사건만을

받아들여 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된 사건 다수는 본

안에 들어가지 않고 행정 으로 처리될 수 있다.69) 따라서 이러한 사건

들의 처리를 하여 별도의 법률가 집단을 법원에 두고 수된 모든 사

건들을 일단 심사하여 주요사건과 단순한 사건들을 분류하는 데에 여

하도록 하면 개별 사들은 주요사건들의 결에 집 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이들의 임용, 지휘를 법원이 체 으로 맡아하면 이를 해 개

별 사들이 들여야할 시간도 약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도입된 것이 central staff 변호사70)제도이다.

69) 앞의 , 22쪽.

70) ‘Central staff’이라는 명칭이 통일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법원에 따라서는

‘research attorney’, ‘commissioner’, ‘writ clerk’, ‘pro se clerk’, ‘staff law clerk’,

‘pool aide’, ‘central staff attorney’등의 명칭을 사용한다.(Roger A. Hanson외 3

인, The Work of Appellate Court Legal Staff,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

2000, 13쪽 참조) 개 학자들은 central staff (attorney)라는 명칭을 통상 사용하

고 있어 이 에서는 이러한 사용례를 따랐다.



387

이들은 개별 사가 아닌 법원에 의하여 고용되어 법원 체를 해

일을 하며 이들의 감독책임을 지는 연구 장(research director 는

supervising staff attorney)의 지휘를 받는다.

나. Central Staff 변호사들의 주요업무로 ‘변론 연구조

사’(prehearing research)를 들 수 있다. 1968년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

입한 미시간(Michigan) 주 항소법원은 이들을 사건의 일차 검토에 활

용한 표 인 로 거론된다. 법원의 central staff 변호사들은 일단

사건이 수되고 련서류가 모두 도착하면 이를 검토하여 이른바 ‘변

론 보고서’(prehearing memorandum)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보고

서는 사실 계의 요약, 당사자들의 주장, 쟁 들에 한 분석, 연구자의

권고의견 등으로 형식과 내용은 통일되어 있으나 연구자는 쟁 들을 자

유롭게 통합하거나 순서를 변경하여 분석할 수 있고 당사자들에 의하여

제기되지 않은 쟁 들도 사건해결에 주요하다고 인정하면 논의할 수 있

다.71) 한 이들은 결론에서 개별사건들을 정식 결(full opinion), 간략

한 결문을 통한 법원의 의견(per curiam decisions), 단순히 결론만을

선고하는 약식재 (memorandum opinion)으로 나 어 권고한다. 법원의

의견이나 약식재 의 경우에는 최종 결문의 안을 작성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며 정식 결의 경우 변론 보고서는 최종 결문을 한

기본자료로 이용된다. 따라서 자의 경우 단순히 결문 안의 검

토․변경만으로 사건처리가 가능해지고 사들은 정식 결에만

71) Lesinski&Stockmeyer, Prehearing Research and Screening in the Michigan

Court of Appeals: One Court's Method for Increasing Judicial Productivity,

Vanderbilt Law Review, Vol. 26, 1973, 1211, 1216-12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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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72) 주 법원들의 경우 변론 보고서는

재량 상고에 한 것으로서 연방 법원의 사건이송명령보고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

물론 법원에 따라서는 이들에게 다른 업무를 맡기는 경우도 있다. 일

부 법원은 할이나 권리보호이익과 같은 부수 인 사안의 검토만을 맡

기기도 하고 일부는 이들에게 사실 계와 쟁 을 요약하여 변론 비보

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기도 하며 결론을 한 쟁 의 연구조사에서는 제

외하기도 한다.73)

이들은 법원에 소속된 직원이므로 그 임용 교육훈련은 연구 장

는 다른 선임 변호사들의 책임으로 이루어지고74) law clerk의 경우와

는 달리 임기가 1년 는 2년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법과 학을 갓 졸업

한 신진법조인이 아닌 법조 경력있는 변호사들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

다.75)

다. 이와 같이 central staff 변호사제도는 기본 으로 기존 law clerk

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76) 단순하고 기계 인

사건을 이들이 처리함으로써 사들과 이들에 소속된 law clerk들의 업

무부담을 덜어 으로써 좀더 깊이 있는 연구 결을 도와주는 것이

다. 따라서 많은 법원들이 이 제도를 도입한 후에도

72) 앞의 , 1218쪽. 일반 인 law clerk들은 이 단계에서 개별 사들의 업무를 돕게

된다.

73) Oakley&Thompson, 주 8, 23쪽.

74) 미시간(Michigan) 주 항소법원의 경우 central staff 변호사의 임용을 한 원회는

사와 연구 장 다른 선임 법원 임원으로 이루어져 있다.(Lesinski&Stockmeyer, 주

71, 1220쪽)

75) 를 들면, 버지니아(Virginia) 주 법원, 캘리포니아(California) 주 법원, 아리

조나(Arizona) 주 법원의 경우 제도 기부터 법조경력이 있는 변호사들을 임용

하 다.(Stockmeyer, 주 67, 849쪽 참조)

76) Oakley&Thompson, 주 8,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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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clerk제도 자체는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의 향

으로 통 인 단기 law clerk의 모습이 그 로 유지될 수는 없었다.

2. 경력 law clerk

경력(career) law clerk은 개별 사들에 소속되어 기존 law clerk의

업무를 수행하나 임기가 1년 는 2년의 단기로 제한되지 않는 law

clerk을 말한다.77) 이러한 경력 law clerk의 등장은 central staff 변호사

제도 학생인턴제도(extern)의 도입과 하게 연결되어 있다.78) 우

선 central staff 변호사제도의 경험은 1년 는 2년의 단기간만을 근무

하는 law clerk의 단 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law clerk의 장기간 고용

체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바탕이 되었다. 이른바 ‘처음 6개월은 재 이

돕고 나머지 6개월은 law clerk이 돕는다’79)는 말이 나올 정도로 법과

학 졸업자의 단기 근무 형식의 통 인 law clerk제도는 량의 사

건을 효율 으로 처리하는 면에서 문제가 많은 것이었다. 따라서

central staff 변호사를 통해 상당한 법조경력을 가진 변호사를 장기간

고용하여 업무에 숙련된 인력을 키워냄으로써 사건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장 을 발견한 일부 법원에서 law clerk의 장기간 고용을 고려

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법과 학 재학생들이 교육과정의 하나로 사실에서 law

77) Roger A. Hanson외 3인, 주 70, 20쪽. 이들에 한 명칭 한 ‘research

attorney’, ‘judicial law clerk’, ‘senior law clerk’ 등으로 다양하며 학문 으로는

일반 law clerk과 비교하여 ‘elbow clerk’이라는 명칭이 쓰이기도 한다. 이 에서

는 의 에 따라 ‘career law clerk’을 번역하여 사용하 다.

78) Oakley&Thompson, 주 8, 31쪽.

79) 양삼승, 주 7, 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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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rk과 같이 재 연구업무에 종사하고 학 을 취득하는 학생인턴제

도가 활성화되면서 단기 law clerk들의 주요역할 하나 던 최신 연

구성과 새로운 시각의 도입을 이들을 통해 획득할 수 있었고80) 이에

따라 1년마다 새로운 law clerk을 임명할 필요성이 차 감소하게 되었

다. 따라서 상당수의 법원들이 경력 law clerk제도를 도입하고 학생인턴

들을 극 활용하여 경력 law clerk의 law clerk으로서 업무를 돕도록

함으로써 신․구조화를 도모하고 있다.81)

Ⅵ. 새로운 제도의 확산과 연방 법원의 응

1. Central staff 변호사와 경력 law clerk 제도가 가지는 상 인 장

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차 각주 법원과 연방하 법원에 확산되었다.

1976년의 조사82)에 의하면 50개 주의 법원 11개 주에서 law clerk

의 임용을 사개인에게 맡기지 않고 법원에서 맡아 처리하 다.83) 특

히 뉴욕(New York) 주 법원의 경우 체 law clerk 22명 7명을

법원에서 임명하여 법원 체를 한 연구조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완

한 central staff 변호사제도를 가지

80) 학생인턴제도에 하여는 Oakley&Thompson, 주 8, 27-29쪽 참조.

81)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경력 law clerk과 통 인 단기 law clerk간의 업무

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후임자 등의 교육훈련과 법원의 기술

업무에의 참여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oger A. Hanson외 3인,

주 70, 44쪽 참조)

82) The Council of State Governments, State Court Systems, Revised 1976, Table

13 Legal and Clerical Assistance for State Courts of Last Resort: Law clerks.

83) 법원에 의한 law clerk 임명제도는 체를 법원에서 임명하여 제비뽑기로 law

clerk을 배정하는 미시시피(Mississippi) 주나 원회를 조직하여 임용 배정업

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몬타나(Montana) 주의 에서 알 수 있듯이 개별 사들

의 law clerk 임용업무부담을 경감시키기 하여 central staff 변호사제도의 일부

장 을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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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 한 law clerk의 임기를 사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곳

이 23곳이었는데 그 캘리포니아(California) 주 법원은 2/3의 연구

인력을 법조경력자로 임명하고 근무기한을 제한하지 않는 경력 law

clerk제도를 도입하고 있었고 오클라호마(Oklahoma) 주 법원은 모든

law clerk의 자격요건으로 법률가로서 4년의 경력이 있을 것을 요구하

고 사의 임기내에서 자유롭게 law clerk의 근무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완 한 경력 law clerk제도를 운 하고 있었다.

1980년84)에 오면 법원에서 law clerk 등 재 보조연구인력을 임명하

는 곳은 14개주로 증가하 으나 law clerk의 임기를 재량 으로 정하는

곳은 24곳으로 4년 에 비하여 크게 변동이 없었다. 따라서 이때까지

central staff 변호사나 경력 law clerk제도가 일반 인 재 보조연구인

력제도로서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근래의 조사에 의하면 양상은 완 히 달라진다. 1998년의 조

사85)결과에 의하면 50개 41개의 주의 법원에서 게는 1명 (콜로

라도 Colorado, 아이다호 Idaho 등 5개에서 많게는 44명(캘리포니아

California)의 central staff 변호사를 두고 있다. 항소법원으로 가면 이

러한 추세는 더하여 오직 2개주(알라바마 Alabama, 하와이 Hawaii)를

제외하고 모든 주의 항소법원들이 central staff 변호사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경력 law clerk의 경우 8개주(캘리포니아 Californian, 코네티컷

Connecticut, 일리노이 Illinois, 네 라스카 Nebraska, 사우스 롤라이

나 South Carolina, 사우스 다코다 South Dakota, 텍사스 Texas, 웨스

트 버지니아 West Virginia)의 법원에서 도입하고 있다.86)

84) U.S. Department of Jusitce,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State Court

Organization 1980, Table 20 Law clerks for courts of last resorts, 1980.

85) State Court Organization 1998, Table 25 Provisions of Law Clerks to

Appellate Court Judges.

86) Roger A. Hanson외 3인, 주 70, 72-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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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추세는 연방항소법원을 보아도 알 수 있다. 11개의 항소법원

부분이 central staff 변호사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87) 1곳을 제외하

고는 law clerk의 임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사들의 재량에 맡기고 있

다.88)

이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새로운 재 보조연구인력제도의 도입

은 근래에 들어와 미국의 연방과 주 법원 모두에 있어 강력한 추세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방 법원도 이를 외면한 채

통 인 제도를 고집할 수만은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2. 법 들과 일부 학자들이 통 인 law clerk제도의 운용을 고집

하는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우선 통 인 law clerk은 의회와

통령에 의하여 임명되지 않은 자가 결에 많은 향을 다는 비

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인생경험과 법조경험이 일천한 신진 법률

가들이 연방 법 들의 결에 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근거

가 희박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한 짧은 근무기간은 결에

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깊은 인간 계의 형성을 막을 수 있다

는 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 다. 이에 반해 장기간 법원에서 근무

하는 central staff 변호사나 경력 law clerk의 결에 한 향력에

한 우려가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제기되었으며 이들의 권고의견과 결

내용을 분석하여 그 상 계를 밝힌 연구까지 등장하기에 이르 다.89)

87) 자료가 없어 확인되지 않은 제4순회항소법원을 제외하고 모두가 central staff 변

호사제도를 가지고 있다.

88) Roger A. Hanson외 3인, 주 70, 142-145쪽.

89) Mary Lou Stow & Harold J. Spaeth, Centralized research staff: is there a

monster in the judicial closet?, Judicature, Vol. 75 No. 4, 1992, 216쪽. 이에

한 반론으로 David J. Brown, Facing the monster in the judicial closet:

rebutting a presumption of sloth, Judicature, Vol. 75 No. 6, 1992, 291쪽 참조.

이 에서 Brown은 비록 central staff 변호사들의 권고의견과 결결과가 상당

한 수 으로 일치한다 하더라도 기계 이고 반복 인 항소사건의 처리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불합리한 향력의 증거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393

통제도의 다른 장 으로 거론되는 law clerk들이 법 들에게

새로운 생각과 활력을 공 한다는 역시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리는 서구의 통 인 변증법 인 사고에서 출발한다.

은이의 분방함과 나이 든 사람의 제심, 교실에서의 이론 인 근과

실무에서의 실용 근, 이들이 융화되면서 진정으로 합리 인 결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이것이 매년 반복될 때 합리성은 계속하여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통 인 제도는 법 과 law clerk 사

이의 창조 인 화를 한 것임에 반해 새로운 제도들은 효율성을

해 창조성을 희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90)

그러나 각주법원에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사건처리에 좋은 성과를

올리면서 연방 법원에 이들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들은 일 부터 등

장하 다.91) 실제로 1973년 Burger 법원장이 경력 law clerk을 두면서

그 도입에 한 논의가 있었으나 일반 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은 것으

로 보인다.92)

3. 통 인 제도가 가지고 있는 와 같은 장 들에도 불구하고 계

속하여 수되는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연방 법원은 law clerk

90) Oakley&Thompson, 주 8, 33-34쪽. 자들은 단기 law clerk을 소설가의 직 의

제공자에, 경력 law clerk을 신문의 야간 편집인에 비유하고 있다.

91) 를 들면 Stockmeyer, 주 67, 848쪽; Federal Judicial Center, Report of the

Study Group on the Caseload of the Supreme Court, Federal Rules Decision, Vol.

57, 1973, 573. 여기에서는 한명의 law clerk으로 하여 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토 로 각 법 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92) Douglas, 주 43, 1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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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운용을 일부 변경하여 이에 처하 다.

우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동연구(cert pool)제도를 도입하 다.

한 명의 law clerk으로 하여 일차 으로 사건을 검토하고 비보고서

를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많은 법 실에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사건

이송명령신청의 처리를 효율화하고 이를 통하여 간 으로 central

staff 변호사제도를 운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었다.93)

한 law clerk의 임용방식을 변경하 다. 다른 하 법원에서 law

clerk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들을 law clerk으로 임용함으로써 법과

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law clerk으로 임용되던 일반 인 행이 거의

사라지게 된 것이다. 근래에 들어 다수의 law clerk들이 연방항소법원

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에서도 콜럼비아(Columbia) 특

별구의 항소법원에서 근무한 경력자가 가장 많다.94) 게다가 law clerk

의 임명을 연방항소법원 사들의 추천에 의지하게 됨에 따라 부수 으

로 후보자들을 심사하는 수고를 더는 효과도 거두게 되었다.95) 이러한

임용 행이 계속되면서 최근에는 상

93) 연방 법원에도 법 과 law clerk 이외에 central staff 변호사로 분류할 수 있

는 법률가들이 존재한다.(State Court Organization 1998, 주 85 참조) 이들 2

인을 General Council lawyer라 부르며 우리의 국선 리인선정신청과 같은 일상

인 신청사건의 처리, 직원의 불법행 등이 발생한 경우 기 으로서 연방 법

원을 리하는 것 그리고 연방 법원에서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있는 변호사들의

심사 등과 련된 업무의 처리를 그 주요 업무로 한다. 그밖에 서기국(clerk

office)에 2명의 변호사가 근무하는데 1명은 수천 건에 달하는 사형(death

penalty)사건과 련된 차 사무를 처리하며 다른 한명은 서기장(chief clerk)

으로서 일반 인 행정업무 차 인 문제를 장한다. 따라서 이들을 결에

한 연구조사에 실질 으로 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94) McAllister, 주 29, 27쪽.

95) 이에 따라 연방 법원 law clerk이 되는 지름길로 우선 몇몇 유력한 연방항소법

원 사들의 law clerk으로 근무하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등장하 다. Laura

Gatland, A Clerkship for White Males only?, Student Lawyer, October 1999,

40쪽 참조. 이에 의하면 2000-2001년을 기 으로 36명의 연방 법원 law clerk

35명이 연방항소법원에서 추천을 받아 임용되었으며 오직 1명만이 주 법원

의 law clerk 경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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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수의 law clerk들은 하 법원에서의 law clerk 경력 뿐 아니라 법

률회사에서 근무하는 등의 다른 법조경력을 가지고 있게 되었다.96) 이

러한 새로운 임용방식에 의하면 신규로 임용되는 law clerk에 한 교

육훈련의 필요성이 어들고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이는 간 으로나마 경력 law clerk 제도의 장 을 일부 채택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법 의 지휘하에 4명의 law clerk이 일

하면서 발생하는 업무조직행정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일부 법 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1명의 law clerk을

행정 담당 (administrative clerk)으로 임명하여 업무배분과 같은 사무

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이에 처해나갔다.97)

와 같이 연방 법원은 통 인 단기 law clerk제도를 고수하면서

도 그 구체 인 운용을 일부 변경하여 주법원과 연방하 법원의 새로운

제도의 운용경험에서 나타난 장 들을 채택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연

방 법원의 움직임에 비추어 보아도 central staff 변호사나 경력 law

clerk제도의 도입은 이제 미국 사법제도에 있어 무시될 수 없는 새로운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연방과 각주의 법원들이 각각의 사정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이를 도입․운용하고 있을 뿐 결국은 이들 제도의 기본

인 의의를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96) Tony Mauro, Clerks Taking Detours in Road to High Court, American lawyer

Media, 10/21/2002. 이에 의하면 2002-2003년의 경우 약 60%(35명 21명)의

law clerk들이 다른 법조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7) BRW Office Procedure, 주 32, 26쪽. White 법 실의 경우 각 law clerk이 3개

월씩 행정담당 의 업무를 수행하 으며 주로 사건이송명령신청의 처리에 련

된 행정업무나 긴 한 보고서의 작성 등을 다른 law clerk들에게 배분하는 역할

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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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1. 이상에서 개략 으로 미국 law clerk 제도의 발생과 발 경로를

살펴보았다. Law clerk제도는 Gray 법 이 하버드 학의 졸업생들을

비서로 고용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기 law clerk들은 개별 법 들

의 부담과 책임으로 고용되어 사건에 한 조사․연구 뿐 아니라 개인

인 업무를 처리하는 비서(secretary)의 역할까지 수행하 고 재직기간

이나 자격에 한 기 이 존재하지 않았다. 법 들의 보조인력제도가

공식 으로 인정되고 그 수가 늘어나면서 법 의 개인 인 업무를 보

조하는 비서와 사건에 한 법 인 연구․조사에 종사하는 law clerk의

업무가 분화되기 시작하 으며 이후 주요 법과 학의 우수한 졸업생을

1～2년 단기 고용하여 law clerk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단기 law clerk

제도가 정착되었다. 이러한 연방 법원의 law clerk제도는 차 각주법

원과 연방하 법원에까지 확산되어 연방이나 각주를 막론하고 미국사법

제도에서 없어서는 안될 부분이 되기에 이른다.

하나의 제도는 시 의 변화와 지리 사정 등에 의하여 변화하기 마

련이다. 어떠한 변화를 발 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문

제이겠지만 여하튼 본래의 제도가 여러 다른 곳에서 긴 시간 동안 그

로 유지되는 것은 단히 어려운 일이다. 각자는 시 , 장소에 따른 사

정에 따라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자신에게 알맞은 제도를 도

입하거나 이미 도입된 제도를 변형하기 마련이다. Law clerk 제도 역시

각주법원 연방하 법원에서 연방 법원에서의 형태 로 유지되지 않

았다. 그들은 우수한 인재의 확보와 사건의 효율 인 처리 등을 하여

central staff 변호사제도와 장기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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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rk제도를 도입하 던 것이다. 이러한 외부에서의 변화는 연방 법

원에 다시 향을 미쳐서 통 인 law clerk 제도는 상당한 기간의 법

조경력있는 자를 단기간 고용하는 형태의 충 인 형태로 변화하게 되

었다.

통 인 단기 law clerk제도와 새롭게 발 한 장기 law clerk 는

central staff 변호사제도는 각각 장단 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것이

더 우수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단기 law clerk들은 법과 학을 졸업한

새로운 인재들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최신 법이론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제공할 수 있는 에서 큰 강 이 있고 1년에서 2년 정도의 짧은 기간

일하므로 재 에 한 향력과 련한 우려가 매우 다. 반면 업무

악에 시간이 걸리고 숙련도가 떨어지므로 사건처리의 효율성은 그리 높

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제도는 이와 반 로 효율성의 면에서는

탁월하나 참신성, 창조성과 함께 재 에 한 향력과 련된 비 을

피할 수 없다.

2. 이상에서 악한 미국 law clerk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우리의 헌

법연구 제도를 평가해보면 무엇보다 우리의 연구 제도는 장기 law

clerk제도의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 사건처리의 효율성에

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다.

헌법연구 은 임기 10년이 보장되며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60세로

되어 있는 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헌법재 소법 제19조 제7항)

재 연구업무에 장기간 종사하는 것이 정되어 있다. 그리고 헌법연구

으로 임용되려면 엄격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4항)

신규임용하는 경우 헌법연구 보로 3년간 임용하여 근무하게 한 후 임

용(같은 법 제19조의 2 제1항)하도록 함으로써 구조 으로 일정한 법률

에 한 업무경력자만이 연구 이 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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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되어 있다. 게다가 헌법연구 은 헌법재 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

의 심리 심 에 한 조사․연구에 종사하므로(같은 법 제19조 제3

항) 임용과 업무감독 교육에 한 제반 행정사항을 각 헌법재 이

아닌 기 으로서의 헌법재 소가 통합하여 리하도록 되어 있어 헌법

연구 에 련된 재 의 행정업무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따라서 미국

law clerk제도에서 사건의 효율 인 처리를 하여 발 한 장기 law

clerk제도나 central staff 변호사제도의 많은 요소들을 채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이와 같은 제도에 의하면 변화하는 시 나 환경에 따른 창의

인 시각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채용하기가 어려워지는 단 이 있다. 특

히 미국의 학생인턴제도와 같은 신진법률가들을 계속 공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는 앞으로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

다.98) 한 학계와의 교류가 활발하지 못하면 새로운 학문성과들로부터

멀어질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도 재의 제도는 결정에 한 헌법연구 들의 향력의 면

에서 많은 논의를 남겨두고 있다. 헌법재 의 임기가 6년으로 제한되

어 있는 상황에서 10년 는 20년간 헌법재 소에서 근무한 헌법연구

의 결정에 한 향은 상당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헌법에 규정된

자격과 차에 따라 임명되지 않은 자들의 헌법재 에 한 향이라는

면에서 비 될 수 있다. 물론 궁극 으로 결정 그 자체는 모두 헌법재

들에게 맡겨져 있고 헌법연구 의 역할은 결정의 이론 인 면에 제

한되어 있는 에서 심각한 문제가 된

98) 헌법재 소 창립이내 매년 일정 수의 사법연수생들이 약 1개월 동안 각 헌법연

구 들에게 배정되어 헌법재 에 한 연수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간이 1개

월로 매우 단기간으로 제한되고 여러 사정상 이들을 실제 사건처리업무에 참가

시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의 학생인턴제도와 같은 성과를 바라는 것은 무리

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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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 수는 없지만 행 제도의 시행기간이 길어질수록 문제가 될

여지는 많아질 것이다.

이들과 함께 헌법재 소 내부의 효율 인 업무분담문제 역시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이다. 이와 련하여 재와 같이 각 헌법재 소속의

헌법연구 들이 개별 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구조를 유지할 것인가 아

니면 연구 들 사이에 일정한 체계를 만들어 사건처리 업무를 분담하도

록 할 것인가, 분담한다면 어떠한 방식이 되어야 하는가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다. 사건의 수가 많아지고 헌법연구 의 수도 많

아지면 효율 인 사건처리의 체계를 만들어낼 필요성이 커질 것이고 앞

으로 이에 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3. 미국의 law clerk제도는 100년이 넘는 기간동안 각 지역과 시 의

사정에 맞추어 다양한 재 보조연구인력제도를 운 해온 결과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다양한 경험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찾

아낼 가능성은 크다. 그러나 재 의 임기제와 종신제도, 사건의 질

․양 차이, 헌법재 의 역사 경험의 차이 등과 함께 헌법연구

과 law clerk의 지명도의 차이, 이에 따른 우수한 인재의 확보가능성,

학생인턴제도의 존재여부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양국이 처한 상황에 차

이가 있으므로 이들을 고려하지 않고 양국의 제도를 단순하게 비교․평

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상황의 제약 속에서 나름 로 필요에 의하여

만들고 발 시켜온 재의 모습이 우리에게 최선의 것이 아니라고 가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에서 헌법재 소 설립이래 헌법연구 제도를 운 한 우리의

경험은 매우 값진 것이다. 재 제도에 한 평가와 안의 제시를

해서는 외국제도의 검토만큼이나 우리 실에 한 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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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앞으로 계속해서 논의할 과제로 남겨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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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의 제기

최근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를 둘러싼 사회 ․정치 갈등, 범

죄 방목 으로 공로변에 CCTV를 설치하려는 계획에 한 헌시비,

헌법소원의 상이 된 주민등록법에 의한 지문채취제의 헌논쟁 등은

고도화된 정보사회에서 정보기술에 내재된 험성, 특히 개인 사회

에 한 총체 감시․통제․조종기술로 이용됨으로써 민주주의 자체를

할 수 있는 험성을 우리 사회가 이제 본격 으로 인식하기 시작

했다는 인상을 다. 문가 그룹만이 아니라, 다수의 사회구성원들도

정보사회의 음지를 이제야 여겨보기 시작한 것이다.

본고의 과제는 개인정보자결권에 한 교의론(Dogmatik) 연구99)이

다. 즉 우리의 행 헌법을 주어진 것으로 제하고 그에 구속되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개인정보자결권을 올바르게 악하고자 한다. 실정헌

법에 포함되어 있는 법 개념, 원칙, 규정으로부터 내재 으로 도출되

는 일정한 체계 구조를 제로 헌법의 내용을 인식하고 련 실무를

돕는 개념도구 내지 체계를 개발․제공하고자 한다. 그 다고 해서 실

증주의 내지 개념법학에 의거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헌법규정이

나 헌법 제도의 이면에 있는 정치사회 이념과 질서표상에 한 물

음을 포기하지 않으며, 헌법의 규정이나 그 제도 그리고 이를 통해 규

율되어야 할 실과의 계에 한

99) 헌법교의학의 특징에 해서는 Böckenförde, Die Eigenart des Staatsrechts und

der Staatsrechtswissenschaft, in: ders., Staat, Verfassung, Demokratie. Studien

zur Verfassungstheorie und zum Verfassungsrecht, 1991, 1 (18쪽 이하). 이 논문

은 그의 논문선집의 한국어 번역 인 「헌법과 민주주의」(김효 /정태호 공역,

2003)에 “국법과 국법학의 특질”로 번역되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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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도 그 과제로 삼기 때문이다.

그 다면 왜 새삼 교의론 연구인가? 헌법학차원에서 행해진 개인정

보자결권에 한 연구는 지 않다. 그러나 기존연구가 외국의 연구결

과에 의거하면서 우리 실정헌법의 조문구조에 한 고민을 소홀히 한

측면이 없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와 련된 국제법규들에 수용된 여러

원칙들을 실정헌법에서 그것들이 갖는 헌법교의론 의의, 기능 내지

상에 한 천착 없이 나열함으로써 해석론 체계성을 충분히 구축하

지 못하는 문제 을 드러냈다는 것이 필자의 단이다. 국가인권 원회

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한 진정사건에 하여 2003년 5월 12일 내

린 권고결정의 결론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그 논증의 수 이 기 에

미치지 못했던 것도 여기에 그 원인 의 하나가 있다고 본다. 더구나

유사 문제가 재 헌법재 소에 계속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자결권

에 한 교의론 고찰이 시 하고 가치 있다고 본다. 이것이 이 분

야에 한 헌법학 연구가 결코 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100)

비루한 생각을 더하

100) 그 주요 문헌을 들면 다음과 같다: 김용섭,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충돌

과 조화, 「공법연구」29집 제3호, 2001, 167 이하; 김일환, 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

상 근거와 보호에 한 연구,「공법연구」29집 제3호, 2001, 87 이하; 김종철, 헌법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통제권의 재구성을 한 시론, 「인터넷법률」 제4호,

2001, 36 이하; 성낙인, 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를 한 입법정책 과제, 「

남법학」, 1999, 26쪽; 성낙인, 통신에서의 기본권보호, 「공법연구」제30권 제2집,

2001, 33 이하, 특히 44 이하; 성낙인, 자동화사회와 라이버시보호, 「법제연구」

11호(96. 9), 1 이하; 성낙인, 언론정보법, 1998, 488-492쪽 -자기정보에 한 통제

권; 성낙인 외, 개인정보보호를 한 정책방안 연구, 정보통신부, 1999; 이인호, 정

보사회와 개인정보자결권, 「 앙법학」 창간호, 1999, 41 이하; 이인호,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법제에 한 분석과 비 -공공기 의개인정보보호에 한법률을

심으로-, 「정보법학」제6권 제1호, 2002; 차맹진, 라이버시와 자기정보통제권,

인하 박사학 논문, 1991; 변재옥, 정보화사회에 있어서의 라이버시의 권리-

미국의 경우를 심으로, 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 1979. 그 밖에 한국공법학회의

연구과제보고서로는 미래정보화사회에 한 공법 응, 1987; 정보의 수집 리

와 사생활보호, 1989; 국가사회의 정보화와 공법체계의 재구성, 1990; 정보화사회

의 소비자보호, 199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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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이유이다.

이하에서는 먼 개인정보자결권의 개념을 알아보고(II), 개인정보자

결권 보장의 필요성과 그 헌법 근거(III), 그 내용 내지 기능(IV)을 밝

힌 후, 그 제한의 문제(V)와 그 제한이 헌법 으로 정당화되기 한 요

건(VI)을 살피면서 그간 무질서하게 나열되었던 내용들에 하여 본래

의 교의론 좌표를 부여하는 시도를 하고, 이어서 이러한 고찰의 결과

를 NEIS문제에 응용해 보고자 한다.

Ⅱ. 개인정보자결권의 개념 보호 역

‘개인정보자결권’이란 정보의 조사․취 의 형태, 정보의 내용, 정보처

리의 형태를 불문하고 자신에 해서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정보를 조

사․처리해도 되는지 여부, 그 범 목 에 하여 그 정보의 주체

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개인의 권능을 말한다.101) 본고에서 ‘처리’라

함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정보의 입력· 장·편집·검색·삭제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 를 하는 것을 말한다(공공기 의개인정보보호에 한법

률 제2조 제3호 참조).

이러한 정의는 어권에서는 웨스틴(Alan. F. Westin) 교수102)의

라이버시에 한 권리에 한 정의에서 거의 그 로 등장하며, 독일에

서는 슈타인뮬러(Steinmüller)103)가 “Recht auf informationelle

101) 그 밖에도 정보의 자결권에 한 다양한 이론구성에 해서 자세한 것은 K.

Vogelgesang, Grund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1987, 112 이하.

102) Alan, F. Westin, Privacy and Freedom, 1967, 7쪽. 단, 그는 이 권리의 주체를 개

인에 한정하지 않았다. 개인, 그룹 는 조직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103) Steinmüller/Lutterbeck/Mallmann/Hartbort/Schneider, Grundfragen des

Datenschutzes, Gutachten im Auftrag des Bundesministeriums des Innern -BT-Drs.

VI/3826, 88. Steinmüller는 이 개념을 개인이 어떠한 개인정보를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구에게 달할 것인지에 한 개인의 자결권으로 이해하 다. 유사한

정의로는 C. E. Eberle, Datenschutz durch Meinungsfreiheit, DÖV 1977, 306

(310); Ch. Mallmann, Datenschutz in Verwaltungs-Informationssystem, 1976,

47(56) 등 참조. 이 개념의 발 에 하여는 E. Denninger, Das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und Innere Sicherheit, in: Informationsgesellsc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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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bstbestimmung”라는 표 을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같은 개념이 “개인정보자결권”104) 는 “개인정보자기결정

권”105)이라는 용어 이외에도 “자기정보통제 리권”106), “정보의 자결

권”107), “자기정보통제권”108), “정보자기결정권”109) 등 다양한 유사 용어

들로 표 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 “개인정보자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이 권리는 언제 구에게 무엇을 알릴 것인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뿐만 아니라 그 후의 자신과 련된 정보의 운명을 추 하여

통제할 수 있는 권리도 보호한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요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정보를 사용하는 것도 이 권리에 한 제한을

의미하게 된다.

한편, 개인정보자결권의 보호 상이 되는 정보는 자연인의 개인정보

에 국한된다. 여기서 (개인)정보란 특정된 는 특정가능한 자연인의 인

․물 상황에 한 모든 언명을 말한다.110) 법인의 그것은 직업의

자유나 재산권, 종교의 자유 등 련 특별한 기본권들에 의해서 보호될

뿐 개인정보자결권의 보호 상은 아니다. 련된 사

oder Überwachungsstaat, Staatskanzlei Wiesbaden (Hrsg), 1984, 192 참조.

104) 이인호, 정보사회와 개인정보자결권(주 2), 41 이하.

105) 백윤철,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한 연구, 「법조」2002.5, 175-176쪽.

106) 권 성, 헌법학원론, 2003, 427쪽.

107) 정태호, 행 인구주택총조사의 헌성 -독일의 인구조사 결(BVerfGE 65, 1)

의 법리분석과 우리의 련법제에 한 반성, 남 「법률행정논총」제20집,

2000, 199 이하.

108) 차맹진, 라이버시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주2).

109) 김일환, 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에 한 연구 (주 2), 87쪽.

110) 공공기 의개인정보보호에 한법률 제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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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에 하여 무엇인가 알려주는 정보이면 족하고 그것이 요한 것이

든, 민감한 것이든, 인격권을 하는 것이든 그 지 않든 문제되지 않

는다. 물론, 그 자체로서는 정보주체의 식별이 불가능하더라도 다른 정

보가 추가될 경우 그 정보의 주체가 확인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자

연인과 아무런 련이 없는 정보도 련된 사람이나 그에 한 사항에

한 정보를 담고 있으면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111) 따라서 개인정보

자결권은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의 조사 처리, 자 인 정보처리방

식은 물론 재래의 手記方式까지 그 상으로 한다.

Ⅲ. 개인정보자결권 보장의 필요성과 헌법 근거

1. 자정보처리기술의 특성

자정보처리기술의 발 으로 인하여 이른바 아날로그시 의 정보이

용의 가능성과는 질 으로 다른 차원의 기술 가능성이 개되고 있

다.

먼 정보가 무형화되는 상이 출 하고 있다. 책, 잡지, 문서와 같

은 지 까지의 유형 (아날로그) 정보매체들은 무형의 정보매체에 의해

서 체되거나 후자와 경쟁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 가능성들은 상이

한 기 들 사이의 정보교환을 용이하게 만든다.

둘째, 정보이용을 한 경비가 감된다. 일단 자 으로 집 된 정

보들은 다른 기 이 다시 이를 수집할 필요가 없다. 다른 기 도

111) BVerfGE 65, 1 (46) 참조.



410

언제든 직 이를 불러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정보처리기

술의 발 에 따라 정보처리에 차 더 렴한 비용이 소요된다.

셋째, 정보의 활용도가 제고된다. 자 으로 처리되어 집 된 모든

정보들에 용이하게 근할 수 있기 때문에 집 된 정보들은 수기상태의

정보에 비하여 활용의 폭이 훨씬 넓고, 통일 기 개발을 통하여 무수

한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기존의 데이터뱅크에 언제

어느 곳에서라도 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로그램을 통해 정보들

사이에 새로운 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질 으로 새로운 정보를 만

들어 낼 수 있다.

넷째, 컴퓨터와 자정보처리를 통해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오류가 상

당 부분 제거될 수 있다. 정보의 정확도가 보다 높아짐으로써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오류가능성 때문에 이제까지 불가능했던 정보이용의 장애

를 극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더구나 학습능력 있는 컴퓨터가 차 실

되고 정보 장용량이 원칙 으로 무제한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다섯째, 이러한 발 은 국가와 경제의 기능방식, 그에 따라 사회의 기

능방식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즉 국가가 국민과 체의

복리를 한 국가과제를 가능한 한 합리 으로 수행하는 것은 법치국가

으로 자명한 불문의 국가의 의무이다. 국가에게는 국가목 달성에 도

움이 되며 헌법에 의하여 허용되고 주장 가능한 모든 기술 인 수단들

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있다. 오늘날의 정보기술은 국민이

부행정의 역에서 보다 높은 법 안정성을 리고 보다 평등한

우를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자 정보망의 확산은 행정이 능률

으로 작용하기 한 제이다. 사회국가 실에서 국가의 부에

한 개인의 기 는 격히 높아지고 있다. 이 과제를 질서 있게 이행하

고 국민의 부요청을 충족할



411

수 있으려면 공행정은 산업국가에서 실제 으로 자정보처리기술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우리는 자정부의 이념과 만난다.

2. 개인정보자결권의 헌법 보장의 필요성

그러나 의 정보기술은 음지도 길게 드리우고 있다. 이것이 개인

의 기본권으로서 개인정보자결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되는 근본이유

이다. 즉 정보처리기술에 내재된 험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

호하고 이를 통해 궁극 으로는 개인의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해서는 개인정보자결권이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먼 , 인 기술조건 아래에서는 개인은 자기정보의 공개나 이용

과 련하여 특별한 정도의 보호를 필요로 한다. 즉, 자 정보처리기

술의 도움으로 개인이나 사물에 한 정보들을 무한정으로 집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그리고 거리와 무 하

게 이 집 된 정보들을 불러낼 수 있으며 통합정보체계를 통하여 개인

인 정보들을 결합하여 부분 인 는 거의 완벽한 인격상을 구축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인간은 어항 속의 붕어와 같은 존재로 락할 수도

있다. 이에 비하여 개인들은 자신에 한 정보가 그와 같이 수집되고

집 되는지, 그 정보가 정확한지 그리고 사용되고 있는지 어떠한 목

으로 사용되는지를 충분히 알 수 없다. 따라서 개인정보자결권이라는

형태의 정보보호를 통해서 련개인을 데이터뱅크의 보유자에 의한 정

보의 조사와 처리 앞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112)

112) BVerfGE 65, 1 (42); R. Scholz/R. Pitschas, Informationelles Selbstbestimmungsrecht

und staatliche Informationsverantwortung, 1984, 12 이하.; S. Simitis, Die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 Grundbedingung einer verfassungskonformen

Informationsordnung, NJW 1984, 398 이하.; P. Badura, Verfassungsrechtliches

Gutachten zum Entwurf des Mikrozensus-Gesetzes vom 29. 3. 1985 für den

Innenausschuß, Ausschuß-Drucksache 10/75(1986),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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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결권의 다른 근거이자 목표는 개인의 결정의 자유를 유

지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개인의 결정의 자유는 국민의 행 능력과 참

여능력에 토 를 둔 자유민주 기본질서의 기본조건이다.113)

정보기술의 조건 아래서 개인은 국가나 타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용이하게 자신에 한 정보를 집 하고 리함으로써 자신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심리 압박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정

보를 집 하여 리하는 자는 그 정보에 기 하여 개인의 심리를 악

하고 그의 행태를 용이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하여 개인의 결정의 자유는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먼 , 자신과 련된 어떤 정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지를 충분히 확실하게 개 할 수 없는 자, 의사소통의 상

방이 자신에 하여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측할 수 없는 자는 독자

으로 계획하고 결정하는 자유를 하게 제약받을 수 있다.114)

다음으로, 자신의 비상한 행태가 항상 기록되거나 정보로서 “지속

으로 집 되고 이용되거나 달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안하여야 한다면

(집회나 시민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청이 기록할 경우), 개인은 불이익

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심리 압력 때문에 자신의 권리의 행사를 포기

할 수도 있다. 그에 따라 개인의 권리가 구체 으로

113) BVerfGE 65, 1 (42).

114) BVerfGE 65, 1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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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되지 않는 경우에도 일반 행동의 자유가 일반 으로 정보조사

조치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115) 이로 인하여 개인의 정치 결정의

자유는 심각하게 축될 험이 있다.

이는 국민과 국가의 계에 하여 지속 으로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 개인들은 자신과 련된 정보의 흐름과 그것이 어디서 어떻게

수집되어 집 되고 이용되는지 충분하게 악할 수 없고, 그 결과 국가

에 한 불신이 싹틀 수 있다. 정보의 지배자에게 자신이 내맡겨져 있

다는 두려움은 고도기술에 하여 인간이 갖고 있는 시원 인 불안, 꿰

뚫어 볼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자기제(컴퓨터)에 한 시원 불안

에 의해서 강화된다.116)

개인정보를 수 에 넣은 공권력 못지않게 개인정보들을 집 한 데이

터뱅크를 보유한 사 세력들도 개인의 결정의 자유를 하고 있다.

사인은 자신에 한 정보에 한 처분권을 상실하게 된다. 결국 정보라

는 자원의 일방 이용가능성은 사인 사이에서도 ‘새로운 권력 상

황’117)을 조성하고 경제 결정의 자유를 태롭게 함은 물론 여론형성

에 있어서의 개인의 향력도 축소시키는 등118) 민주 의견형성 의

사형성의 과정 자체를 할 수도 있게 된다.

이처럼 자 정보처리기술의 발 으로 인하여 정보보유자, 정보처

리시설의 운 자들이 그것을 수단으로 권력을 획득․행사하고 그

게 새롭게 획득한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하게

115) BVerfGE 65, 1 (43). 국내문헌으로는 무엇보다도 이인호, 정보사회와 개인정보

자결권[주 2], 62 이하)는 개인정보의 자결권을 인정하여야 할 근거로 인간의 존

엄성확보, 자유민주 기본질서의 유지를 한 필요성,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지 하고 있다.

116) E. Benda, Privatsphäre und “Persönlichkeitsprofil”, in: Menschenwürde und

freiheitliche Rechtsordnung, FS Willi Geiger zum 65. Geburtstag, 1974, 27쪽.

117) O. Mallmann, Zielfunktionen des Datenschutzes. Schutz der Privatsphäre -

Korrekte Information, 1977, 66쪽.

118) Eberle, DÖV 1977(주 5), 3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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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 다. 따라서 개인의 정보에 한 효과 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정당하다. 한편, 민주 법치국가가 헌법이 규정

한 통제수단들을 가지고는 헌법 으로 보장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없고, 따라서 새로운 국가개념이나 조직개념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극단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 정보행정을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

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독일 연방헌법재 소도 국가가 정보조사 정보처리와 련된 실무

에서 신뢰구축을 하여 노력하지 않을 경우 장기 으로는 불신이 생겨

서 국민의 국가에 한 조자세가 사라질 험이 있으며,119) 문가들

만이 조감할 수 있는 정보기술에 내재하는 험과 련하여 국민의 신

뢰를 얻으려면 국가는 여러 가지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 하

면서 개인정보자결권을 인정하 다. 이 권리는 정보사회로 가는 도상의

이정표 내지는 표석으로 평가되었지만,120) 학설과 례를 충분히 검토

하지 않고 단정 인 형태로 인정된 극히 문제성 있는 권리라는 비 의

목소리도 있었다.121)

3. 일반 개인정보자결권의 실정헌법 근거

독일 연방헌법재 소는 기본법 제1조 제1항의 인간의 존엄성보장과

연계된 제2조 제1항의 인격의 자유발 권에 기 를 둔 일반 인격권에

의거하여 개인에게 자신의 신상정보에 한 포 결정권, 즉 자신의

정보의 자결권을 인정하 다.122) 이 례는 독일학계

119) BVerfGE 65, 1 (50).

120) Scholz/Pitschas, 게서(주 14), 12쪽 ; H. P. Schneider, Rechtsschutz und

Verfassungsschutz durch die Verfassungsgerichte, DÖV 1984, 161쪽 - 정보보호

에 한 헌법 산상수훈.

121) Vogelgesang, 게서(주 3), 136 이하 많은 곳.

122) BVerfGE 65, 1 요지 1, 41(43); 한 80, 367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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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뜨거운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다만, 독자 인 일반 개인정보자결

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해서는 이론이 있다. 재 우리 학계에

서는 개인정보자결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이견이 없으나,123) 그

실정헌법 근거에 해서는 다툼이 있다. 헌법 근거의 문제를 다루

기에 앞서 과연 독자 인 개인정보자결권을 구성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부터 검토해 보기로 한다.

가. 독자 인 일반 개인정보자결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

이 설은 독일의 소수설124)로서 독자 으로 개인정보자결권을 인정하

지 않더라도 일반 인격권을 통해서 개인의 인격을 보호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와 자유로운 의사소통 그리고 개인정보에 한

공익이라는 상충하는 법익들의 계를 조화롭게 설정하기 해서는 일

반 인격권의 테두리 안에서 정보가 갖는 인격에 한 의미(가령 개인

의 내 역에 한 정보와 같이 한 의미를 갖는 정보냐 아니면 사

소한 의미를 갖는 정보냐)나 정보의 존재양식(수기정보냐 자 으로

처리되는 정보냐)을 감안하여 개인에게 단계화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개인의 방어권으로서의 개인정보자결권의 목표와 내용은 국가권력이

나 제3자에게 련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는 법률 근거 없이 개인정

보에 간섭하는 것을 지함으로써 국가나 제3자의 정보에

123) 이에 한 상세한 문헌고증은 김일환, 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에

한 연구(주 2), 87 이하, 특히 101쪽 주 83 참조.

124) 무엇보다도 K. Vogelgesang, 게서(주 3), 144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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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간섭과 지배를 방지하는 것이다. 즉 개인의 의사소통능력을 유

지하고 일반 의사소통을 한 문호개방을 유지하는 것이다.125) 그

런데, 주 공권으로서의 개인정보자결권은 그에 한 제한의 합법성

을 요구한다. 이 권리는 민법에서는 불법행 에 의한 손해의 배상을 요

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 개인정보자결권은 이처럼 정보주체의 이익

에 주안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진하기보다는 의사소통을

지시키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반 개인정

보자결권을 인정할 경우 사람이 주변과 함에 있어서 개인의 희망과

는 상 없이 가령 외양, 이름 등등과 같은 그 인격의 일정한 요소들을

타인들이 알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임에도 이 모든 형식과

가능성이 개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거나 특별한 법률 허가를 받

아야 한다는 논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이 권리에 한 “제

한”으로 보아야 할 국가작용의 범 , 즉 법률유보의 용범 가 필요이

상으로 넓어지게 되며, 그에 따라 련 국가작용에 불요불 한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비 이 제기된다. 일반 인 개인정보자결권에 의할

경우 컴퓨터에 의한 정보의 결합가능성을 논거로 모든 정보의 조사와

처리는 그것이 어떤 형태로 일반 인격권을 제한하는지를 불문하고 헌

법 인 문제를 제기한다고 보게 됨으로써126) 개인의 인격보호를 해서

그 자체 무의미한 정보, 가령 이름, 주소, 화건 사람의 이름을 문서나

메모지에 기록하는 것과 같은 정보의 수기처리, 사실 계를 계자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달하는 것 등 개인의 일반 인격권

125) 공권으로서 그리고 사법상의 방어권으로서의 정보의 자결권의 기능 Simitis, NJW

1984(주 14), 400쪽 ; 동인, Datenschutz: Voraussetzung oder Ende der

Kommunikation?, in: FS für Coing II, 495 (513 이하); A. Podlech,

Individualdatenschutz-Systemdatenschutz, in: Festgabe für Grüner, 1982, 451-452.

126) 표 인 것으로는 Stellungnahme der Datenschutzbeauftragten, DÖV 1984, 5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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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언 리만을 건드리고 그것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조치들이 모

두 개인정보자결권에 한 제한으로 간주되어 법률 근거가 필요하고,

그 근거가 없으면 헌이 되는 부당한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다.127)

뿐만 아니라, 의사가 환자에 한 검진과정에서 알게 된 건강에 한

정보를 할 청에 달하는 경우와 같이 일반 인격권에 한 한

제한을 의미하는 경우와 이름, 주소와 같은 인 정보의 달처럼 인격

권보호에 별 의미가 없는 정보가 동일하게 다루게 되고, 정보의 결합가

능성에 따른 험성 때문에 개인정보자결권 념이 개발된 컴퓨터에 의

한 정보처리와 그와 같은 험성이 없는 인 정보의 수기처리가 동일

하게 다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한다.

그러나 일반 개인정보자결권을 인정하더라도,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 제한의 정당성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 인 정보의 인

격보호에 한 의미나 인 정보의 존재방식이나 처리방식에 따른 형량

의 단계화는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술한 이유 때문에

포 인 개인정보자결권을 굳이 부인하고 그 자체 개방 이고 불명확한

일반 인격권의 테두리 안에서 련문제들을 개별 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불편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나. 국내학설의 황과 평가

국내 학설의 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헌법에 명시된 일부 특별한

127) 일반 인격권의 구성요건에서 이미 다른 헌법 법익과의 법익형량이 행해져야

한다. 일반 인격권은 그 언 리만을 제약받지만 그와 상충하는 다른 헌법 법익

들은 하게 제한되는 경우에는 일반 인격권의 침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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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들이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일별할 필요가 있다.128)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통신의 비 (제18조), 양심의 자유(제19조),

종교의 자유(제20조 제1항), 언론․출 ․집회․결사의 자유(제21조), 학

문과 술의 자유(제22조), 혼인과 가족생활의 자유(제36조 제1항) 등의

고 자유권들도 련 생활 역에서의 개인 사항들이나 개인의 정

보에 한 결정권도 포함하고 있는 개인 법익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을 간과할 수 없다.129) 한 직업의 자유나 재산권도 직업 비 이

나 은행거래와 련된 비 보장의 필요성에서 보는 것처럼 기능상, 의

미상 련성이 있는 개인정보의 자결을 보호한다.130) 주거의 불가침 역

시 주거나 련시설에 한 정보의 조사에 해서도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131) 그러나, 이들 개별 기본권으로부터 일반 인 개

인정보자결권을 도출하거나 개인정보자결권을 각 자유권의 구성요소로

악할 수는 없다.132) 재 국내에는 이러한 특별한 기본권들이 일반

인격권 내지 사생활의 비 과 자유의 특별한 일 측면들을 보호한다는

지극히 타당한 주장이 있기는 하지만,133) 이 기본권들에서 개인정보자

결권의 일반

128) 독일의 일부 학자들은 개인정보보호를 일반 인격권의 특수한 구체화의 문제만이

아니라, 각 개별 자유권의 부분 문제로서도 악하려고 한다. 가령 H. U. Gallwas,

Verfassungsrechtliche Grundlagen des Datenschutzes, Der Staat 1979, 514쪽; W.

Schmidt, Die bedrohte Entscheidungsfreiheit, JZ 1974, 245-246쪽.

129) 개별 자유권들을 정보의 자결권 내지 정보보호권으로 평가하려는 시도로는 무

엇보다도 H.-U. Gallwas, Verfassungsrechtliche Grundlagen des Datenschutzes,

Der Staat 18 (1979), S. 514 참조.

130) Scholz/Pitschas, 게서(주 14), 1984, 99쪽.

131) Scholz/Pitschas, 게서(주 14), 91쪽.

132) 독일에서의 이에 한 상세한 검토는 Vogelgesang, 게서(주 3) S. 89 ff., 109

f.; W. Schmitt Glaeser, Schutz der Privatsphäre, in: HStR VI(1989), § 129, Rn

83 이하 참조.

133) 한수웅, 헌법상의 인격권 -특히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일반 인격권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보호에 하여- 「헌법논총」 제13집, 2002, 헌법재 소,

623 (6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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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를 찾고 있는 견해는 없다.

(1) 개인정보자결권의 소극 측면의 근거는 헌법 제17조에서 그

리고 그 청구권 측면의 근거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에 있다고 보는 설134)

이 설은 김철수 교수에 의하여 주장되고 있다. 헌법 제17조의 구성요

건이 통 인 자유권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제17조는 개인정보

자결권의 방어권 측면 이외의 극 측면을 포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으로 이해된다. 기본권의 양면성을 부정하고 있는 김철수 교수는135)

헌법 제17조의 객 법 측면으로부터 극 인 내용의 개인 권리들

이 도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한편, 그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일체로 악하여 자유권, 평등권

을 비롯한 청구권 기본권, 사회 기본권 등 모든 기본권을 포 하는

주기본권으로 이해한다.136) 그래서 그는 헌법 제10조에서 개인정보자결

권의 극 근거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기본권의 양면성을 인정하고 있는 지배설의 입장에서 볼 때

개인정보자결권의 극 내용을 인정하기 해서 굳이 헌법 제10조를

그 근거로 삼아야 할 필요는 없다. 이설의 기본 제, 즉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양자가 하나의 포 기본권으로

규정된 것인 동시에 의의 인간의 존엄권과 행복추구권도 함께 보장하

고 있다는 제 자체의 타당성도 의문스럽

134) 김철수, 헌법학개론, 2001, 540쪽. 법원(1998. 7. 14. 선고 96다42789 결)은 헌

법 제10조와 헌법 제17조를 나란히 열거하면서 정보의 자결권을 도출하고 있으

나, 구체 인 논증이 없어서 김철수 교수와 같은 논거에 토 를 두고 있는 것인

지는 불분명하다.

135) 김철수, 헌법학개론, 2003, 264쪽.

136) 김철수, 게서(주 37), 278-2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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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37) 그러한 제에 의할 때 헌법 제37조 제1항이 단순한 주의규정

으로 락한다는 체계 ․발생사 인 에서의 비 을 굳이 원용하지

않더라도, 행복추구권이 세계헌법사에서 자유권으로 발 해 왔다는 사

실은 행복추구권을 인간존엄권과 결합하여 모든 기본권의 모태로 보는

입장의 설득력을 하시키고 그와 같은 제 에 설 경우 인간존엄

권도 공익을 하여 상 화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는 도 이 설

의 이론 토 를 취약하게 만든다.

(2) 개인정보자결권의 근거를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원리에서

찾는 설

이 설은 개인정보자결권은 자유로운 인격성의 보장을 한 측면과 권

력통제권이라는 정치 권리로서의 측면을 동시에 가지는 복합 권리

이며, 그 헌법 근거도 자의 측면과 련해서는 헌법 제10조의 인간

의 존엄권 행복추구권에서 찾을 수 있지만, 후자의 측면과 련해서

는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원리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138)

이 설은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원리를 모든 정치 성격을 갖는 기

본권들의 원천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객 법원리에 불과한 그 원리

들이 직 개인의 주 권리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는 극히 의문스럽

다.139) 이 권리가 국가가 개인정보를 임의로 조사, 집 , 이용할 수 없

도록 하고, 정보의 분할 등 정보의 권력분립까지도 내용으로 할 수 있

다는 측면에서 권력통제 인 측면을 가지고 있음은

137) 이러한 제의 비 에 해서는 무엇보다도 계희열, 헌법학( ), 2002, 191-192

쪽 참조.

138) 김종철, 헌법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통제권의 재구성을 한 시론, 인터넷

법률 제4호, 2001, 36 (43쪽).

139) 동지, 김용섭,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충돌과 조화, 「공법연구」29집 제3호,

2001, 167 (1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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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이다. 그러나 모든 기본권이 소극 권한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140) 즉 개인에게 열린 자유의 가능성을 국가기 이

박탈하는 것을 지하는 규범으로서 기능한다는 에서 보면 권력통

제 측면은 모든 기본권에 내재하는 속성에 불과하다. 더구나, 언론․

출 ․집회․결사의 자유와 같은 고 정치 자유권들은 물론 정보

의 자유 내지 알권리, 개인정보자결권과 같이 정보사회에서 요성을

획득하고 있는 기본권들도 그 객 측면에서는 민주 기본질서의 요

소가 된다.141) 이러한 기본권들은 민주 인 국가생성과정과 정치 의

사형성의 민주 과정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그 의미와 정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142) 이러한 기본권들을 통한 자유보장의 요한 기능의

하나는 그와 같은 정치 과정을 가능하게 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결국

김 교수의 논증은 개인정보자결권의 정치 기능 내지 민주 기능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의 지 은 통합론 기본권이론이나

민주주의 ․기능론 기본권이론의 에서 보면 당연한 것일 뿐 아

니라, 기본권의 기능의 문제와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의 법 근거의

문제를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이 권리의 근거를 보다 구체 이

고 권리 형식으로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들을 떠나서 객 법원리

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내용도 매우 추상 인 민주주의원리나 국

민주권원리에서 찾는 것도 방법론 으로도 수 하기 어렵다.

140) 계희열, 게서(주 39), 46쪽.

141) 계희열, 게서(주 39), 45쪽; K. Hesse,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20. Aufl. 1995, Rdnr. 294.

142) Hans Hugo Klein, Die Grundrechte im demokratischen Staat, 1972, 27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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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 과 자유에서 그 근거를 찾는 설

(다수설)

재 국내의 다수설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 과 자유’에서 일

반 개인정보자결권의 헌법 근거를 찾고 있다.143)

이와 같은 견해의 배경에는 미국에서 개인정보자결권이 라이버시

(privacy)의 권리의 한 내용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144) 우리 헌법이

제17조를 통해서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라이버시권을 수용하려고

했다는 성립사 논거가 있다.145) 즉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 과

자유는 곧 미국에서 논의되는 ‘ 라이버시권’이며, 이 라이버시권은

웨스틴(Westin)이 정의하는 바와 같이 “자신에 한 정보가 언제, 어떻

게, 얼마만큼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되어도 되는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개인의 요구로 이해될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자결권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설의 변자인 김일환 교수146)에 의하면 헌법상 보장되는 “私” 生

活이 개방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본질을 극 으로

143) 가령 권 성, 게서(주 8) 429쪽; 성낙인, 남법학(주 2), 26쪽; 「법제연구」

11호(주 2), 1 (12-14)쪽; 언론정보법(주 2), 488-492쪽 -자기정보에 한 통제권;

성낙인 외, 개인정보보호를 한 정책방안 연구(주 2), 23-31쪽은 그 밖에도 헌법

제10조의 인간존엄권 행복추권, 제4조와 제8조의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보충

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인호, 정보사회와 개인정보자결권(주 2), 71쪽; 김

일환, 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에 한 연구 (주 2), 101-102쪽; 변

재옥, 정보화사회에 있어서의 라이버시의 권리(주 2).

한편, 하 심 결 에는 헌법 제17조를 인격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제

17조가 정보의 자결권의 근거라고 보는 것이 있다. 가령 서울고법 1996. 8. 20. 선

고 95나44148 결, 하집1996-2, 277; 서울지법 1995. 9. 29. 선고 91가합49346

결, 하집1995-2, 386.

144) 이에 한 정보는 김일환, 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에 한 연구

(주 2), 92-93쪽 참조. 물론 미 연방 법원의 례는 아직 포 인 정보의 자결

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45) 계희열, 게서(주 39), 344쪽; 김철수, 게서(주 37), 539쪽.

146) 김일환, 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에 한 연구(주 2), 97-98쪽.



423

규명되기 힘들다 할지라도 사회의 범 한 찰이나 토론을 배제하

거나 거부할 수 있는 내 이고 차단된 활동 역으로서 私的인 것 그리

고 개개 행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고 그의 책임하에 자율 으로 행해

지는 모든 활동들로서의 사 역은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 역

과 공 역들의 “구분”은 오늘날에도 여 히 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처럼 역 사고에 입각하고 있는 이 설의 주장자들이 그

와 같은 역 사고를 뛰어넘는 개인정보자결권의 보호범 를 헌법 제

17조의 ‘사생활의 비 과 자유’라는 구성요건을 통해서 커버할 수 있다

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논리 오류가 아닌지 의문이며, ‘사생활의 비

과 자유’라는 구성요건으로부터 어떻게 극 인 내용의 권리들(자기정

보 근권․자기정보열람청구권 등과 같은 차 권리들)을 도출할 수

있는지 이 권리에 의하여 국가에 부과되는 여러 가지 객 인 법

의무가 어떻게 도출할 수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이 설에 한 근본 인 비 은 항을 바꾸어 헌법 제10조의 인간존엄

권과 행복추구권의 결합을 통해서 구성되는 일반 인격권이 개인정보

자결권의 근거라는 설147)의 타당성 논증의 형태로 진행하기로 한다.

다. 사견: 일반 개인정보자결권의 근거는 일반 인격권

우리는 헌법 제17조는 개인정보자결권의 일부 내용을 포섭할 수 있으

나 동 권리의 일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본다. 그 이유는 헌

147) 졸고, 남 법률행정논총 (주 9), 205 이하; 한수웅, 게논문(주 35), 660 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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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의 구성요건이 다분히 역 사고에 입각하여 설정되었고,

따라서 사생활 역에 련된 정보만이 아닌 개인의 정보 일반에 한

자결을 보호하는 개인정보자결권의 일반 근거가 될 수 없다.

(1)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의미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 ’이라는 구성요건 ‘사생활’을 ‘사

공간에서의 생활’이라는 의미에서 공간 으로만이 아니라 사회 개념

으로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령 일기장의 기재나 주거공간

이나 성생활과 같이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생활(이른

바 내 역; Intimsphäre)만이 아니라, 의사와의 마약 독이나 알콜

독에 한 상담의 경우처럼 타인과의 사이에 형성되는 비공개 인 의사

소통의 계(私事의 역; Privatssphäre)도 사생활에 해당한다. 결국

개인의 생활 공 생활, 공개된 생활을 제외한 역이 사생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 기 때문에 공권력이 개인의 내 역

사사의 역에 속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하여 제17조가 보호

를 제공할 수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2) 개인정보자결권이 미치는 범

문제는 개인정보자결권이 보호의 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내

역이나 사사의 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 생활에서

형성되는 개인정보, 심지어는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되며, 개인

정보자결권이 단순히 개인의 사생활에 한 정보의 수집으로부터 개인

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이용의 방법과 양태에 해서도 개인

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있다. 다분히 역 사고에 토 를 둔

헌법 제17조는 이러한 보호를 제공해 수 없다.

(가) 개인의 성명, 상, 명 , 신용은 어느 경우에나 “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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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 ”인가?

필자의 주장을 논증하기에 앞서 먼 헌법 제17조의 해석에 한

재의 통설의 오류부터 지 해 보자. 통설은 성명, 상, 경력, 이미지 등

본인에게 고유한 속성인 인격 징표의 도용 지가 항상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 ”의 보호 역에 속한다고 본다.148) 그러나, 일상 거래

에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하는 표지로 사용되는 개인의 성명이나 공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공인의 상이나 경력이 ‘사생활의 비 ’

이라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149) 비개방 공간에서의 개인의

생활을 은 히 촬 하는 것에 해서는 그 개인이 비록 공인이라 하더

라도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 에 의해서 보호된다. 그러나, 공개된

장소에서 공 생활과 련하여 촬 된 공인의 상이 왜곡․오용되는

것에 하여 헌법 제17조는 한계를 드러낸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격

등에 한 사회 평가인 명 나 신용도 사생활의 비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경우 문제되는 것은 사생활의 평온이나 은비성이 아니

라 인격 징표의 사용방법이나 용도와 련된 것이거나 사회 평가의

왜곡이기 때문이다.

(나) 공 생활 역에서 형성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의 문제

국가는 개인의 사생활에 침범하거나 간섭하지 않고도 공 생활 역

에서 떨어지는 개인정보를 낙수를 듯이 주어서 집 할 수도 있다. 국

가는 이와 같은 정보를 국가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다른 개인 련 공

․사 정보들과 결합하여 새로운 차원의 가치를 갖는 개인정보를 만

들어 낼 수도 있다. 국가가 치산이나 한정치산 선고와 같은 개인 련

공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으로도 개인의 인격에

148) 가령 권 성, 게서(주 8), 426쪽.

149) 동지, 한수웅, 게논문(35), 647쪽 주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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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 평가에 향을 미칠 수 있다. 특정 정치인이 하지도 아

니한 정치 발언을 하 다고 언론매체가 보도한 경우 보도내용이 개인

의 사생활에 한 보도나 명 훼손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정치

인의 사생활이나 명 에 한 침해는 없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그에 한 왜곡된 형상이 형성될 수 있다. 만일 이 경우 법원이

언론매체가 장차 같은 보도를 반복하는 것을 지해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방 부작 소송을 인격상의 왜곡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할 경

우 그 법원은 외부에 자신의 모습을 달하는 개인의 노력이 타인에 의

하여 방해받음으로써 외부에 한 자기표 권이 침해된다는 을 간과

하는 것이다.150)

(다) 라이버시권 논의결과의 포 수용에 실패한 헌법 제17조의

구성요건

술한 문제들에 하여 헌법 제17조는 무력하다. 다분히 역 사

고방식에 토 를 둔 가운데 조문화된 제17조는 미국에서 오늘날 논의되

고 있는 라이버시권151)이나 독일에서 논의되는 일반 인격권을 우리

헌법에 모두 수용하는 데 실패했다고 본다. 그 다면 이를 만회하기

하여 헌법 제17조의 명문규정을 확장 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인

가? 헌법 제17조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헌법 제10조를 통해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제17조를 무리하게 확장하여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다.152) 물론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

150) BVerfGE 54, 148 (153 ff.) - 이른바 정치인 Eppler 사건.

151) 그 근본원인은 라이버시권의 다의성에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조차 라이버시

권을 정의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하 고, 최근에는 그에 한 개념정

의를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는 분석까지 있다. 이에 해서는 이인호, 정보사회와

개인정보자결권(주 2), 69-70쪽, 주51 거기서 인용된 문헌참조.

152) 그 다고 우리 헌법재 소처럼 우선 으로 제10조의 행복추구권으로 달려가 그

것에 의거함으로써 제17조의 사생활의 비 과 자유를 거의 사문화시키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본다. 가령 헌법재 소가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생한다

고 본 성 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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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보호범 가 어디까지 미치는지의 문제는 헌법 제37조 제1항의

의미해석과 련하여 어려운 문제를 야기한다.153) 헌법 제37조 제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도 경시되지 않는다’는 규정은 이

규정 자체가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의 직 원천이어야 한다는

취지라기보다는 명시된 자유와 권리에 한 규정들을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까지도 보장되는 방향으로 극 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기본권해석의 지침을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154) 그러나, 재의 다수

의 견해와 례는 헌법 제10조 제1문 후단의 행복추구권을 인격의 자유

발 권(개성신장권) 내지 일반 행동의 자유권으로 이해하는 한편, 같

은 조 제1문 단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결부시켜 일반 인격권을

구성하고 있다.155) 이처럼 헌법 제10조의 의미를 극 으로 모색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본다.

(3) 일반 개인정보자결권의 근거로서의 일반 인격권

일반 인격권은 명시되지 아니한 자유권으로서 특별한 (즉 헌법

153) 이에 해서 자세한 것은 무엇보다도 계희열, 게서(주 39), 179 이하, 특히

185-186쪽, 191 이하 그 곳에서 인용된 문헌 참조.

154) 한수웅, 게논문(주 35). 635쪽.

155) 계희열, 게서(주 39), 193 이하 참조. 동지의 례로는 헌재 2000.4.27. 98헌가

16 등 (병합), 례집 12-1, 437 (456) - 과외 지. 그러나 지 아니한 헌법재

소의 례가 일반 인격권의 근거로 막연히 헌법 제10조를 들고 있다. 가령 헌

재 2001.10.25. 2000헌바60 - 간통죄; 2001. 7. 19. 2000헌마546, 례집 13-2, 103

(112) - 차폐시설이 불완 한 유치장내 화장실; 2002.7.18. 2000헌마327 - 알몸수색.

그런가 하면 일반 인격권의 근거를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만 찾는 례도 있

다. 컨 헌재 1999.9.16. 98헌가6, 례집 11-2, 228 (243-244) - 개인 동의 없

는 단체보험가입; 1999.5.27. 97헌마137, 례집 11-1, 653 (665) - 미결구 자의

재소자용수의착용처분. 한편, 헌재 1997.7.16. 95헌가6, 례집 9-2, 1 (16) - 동성

동본 혼도 인격권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동일시하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는 그러나 인간존엄권이 불가침 성격을 갖기 때문에 매우 좁게 한정된 보호

역만을 가질 수 있고, 그에 따라 매우 좁은 인격의 역만을 보호한다는 에

비추어 볼 때 신 한 례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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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명시된) 자유권을 보충한다. 이 권리의 과제는 인격의 비교 좁

은 생활 역과 통 인 자유권들에 의해서는 충분히 보장될 수 없는

인격의 기본조건을 보장함으로써 헌법의 최고의 구성원리인 인간의 존

엄성보장 실 에 기여하는 것이다. 일반 인격권의 이와 같은 특성 때

문에 그 보호되는 권리의 내용이 완결 으로 확정될 수 없으며 구체

인 사례와 련하여 비로소 개별 으로 확인될 수 있을 뿐이다. ‘일반

’ 인격권은 일반 행동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특정 생활 역에 결부

되어 있지 않다. 일반 ‘인격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마찬가지로 개

인을 행 와 련하여서가 아니라 주체성에 있어서 보호한다. 즉 일반

인격권의 구체 내용들은 주체의 다양한 발 방식에 하여 효력을

갖는다.156)

우리나라나 독일에서 일반 인격권의 내용으로 인정되는 것들은 매

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체계화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며, 논자에

따라 그 구체 내용에 한 분류방법도 다르다. 여기서는 그 내용을

자기결정권, 자기유지권, 자기표 권으로 나 어 설명하기로 한다.157)

자기결정권은 개인이 스스로 결정하고 상황에 따라서

156) BVerfGE 72, 155 (170); 54, 148 (153-154). 계희열, 게서(주 35), 201 이하;

Pieroth/Schlink, Grundrechte, Staatsrecht II, 15. Aufl. 1999, Rn 373 참조. 독일

연방헌법재 소도 애 에 인격을 공권력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하여 상

이한 정도로 보호되는 공간 역들을 불가침의 핵심인 內密領域, 사회 연

성이 있어 상 으로만 보호되는 私事領域, 원칙 으로 보호의 상이 아닌 公

開領域으로 나 는 이른바 역구분이론(Sphärentheorie)에 토 를 두고 례를

형성하 으나, 자결권과 자기표 권을 역과는 무 하게 인정한 Eppler결정

(BVerfGE 54, 148 ff.), Böll/Walden결정(BVerfGE 54, 208 이하)을 기로 역

이론과 거리를 두게 된다. 일반 인격권에 한 독일 례의 발 과정에 하여 자

세한 것은 H. D. Jarass, Die Entwicklung des allgemeinen Persönlichkeitsrechts in

der Rechtsprech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in: H.-U. Erichsen/H.

Kollhosser/J. Welp (Hrsg.), Recht der Persönlichkeit, 1996, 89 이하; B.

Holznagel, Das Grund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in: B.

Pieroth(Hrsg.), Verfassungsrecht und soziale Wirklichkeit in Wechselwirkung,

2000, 29 (29 이하)참조.

157) Pieroth/Schlink, 게서(주 58), Rn 374 이하. 참조 그 밖에도 독일의 일반 인

격권에 한 논의에 입각한 일반 인격권에 한 설명으로는 한수웅, 게논문,

623 (643 이하)은 일반 인격권의 내용을 사생활의 비 과 자유를 내용으로 하

는 사생활의 보호권과 사회 인격상결정권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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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신이 구인지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158) 자

기유지권이란 개인이 사생활로 돌아가 은거하고 홀로 있을 권리를 의미

한다.159) 자기표 권이란 자신을 폄하하거나 왜곡시키는 공개 인 표

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자신에 한 공개 인 표 에 하여 방어

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을 은 히 탐지하는 것에

하여 방어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정보에 한 자결권 등을 포함한

다.160) 자기유지권 자기결정권과 한 련을 갖는 사생활의 비

과 자유가 유일무이한 개체로서의 개인의 개성의 형성과 개인 정체성

의 보호에 주안 이 있다면, 개인정보자결

158) 가령 개인이 자신의 통을 알 수 없도록 막아서는 안되고(BVerfGE 90, 263

[270 f.]; 96, 56 [63]. 우리 헌법재 소는 부의 친생부인제한과 련하여 일반

인격권 침해를 인정한 바 있다. 헌재 1997. 3. 27. 95헌가14 등, 례집 9-1, 193

[200-205쪽]), 자신의 이름을 보유하는 것(BVerfGE 78, 38 [49]), 자신의 성 역

할(BVerfGE 47, 46 [73]), 이 역할에 부합하는 호 (Personenstand; BVerfGE 49,

286 [298]; 한 BVerfGE 60, 123 [254] 참조)과 자녀의 출산(임신에 해서는

BVerfGE 88, 203 [254]; 불임에 하여는 BGH, NJW 1995, 2407, 2409), 성행

여부 상 방(헌재 1990.9.10. 89헌마82, 례집 2, 306 [310]; 2001.10.25. 2000헌

바60 - 간통죄)에 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지해서는 안된다.

159) 의사와 환자의 상호신뢰에 기 한 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진료기록

(BVerfGE 32, 373 [379]), 기타 건강상태․ 상태․성격에 한 정보(E 89, 69

[82-83]), 일기장의 隱秘性(BVerfGE 80, 367 [373 이하]).

160) 개인의 명 에 한 보호(BVerfGE 54, 148 [155]), 상권(BVerfGE 35, 202

[220]), 도청과 은 한 녹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BVerfGE 34, 238 [246]), 반론권

(BVerfGE 63, 131 [142-143]) 정정요구권(BVerfGE 97, 125 [148-149])을 포함

하는 자신의 말에 한 권리(BVerfGE 54, 148 [155]), 직업생활에서 개인의 생활

상황을 밝히도록 강요받지 아니할 권리(BVerfGE 96, 171 [181]) 등이 포함된다.

청소년 성매수자에 한 신상공개제도에 한 헌법재 소 2003. 6. 26. 2002헌가14

결정에 한 소수의견은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일반 인격권이 타인의

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형성하는 데 있어 결정 인 인자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자료에 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다시 말하여 “사회 인격상에

한 자기결정권”을 포함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헌법재 소공보 82호

5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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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포함하는 자기표 권은 주로 국가나 제3자와의 계에서 형성되

는 개인의 인격상, 즉 개인의 사회 정체성에 한 것이다.161) 요컨 ,

일반 인격권의 보호범 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 과 자유’의

보호범 보다 넓다.

개인정보자결권의 기 를 이루는 자결사상도 개인이 사생활의 비 에

국한됨이 없이 제3자나 공 에 하여 자신에 한 정보를 공개할 것인

지, 그리고 그 경우 어떤 범 에서 어떻게 공개하고 표 할 것인지를

원칙 으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개인정보자결

권에 한 제한도 단순히 공권력주체에 의한 정보의 조사, 즉 사사의

공개, 사사를 들추어내는 것하고만 련된 것이 아니라 정보를 다루는

방식 양태와도 련된 것이다. 환언하면 ‘사생활의 비 ’의 경우 개

인의 사생활 역에 하여 무엇이 공개되어도 되는가에 하여 결정할

권리에 한 것이고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생활에 한 정보를 수

집하는 것에 그 형 인 제한행 가 있다면, 개인정보자결권을 포함한

자기표 권의 경우 사생활에 한 정보의 단순한 수집이 아니라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에 의하여도 제한된다. 세상에 자신의 인격상이 어떻게

묘사되고 소개되는가의 문제는 이미 사생활 역을 외부의 으로부터

차단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 외부세계와의 계에서 사회 으

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인격을 발 하기 한 기본조건의 보장에 한

것이다.162) 그러므로 개인정보자결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정보는 반드시

사사의 역에 속하는 정보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에 한 정보

이면 족한 것이다.163)

161) 한수웅, 게논문(주 35), 647쪽.

162) 한수웅, 게논문(주 35), 647쪽.

163) Schmitt Glaeser, 게논문(주 34), Rn 31. 청소년 성매수자에 한 신상공개제

도에 한 헌법재 소 2003. 6. 26. 2002헌가14 결정에서 문제된 것은 범죄사실과

련하여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었다. 범죄사실 자체는 사생활의 비 이라

고 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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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반 인 개인정보자결권의 헌법 근거는 헌법 제10조 제1

문 단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연계된 같은 조 제1문 후단의 행복추

구권에 그 근거가 있는 일반 인격권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이 권

리는 개인정보보호를 한 특별한 권리들을 배척하지 않으며, 그것들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164) 특히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 과 그 자

유는 일반 인격권에 근거를 두는 ‘개인정보자결권’에 한 특별규정이

라고 보아야 하며, 그것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사생활과 련된 정

보의 보호와 련해서는 제17조가 우선 으로 용되며, 그 이상의 개

인정보자결권을 해서는 일반 인격권에 터 잡고 있는 일반 정보의

자결권이 보충 으로 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Ⅳ. 개인정보자결권의 기능

1. 방어 기능

개인정보자결권은 국가에 한 방어권 이 권리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유를 실행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개인은 작 (어

떤 정보를 어떤 범 에서 구에게 공개할 것인가) 내지 부작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인가)에 한 결정의 자유 그에 따라 행동

할 수 있는 자유를 갖는바,165) 이 결정권은 정보처리

164) Pieroth/Schlink, 게서(주 58), Rn 377 참조.

165) BVerfGE 65, 1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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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든 局面들을 상으로 한다. 즉, 이 권리는 개인정보의 조사, 그

처리( 자 정보처리, 집 , 삭제)의 각 단계에서 존 되어야 한다.166)

이 권리가 정보조사에서 처리의 모든 국면에 미친다는 것은 정보의 자

결권이 모든 형태의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한다는 것으로부터 알

수 있다.167)

이 방어 기능으로부터 국가가 합헌 인 법률 근거 없이 개인정보

를 수집․분석․처리하는 것이 임박한 경우에는 련개인에게 침해행

의 부작 청구권이, 그리고 그와 같은 침해행 가 이미 발생하 거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방해배제청구권 내지 결과제거청구권이 발생함

은 물론이다.168) 이러한 청구권이 없는 방어권이라는 것은 무의미할 것

이기 때문이다. 기본 인 정보처리원칙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의 정보처리를 하지 말도록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개인정보처리 지청구권이나 이미 조사․처리된 개인정보의 삭

제․수정․사용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부분 으로는 개인정보자

결권의 이와 같은 방어권 측면의 효과를 집약하여 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어권의 효과들은 정보주체들이 자신의 개인정보

가 국가에 의해서 수집, 처리, 집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 비

로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은 하게 는 개인이 알지 못

166) Konferenz der Datenschutzbeauftragten, DÖV 1984, 505쪽; Simitis, NJW 1984

(주 14), 399쪽.

167) 결과 으로 마찬가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견해로는 H. Bäumler, Datenschutz

beim Verfassungsschutz, AöR 110 (1985), 33쪽 ; Konferenz der Datenschutzbeauftragten,

DÖV 1984, 505쪽. 이견으로는 H. Roewer, Datenverarbeitung und Informationsübermittlung

durch die Verfassungsschutzbehörden, NJW 1985, 773 (775)쪽은 동 결이 개인

정보자결권을 자동화된 정보처리에 국한시키고 있다고 본다.

168) 이는 독일 학계와 실무계의 통 인 입장이다. 이미 G. Jellinek, System der

subjektiven öffenltichen Rechte, 2. Aufl., 1963, 105쪽에서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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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가운데 진행되는 정보조사, 처리, 집 에 해서는 이와 같은 소

극 기능만 가지고는 효과 으로 처할 수 없다.

2. 극 기능

개인정보자결권은 통 인 방어기능을 넘어서 그 객 법 차원에서

도출되는 극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객 법 차원’

은 主觀的 權利와 客觀的 法이라는 通常的인 二分法에 입각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의 방어 기능에 포섭할 수 없는 기본권의 다양한

기능들을 포 하는 개념이다.

가. 개인정보자결권의 극 인 내용의 헌법 근거

재 통설은 개인정보자결권은 소극 인 자유권에 그치지 않고 자기

정보 근권과 같은 국가에 한 극 인 청구권도 포함한다고 본

다.169) 그러나, 이 권리가 이와 같은 극 청구권을 내포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아마도 개인정보자결권이 실 인

의미를 갖기 해서는 그와 같은 청구권 요소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

으로 생각된다.170) 그 지만 이 권리의 근거를 헌법 제17조에서 구하든,

우리와 같이 헌법 제10조에서 구하든 그와 같은 해석론은 양 조문의 문

구 한계(‘사생활의 비 과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외면한 상태

에서 진행된 이론구성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171) 헌법 제10조 제2

문의 기본권보장의무를 마치 마술

169) 가령 권 성, 게서(주 8), 428쪽.

170) 이와 같은 취지의 설명으로는 한수웅, 게논문(35), 664-665쪽.

171) 독일에서도 이와 같은 우려를 품고 있는 학자로는 Scholz/Pitschas, 게서(14),

88쪽; P. Krause, Das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JuS 1984,

268 (2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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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리와 같은 것으로 보는 시도 역시 경계하여야 한다.172) 개별기본권

의 기능이 밝 진 뒤에야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범 는 구체화될 수 있

기 때문이다.

개인 으로는 개인정보자결권의 “객 법 측면”173), 즉 그 가치질서

의 요소로서의 기능이174) 그와 같은 청구권들의 근거라고 본다. 독일

연방헌법재 소는 1958. 1. 15.의 결정(Lüth-Urteil)에서 기본권들은 주

방어권만이 아니라, 하나의 객 가치질서이기도 한바, ‘인간의

인격성과 그 존엄을 심으로 하는 이 가치체계는 헌법

172) 그와 같은 시도로는 송기춘,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에 한 연구, 1999년 서울

학교 박사학 청구논문; 김철수, 게서(주 37), 294 이하; 헌재 1997. 1. 16. 90

헌마110 등의 법정의견, 례집 90-1, 90 (119-120) 참조.

173) 기본권의 客觀法的 內容은 지극히 다양한 용어로 지칭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

를 “잠정 으로” 기본권의 객 법 차원, 객 측면 는 객 내용이라는

말로 지칭한다. “잠정 ”이라는 말이 시사하듯이 이 표 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 들을 내포하고 있다. 먼 그 표 들은 主觀的 權利가 입각하고 있는 客觀

的 法規範을 지칭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 그러나 기본권의 객 내용이라

는 용어로 그와 같은 부분 으로 자명한 것을 지칭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

다. 왜냐하면 私權도 역시 그 존립의 근거가 되는 私法의 객 법규범에 입각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통 인 기본권의 기능인 防禦權도 주 공권으

로서 主觀的 機能만이 아니라, 消極的 權限規範(negative Kompetenznorm)으로서

(이에 해서는 K. Hesse,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20. Aufl., 1995, Rdnr. 291) 客觀的 機能을 수행한

다. 다른 한편, 독일 연방헌법재 소는 기본권의 객 내용이 침해될 때 상황

에 따라서는 주 기본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BVerfGE 7, 198

[205]; 50, 290 [337]; 77, 170 [214-215]). 여기서 우리는 기본권의 객 차원이

主觀的 權利와 客觀的 法이라는 通常的인 二分法에 입각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의 방어 기능에 포섭할 수 없는 기본권의 다양한 기능들을 포 하는 개념

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의 용어들을 原理(Prinzip) (Alexy, Grundrechte als

subjektive Rechte und als objektive Normen, Der Staat 1990, 49[59]쪽)나 原則規範

(Grundsatznorm) (Böckenförde, Grundrechte als Grundsatznormen, Zur

gegenwärtigen Lage der Grundrechtsdogmatik, Der Staat 1990, 1 이하)이라는

표 으로 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174) 김일환, 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에 한 연구(주 2), 101-104쪽은

방어권의 올바른 이해가 정보자결권으로부터 도출되는 법 지 를 모두 설명해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오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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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결단으로서 법의 모든 역에 타당하며, 입법․행정․사법은

이 가치체계로부터 指針과 動機(Impulse)를 부여받는다’고 설시하

다.175) 이 례는 지 아니한 비 을 받기도 하 으나, 기본권을 법질

서 최고의 규범 원리로 보는 그 사상은 독일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본권해석론에 확고한 자리를 잡았다.176) 그리하여 오늘날 기본

권은 기본권주체 개인의 주 자유권일 뿐만 아니라, 가치결단 내지

객 원칙규범이라는 인식이 일반화되었으며 기본권론의 기본 내용

이 되었다. 뤼트 결은 放 效 내지 波及效(Ausstrahlungswirkung)를

발휘하는 기본권규범의 특성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이제 기본권규범은

국가 체에 한 “根本的 形成原理”177)로서 작용한다.

기본권규범은 그에 따라 국가에 해서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

라, “보편 으로(universal)”, 즉 모든 방향으로 그리고 법의 모든 역

에 작용을 미치게 된다. 기본권규범이 발휘하는 효로 인하여 헌법

은 국가와 국민과의 계에 한 輪廓秩序(eine Rahmenordnung)에 머

무르지 아니하고, 사인 상호간의 계에 까지 향을 미치는 社 秩序

(Gesellschaftsordnung)로 되는 것이다.178) 기본권의 객 측면은 그

開放性과 不確定性으로 인하여 그로부터 유래하는 권리의 主體(Träger

des Rechts), 그 義務의 主體(Adressat des Rechts), 그리고 그 권리

는 의무의 內容(Modalität

175) BVerfGE 7, 198 (205).

176) 헌재 1995. 7. 21. 94헌마125, 례집 7-2, 155 (162); 1996. 8. 29. 94헌마113,

례집 8-2, 141 (153-154); 계희열, 게서(주 39), 56-57쪽; 허 , 한국헌법론,

2003, 222-223쪽; 권 성, 게서(주 8), 290-291쪽.

177) 이 같은 평가를 하고 있는 Stern, Staatsrecht III/1, 1988, § 69 I 3 d);

Böckenförde, Der Staat 1990(주 75), 1쪽.

178) 이러한 경향에 하여 비 인 시각으로는 무엇보다도 Böckenförde, Der Staat

1990(주 75), 1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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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 Rechts) 등 3가지 면에서 抽象化되는 상을 보여 다. 이러한

추상화를 통하여 기본권의 객 측면은 결국 “자유의 상태가 조성되

어야 한다는 당 (das Gesolltsein der Freiheit)”가 된다.179)

그러므로 기본권의 객 측면은 다양한 규범 내용들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彈力性을 가지며, 기본권 자유의 환경변화에 動態

的으로 응할 수 있게 된다. 뤼트 결은 기본권으로부터 왜 자유의 확

보에 한 국가의 포 의무가 도출되는지의 의문을 품게 할 수 있

다. 결 자체가 가치질서의 요소로서의 기본권에 인간존엄성을 보

장하는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이 문제에 한 답변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즉 결은 방어권을 통한 “국가로부터의 자유”의 보장만으로

는 산업사회의 실에서 인간의 자유,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을 충분히

실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방어 기능을 통해서는 보호

를 해주기는 어려우나, 그 다고 기본권에 의한 보호를 부인할 경우 기

본권이 헌법에서 하는 한 지 에 비추어 참기 어려운 결과를 낳

을 때에 가치질서로서의 기본권이 원용되곤 하 다.180) 기본권의 객

내용도 소 주 측면인 방어 기능과 아무런 계없이 병존하

는 것이 아니라, 방어권 측면과 상호 연 되어 있으며 동시에 상호

보완하고 있다.

개인정보자결권이 그 실효성확보를 하여 국가에게 부과하는 다양한

극 내용의 차 ․조직 의무나 그에 응하는 개인의 차 ․

조직 인 청구권들도 바로 개인정보의 운명에 한 자결을

179) Alexy, Theorie der Grundrechte, 1985, 477 이하; Der Staat 1990(주 75),

49(57)쪽. 그는 이것을 기본원리(Grundprinzip)라고 지칭하고 있다.

180) H. D. Jarass(Grundrechte als Wertentscheidungen bzw. objektivrechtliche

Prinzipien in der Rechtsprech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AöR

110[1985], 363[365]쪽)는 독일 연방헌법재 소 례에 한 연구를 통하여 이러

한 확인에 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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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게 할 것을 명하는 동 기본권의 객 법 측면에 그 근거가 있

다고 보아야 한다.181) 이와 같은 차법 ․조직법 성격의 청구권들

은 실질 인 자유보호를 완벽하게 보완하는 작용을 한다.182)

나. 구체 추론

(1) 먼 이 권리의 객 법 측면은 입법형성의 지침으로서 이 권리

의 실효 보호 내지 행사의 보장을 한 차 ․조직 책을 세워

야 할 의무를 국가에게 부과한다. 이 의무를 실 하여야 할 일차 책

임은 입법자에게 있음은 물론이다.

(i) 차를 통한 실효 인 기본권보호에 한 요구는 국가기 들에

하여 그 기 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에 한 정보의 조사에 하여 통

보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신상정보에 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잘못된 정보의 정정 내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낡은 정보의 갱

신청구권 등으로 구체화된다.183)

181) B. Holznagel, 게논문(주 58), 40쪽; 그 밖에도 H.H. Trute, Öffentlich-rechtliche

Rahmenbedingungen einer Informationsordnung, VVDStRL 57 (1997), 216 (258)쪽

도 참조.

182) Scholz/Pitschas, 게서(주 14), 82쪽.

183) 이는 OECD가 1980년 9월 23일 채택한 “ 라이버시보호와 개인정보의 국가간

유통에 한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에서는 개인참가의 원리(Individual

Participation Principle)로 구체화되었다. 이에 따르면 개인은 자기에 한 정보의

소재를 확인할 권리를 가지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신에 한 정보를 합리 인 기

간 내에 합리 인 비용과 방법에 의하여 알기 쉬운 형태로 통지받을 권리를 가

지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가 거부되는 경우에 개인은 그 이유를 구하고, 거부에

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정보의 기, 정정, 보완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1995년 10월 24일의 유럽연합의 “개인정보의 처리와 해당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에

한 개인정보보호지침” 제11, 12조에는 유사한 내용의 권리가 보다 구체 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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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권리들 신상정보에 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이

미 헌법재 소에 의하여 ‘알권리’의 한 내용으로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

다.184) 이 권리를 헌법 차원에서 인정한 헌법재 소의 입장에서는 일

단 열람한 개인정보 잘못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그 정보의

정정 내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수 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

이 논리 이다.

(ii) 국가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정보주체에게 일정한 사항을 고

지 내지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즉 개인정보의 리주체, 개인정보

처리의 목 , 정보의 수령인 는 그 범주, 질문에 한 응답의무의 존

부 거부의 효과, (ii)에서 설명한 차 권리들에 하여 고지하여야

한다.185) 그밖에도 개인정보처리장치의 설치․활용

184) “ ‘알 권리’ 도 헌법유보(제21조 제4항)와 일반 법률유보(제37조 제2항)에 의하

여 제한될 수 있음은 물론이며,··· 알 권리에 한 제한의 정도는 청구인에게 이

해 계가 있고 공익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리 인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어도 직 의 이해 계가 있는 자에 하여서는 의무 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에 하여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강조는 필자에 의한 것임)

헌재 1989. 9. 4. 88헌마22, 례집 1, 176, 189-190(이에 해서는 2인의 재 의

반 의견 있음); 1991. 5. 13. 90헌마133, 례집 3, 234, 246.

‘일반 으로 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자유’를 자유권

으로 인정하는 것을 넘어 자기와 련된 정보 이외에 국가보유의 일반정보에

한 공개청구권과 같은 극 인 권리를 헌법 차원에서 직 인정할 수 있는 근

거에 한 헌법재 소의 해명은 미흡하다. 필자의 이에 한 견해표명은 이미 졸

고, 자유권 기본권의 ‘제한’에 한 고찰, 「헌법논총」 제13집, 2002, 헌법재

소, 561 (591쪽). 그 밖에도 헌법재 소의 례에 한 비 으로는 김일환, 정보

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에 한 연구(주 2), 109쪽; 박종보, 공공정보공

개제도와 알 권리의 헌법 근거, 「권 성교수 정년기념논문집」, 1999, 1009 이

하; 석, 정보화사회의 헌법구조, 헌법학연구 제5권 제2호, 1999, 294 이하.

한편, 자신과 련된 정보공개청구권의 근거를 개인정보자결권이나 재 청구권(기본법

제19조 제4항)에서 찾는 독일의 견해로는 D. Kugelmann, Die informatorische

Rechtsstellung des Bürgers. Grundlagen und verwaltungsrechtliche Grundstrukturen

individueller Rechte auf Zugang zu Informationen der Verwaltung, 2001, 69쪽; G.

Trantas, Akteneinsicht und Geheimhaltung im Verwaltungsrecht, 1998, 401쪽.

185) BVerfGE 65, 1 (46, 59)도 인구조사의 상 방에 한 교시의무, 설명의무를 강

조하고 있다. 1995년 10월 24일의 유럽연합의 “개인정보의 처리와 해당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에 한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iament and the Council of 24 Oktov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제10, 11조에도 이와 같은 고지의무를 국가에게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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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정책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186)

이는 아래에서 설명될 개인정보자결권을 제한하는 규범이 명확해야

한다는 규범명확성원칙의 실질 수를 보장하기 한 차 장치이

다.187) 규율 상이 어렵고 복잡할수록 개인들은 자신의 권리에 해서

많은 설명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청은 자정보처리가 이

해하기 어렵다는 에 비추어 정당화된다. 필요한 설명의 수 은 합리

인 시민에게 필요한 정도이면 족하다.

(iii) 개인정보자결권의 객 법 측면은 개인정보자결권의 실효

보장을 가능하게 하는 독립 인 기 188)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를 국가

에게 부과하는 등 조직법 지침으로도 작용한다. 독립성을 갖는 감독

기 에 의한 통제는 개인정보보호에 하여 큰 의미를 갖는다. 자동화

된 정보처리의 조건 아래에서 개인정보가 집 되고 사용되는 것에

하여 개인들이 알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권리보호의 시기를 앞당겨

야 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 리자로서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하여 활동하는 독립 인 정보보호기 에 의한 통제제도는 개인정보자

결권을 효율 으로 보호하는 데 한 의미를 갖고 있다.189)

186) 이는 OECD가 1980년 9월 23일 채택한 “ 라이버시보호와 개인정보의 국가간 유통

에 한 가이드라인”에서 공개의 원칙(Openess Principle)으로 구체화되었다.

187) BVerfGE 65, 1 (59) 참조.

188) 1995년 10월 24일의 유럽연합의 “개인정보의 처리와 해당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에 한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3조도 각 회원국에게 독립 인 감독기 을 1개 이

상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이에 따라 모두 50개의 독립성이

보장된 기 인 개인정보보호 권 원(Datenschutzbeauftragter)을 두어 개인정보

보호 련 규정들의 수여부를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189) BVerfGE 65, 1 (60) 참조. 헌법 차원에서 이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로

는 J. Meydam, Volkszählungsurteil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und

mögliche Konsequenzen für den Sozialdatenschutz, DuD 1985, 16쪽(그는 독일의

정보보호 권 원(Datenschutzbeauftragter)에 한 헌법 승인이라는 표 을 하고

있다); A. Podlech, Die Begrenzung staatlicher Informationsverarbeitung 역 die

Verfassung angesichts der M;glichkeit unbegrenzter Informationsverarbeitung mittels

der Technik, Leviathan 1984, 94쪽; R. Riegel, Auswirkungen des

Volkszählungsurteils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auf die informationelle

Tätigkeit der Sicherheitsbehörden und rechtliche Konsequenzen insbesondere

für die Novellierung von BDSG und Personalausweisgesetz, RiA 1984, 127쪽; 동인,

Rechtsgrundlagen für die informationelle Tätigkeit der Verfassungsschutzbehörden

und datenschutzrechtliche Konsequenzen auf dem Volkszählungsurteil 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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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개인정보자결권의 객 법 측면은 개인정보의 출 등을 방지

할 책을 세울 의무를 국가에게 부과한다. 특히 자 으로 처리되고

네트워크에 연결된 개인정보의 데이터뱅크의 경우에는 해킹이나 무단

이용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안 하게 지키기 한 방화벽의 구축, 정보의

암호화 내지 익명화 등의 기술 책(이에 해서는 아래 vi의 설명

참조)이 마련되어야 한다.

(v) 입법자는 조사된 정보가 다른 기 등에 달됨으로써 원래의

조사목 과는 다르게 정보가 용되는 것을 방하기 한 책을 세워

야 한다.190) 이와 같은 의무는 국가기 사이의 행정응원(직무공조)에

해서도 용된다. 이에 조응하는 개인의 권리로 정보분리청구권이 주

장되고 있다. 이 권리는 특정목 을 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는 다른 기

에서 다른 목 을 하여 수집된 개인정보와 원칙 으로 통합되지 않

고 분리된 상태로 유지시킬 것을 요구할

Bundesverfassungsgerichts, DVBl. 1985, 772쪽. 이에 비하여 이 제도의 헌법

지 를 부정하는 견해는 개인정보의자결권에 한 제한이 도청이나 병역의무이

행의 경우에서처럼 심각하지 않고 많은 경우 그에 한 제한이 정보주체들에

게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일상 인 사회생활에서 이를 감안해야 하며, 권리구제

차도 배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입법자는 개인정보자결권을 보호하기 한

수단의 선택에 있어서 재량의 여지를 가진다고 본다. 이 제도는 입법자가 선택할

수 있는 안들 의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다(Vogelgesang, 게서[주 3], 82-83

쪽; Scholz/Pitschas, 게서[주 14] 46쪽).

190) BVerfGE 65, 1 (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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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191)

(vi) 개인정보자결권의 객 법 측면은 사인에 의한 개인의 신상정

보의 부당한 조사, 이용 등으로부터 개인정보에 한 자결권을 보호하

여야 할 의무도 국가에게 부과한다. 더 많은 사기업들이 개인정보

를 자신들의 사업 략을 하여 이용하고 있다. 그에 따라 개인들에

한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는 고도의 경제 가치를 갖게 되고, 더욱

더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의 신상정보들의 확보를 해

노력하고 있다.192) 사인에 의한 개인정보의 조사, 수집, 집 , 처리는 국

가의 그것에 못지않게 개인정보자결권을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

보자결권의 객 법 측면에서 도출되는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가 더욱

더 요성을 띠게 되었다.193)

국가는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사인에 의한 개인정보자결에 한

에 하여 실효성 있는 책을 수립하여야 한다.194) 보호의무이행

과 련한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91) BVerfGE 65, 1 (49)는 통계조사에서도 인 련성이 존재하는 한 통계조사와

련된 비 을 보장하기 하여 통계조사를 하여 수집한 자료를 분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92) 이에 해서 자세한 것은 T. Weichert, Die Ökonomisierung des Rechts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NJW 2001, 1463 이하 참조.

193) 이에 해서 자세한 것은 W. Hoffmann-Riem,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in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 Auf dem Weg zu einem neuem Konzept des

Datenschutzes -, AöR 113 (1998), 513 (524 이하); J. D. Jarass, 게논문(주

58), 97-98쪽. 정보사회에서 정보매체들의 사유화에 따른 기본권보호의무이론의

요성이 제고되고 있는 상에 하여는 그 밖에도 H.H. Trute, VVDStRL 57

(1997), 216 (259 이하); F. Schoch, Öffentlich-rechtliche Rahmenbedingungen

einer Informationsordnung, VVDStRL 57 (1997), 158 (206 이하) 참조. 한편, 기

본권보호의무 일반이론에 해서는 졸고, 기본권보호의무, 「인권과 정의」 1997.

8., 83 이하 참조.

194) 신용정보의이용 보호에 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 진 정보보호등에 한법률

등은 개인정보자결권에 한 기본권보호의무를 입법자가 이행하기 하여 제정

한 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들의 문제 을 지 하고 있는 문헌으로

는 정 , 민간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제에 한 검토, 공법연구 제29집 제3호,

2001, 149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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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에 의한 개인정보수집과 련해서도 공권력에 의한 개인정보

의 조사 처리에 하는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공권력에 하여

인정되어야 할 개인의 각종 차 권리들이 사 데이터보유자들에

하여도 인정될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의 정보활동이 드러나지 않게 포

으로 조사되고 기록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수집에 한

보호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195)

㉡ 개인정보처리․보유자가 도처로 확산되는 의 상황에서 국가에

의한 통제방안이 개인정보보호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 데이터베

이스보유자들의 자율규제제도196)를 보충 으로 도입하여 개인정보보호

기제를 분산시키고 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와 련한 규칙들을 정보

역별로 세분하고 사 데이터베이스보유자들의 자발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인터넷이 속히 발 하면서 분산된 네트워크 구조가 확산되

고 개인정보의 국제 유통이 증가일로에 있기 때문에 기본권보호의무

이행을 한 국가의 수단들이 개인정보보호에 미흡한 상황에서는 사

인이 스스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진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가령 인터넷상에서의 익명의 의사소

통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가명의 사용을 통한 거래, 정보의 암호화197)

를 통하여 인터넷을 통한 정보활동이 감시나 탐지의 을 벗어나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등 자기보호를 한 다양한 기술 수단

들198)의 개발․이

195) Trute, 게논문(주 83), 261-262쪽 참조.

196) 개별 역들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자율 으로 제정한 규정들의 질서 있는

집행에 기여할 수 있는 련 직업단체 등이 개인정보조사와 련된 규칙을 자

율 으로 정립하는 모델이다. Trute, 게논문(주 83), 262-263쪽.

197) 이에 하여 안보나 치안의 에서 정보의 암호화기술의 험성을 지 하는

견해도 있다. 정보화기술과 련된 논의를 담고 있는 독일문헌에 한 고증은

Trute, 게논문(주 83), 263쪽 주 195, 197 참조.

198) 이러한 기술의 법 문제에 하여 논하고 있는 것으로는 이인호, 온라인 라

이버시침해기술과 보호기술의 법 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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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진할 필요가 있다.

㉣ 개인정보에 한 조사가능성을 가 일 수 있는 기술 표

을 컴퓨터의 하드웨어나 소 트웨어의 제작단계에서부터 도입하도록 해

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경우 일방 으로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만

강조할 수는 없으며 정보소통인 라의 존립 이용의 보장이라는 측면

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199)

국가는 투명성확보를 한 타율규제방식, 자율규제체계, 자기보호수단

의 개발 사용의 진, 개인정보보호 친화 인 시스템 개발의 지원

내지 강제 등 다양한 보호수단들을 종합 으로 는 선택 으로 활용함

으로써 개인정보를 헌법이 요청하는 최 수 이상으로 보호하여야 함

은(과소보호 지; Untermaßverbot)200) 물론이다.

(2) 개인정보자결권은 법률해석의 지침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 권

리는 공법의 역만이 아니라 사법의 역에까지 방사효 내지 효를

미친다. 공법의 역에서는 법률을 해석할 때 개인정보자결권에 우호

인 해석을 하여야 하며, 사인상호간의 계를 규율하는 사법의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도 이 권리의 의미를 존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자결권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인상호간에도 제3자효를 발휘한다.201)

199) Trute, 게논문(주 83), 265-266쪽.

200) 이에 해서는 졸고, 「인권과 정의」 1997.8. 88 (104-105)쪽; 기본권 3각 계

그리고 과소(보호) 지원칙(Untermaßverbot)의 독자성, 「고시연구」2002.5. 14

(25 이하) 참조.

201) 독일 연방헌법재 소도 이를 인정한 바 있다. BVerfGE 84, 192 (195 이하). 이

사건은 임차인이 자신이 치산자임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임 인의 임

차계약 해지의 합법성을 인정한 민사법원의 결이 임차인의 일반 인격권

을 침해하 음을 확인하고 있다; BVerfG (제1재 부의 제1소재 부), Beschluß.

v. 16. 9. 1998. NJW 1999, 1777쪽 참조. 그 밖에도 H. D. Jarass, 게논문(주

58), 97쪽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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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개인정보자결권에 한 제한과 법률유보

1. 공익을 한 제한 가능성

개인정보자결권은 고차 인 가치를 갖는 권리이기는 하나 인

권리는 아니다. 따라서 구나 우월한 일반이익을 하여 정보의 자결

권에 한 제한을 감수하여야 한다.202) 개인은 사회 공동체 내에서

개되는 의사소통에 의존하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보에 한

․무제한 인 지배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203) 그 지만 개인정보

자결권을 인정함으로써 무게 심이 인격권 쪽으로 많이 이동하게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에 따라 장차 공동체이익이 개인정보의 보호가치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논증하기가 보다 어려워질 것이다.

2. 제한의 양태

가. 개인정보자결권 “제한”의 개념의 확장필요성

어떤 경우에 개인정보자결권에 한 제한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가?

국가가 개인에 한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 이 권리에 한 제한이 존재한다는 데 의문

202) BVerfGE 65, 1 (44) 참조.

203) BVerfGE 65, 1 (43-44) 참조. 이는 BVerfGE 4, 7 (15-16) - 투자보조 결정에서

명확히 한 기본법의 인간상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견으로는 Simitis, NJW

1984(주 14), 4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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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오늘날 공권력에 의한 개인정보조사는 명령

과 강제로 발해지거나 철되며 련 개인의 법 지 를 직 ․의도

으로(부담을 지우면서) 규율하는 법 고권조치, 즉 고 의미의 제

한형식204)을 통해서만 행해지지 않는다. 개인이 알지도 의식하지도 못

하는 가운데 개인정보들이 정보기 들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기 들에

의해서 조사, 처리될 수 있으며, 오늘날의 과학기술은 그와 같은 가능성

을 제고하고 있다. 개인정보자결권은 그와 같은 험에 해서도 개인

의 인격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정보자결권을 기본권으

로 인정하면 그 보호 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의 조사, 집 , 처

리, 왜곡, 공표나 원래의 조사목 이외의 목 에의 용과 같은 사실행

, 즉 개인정보자결에 한 ‘사실상의 제약’을 이 기본권에 한 제한

으로 볼 수밖에 없다.205) 만일 이를 기본권제한으로 보지 않게 되면

정보처리기술의 험성에 처하기 하여 인정된 개인정보자결권

의 의미가 거의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보의 자결권의 존재를

인정한 독일 연방헌법재 소의 인구조사 결도 명시 이지는 않지만

련개인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정보조사도 개인정보자결권에

한 제한으로 이해하고 있다.206) 즉 자 정보처리방식의 사용에 내

재하는 험성만으로 개인정보자결권에 한 제한의 성격을 인정하는

등 단순한 고 인 기본권제한의 개념을 넘어서고 있다.207)

204) 이에 해서 상세한 것은 졸고, 자유권 기본권의 제한개념에 한 고찰, 「헌

법논총」 제13집, 2002, 561 (569 이하).

205) 동지: H. D. Jarass, 게논문(주 58), 96쪽.

206) BVerfGE 65, 1 (43).

207) 동지: Scholz/Pitchas, 게서(주 14), 8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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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소한 제약의 제외

일반 개인정보자결권을 인정하더라도 개인의 인격보호를 해서

그 자체 무의미한 개인정보, 신청서류상의 성명의 기재요구, 가령 이름,

주소, 화건 사람의 이름을 문서나 메모지에 기록하는 것과 같은 정보

의 수기처리, 사실 계를 계자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달하는 것 등

인격의 언 리만을 건드리고 그 자율 결정을 하지 않는 사소한

제약들은 개인정보자결권에 한 제한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이른바

사소한 제약의 제외; Bagtelvorbehalt).208) 이 경우 제한의 존부 단에서

이미 제한의 정당성문제까지를 부분 으로 앞당겨 고려해야 하는 등 이

론 격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나, 개인정보자결권의 포 성과

이 권리에 한 제한개념의 범성에 수반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해

불가피하다고 본다.

3. 개인정보자결권제한의 법률유보의 용범

어 든 개인정보자결권에 한 제한은, 그것이 헌법 제37조 제2항이

명시하고 있는 기본권제한의 목 인 국가안 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라는 우월한 일반이익을 한 것이고 (합헌 인) 법률의 토 에

서 행해지는 한, 허용된다.209) 원칙 으로 모든 종류의 정보조사에 법률

유보가 용된다.210) 개인정보자결권은 개인의 자기정

208) 동지: 김연태, 행정상 개인정보보호, 「 스티스」 제34권 제5호, 한국법학원,

2001. 10. 208쪽; 이인호,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법제에 한 분석과 비 (주

2), 34쪽.

209) BVerfGE 65, 1 (44).

210) 통설. 가령 Denninger, Informationsgesellschaft(주 5), 297쪽; Badura, 게서(주

14), 2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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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에 한 포 결정권으로 정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련개인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정보조사도 정보의 자결권에 한 제한

을 의미하기 때문이다.211) 그러므로, 법률유보는 자 정보처리의 경

우만이 아니라 재래식 정보처리의 경우에도 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미

공개된 정보의 조사, 집 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행정작용에 의한 개인 법익에 한 제한에 법률 근거를 요구하는

통 인 법률유보원칙(침해유보론)은 기본권 역에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명문의 규정으로 우리 헌법에 구체 으로 수용되었다. 그런데

이 원칙은 오늘날 본질사항의회유보론에 의하여 보충되고 있다.212) 이

이론에 의하면 기본권실 에 의미가 있는 모든 사항들을 비롯하여 공동

체에 하여 한 향을 미치거나 공동체에서 논란의 상이 되고 있

는 사항은 공동체생활에 하여 본질 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서 입법자가

법률의 형식으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하며, 다른 권력에게 그 결정을 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이론을 개인정보자결권의 제한에 응용하면 다음과 같은 구체 추

론이 가능하다.

(i) 민감한 정보의 조사와 처리는 개인정보자결권에 한 심 한 제

한을 의미한다. 그와 같은 제한을 해서는 항상 입법자의 법률형식의

결정, 따라서 입법자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ii) 컴퓨터에 의한 정보처리에 있어서 입법자는 정보가 조사목

211) BVerfGE 65, 1 (43).

212)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 이고도 요한 의미를 갖는

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 과 련된 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표자인 입법자

가 그 본질 인 사항에 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의회유보원칙).”(헌재 1999. 5. 27. 98헌바70, 례집 11-1, 633 [644];

2001.4.26. 2000헌마122). 본질( 요)사항의회유보론에 하여 자세한 것은 계희

열, 헌법학(상), 2002, 338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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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하여 될 수 있는 험성 때문에 무엇보다도 조사목 에

반하는 정보의 결합 네트워크화를 방지하기 한 법률 조치를 취

할 필요가 있다.

(iii) 수기정보처리에 있어서는 조사목 에 반하는 정보 의 가능

성이 훨씬 다. 따라서 역별 특별규정이 아닌 일반 인 보호규정으

로 족한 경우가 부분이다.

(iv) 이른바 무의미한 정보를 보호하기 해서는 그리고 사소한 제

한에 있어서는 굳이 형식 의미의 법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Ⅵ. 개인정보자결권에 한 제한의 한계

1. 정보의 이용연

정보가 어떠한 목 으로 요구되고 다른 정보들과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가 명확해야 개인정보자결권에 한 제한이 허용되는지의 문

제에 한 단이 가능하다. 따라서 정보의 자결권에 한 법률 제한

이 허용되느냐의 문제에 하여 결정 인 의미를 갖는 것은 정보의 이

용연 , 즉 정보의 유용성과 이용가능성이다.213)

이 요건은 독일 연방헌법재 소가 인구조사 결에서 제시한 정당화요

건이다. 일설은 이를 근거로 개인정보의 민감성과 내용에 따라 그 보호

의 정도를 달리하는 역구분이론(Sphärentheorie)214)은 극

213) BVerfGE 65, 1 (45).

214) 인격을 부당한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하여 상이한 정도로 보호되는 공간

역들을 불가침의 핵심인 내 역(가령 BVerfGE 27, 1 [6] - Mikrozensus; 33,

367 [377] - 증언거부; BVerfGE 6, 41; 6, 389 [433] - 동성애; 27, 344 [350] - 이

혼서류 I; 373 [380] - 환자진료기록카드; 33, 367 [377] - 증언거부), 사회 연

성이 있어 상 으로만 보호되는 사사의 역(가령 BVerfGE 27, 351; 32,

379; 35, 39; 38, 221; 44, 353 (373) - 마약상담소), 원칙 으로 보호의 상이 아

닌 공공의 역으로 나 는 이론으로서 연방헌법재 소의 례를 통하여 각기

구체화, 발 되었으나, 자결권과 자기표 권을 역과는 무 하게 인정한 Eppler

결정(BVerfGE 54, 148 ff.), Böll/Walden결정(BVerfGE 54, 208 ff.)을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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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되고215) 정보이용가능성에 주안을 두는 정보보호론(Datenschutzlehre)

이 이를 체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개인정보의 민감성과 의미내

용은 그 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개별 으로는

아무런 요성이 없는 정보도 새로운 상을 가질 수 있고, 따라서 의

미 없는 정보란 존재하지 않으며, 조사가 행해지는 목 , 정보기술에 고

유한 처리가능성과 정보의 결합가능성만이 결정 인 의미를 갖게 되었

다는 것이다.216)

그러나 자 정보처리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 히 이용

연 에 한 명확성만이 아니라 정보의 종류도 의미를 갖는다. 인구조

사 결조차도 를 들면 개인정보자결권에 한 제한의 정당성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정보의 종류“만”을 기 으로 할 수 없다’217)거나 ‘처리

가능성과 결합가능성이 건 인 의미를 가지므로 자동화된 정보처리라

는 조건하에서는 “이제” 무의미한 정보란 더 이상 없다’218)는 표 이 등

장하고 있다. 그 지만 이 말 자체가 재래식 정보처리의 경우에는 무의

미한 정보도 있어서 이용연 의 명백성이 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의미를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 그밖에도 이 결이 개인의 내 한 정보

나 自己負罪를 의미하는 개

역이론과 거리를 두게 된다.

215) U. Mückenberger, Datenschutz 민 Verfassungsgebot, Kritische Justiz 1984, 7

쪽, 13; Simitis, NJW 1984(주 14), 402쪽.

216) R. Kamlah, DÖV 1970, Datenüberwachung und Bundesverfassungsgericht, 361

(362)쪽; W. Berg, Datenschutz und Forschungsfreiheit, JÖR 33 (1984), 63 (82

주 66).

217) BVerfGE 65, 1 (45).

218)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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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보의 요구는 우월한 공익에 의해서도 제한될 수 없다는 시사를

하고 있는 것이나,219) 정보주체인 개인을 사회 으로 낙인 을 수 있는

문항이 인구조사서의 설문사항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토할 것을 입법

자에게 특별히 주문하고 있다거나,220) 개인정보 남용의 험을 차법

책을 세워야 할 입법자의 의무의 다른 근거로 제시221)하고 있

는 것도 같은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로부터 이용연 을 알 수 있

어야 한다는 요건이 강조되고 그것이 포 기 으로 제시되고 있

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래(3 [3])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개인정보의 종류

가 다양하고 개인정보자결권에 한 제한가능성이 다양하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22)

그러므로 개인의 민감한 신상정보를 특별히 보호하기 한 기존의

역구분이론은 여 히 유효하며, 다만 이용연 이라는 기 에 의하여 개

인의 인격보호를 한 추가 인 보장책이 마련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

다.223)

2. 제한의 정당화요인으로서의 동의

정보의 자결권에 한 제한의 정당화요인으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는

다른 기본권 역에 비하여 훨씬 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이

219) BVerfGE 65, 1 (46).

220) BVerfGE 65, 1 (48).

221) BVerfGE 65, 1 (46). 이러한 논거도 자체 모순이 있다. 왜냐하면 자정보처리

에서는 구체 인 험이 없더라도 정보의 자결권에 한 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 인 경우의 남용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222) Vogelgesang, 게서(주 3), 63-64쪽.

223) Mückenberger, Kritische Justiz 1984(주 116), 15쪽; Vogelgesang, 게서(주 3),

65쪽. 실제로 이와 같은 분석은 연방헌법재 소의 그 후의 례에서도 실증되고 있

다. 가령 개인정보의 보호는 그 정보가 개인의 내 역에 가까운 것일수록 그 만

큼 더 강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BVerfGE 89, 69 [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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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보보호 련 법률들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을 조건

으로 개인정보에 한 조사 등의 지를 해제하는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처리와 이용은 합헌 인 법률이 이를 허

용하거나 련개인이 동의한 경우에 허용된다. 이러한 동의는 이론상

기본권포기224)를 의미한다. 이 동의는 개인의 신상정보에 한 개인의

결정의 자유의 한 형태이며, 따라서 구체 인 경우의 정보의 자결권에

한 제한의 동의, 즉 포기는 그 권리의 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225)

그러나 과연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구하는 제도가 정보기술에 내재하

는 험으로부터 인간의 인격을 기 만큼 보호해 수 있는지 그리고

개인정보의 조사과정 처리과정에 한 정보주체의 참여를 사실상 보

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개인정보의 주체들은 사회 약자들인 경우

가 많은데, 행정 청에 부를 신청하는 사인이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인들, 오늘날 기 생존조건이 되어버린 각종 생존 책 부의

제공에 한 계약들을 체결하는 개인 인 의사와 무 하게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수밖에 없다.226) 이 때문에 동의를 통한 개인정보의 보호제도

를 허구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227) 공․사의 역에서 개인정보에 한

결정 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

224) 이에 하여 상세한 것은 강태수, 기본권 포기론, 「공법연구」 제29집 제2호,

2001, 133 이하.

225) BVerfGE 65, 1 (42); Geiger, Die Einwilligung in die Verarbeitung von

personenbezogenen Daten als Ausübung des Rechts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NVwZ 1989, 35 (37)쪽; B. Holznagel, 게논문(주 58), 29

(40)쪽. 물론 포기가 제한 자체를 조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포기가 있어도 제한은

존재하며, 다만 그 제한을 정당화하는 것인지에 해서는 여 히 다툼이 있다.

226) W. Schmidt, Die bedrohte Entscheidungsfreiheit, JZ 1974, 241 (247)쪽 ; O.

Mallmann, Zielfunktion des Datenschutzes, 28; Simitis, NJW 1984(주 14), 401

쪽; W. Däubler, Gestaltung neuner Technologien durch Recht? ZRP 1986, 42

(46)쪽.

227) Simitis, NJW 1984(주 14),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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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역시 입법자뿐이라고 본다.228)

정보주체자의 참여를 통한 정보보호라는 생각에 기 를 둔 포 인

개인정보자결권은 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사회․경제 으로 동등한

지 를 갖고 있는 자들로서 자신의 권리를 의식하고 방어할 수 있는

자들에게만 의미가 있을 뿐이다. 그들만이 자신들의 주장을 철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보보호 인격보호의

목표는 자신을 스스로 필요한 만큼 방어하지 못하는 경제 ․사회 약

자의 보호인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동의제도는 그러한 보호를 제공하

지 못한다.

3. 과잉 지원칙(비례원칙)

개인정보자결권에 한 제한은 과잉 지원칙을 수하여야 한다.229)

즉 이 권리에 한 제한의 목 과 수단이 헌법 으로 정당하여야 함은

물론 그 목 을 달성하기 하여 투입되는 수단이 그 목 의 달성을

진하는 것이어야 하고, 목 의 달성을 같은 정도로 진하는 수단들

에서 개인정보자결권 등 련 개인의 법익에 한 피해를 일 수 있

는 다른 수단이 없어야 하며, 제한으로 인해 얻어지는 공익의 의미와

비 이 그로 인한 개인의 피해의 정도와 의미보다 커야 한다. 구체

으로 말하면 정보조사의 방법, 조사 로그램 기타 처지조치들이

정보조사를 통해 추구하는 목 의 달성에 합하고 필요하며 정보의

주체에게 수인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228) W. Schmidt, JZ 1974(주 127), 247쪽; Simitis, NJW 1984(주 14), 401쪽.

229) BVerfGE 65, 1 (54 ff.) 참조.



453

가. 특히 수집제한의 원칙

과잉 지의 원칙이 개인정보자결권의 역에서 구체화된 것 의 하

나가 이른바 수집제한의 원칙230)이다. 이 원칙은 (i) ‘정당한 수집목 ’

을 하여 (ii) ‘필요 최소한의 범 ’에서 (iii) ‘합법 이고 정당한 차’

를 통해 (iv) 정보주체의 분명한 인식이나 동의에 토 를 두고 수집되

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iii)의 요건은 차 ․조직 책을

통한 정보보호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 보다 합하고, (iv)의 요건은 그

것이 갖는 도그마 인 의미상 법 (규범 ) 명확성의 원칙과도 한

련을 가지므로 본고에서도 별도로 설명한다.

과잉 지의 원칙은 개인정보의 형성이 가 억제되도록 정보처리체

계를 형성하고 그러한 체계를 선택하라는 기술 요청을, 특히 가능

한 한 익명화 내지 가명사용의 가능성을 활용해야 한다는 기술 요청

을 포함한다.231)

나. 목 구속원칙과의 련성

한편, 익명화되지 아니한 수집정보를 특정되지 아니한 는 불특정의

목 을 하여 장하는 것은 과잉 지원칙은 물론 이용목 을 역별

로 그리고 엄 하게 확정하여야 한다는 요청(목 구속성

230) 이 원칙(Collection Limitation Principle)은 가령 ‘ 라이버시보호와 개인정보의 국

가간 유통에 한 OECD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는 8 원칙 의 하나이다.

231) 유럽연합정보보호지침 제6조 제1항 c의 필요성원칙에 따라서 독일연방정보보호

법 제3조의 a는 “정보처리체계의 형성과 선정에 있어서 개인 련정보를 는

가 조사․처리․이용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특히 가능한 범 에

서 그리고 비용이 추구되는 정보보호의 목 과 정한 비례 계에 있는 한 익명화

가명화의 가능성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새로 추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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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232)

다. 보호강도의 단계화

일반 개인정보자결권이 터 잡고 있는 일반 인격권의 복합 구조

때문에, 즉 일반 인격권이 인간의 존엄권과 행복추구권의 결합을 통

해서 구성되기 때문에 그에 한 제한가능성과 제한의 한계 역시 질

으로 다르다. 국가에 의한 정보조사와 정보처리가 인간의 존엄을 침해

한다면 그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엄권은 제한될 수

없기 때문이다.233) 그밖에 경우에는 개인정보자결권에 한 제한가능성

은 다양하게 단계화될 수 있다. 제한조치는 인간의 존엄에 한 침해의

경계선에 도달할 때까지 행해질 수 있다.234) 정보처리기술조건

하에서는 이른바 사소한 내지 무의미한 정보가 없다고 주장되지만, 그

다고 하여 모든 개인의 정보들이 같은 정도의 보호가치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235) 정보의 내용이 민감한 것일수록 그 보호가치는 커진

다.236) 사소한 내지 무의미한 정보가 없다는 테제의 의미는 보호 역의

차원에서 그와 같은 정보에 해서도 개인의 자결권이 가 배제되지

않도록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237) 물론 개인정보의 보호

가치를 엄 하게

232) BVerfGE 65, 1 (46) 참조.

233) 계희열, 게서(주 39), 197쪽.

234) R. Zippelius, in: Bonner Kommar, Art. 1, Rn 39.

235) 독일 연방헌법재 소의 례에 한 분석결과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해서는

H. D. Jarass, Die Entwicklung des allgemeinen Persönlichkeitsrechts in der

Rechtsprech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in: H.-U. Erichsen/H.

Kollossar/J. Welp(Hrsg.), Recht der Persönlichkeit, 1996, 89 (94-95).

236) 가령 BVerfGE 89, 69 (82-83) 참조.

237) 동지: B. Holznagel, 게논문(주 58),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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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화 내지 범주화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한편, 개인정보자결권

에 한 제한이 정당화되기 하여 필요한 공익의 비 은 일응 인간존

엄권의 경계에 가까워질수록 커져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1) 인간을 으로 객체로 만드는 개인정보조사의 지

인간을 국가의 객체로 만드는 것은 인간의 존엄에 반한다.238) 그러나,

이 개념은 구체 인 경우의 구분기 으로서는 제한 인 역할만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독일 연방헌법재 소는 인간을 국가권력의 단순한 객체로

만드는 것은 인간의 존엄에 반한다는 언명과 련하여 다음과 같은 설

시를 추가하 다. “인간의 인격을 강제 으로 기록하고 목록화하며

인간을 재고조사의 상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물건처럼 취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합치하지 아니한다”239)고 시한 바 있다.

이러한 주장이 올바르기는 하지만 개인정보의 조사나 처리 행 에 의

해서 개인이 면 으로 목록화되거나 기록되었는지를 단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 이 있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에 한 침해가 입

증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제한 인 경우에나 있을 수 있을 것이다.240)

의사진료기록의 달,241) 일기장에 수록된 기록의 증거채택242), 비 녹

취 그 활용243) 등은 일반 인격권을 침해할 수는 있으나, 그로 인

하여 인간존엄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 경우 개인정보자결권에

한 제한은 우월한 이익을 하여 허용될 수도 있다.244)

238) BVerfGE 27, 1 (6); 45, 187 (228); 50, 205 (215); 54, 148 (153); 63, 131

(142-143) 참조.

239) BVerfGE 27, 1 (6).

240) 동지: Vogelgesang, 게서(주 3), 164-165쪽.

241) BVerfGE 32, 373 (379); 44, 353 (372) 참조.

242) BGHSt 19, 325-326 참조.

243) BVerfGE 34, 238 (245) 참조.

244) BVerfGE 32, 373 (379); 44, 353 (3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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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격상형성의 지라는 기 의 불명확성

개인의 체 인 인격상이 형성되거나 부분 인 인격성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목록화의 극단 인 사례가 존재한다는 견해가 있다.245) 이 경

우 개인은 자신을 이러한 형태로 능욕하고 그 개인을 처분하는 자의

객체로 락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그러한 제한은 으로 허용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 지만 무엇이 인격상인지에 해서는 어느 곳에서도 정확히 정의

되고 있지 않다. 불(H.P. Bull)은 그 개념을 개인의 다양한 생활 역에

서 유래하는 개별 정보들의 결합으로 이해하고 있다.246) 그러한 인격

상형성을 한 포 정보수집과 인격상에 한 부분 모사의 면

지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247)

그러나, 이와 같은 단언 인 주장은 “인격상”이라는 개념의 불명확성

때문에 실천 인 의미가 그다지 크지 않다. 불의 정의는 많은 미해결의

문제들을 남기고 있다. 다양한 생활 역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가와

련하여 그것은 다양한 행정 역들로부터 수집된 정보들을 결코 결합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인가? 개인정보를 면 으로 분리시키는 것은 많

은 경우에 타당성이 없으며, 국가생활을 마비시킬 것이다. 가령 거의 모

든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인격 로필이 만들어진다. 법 과 검사는

범죄행 와 련된 정보, 피고인의 인격 ․사회 상황으로부터 나오

는 정보, 그 재정 상태에 한 정보, 사회, 가령 직장과 가정에서의

행태에 한 정보 등 지극히 다

245) BVerfGE 27, 6; 65, 42; Steinmüller, Gutachten(주 5), 97; A. Podlech,

Verfassung und Datenschutz, in H. Krach(Hrsg.), Der Bürger in der

Datenbank: zwischen Planung und Manipulation, 1975, 72 (74).

246) Bull, Datenschutz oder die Angst vor dem Computer, 1984, 98-99쪽.

247) 무엇보다도 BVerfGE 65, 1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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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역에서 유래하는 다수의 개별 인 정보들을 결합한다. 기 생

활보장을 한 생활 여를 주기 해서도 개인이 처한 상황에 한 다

양한 정보를 종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 소에 의해서 사용된 기 , 즉 정보를 결합하여 부

분 는 체로 완벽한 인격상을 만드는 것은 개인정보자결권에 반

된다는 기 은 실제로 도움을 별로 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인격의 복합

성에 비추어 볼 때 인격상의 모사가 완 한 것인지 는 거의 완 한지

그리고 언제 그 게 되는 것인지를 단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문

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완 한 내지는 부분 인격상의 형성은 원

칙 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개 인 주장은 외 인 경우에만 의미

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3) 사사의 역에 한 보호

개인정보자결권의 보호내용 의 하나는 공간 으로 획정가능한 사사

의 역에서 형성되는 정보에 한 권한 없는 조사, 수집, 처리에 한

보호이다. 이로써 특히 인간존엄성, 인격에 한 권리가 보호된다. 인간

의 요소들, 즉 정신, 육신, 건강, 意思와 감정의 유지와 같은 인격의 요

소들이 국가에 의한 불법 인 감시나 조사의 리로부터 벗어날 때

비로소 인격은 자유롭게 발 될 수 있다. 특히 가족, 종교, 주거의 역

이 구분될 수 있다. 따라서 화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화를 녹

취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은 원칙 으로 지된다.248) 비공개 화만이

아니라, 가령 부부 사이에 이루어지는 서신 교환도 이 역에 속한

다.249) 의사와 환자들, 상담자와 피상담인과 같은 다른 신뢰 계도 공간

으로 구분될 수 있다.

248) BVerfGE 34, 238 (246); BGHZ 27, 284 (286); BGHSt 14, 358 (361); 19, 325

(331); 27, 355 (357); BGHZ 80, 42. 일기장의 기록도 마찬가지이다.

249) BVerfGE 35, 35 (39); 42, 234 (236) - 신서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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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역에서 으로 보호되는 사생활형성의 핵심 역이

존재하는지는 의문이다. 독일 연방헌법재 소가 불가침 내 역과

상 으로 보호되는 사사의 역을 구분하기 하여 사용한 기 , 즉

사회 련성유무도 항상 타당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부부 상호 간

의 계보다 강도 높은 사회 련성이 있는 역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를 보통 내 역으로 구분하기 때문이다. 어 든 부부 계에 한

정보마 도 공권력에 의한 조사 상이 될 수도 있다는 례가 형성되고

있다.250) 이 역에서도 국가에 의한 제한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한

단의 규 이 되는 것은 결국 개인정보의 민감성과 이에 립하는 공

익과의 형량이다. 소한 가족의 역 개인 인 역에 한 정보의

자결권 제한을 정당화하기 해서는 매우 한 공익이 존재하여야 한

다.

(4) 특히 민감한 정보에 한 강화된 보호

개인정보자결권은 개인의 치부를 드러내 망신시키는 것에 해서도

개인을 보호한다.251) 이와 련하여 민감한 정보는 특별한 정도의 보호

를 필요로 한다. 종교 ․정치 신조, 육체 ․정신 결함에 한 정

보가 조사되고 공지되면 인간은 사실상 “투명해” 진다. 이러한 민감한

정보들은 개인의 인격의 내 핵심에 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러한 정보들이 조사되면 개인을 조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252)

그와 같은 정보에 한 조사가 공익의 이름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다. 그에 한 조사 자체가 압도 으로 우월한 이익을

해서만 허용된다면, 그 공개는

250) 독일 연방헌법재 소는 이혼서류조차도 보호를 받는다고 보지 않았다.

BVerfGE 27, 344 (350); 34, 205 (209) 참조.

251) 헌재 2003. 6. 26. 2001헌가17 등에 한 소수의견, 헌재공보 82호 542 이하.

252) 결론에 있어서 이와 같은 견해는 BVerfGE 65, 1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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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인격권에 한 더욱더 한 제한이 된다. 그에 의하여 인

격에 한 권리 개인의 성상과 특성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도 컴퓨

터에 의한 조사나 수기처리에 있어서나 모두 엄격한 한계를 설정한다고

보아야 한다.

(5) 정보가 사용되는 매체에 따른 정보보호의 차등화

개인정보자결권은 정보를 담는 매체에 따라 상이한 효력범 를 갖는

다.

(i) 인간은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그 외모의 요소가 다른 사

람들에게 알려지는 경우에도 그 성상과 특성에 별로 향을 받지 아니

한다.

(ii) 본질상 의사소통의 자료로 사용되도록 되어 있는 인 징표들,

즉 이름이 문제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보호의 필요성은 상 으로

다.

(iii) 말과 같이 어떤 표지나 표 이 친 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행해

지고 일반인이 근할 수 없는 것인 경우나 극히 개인 인 특성에 한

내 한 정보253)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보호의 필요성은 강화된다. 주거

라는 좁은 역에서는 거의 무제한 으로 보호되는 외양의 보호는 그것

이 일반인에게 드러나는 정도의 크기에 비례하여 감소한다.

(6) 민감한 자료에 근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의사소통의 기

정보

이름, 주소, 화번호, 직명, 상 명과 같은 자체 “별 의미가 없는” 정

보들에 의해서 개인의 로필이나 부분 인격상이 만들어져 인격에

한 심각한 험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다른

253) BVerfGE 32, 273 이하 - 건강에 한 정보; BGHZ 24, 72 (81) -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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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스런 정보에 근하기 한 식별자 내지는 키워드과 같은 역할

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사소통의 기 정보가 이처럼 험스럽

게 사용되고 있는 형 인 로는 무엇보다도 주민등록번호를 들 수

있다. 재 우리나라에서는 공권력은 물론 사기업들도 사람의 동일성을

식별하는 수단으로 무분별하게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를 요구하고 있

다.254)

산업사회에서 행정은 사람의 식별을 하여 번호나 식별자를 사

용할 수밖에 없다. 그 지 않으면 컴퓨터의 사용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생년월일, 증서번호,

여권번호, 신용카드번호, 운 면허번호, 경우에 따라서는 납세자번호 등

과 같은 개인식별자는 컴퓨터에 의한 코드화를 통해서 민감한 정보를

비롯한 모든 개인정보에의 근을 가능하게 해 뿐만 아니라, 여러 데

이터뱅크에 소장된 개인정보들을 컴퓨터매칭(Computermatching)이나

컴퓨터 로 일링(Computerprofiling)이라는 기술을 통해 용이하게 결합

하여 새로운 차원의 정보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핵심수단이다. 따라서

어디서든지 정보의 주체가 개입할 수 없는 가운데 정보에 한 근이

행해질 수 있는 험이 존재한다.255)

의 는 단순한 의사소통용 정보들이 인격상형성의 단서가 되지 않

도록 입법자가 필요한 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해

254) 이 문제와 련하여 자세한 설명은 이인호, 주민등록번호․지문날인과 개인정보

자결권, 「인터넷 법률」2001년 8월호, 50 이하 참조. 독일에서도 1970년 에 독

일연방정부가 주민신고법을 통해 개인식별자를 도입하려고 하 다. 이 개인식별

자는 생년월일을 포함하고 있는바 다양한 정보와 행정과정을 통합하키는 매개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다(연방정부의 신연방신고법 안, BT-Drucks.

7/1059, 9 [11]). 이 법률이 용되는 체 역에 걸쳐서 시민에게 통일 인 번호

를 매기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자 했다. 이 의도는 당시 독일연방의회 법사 원

회의 항에 직면했다.

255) Bull, 게서(주 147), 196쪽에 수록된 거부사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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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사소통의 기 정보들은 그 조사 때문에 문제되기보다는 그것이

다른 목 들을 하여 달되는 경우 는 다른 정보들과 결합되는 경

우에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험은 객 상황에 의하면 그

리고 일반 인 생활경험상 주로 그와 같은 결합의 가능성, 특히 민감한

자료와의 결합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 그러한 험

은 무엇보다도 컴퓨터에 의한 정보처리의 경우에 존재할 것이다. 따라

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표 개인식별자가 데이터뱅크의 결합을 통해

특정 목 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다른 목 으로 용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심지어는 개인의 인격상을 구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

지 않도록 차 ․조직 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재와 같은 무분

별한 주민등록번호기재요구의 행은 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7) 개인의 인격상형성에 향을 미치는 개인정보에 한 자결권

(i) 공동체 련성이 없는 고도의 개인 정보들은 련자의 동의 없이

는 공개되어서는 안된다.

(ii) 그밖에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그 ‘인격의 산물’이 물건처럼 양

도될 수 없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가령 정신 창조물인 작품, 외모,

상, 구두의 는 문자화된 말에 한 자결권이 보호되어야 한다.

(iii) 잘못된 사실을 어떤 사람에게 귀속시키는 것, 련자가 하지 아

니한 말을 했다고 하거나 마치 말한 것처럼 조작하는 것, 잘못된 인용,

왜곡은 공 이 련자를 오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개인의 인격과

사회 신에 해서 부정 인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iv) 개인정보자결권이 개인의 사회 평가에 한 개인의 단독결정

권을 의미하지 않는다. 어느 구도 그 인격상을 혼자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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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정의할 수는 없다. 개인이 그에 한 자기해석을 타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특히 공 으로 활동하는 사람의 인격을 보호한

다. 소시민의 이름과 외모는 특정의 비상한 상황 때문에 일반 의미를

갖게 될 때에만 공 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라. 개인정보자결권의 제한을 정당화하는 공익

개인정보자결권은 술한 바와 같이 우월한 공동체이익을 하여 제

한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이익과 국가이익과의 형량을 제로 한다.

오늘날 국가과제는 국가의 외 안 보장, 치안은 물론 계획 조종,

그 밖에도 거의 모든 활동 역에서 정보의 수집과 처리를 필요로 한다.

정보의 수집과 처리는 국가가 원활하게 기능하기 한 제이다.256) 필

연 이유 없이 의 정보기술을 포기함으로써 인 으로 행 능력

을 박탈 내지 취약하게 만드는 국가는 헌법이 자신에게 부여한 과제를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국가는 우월한 개인의 이익과 같은

고차 인 이익이 립하고 있는 경우에만 정보기술의 도움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공익의 실 을 한 개인정보자결권에 한 제

한이 정당화되기 해서는 과잉 지원칙이 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256) Scholz/Pitschas, 게서(주 14) 103 이하, 132-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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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범의 명확성의 원칙

가. 정보조사 역별 특별규율의 필요성

(1) 의의

정보조사와 그 이용의 목 이 역별로 그리고 명확히 확정되어야 하

며,257) 그와 같은 법률은 공․사의 역 모두에서 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258) 결국 일반조항은 개인정보의 조사와 처리를

한 법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보처리과정의 투명성은 인격

보호를 한 요한 포인트이다. 오늘날 개인들이 컴퓨터에 의한 정보

의 완벽한 결합가능성과 자방식의 정보조사와 처리를 개 하기 어렵

다는 것이 정보기술에 한 우려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그와 같은

우려를 완화시키기 해 개인이 국가의 정보활동을 개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역별특별규율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주된 논거이다.259)

(2) 본질

이 요건은 그 법학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과잉 지원칙과도 계가

있다. 가령 규범의 용범 가 일반 개념 때문에 명확히 한정되지 않

는 경우는 개인이 정보행정을 개 할 수 없고 결국 정보행정의 투명성

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게 되면 필요이상의 기본권제한

이 가해질 수 있는 등 비례성도 충족하지 못하게

257) BVerfGE 65, 1 (46). 한 BVerfGE 65, 1 요지 2 44. 한 H. Bäumler,

Normenklarheit als Instrument der Transparenz, JR 1984, 361 이하; E.

Schwan, Datenschutz, Vorbehalt des Gesetzes und Freiheitsgrundrechte,

Verw.Arch. 66 (1975), 120 이하; Simitis, NJW 1984(주 14), 402쪽; W.

Schmidt, JZ 1974(주 30), 247쪽.

258) Simitis, NJW 1984(주 14), 401쪽; Schmidt, JZ 1974(주 30), 247쪽.

259) BVerfGE 65, 1 (50); Bäumler JR 1984(주 158), 361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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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때문이다.260) 물론 이 요건의 은 역시 후술하는 규범의 명

확성원칙실 에 놓여있다고 보아야 한다.

(3) 문제

그 지만 이 요건에 한 비 의 소리 한 커지고 있다. 역별로

특별하고도 명확한 규율의 요건은 과잉규율을 래할 것이며,261) 그 때

문에 이 요건을 통해서 정보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다. 정보보호를 해 역별로 만들어지는 특별한 정 한 법률들은 개

인으로 하여 각 경우마다 제한의 범 를 알 수 있도록 하기 한 것

이나, 소수의 법률 문가들이나 심 있는 자들(이들은 다시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는 사회 강자집단과 겹칠 것이다)만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뿐, 압도 다수의 국민은 여기 기 산개해 있어 복잡하고 따

라서 그 내용을 개 하기 힘든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을 알 수 없을 것

이며, 알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담당공무원들조차도 이를 충분히

개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4) 평가

물론 다수의 역별 특별 법률들이 일반 인 투명성과 규범 명확

성, 규범에 한 이해의 가능성을 제고할 수는 없으며,262) 특별히

260) BVerfGE 65, 1 (62).

261)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 경찰법은 총 68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25

개의 조가 개인정보보호를 한 것이며, 독일의 형사소송법개정법률에서는 개인

정보보호와 련된 33개조가 새로 들어갔다고 한다. 이에 해서는 B.

Holznagel, 게논문(주 58), 42쪽 참조.

262) W. Hoffmann-Riem, 게논문(주 95), 513 (515-516)쪽. 이와 련하여 이미

Simitis, NJW 1984(주 14), 398쪽도 혜안을 가지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한

Denninger( 게논문[주 5], 315쪽)도 하게 다음과 같이 지 하 다. ‘ 면

인 법제화는 정보보호에 하여 붐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우월한 일반이

익이 정보의 자결권에 한 제한을 정당화하기에 합하기 때문에 입법자는 형

식 으로는 헌법 요청을 충족하지만, 실질 으로는 집행부가 주장하는 “사항

강제”를 규범 으로 단지 확인해주게 되는 험이 존재한다. 정보의 흐름이 규

율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집행부는 권력 동기보다는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정보조사와 정보처리의 특수한 경우에 비하여 자신을 하여 가능한 한 다수

의 통로를 열어 놓고 그 권한을 넓게 정의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행정의 뒷

받침에 의존하고 있는 입법자는 행정부가 그 문지식을 바탕으로 입증하고 있

는 이러한 법률의 필요성을 반박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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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정보들에 한하여 그와 같은 요청을 철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비 263)을 가볍게 볼 수 없지만, 그러한 특별규율만이 개인정보의 조사

와 처리에 한 정보주체의 개 이 가능하며 구체 정의의 실 에 보

다 기여할 수도 있고 인격보호를 하여 보다 많은 배려를 할 수도

있다는 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나. 규범의 명확성원칙과 목 구속성의 원칙

이 두 원칙은264) 상호 한 련을 맺고 있다. 원래의 개인정보조

사목 과 다르게 그리고 그 목 을 벗어나 수집된 개인정보가 사용되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개인정보의 주체들이 규범의 내용을 정확히 계산하

고 그에 맞추어 자신의 행태를 조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63) Vogelgesang, 게서(주 3), 202-205쪽. 그의 주장에 의하면 (i) 종교, 건강, 정치

견해, 가벌 행 , 과, 수사 차 등에 한 정보와 같이 민감한 정보들에

한 조사의 경우 (ii) 혼인, 가족 계 는 법률이나 법 으로 인정된 통에

의하여 특별히 승인된 신뢰 계에 한 정보조사의 경우 (iii) 자 정보처리

를 통해 인격 자율을 할 험이 높은 행정 역에서의 정보조사 (iv) 강제

인 정보조사의 경우처럼 개인정보와 련된 개인의 결정의 자유가 향을 받

는 경우에는 이 정보들이 조사목 에 반해 사용되지 않도록 역별 특별규율이

행해져야 한다.

264) OECD 가이드라인에서는 개인정보수집목 이 수집당시에 미리 특정되어 있을

것, 그 이후의 정보이용이 당해 수집목 과 일치할 것과 수집목 이 변경될 때

마다 그 목 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는 목 명확성의 원칙(Purpose

Specification)과 개인정보는 명시된 목 이외의 다른 목 을 하여 공개․이

용하거나 기타의 사용을 하여 제공하는 행 를 원칙 으로 하는 이용제한

의 원칙(Use Limitation Principle)으로 각각 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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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범의 명확성원칙

규범의 명확성원칙이란 개인정보자결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이 권리에

한 제한의 제와 범 가 련개인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이다.265) 즉 개인이 법률 규율로부

터 자신에 한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의 조사․처리 본래의 목 에 국한

되어 이용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법치국가

명확성원칙266)이 개인정보자결의 역에서 엄격한 형태로 구체화된

것이다.

이 요건은 규범의 목 이 사실 계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조문과 그

체 인 연 입법자료에 의거하여 명확히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

만 충족된다.267) 필요한 명확성의 정도는 문가가 아닌 합리 시민이

어떤 종류와 방식으로 자신의 인 정보가 처리될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족하며, 세부 인 사항까지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268)

규범의 명확성원칙은 개인의 自己負罪防止와도 련성이 있다.269) 이

러한 요건은 입법자가 불명확하고 일반 인 법률을 통하여 법률에서

정한 목 과는 다른 용도로 개인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그 정보를 제공한

주체를 겨 는 무기로 그 정보를 사용하기 하여 정보주체들을 이용하

는 것이 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월한 이익이 립하는 경

우에는 그와 같이 확보된 정보도 이용될 수

265) BVerfGE 65, 1 (44).

266) 이에 해서는 계희열, 헌법학(상), 2002, 345쪽 참조.

267) BVerfGE 65, 1 (54).

268) 연방정보보호 권 원의 견해, 20.

269) BVerfGE 65, 1 (62-63). 물론 독일 연방헌법재 소는 이미 그 이 의 결정에서

자신의 진술을 통하여 형사법원의 유죄 결의 제 는 그에 하는 제재를

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기 불가능한 것이고 인간의 존엄성

에도 반된다(BVerfGE 56, 37[49])고 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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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270) 단, 그 정보가 형사법원의 유죄 결이나 그에 하는 제재

를 선언하기 한 제를 제공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2) 목 구속의 원칙

(가) 의의: 목 구속의 원칙은 정보의 사용목 이 개인정보사용의

역을 특정하여 그리고 엄 하게 법률에 확정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원칙이다. 즉 개인정보이용의 범 를 법률에 의하여 특정된 목 에만

한정시킬 것을 요구한다.271) 이 요건은 개인정보를 강제로 조사하는 경

우에만 타당한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자결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항상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272)

(나) 본질: 개인은 자신의 개인정보와 련된 법률 규율로부터 어

떤 구체 인 행정목 을 하여 개인 인 정보가 사용될 것인지 그리고

그 사용이 필요한지 여부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목 구속성의 원칙

은273) 개인이 가 무엇을 언제 어떤 기회에 자신에 하여 알게 되는

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개인정보자결권의 논리 귀결이

자274) 규범의 명확성원칙의 특수한 발 형식이다. 나아가 이 원칙은 비

례의 원칙과도 련이 있다. 왜냐하면 비례의 원칙에 의하여 개인정보

수집을 명시된 목 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국한하여야 할 의무가

모든 국가기 에 부과되기 때문이다.275) 바로 이와 같은 본질에 이 원

칙의 정당성도 존재한다.

270) 불리진술거부권에 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독일기본법하에서 례는 제2조 제

1항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다. 그리고 자기부죄의 원칙 지는 타인의 권리에

그 한계가 있으며, 정보에 한 정당한 수요를 충족하기 한 정보인 경우에는

입법자는 련자들의 다양한 이익들을 상호 형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본

다(BVerfGE 56, 37 [49]).

271) BVerfGE 65, 1 (46).

272) Simitis, NJW 1984(주 14), 402쪽.

273) BVerfGE 65, 1 (62-63).

274) BVerfG, 65, 1 (43); W. Steinmüller, Das Volkszählungsurteil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DuD 1984, 91 (93)쪽.

275) BVerfGE 65, 1 (46); E. Denninger, Das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und innere Sicherheit - Folgerungen aus dem Volkszählungsurteil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Kritische Justiz 1985, 223쪽: 목 구속의 원칙은 과

잉 지의 요소를 감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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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원칙에 한 비 : 이 원칙은 원칙 으로 모든 개인정보의

조사와 처리에 있어서 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원칙의 실 에 있어

서의 문제 이 지 되고 있다.276) 이 비 은 술한 역별 특별규율의

요건에 한 비 과 상통한다. 무엇보다도 구체 인 사례들도 집 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원칙을 구체화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지

않을 것이며, 엄격한 목 구속의 원칙은 지나치게 세분된 규율을 낳아

결국 법의 분열은 물론 법의 내용을 개 하기 어렵게 만드는 법 불안

정성을 래할 가능성이 높으며,277) 이러한 결과를 피하려면 이 요건의

타당성여부를 개인정보의 종류에 따라서 세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결

국 인격에 한 한 이 있는 경우에만 그 요건이 실 될 수 있

으며, 그 밖의 부분의 경우에는 정보의 조사나 이용을 구체 인 목

에 결부시키지 않는 규율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게 되면 개인은 자신과 련된 개인정보

의 자결권을 실효성 있게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

(라) 직무공조방식에 의한 정보제공의 원칙 지: 목 구속의 요건

과 같은 맥락에서 자 정보처리에 내재하는 험성에 비추어 볼 때

직무공조방식에 의한 정보제공의 지와 그 활용의 지를 통해서 이질

목 에 정보가 사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278) 여러 조사의 목

들이 상호 배치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의

276) Denninger, Kritische Justiz 1985(주 176), 223쪽; 동인, in: Informationsgesellschaft(주

5), 302쪽.

277) 이에 하여 자세한 것은 Vogelgesang, 게서(주 3), 71-72쪽 참조.

278) BVerfGE 65, 1 (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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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지는 국민이 이를 규율하는 법률의 효과를 개 할 수 없기 때

문에279) 규범의 명확성요건에 한 반이 존재한다.280)

(마) 표 외로서의 통계조사: 통계조사의 본질 의 하나는 정

보가 통계 으로 처리․ 비된 뒤에 애 부터 특정될 수 없는 매우 다

양한 용도로 이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목 이 특정되지 아니한

정보를 집 ․ 장해야 할 필요도 존재하고,281) 통계 으로 가공된 정

보의 제공 활용의 지는 합목 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282) 통계의

다양한 용도와 용처는 본질상 미리 확정될 수도 없다.283) 이 때문에 인

구조사 결은 통계조사와 련하여 인구조사 결에서 목 구속의 원칙

에 한 외를 인정하는 신 다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통계의 성격에

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자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통계조사를 한 조

직과 차에 한 다수의 부담을 입법자에게 부과하고 있다.284) 그러므

로, 구체 인 경우에 다목 으로 정보를 조사하는 것을 지하는 것이

정당화되는지 아니면, 통계조사의 경우와 비견될 만한 상황이 존재하는

지를 개별 인 경우에 주의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285)

279) BVerfGE 65, 1 (65) 참조.

280) BVerfGE 65, 1 (64) 참조.

281) BVerfGE 65, 1 (47) 참조.

282) BVerfGE 65, 1 (47) 참조.

283) BVerfGE 65, 1 (48) 참조.

284) 보조사항(식별표시)의 삭제에 한 규율의 필요(BVerfGE 65, 1 [49]); 외부와의

효과 인 차폐(같은 곳); 엄격한 비 유지(같은 곳); 가능한 신속한 익명화처리

(같은 곳) 등.

28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생존 책, 안보 련 청의 특히 민감한 분야에서

부분 으로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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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차 ․조직 책의 수립 과소(보호) 지의 원칙

개인정보자결권의 헌법 기능에서 이미 설명한 이 기본권의 객 법

측면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요청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 이행의

정도는 헌법이 요구하는 최 한의 수 을 상회하여야 한다. 즉 과소(보

호) 지의 원칙을 충족하여야 한다.

Ⅶ.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에 한 응용

새로 출범한 참여정부에게 단순한 기본권침해라는 비난만이 아닌 교

단내갈등과 사회갈등의 해소라는 쉽지 않은 과제를 안겨주었던 NEIS의

헌법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잠복해 있다. NEIS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 원회의 권고결정도 이미 내려졌지만 그 결정에는

법 구속력이 없으며, 련사건은 헌법재 소에도 계속되어 있다. 이하

에서는 상술한 해석론을 바탕으로 NEIS가 개인정보자결권을 침해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교육부는 NEIS에 한 반발이 거세지자

특히 많은 문제 을 안고 있는 상당수의 항목을 삭제하는 등 처리정보

의 내용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최 의 항목을 심으로 문

제 을 살펴보되, 지면 계상 교원인사 역을 제외한 개인정보의 조사

와 처리의 헌법 문제 에 을 맞추기로 한다.



471

1. NEIS의 목 과 법 근거

가. NEIS의 정의

교육인 자원부(이하 ‘교육부’로 약칭한다)의 정의에 의하면 NEIS란

학생․교원 련 교육정보를 학교별로 구축되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리하는 단 학교별 분산형 정보처리시스템이 아니라 교육부 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교육행정기

․ 등학교를 인터넷에 연결함으로써 단 학교 내 행정처리는 물론

교육행정기 에서 처리하여야 할 학사, 인사, 산 등 교육행정 제반 업

무를 상호 자 으로 연계하여 처리하는 종합행정시스템을 말한다. 교

육부는 종 개인컴퓨터에 탑재된 로그램에 의하여 교육 련 정보를

처리하던 시스템인 S/A(Stand Alone)과 각 단 학교별 학내 산망을

통해 교육 련정보를 처리하던 C/S(Client Server)가 보안이 취약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003년 NEIS를 통해

면 으로 체하려다 국교원노조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 다.

나. 목

교육부는 NEIS 시행의 목 으로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즉 자녀의

학교생활과 그에 한 교사의 평가 등 자녀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용이

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학부모의 알권리 실 ), 교사의 업무

경감, 이를 통한 교육의 질제고를 그 목 으로 제시하고 있다. 2자는

NEIS의 직 목 이고, 나머지 하나는 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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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내지 제2차 목 인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할 듯싶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목 이 교육부가 NEIS의 법률 근거로 제시하는

다음과 같은 법률규정으로부터 직 도출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그

법률규정들의 목 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학생지도 상 학

교의 학생선발을 한 기록의 작성과 리 그리고 학생과 교사의 보건

정보의 수집 이를 통한 학생과 교사의 건강보호․증진이기 때문이

다. 따라서 NEIS의 일차 목 은 그와 같은 정보의 효율 처리․

리이며, 교육부가 주장하는 NEIS의 목 들은 부수 인 의미를 갖는 것

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교육부가 주장하는 NEIS 시행의 법 근거

교육부는 먼 학생의 학생지도 상 학교의 학생선발에 한 자료

와 련해서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인성 등을 종합 으

로 찰․평가하여 학생지도 상 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교육부장 이 정하는 기 에 따라 작성․ 리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는 ․ 등교육법 제25조 이에 근거하여 마련된 교육부장

훈령인 “학교생활기록부 산처리 리지침”(훈령 616호, 2003.3.29)과

“교육행정정시스템운 규정”(훈령 633호, 2002. 12. 20)을 제시하고 있고,

보건 역과 련된 개인정보의 수집과 련해서는 “①학교의 장은 매년

학생과 교직원에 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에

한 신체검사는 국민의료보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신체검사실시의 시기·방법 차 등에 하

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 자원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학교

보건법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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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학교신체검사규칙 제9조, “학생건강기록

부등 산처리 리지침”(교육부훈령 제632호)을 들고 있다. 그리고 이

는 “공공기 의 장은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 인권을 하게 침

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집 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 의개인정보보호

에 한법률 제4조가 명시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집 상 개인

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고 주장하고 있다.

2. 개인정보자결권의 제한여부

학생의 학업성취도 인성 등에 한 정보, 학부모의 개인정보, 학생

교사의 건강 련정보 그리고 교원의 인사 역에서 교원의 신상정보

를 조사하는 것은 련 학생, 학부모 교사의 개인정보자결권에 한

제한이다. 그 게 조사된 정보를 S/A(Stand alone)방식처럼 교원개

인컴퓨터로 처리하든, C/S(Client Server)처럼 학내 산망을 이용하여

처리하든, NEIS와 같이 학교 밖에 소재하는 자동정보처리시스템에 인

터넷망을 통하여 송․처리하든 모두 개인정보자결권에 한 제한이

며, 그 게 처리된 정보를 이용하는 것, 교육행정기 이나 사인에게

제공( 달)하는 것도 각기 별개의 제한행 이다. 특히 NEIS와 같이 각

시도별로 정보를 집 리하고 학교행정감독기 인 교육감이나 교육청

이 단 학교의 별도의 정보제공 없이도 서버에 장된 정보를 조회하고

이용하는 것도 단 학교의 정보제공을 제로 한 제한행 임에는 변함

이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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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의 시행은 와 같은 개인정보자결권 제한 유형들을 집약한 것

으로서 헌법 정당화가 필요하며, 그러기 해서는 상술한 정당화요건

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한편, 교육부가 제시하는 NEIS 시행의 법률 근거에서는 학생, 학부

모, 교사의 개인정보의 조사방법이 구체 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학생

등에게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

사할 것인지, 교사 등이 학생지도의 과정에서 지득하게 되는 학생 등의

개인정보를 조사․처리하겠다는 것인지 드러나지 않는다. 실 으로

두 가지 조사방법을 모두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강제

조사방식이든 교사가 업무수행의 과정에서 법 의무의 부과 없이 자연

스럽게 그리고 정보주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이

든 모두 개인정보자결권에 한 제한이라는 에는 차이가 없다.

학생, 학부모의 동의하에 그들의 개인정보를 조사․처리하는 경우에

는 개인정보자결권의 제한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제한의 경

우에 충족하여야 할 정당화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286) 동

의가 유효성을 띠려면 자발 인 것이어야 하고, 동의의 주체가 동의의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실 으로 정보주체가 진정 자

유로운 상태에서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동의

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정당한 비 이 존재하느니 만큼 독일 노르트라

인-베스트팔 학교행정법 제19조 제2항처럼 미성년인 학생은 동의의

의의와 효과를 스스로 이해할 수 있을 때에만 동의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개인이 수인할 수 없거나 합목 성이 없으며, 부조리한

정보의 조사는 동의가 있더

286)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기본권에 한 제한은 존재하고, 다만 그 제한이 정당화

될 뿐이라는 이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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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조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는 규정이 추가되어야 한다.

3. 규범 명확성요청을 충족하는 법률에 의한 역별 특별규

율?

가. 법률에 의한 제한 요사항의 의회유보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에 한 제한은 법률로써 할 것을 요구하

고 있다. 즉 제한은 형식 법률 자체에 의하여 는 그 법률에 근거하

여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헌법재 소가 수용하고 있는 요사항의회

유보의 원칙에 의하면 기본권실 에 요한 의미가 있는 사항에 한

결정은 의회 스스로 법률의 형식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을 다른

권력에 임해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은 의회가 스스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 그에 따라 입법권의 임범 입법자에 의한 규율의 도에

하여 향을 미친다. 개인정보자결권과 련하여 무엇이 요한 것인

지와 련해서는 에서 강의 지침을 제시한 바 있다

(1) 교무/학사

․ 등교육법 제25조의 규율은 문제가 없지는 않으나 학생지도에

필요한 학생과 학부모의 정보, 상 학교의 학생선발에 한 학생의 정

보를 조사․처리할 수 있는 법률 근거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

다.287) 자료의 작성․ 리를 해서는 정보의 조사가 선행되어

287) 해당 법문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자동화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정보의 처리,

장을 수권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정보들이

1997년 이 까지는 手記 상태로 작성․ 리되어 왔고 지 도 그 게 작성․

리될 수도 있다는 , 1994년 시행된 공공기 의개인정보보호에 한법률이 컴퓨

터를 이용한 개인정보의 기록과 련해서는 “처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1997년 제정된 이 법률이 “작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통 인 수기방식의 기록과 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인상을 다는 , 수

기방식의 정보처리․ 리의 험성과 자동화된 정보처리․ 리의 험성은 질

으로 다르다는 이 부정설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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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고, 자료의 구체 인 작성․ 리의 수단이 으로 통 인

手記방식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으며, 기술의 발 수 에 따라 한

방식을 교육부장 이 명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작성․ 리의 방식에는 NEIS와 같은 교외에 소재한 앙

자동정보처리장치를 통한 기록의 작성․ 리방식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정보를 NEIS를 통해서 다른 기 에 달하거나 원래의 목

과는 다른 목 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 근거는 등교육법이 아

닌 공공기 의개인정보보호에 한법률 제10조 제2항 제2호에 있다.

․ 등교육법 제25조가 정보조사의 주체를 ‘학교의 장’으로 명시하면

서도 다른 교육기 이나 감독 청 등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

을 명시 으로 열어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교무/학사 역의 일

부 정보, 즉 상 학교의 학생선발에 필요한 정보는 그 정보의 수집․

리 자체가 학생이 진학하고자 하는 상 학교에의 달을 목 으로 이루

어지기 때문에 해당 상 학교에의 달을 한 별도의 수권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 등교육법 제25조나 공공기 의개인정보보호에 한법률

제10조 제2항 제2호 등은 요사항의회유보의 요건을 충족하기는 어렵

다. NEIS가 시도별로 집 된 자동화된 앙정보처리시스템이라는 ,

정보의 조사와 이용에 한 개인의 자발 인 동의를 제로 하고 있지

않다는 , NEIS에 의하여 처리․ 리되어야 하는 정보 에는 삭제하

기로 한 상담내용 이외에도 개인의 성 이나 행동발달상황에 한 정보

등 교무/학사분야의 상당수의 정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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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것이라는 을 고려할 때 학생, 학부모가 개인정보조사에 응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개인이 어떠한 요건하에 어떤 정보가 자동화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되고 달될 수 있는지, 는 그와 같은

장치에 의한 처리가 지되는지 는 학교내의 교육 련정보처리용으로

특정된 컴퓨터에 의해서만 처리될 수 있는 것인지 등이 법률 자체에 의

하여 규율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일반법인 공공기 의개인정보보호

에 한법률은 물론 ․ 등교육법 자체에는 이에 한 규율이 일체 없

으며, 따라서 설사 교육인 자원부장 의 명령으로 이를 규율한다고 하

더라도 포 임 지에 반됨은 물론 요사항의회유보원칙에도 반한

다.

요컨 , ․ 등교육법 제25조는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정보자결

권의 문제를 의식하고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보기 힘들며, NEIS라는 자

동화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교무/학사 역의 개인의 정보들을 입

력․처리하고 다른 기 에 달하는 것을 온 하게 정당화할 수 있는

법 근거로 보기 곤란하다. 교육부장 의 훈령인 “학교생활기록부 산

처리 리지침”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 규정”은 행정규칙에 불과한

것으로서 NEIS의 시행을 통한 개인정보자결권 제한의 법 근거가 될

수 없다.

(2) 보건

학교보건법 제7조는 체격검사․체질검사 체력검사를 의미하는(같

은법 제2조) 신체검사를 실시할 것을 명하고 있을 뿐 신체검사로부터

생성될 수 있는 학생과 교사의 개인정보의 처리방식이나 그 목 에

해서는 직 말하는 바가 없다. 그 다면 이 학교보건법 제7조가 NEIS

에 의하여 보건 역의 정보를 조사하고 처리함으로써 개인정보자결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될 수 있는가?

여기서 학교보건법 제7조가 학생과 교사의 보건 련 정보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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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처리하도록 할 수 있는 법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는지의 문

제가 제기된다.

정설에 의하면 신체검사의 실시는 학생과 교사의 보건정보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한 조치를

취하기 한 것이지 그 자체 목 이 아니므로 학교보건법 제7조는 신체

검사 결과 생성되는 정보를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며, 설

사 동 규정이 근거조항이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신체검사를 통해 생성

되는 정보가 교육을 하여 필요한 정보가 될 수 있는 범 에서는

등교육법 제25조가 NEIS에 의한 보건 련정보의 조사와 처리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신체검사실시의 시기․방법 차 등에 하여 필요한 사

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수권하고 있으나, ‘시기, 방법, 차’는 모

두 신체검사의 형식과 련된 것이므로 NEIS에 입력하기 하여 보건

역의 개인정보를 조사․처리하여 개인정보자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고, “학교의 보건 리와 환경 생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한다는 학교보건법의 목 (제1조)과 연 시키더라도 그러

한 권한이 도출되기 어렵고, 형식 의미의 법률에 의한 수권이 없는

한 교육부령인 학교신체검사규칙으로도 이를 합법 으로 규율할 수 없

으며, 동 규칙도 자 정보처리에 해서는 아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재 행정규칙에 불과한 교육부 훈령인

“학생기록부등 산처리 리지침”이 학생과 교사의 보건정보의 자

처리를 규율하고 있을 뿐이므로 NEIS에 의한 련 정보의 조사와 처리

는 물론 정보의 제공을 한 법률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학교보건법 제7조의 문면을 시하는 입장에서는 부정설을 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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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높으나, 신체검사실시의 목 을 고려할 때 련정보의 조

사와 처리는 신체검사실시 명령에 논리 으로 제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NEIS를 통한 정보제공의 법률 근거는 학교

보건법 제7조가 아닌 공공기 의개인정보보호에 한법률 제10조 제2항

이 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학교보건법 제7조 공공기 의개인정보보호에 한법

률 제10조 제2항이 NEIS를 통해 보건 역의 개인정보를 조사․처리․

제공할 수 있는 법률 근거라고 보더라도 련 법률 규율은 요사

항의회유보원칙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교무/학사 역에

못지않을 정도의 민감성을 갖는 신체 건강 련 정보들을 조사․처

리․ 달하도록 되어 있는 NEIS의 보건 역의 경우에도 입법자 스스로

신체검사를 통한 개인정보자결권의 실 과 련하여 요한 의미를 갖

는 사항들, 무엇보다도 개인이 개인정보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그러한 정보를 어떠한 요건하에서 자동화된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범 , 특히 NEIS의 경우처럼 인터넷을

통해 연결된 교외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범 등의 사항을 규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설사 그러한 사항을

교육부장 령으로 규율한다 하더라도 요사항의회유보의 원칙에 반

된다.

나. 규범의 명확성원칙

교육부가 제시하는 법률규정들을 NEIS시행의 근거규정으로 볼 경우

그 규정들이 정보의 주체가 자신의 어떤 정보가 어떤 목 으로 조사되

는지, 즉 자신과 련된 정보의 운명을 개 하면서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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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 공개여부 그 범 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사 상정보 그

이용의 목 을 역별로 그리고 명확히 확정하여야 한다는 규범의 명확

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본고에서는 그 가장

요한 역인 교무/학사 역의 근거규정만을 평가해보기로 한다. 교육

정보는 교육에 필요한 개인의 건강정보도 포함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한 고찰을 통해서 보건 역의 정보조사를 한 규율이 어느 정도의

명확성을 띠어야 하는지에 한 시사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등교육법 제25조를 교육부의 주장과는 달리 교무/학사 역에서

조사한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자동화된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률 근거로 볼 수 없다면, 이 역에서의 특별규율

은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동 규정을 그 근거라고 보게 되면, 이 규정은

이 역에 한 특별규율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다면 이 역에서 개인의 자결을 뒷받침하기 하여 강화되는 규

범의 명확성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 어느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명확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것인가? 이 문제와 련하여 유의하여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교사는 학생의 지도를 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의

건강상태, 심리 상태, 이성 계, 가정환경은 물론 개인의 비행과 같은

학생의 민감한 정보들도 알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우연히 그와 같

은 정보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이다. 그런데 ․ 등교육법 제25

조의 “학생의 학업성취도 인성 등을 종합 으로 찰․평가하여 학

생지도와 상 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라는 법문은 학

생의 개인정보에 한 포 인 조사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 등

교육법 제25조가 조사 상이 되는 정보의 범 에 하여 이처럼 추상

으로만 말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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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의 목 은 학생지도 상 학교의 학생선발을 한 자료의 수

집과 제공이고 그 조사 상은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하여 필요

한 정보들이라고 보아야 하지만, 그 조사범 를 한정하기는 어렵다. 학

생 학부모 등에 한 정보조사가 교육목 을 해서 ‘필요’하여야 한

다는 사정과 그 정보의 내용과 정보조사의 ‘합목 성’만이 법률 으로

허용되는 정보조사의 범 를 한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지만 비교법 으로 보더라도 학생지도의 목 으로 조사되는 정보

의 범 는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추상 으로만 규정되는 경향이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구조사 결을 통해서 개인정보자결권이라는 기

본권을 공식 으로 인정한 독일의 입법례에서도 마찬가지의 추세가 나

타난다. 독일에서 ․ 등학교에 한 입법권은 연방이 아니라 주에게

있기 때문에 독일의 몇몇 주의 련입법을 검토함으로써 우리의 련

법률규정의 헌법 문제 에 한 이해를 한 정향 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슐 스비히홀슈타인(Schleswig-Holstein)은 1990. 8. 2.에 제정된 학교

법(Schulgesetz) 제50조에서 개인정보의 조사 처리에 해서 특별한

규율을 두어 조사 상정보 그 목 , 달의 요건, 정보주체의 열람청

구권 등을 명시하고 있다. 제1항 제1문에서는 학생 학부모의 개인정

보는 학교, 학교의 주체288), 학교감독 청의 과제를 수행하기 하여 필

요한 범 에서 학교, 학교의 주체, 학교감독 청에 의하여 조사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구체 으로 학생의 경우에는 성명, 생일 출생지, 성별,

주소 화번호, 국 , 동구권에서 이주

288) 학교의 주체는 공립학교의 경우는 시군(Landkreis), 지방자치단체인 읍 는 면

(Gemeinde), 지방자치단체조합(Samtgemeinde), 목 단체(Zweckverbände) 는 주

(Land)이며, 사립학교의 경우는 자연인 개인, 민법상의 사단, 익명회사, 유한책임회

사, 주식회사, 는 공법상의 사단인 종교단체나 세계 단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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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온 독일인(Aussiedler)인지 여부, 모국어, 종교, 의료보험, 성 학

교에서의 경력, 학교에서의 일반 학습태도 사회성과 련된 태도, 수

학에 의미 있는 장애정보, 校醫나 학교심리상담역 특수교육교사의 검사

결과, 실업학교의 경우 직업교육, 실습, 직업활동 직업교육담당업체

실습장의 주소 화번호를, 학부모의 경우는 성명, 주소 화번호를

각각 조사 상정보로 명시하 다. 슐 스비히홀슈타인의 학교법이 조사

상정보를 구체 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학교에서의 일반 학습태도 사

회성과 련한 태도 등 추상 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사 상은 매우 넓

어질 수 있다.289) 그러나 독일의 많은 주들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

(Nordrhein-Westfalen) 학교행정법(Schulverwaltungsgesetz)에서 볼 수

있는 규율방식, 즉 포 인 조사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자동화된 정보처

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를 한정하는 규율모델을 택하고

있는 것 같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 은 제19조 제1항 제1문에서 학교와

학교감독 청은 법규정에 의하여 임받은 과제를 이행하기 하여 필

요한 범 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포 규정

만을 두고 있을 뿐 조사가능한 정보를 구체 으로 열거하지 않고 있다.

신 동법은 제4항에서 학생의 행태정보, 건강이상정보나 장애정보, 학

업성취도 내지 특수교육의 요부 확인을 해서 실시된 테스트결과에

한 정보는 자동화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특별

한 교육학 , 사회 치료 조치 그 결과에 한

289) 한편, 이와 같은 규율방식이 과연 타당한지도 의문이다. 왜냐하면 학생에 한

지도를 해서는 학생의 학부모에 한 보다 많은 정보의 조사가 필요함에도

조사가능한 정보의 범 를 좁히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하

에서만 명시된 조사 역 밖의 정보를 조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교사를 불신하는 입법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요한 것은 정보의

조사가 아니라 조사된 정보의 처리방식, 보안의 확실성 여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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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학생에 한 특별한 배려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987년에 제정되고 2001년에 최종 개정된

멘주의 ‘학교에서의개인정보보호법(Gesetz zum Datenschutz im

Schulwesen)’은 제1조에서 공립학교는 교육과제(Unterrichts- und

Erziehungsauftrag)의 이행을 하여 그리고 법정의 참여권행사를 하

여 필요한 학생, 교사, 수습교사 등의 정보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제

1항)함으로써 포 인 조사가능성을 열어놓되, 제2조에서 조사된 정보

들 자동화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제1항: 학생

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화번호, 국 , 학생의 교육이수경과에

한 정보, 학생 표로서의 역할과 련된 정보, 직업훈련업체의 상호와

주소, 직장, 실무연수장 는 그 체기 . 직업훈련을 받은 직종, 기업

체에서의 직업훈련의 시기와 종기에 한 정보, 성 . 제6항: 학부모의

성명, 주소 화번호, 국 , 사친회에서의 역할)와 그와 같은 시스템

을 통해서 처리할 수 없는 정보(형제 계, 행태정보, 건강이상정보

장애정보, 의료검진 기타 검사의 결과, 교육학 ․사회학 ․치료

조치 그 결과에 한 정보)를 열거하고 있다.290)

에서 본 바와 같이 정보조사의 범 를 구체 으로 한정하지 않고

그에 하여 추상 으로만 규율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 등교육법

제25조가 규범의 명확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기 어렵

다. 명확성요건의 충족여부를 단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명확한 규

율이 가능한지를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

290) 그 밖에도 헷센 학교법(1992.6.17.제정, 2002.3.21. 최종 개정)도 제83조 제1항에

서 포 인 규정을 두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의료정보에 한 자동화된 정보

처리를 원칙 으로 지하고 있다. 베를린 학교법(1980.8.20. 제정, 2002.7.1. 최종

개정)도 제5조의 a에서 포 인 정보조사가능성을 열어놓되, 그 정보의 달가

능성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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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육법의 문제는 교육에 필요한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의 조

사 처리의 가능성만을 열어 놓았을 뿐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자결권

을 보장하기 해 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다른 문제들에 해서 일체

규율하지 않고 있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특히 교외에 소재하는 자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각 단 학교가 인터넷을 경유하여 정보를 처리

하는 것의 험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가능성 그 범 를 한정

하는 규율처럼 민감한 개인정보들에 한 보호 책들이 규율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는 것이다. 이는 ․ 등교육법 자체가 정보사회의 실

과 그 험성에 한 반성을 담고 있지 못하고 있는 데서 기인하는 것

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규범의 명확성요건의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요건들의 문제이다.

다. 목 구속의 원칙

목 구속의 원칙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의 조사를 규

율하는 법률규정들로부터 어떤 구체 인 행정목 을 하여 자신에

한 정보가 사용될 것인지 그리고 그 사용이 필요한지 여부를 알 수 있

어야 한다. 그 다면 교육부가 제시한 NEIS의 근거조항들은 정보조사

의 목 이나 그 이용범 를 분명하게 특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답하기에 앞서 다시 독일의 련 입법례를 들여다보자. 노

르트라인-베스트팔 주의 학교행정법은 제19조 제1항에서 “학교와 학

교감독 청은 법규정에 의하여 임받은 과제를 이행하기 하여 필요

한 한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학교의 과제이행을

하여 학교에 장된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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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만 그 개인정보에 한 근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 고, 같

은 조 제5항에서 “제1항 제1문에 열거된 정보들은 학교, 학교감독 청,

학교의 주체(Schulträger), 보건담당 청, 청소년보호담당 청, 주청소년

보호담당 청, 직업훈련담당 청, 직업훈련지원 청 실업학교재학생

의 직업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가 법규정에 의하여 자신에게 임

된 과제의 이행을 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제공될 수 있다. 다른

공공기 에의 제공은, 그것이 법률상의 고지의무, 신고의무의 이행을

해서 필요한 경우나 법률이 이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 는 정보의 주체

가 개별 인 경우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학생과 학부모의 정

보를 공 역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나 기 에의 제공은 정보공개청구

권이 존재하거나 련자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 침해되지 않거나 련

자가 개별 인 경우에 동의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개인정보들은 련개

인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학교교육 청에 제공될 수 있다”고 하여

조사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범 나 다른 목 으로 사용될 수 있는

범 를 분명하게 규율하고 있다. 멘주도 ‘학교에서의개인정보보보

법’ 제1조 제1항에서 “ 멘학교법 제1조의 공립학교는 수업 교육

에 한 임을 이행하기 하여 그리고 법정의 참여권을 행사하기

하여 필요한 범 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원, 수습교사의 개인 련 정

보들을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5조에서는 학생의 학시

다른 공립학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 , 제6조에서 학교감독기

에 한 정보제공의 범 , 제7조에서 상담기구나 보건당국에 한 정

보제공의 범 , 제8조에서 다른 기 에 한 정보제공의 범 , 제9조에

서 총학생회에 한 정보제공의 범 , 제10조에서 사립학교에 한 정

보제공의 범 에 해서 상세하게 규율하고 있다. 다른 주들의 학생의

개인정보보호에 한 법률규정들도 유사한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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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의 ․ 등교육법 제25조, 학교보건법 제7조는 정

보조사의 목 은 그런 로 추정 하지만, 조사된 정보를 다른 기 에

제공할 수 있는 범 나 목 외 이용의 범 에 해서는 직 규율하지

않고 일반법인 공공기 의개인정보보호에 한법률에 의한 규율에 맡겨

두고 있으나, 이 법의 련 규정인 제10조 제2항만 가지고는 정보주체

의 입장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떤 요건하에서 어떤 기 에게 제공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목 으로 어떤 조건하에서 용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제10조 제2항 단서에 의한정보제공

가능성의 범 가 가령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 업무를 수행하기 하

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제2호), “기타

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8호) 등 매우 모호하여

정보주체의 입장에서는 도 체 자신의 정보가 어떤 목 으로 용될지

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록 “정보주체 는 제3자의 권리와 이

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외사유가 있

더라도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라는 구성요건 자체가 정보보유기 에게 단의 여지를 폭넓게 부

여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제공에 한 높은 장벽을 쌓아 놓고 있다고 보

기 어렵다.291) 그에 따라 정보주체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사

용되는 범 를 충분히 조감할 수 없으며, 따라서 교육부가 제시하는 근

거법률규정은 목 구속의 원칙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291) 동지: 이인호,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법제에 한 분석과 비 (주 2), 49-53쪽.



487

라. 과잉 지의 원칙

정보조사의 방법, 조사 로그램 기타 처지조치들이 정보조사를 통

해 추구하는 목 의 달성에 합하고 필요하며 정보의 주체에게 수인가

능한 것이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목 달성을 하여 필요한 범 내에서

만 개인정보가 조사되고, 꼭 필요한 범 내에서만 자 으로 처리되고

필요한 기간 동안만 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애 의 NEIS는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학생의 거의 모든 정보를 담

아둘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지향했었다. 그에 따라 가령 한 성명, 주

민등록번호, 사진을 비롯, 생활보호 상자 여부, 소년․소녀가장 여부까

지도 포함하는 기본신상 리란을 비롯하여 징계구분․징계사유․징계

내역․징계기간 등의 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선도학생 리란, 요선도여

부, 요선도요인, 사회시설 수용여부, 사회시설명, 결연교사 등을 포함하

는 생활지도기 조사란, 상담내용, 일자, 시간, 상담내용까지 기록하게

하는 일반상담 가기록란, 성 리란, 자치활동란, 응활동란, 행사활

동란, 사활동란, 체험활동란, 학 /학교활동란, 단체활동란, 창의 재

량활동란, 진로지도란, 자격증 리란, 인증 리란, 장학생( ) 리란, 행

동발달 리란 등 총 170개 항목을 처리․ 리하도록 되어 있었다. 보건

역도 건강기록부, 종합검진기록으로 나 어 총 143항목에 달하는 방

한 정보를 조사․처리할 수 있도록 하 다.

NEIS 출범 당시의 개인정보처리 상항목들은 이처럼 조사목 이 어

디에 있는지를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방 하 다. 특히 학생의 학교생

활, 신체 건강 련정보가 12년간 그와 같이 세 하고도 체계 으로

집 될 경우 개인의 완벽한 인격상까지는 아닐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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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 부분 인격상의 구축은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더구나 개인

일들이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기 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

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일들과 결합할 경우 개인에 한 완벽한

가상 인격상의 형성, 개인에 한 완벽한 목록화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

나 그러한 험에 처하는 입법 책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자정부구 을 한행정업무등의 자화 진에 한법률도 제11조에서 “행

정기 은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

과 공동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 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

여서는 아니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어 정보의 공동이용을 구하고

있는데다가 공공기 의개인정보보호에 한법률상의 정보제공의 지도

구멍이 크게 뚫려 있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비 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한 것은 자동화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정보처리장치를 통해서 처리하여야 할 정보의 범 를 꼭 필요한 범 로

국한시키는 것이다. 정보기술의 가능성과 그에 내재하는 험성을

직시한다면 학교에서 개인정보를 조사하고 문서에 기록하던 때처럼 학

교에서 조사가능한 모든 개인정보들을 자동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하

고 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NEIS가 과잉 지원칙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단하기에 앞서 상술한

바 있는 독일 각 주들의 학교법이 자동화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의 범 를 한번 상기해보자.

정보조사의 범 를 비교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는 슐 스비히-홀슈

타인주의 경우를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학교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하여 특별법을 마련하면서도 정보조사의 범 를 포 으로 규정한

멘주의 ‘학교에서의개인정보보호에 한법률’도 자동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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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장치에 의한 정보처리의 범 를 NEIS의 경우처럼 방 하게 규율

하지 않고 있다. 동법은 제2조에서 공립학교에서의 개인정보처리의 범

와 형식에 하여 규정하고 있다. 공립학교는 학생 교육과정입학

지원자들의 다음과 같이 열거된 정보만을 자동화된 데이터베이스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즉 학생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화번호, 국 , 학생의 교육이수경과에 한 정보, 학생 표로서의 역

할과 련된 정보, 직업훈련업체의 상호와 주소, 직장, 실무연수장 는

그 체기 , 직업훈련을 받은 직종, 기업체에서의 직업훈련의 시기와

종기에 한 정보, 성 련정보가 그것이다(제1항). 같은조 제2항에서

는 형제 계, 행태정보, 건강이상 장애정보, 멘 학교법이나

멘 학교행정법 제17조가 정한 의료검진 다른 검사 결과, 특별한

교육학 ․사회 ․치료 조치 그 결과에 한 정보는 자동화된 데

이터베이스로 만들 수 없고 문서로만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

다.292) 제5항에서는 학생과 련한 화나 그 결과를 문서로 기록하는

것과 학생에 하여 수발된 문서의 집 은 정보의 장이며, 수업

교육의 과제를 이행하기 해서 필요한 범 에서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항에서는 학부모의 성명, 주소 화번호, 국 , 사친회에서

의 역할을 자동화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다. 제4조는 제2조 제2, 5항의 정보들은 원칙 으로 련자의 동의를 얻

어서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93)

292) 유사한 규율은 헷센 학교법 제83조 제4항 제4문(의료검진결과는 자동화된 데이

터베이스로 처리할 수 없다. 단, 학교보건을 할하는 청이 보유하고 있는 의

료기록은 그 지 아니하다)에서도 볼 수 있다. 한편 심리검사결과는 그때그때의

기술수 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확실하게 암호화할 경우 자동화된 데이터베이

스로 처리할 수 있다(같은조 같은항 제5문).

293) 동법은 제2부에서는 교육․과학부 멘항시 시청(Magistrat der Stadt

Bremer Haven)의 개인정보처리에 하여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 제11조에서는

교육․과학부와 멘항시청은 학교감독 청으로서의 과제를 이행하기 하여

개별 인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인정보는 자동화되지 아니한 데이터와

문서로서 처리할 것을 명하고 있다. 자동화된 데이터베이스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로는 취학의무이행을 하여, 학교조직과 련된 조치의 비․집행․평가

를 해서 그리고 통계목 을 하여 보통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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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술한 멘주의 법률은 제3부에서 보건소의 校醫

(schulärztlicher Dienst)나 학교 심리상담역(schulpsychologischer

Dienst)에 의한 정보처리에 해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보건소의 교의가 법률이나 법규명령에 의거한 검진을 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이 정보를 교의로서의 직무

의 범 에서만 자동화된 데이터베이스에 의하여 장, 변경,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정보를 활용할 때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할 것을 명하고 있다(제14조 제1항). 학교 심리상담역은 자신의 과제

의 범 에서 학생들을 검사하고 그 과제이행을 하여 정보의 조사와

장이 필요한 경우에만 자동처리되지

명, 생년월일, 주소, 성별, 국 , 학생의 입학일자, 학년 학부모의 성명, 주소

를 열거하고 있으며, 직업학교의 경우에는 그 밖에도 직업훈련 상 직업, 기업

체에서의 직업훈련개시 종료의 시기를 각각 열거하고 있다(제12조 제1항).

학생을 상으로 하는 조사, 검사 학문 연구를 규율하고 있는 제13조 제1

항에 의하면 학교감독 청인 교육․과학부 멘항시청은 그 과제를 이행

하기 하여 조사나 검사를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 이를 하게 할 수 있고, 이

조사나 검사는 그 자체 완결성을 띠어야 하며 다른 조사나 검사와 연계되어서

는 안된다는 취지로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목 을 하여 제2조에서 열거된

정보를, 그것에 하여 이미 폐쇄조치가 취해진 경우에도 련개인이 동의한 경

우에는 동조에서 규율된 형태로 장․이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제2조에 열거

된 정보만 가지고는 이 조사나 검사의 목 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련개

인들의 동의를 얻어 추가로 정보를 조사할 수 있다(제13조 제2항). 그러나 조사

나 검사 시행의 공익이 련자의 이익을 압도하고 조사나 검사의 목 을 다른

방식으로는 달성할 수 없거나 상당성 없는 비용이 소요될 경우에는 련개인들

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동조 제3항). 제1, 2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 시행을

한 정보는 다른 정보들과 분리하여 보 하여야 한다.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식

별자(Merkmale)는 조사나 검사의 목 이 허용하는 즉시 별도로 장하여야 한

다. 이 식별자는 조사나 검사의 목 을 달성하면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제4항).

제1, 2항에 의하여 조사된 정보를 조사나 검사의 본래의 목 과 다른 목 으로

이용하는 것을 지하고 있다(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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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는 데이터의 형식으로 그리고 문서의 형식으로 개인정보를 처

리할 수 있다(제2항). 교의가 신입생을 검진하는 경우 검진목 에 필요

한 병력정보와 기 정보를 의료기록으로서 조사․ 장․이용할 수 있다

(제15조 제1항). 교의는 의무검진의 결과들 가운데 학교에 요한 의미

가 있는 결과만을 학교에 통지할 수 있다. 본래의 검진결과 이외에도

발달이상증상과 건강장애도 통지 상이 되는데, 이 정보들은 원칙 으

로 련개인의 동의를 받아서만 달할 수 있다. 단, 교의의 자상한 상

담에도 불구하고 련 개인이 동의를 거부하고 교의의 결정에 의한

검진결과의 달이 학생의 이익을 하여 필연 인 경우 는 행정

차, 권리구제 차 는 소송 차에서 그 정보의 달이 필요한 경우에

는 동의가 없더라도 달할 수 있다(제16조). 교의는 련개인이나 학부

모에게 검진결과의 의미 한계를 통보하여야 한다(제17조).

우리는 내신성 을 상 학교 입시에 반 한다는 에서 독일의 입시

제도와 본질 인 차이 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독일 멘주의

련규율은 NEIS문제와 련하여 우리에게 귀 한 시사를 던져 주고

있다. 자동화된 데이터베이스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 를 최

소화하는 근본 인 이유는 정보기술의 잠재 험성에 비추어 볼

때 민감한 개인정보들은 가 용이할 뿐 아니라 다른 일과의 결합

도 용이하고 그 기 때문에 다른 목 으로도 용되기 쉬운 자동화

된 데이터베이스로 처리하는 것을 가 억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다른 에서 보면, 그와 같은 정보처리방식은 컴퓨터를 이용하

지만 자동화되지 아니한 데이터형태의 처리나 통 인 수기방식에 비

하여 개인정보자결권에 한 제한의 정도가 심각하며, 그러한 제한이

정당화되기 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비 의 공익이 개인정보의 자동화

된 처리를 필요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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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애 에 NEIS를 통해서 처리하고

자 했던 그 많은 개인정보항목들이 모두 학생지도나 상 학교진학을

한 자료로 그리고 학교보건을 하여 자동화된 데이터베이스로 처리되

고 시도별로 집 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부터가 의문이다. 학생지

도를 하여 필요한 정보는 담임교사의 교무일지나 상담일지에 수기방

식으로 기록하 다가 매년 는 일정기간 이를 폐쇄하거나 폐기처분하

는 것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스스로 여론의 압력에 굴복하

여 많은 항목들을 삭제하고 일단 NEIS를 유지하기로 결정하 다는 사

실도 애 의 개인정보항목들 상당수가 자동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교육부는 방화벽이나 암호화 등 권한 없는 자가 정보에 무단 근하

고 이용하는 것을 막는 기술의 용을 들어 NEIS의 정보보안성을 강조

하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보안기술이 정보를 으로 안 하게

지켜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역시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C/S의

보안체계에 비하여 NEIS의 보안체계가 우월하다는 주장만 가지고는 인

터넷에 연결된 NEIS를 통하여 개인의 다량의 민감한 정보들을 다년간

집 리 하여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없다. C/S의 보안체계가 취

약한 결정 인 이유는 그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인터넷과 연결된 학내

산망을 통해서 처리하고 리한다는 데 있으므로, 개인의 민감한 정

보를 처리․ 장하고 있는 컴퓨터들을 인터넷이나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내 산망에 연결시키지 않으면 그 취약 은 제거되는 것이기 때문이

다. 실제로 상술한 멘주의 법률처럼294) 민감한 개인정보들은 해킹

등 인터넷을 통한

294) 멘주 학교에서의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 의하면 학교에 장된 개인정보들

은 학교의 과제이행을 하여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만이 근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넘어서 교직원이 개인정보를 개인의 정보처리장치에 장하거나

校外에 소재하는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처리하거나 권한 없는 제3자로 하여

처리하는 것을 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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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의 험성 때문에 다른 정보처리장치와 연결된 정보처리장치

를 통해 처리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입법례를 찾아 볼 수 있다.295)

C/S체제를 유지할 때 추가 으로 소용되는 비용이나 교사의 업무처

리부담의 증가에 한 교육부의 주장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받는 개인의 인격 그 자율성이 지니는 가치나 그것이 민주주의

의 실 에 하여 갖는 가치의 비 을 감안할 때 NEIS의 정당성을 충

분하게 뒷받침하기 어렵다.

요컨 , NEIS에 의하여 처리․ 리․제공되는 정보들 에는 가령

상담내용, 행동발달상황, 건강이상증상 등과 같이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

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그 개인정보들을 모두 자동정보처리시스템

을 통해, 그것도 인터넷을 통해 시도별로 설치된 메인서버를 통해서 집

으로 처리․ 리함으로써 학교교육의 감독기 이 학교행정에 한

감독업무에 필요도 없는 그 모든 민감한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가능

성이 조성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자결권에 한 심 한 제한이 가

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학생들이

295) 멘주의 학교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보건소의 교의

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하여 다른 정보처리장치와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정보

처리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조 제2항에 의

하면 학교는 개인정보와 련된 행정업무 작업을 할학교감독 청이 개인

정보처리 용으로 지정한 정보처리장치만을 가지고 수행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장치를 수입에 사용하는 정보처리장치와 확실하게 분리하고 정보 장매

체(디스켓)도 수업용디스켓과 확실히 분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상술한 슐

스비히홀슈타인의 학교법 제50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를 해서는 학교주체가

학교에 비치한 정보처리장치를 통해서만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시하고 있

다. 헷센 학교법 역시 제83조 제5항에서 개인정보는 원칙 으로 학교 안에서만

처리하여야 하고, 개인정보의 자동화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처리는 학교보유

정보처리장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입증된 외인 경우에

만 교외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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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인터넷망에서 분리

함과 동시에 학생들이 근할 수 없도록 별도로 리하는 한편, 그 경

우에도 자동화된 정보처리장치를 통해서 처리하는 민감한 개인정보들은

상 학교진학에 필요한 정보로 최소화하고 나머지 개인정보들은 통

인 수기방식이나 자동 으로 처리되지 않는 자 데이터로 처리․

리하는 방식으로도 학생지도 상 학교 진학 그리고 학교보건에 필요

한 개인정보의 확보․이용이라는 목 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NEIS

를 통한 개인정보의 처리․이용․제공은, 그 시행을 한 충분한 법률

근거가 있다는 교육부의 주장을 수용하더라도 필요성요건이나 법익

균형성요건에 반하여 개인정보자결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한다.

마. 기타 개인정보자결권의 객 법 측면의 제 요청의 수여

부

의 Ⅳ에서 본 바와 같이 개인의 개인정보자결권은 그 실효 인 보

장을 하여 국가에게 매우 까다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교

육부는 NEIS를 시행하면서 그러한 요건들 보안체계의 상 우수

성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 개인정보보호를 한 다양한 차 ․기술

책들을 제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불안을 해소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이 요건들 일부는 공공기 의 개인정보보호에 한 일반법인 공공기

의개인정보보호에 한법률을 통하여 어느 정도 규율되고 있다. 가령

동법 제11조의 정보처리자의 비 수의무 정보제공 지의무, 제12,

14조의 처리정보의 열람청구권 정정요구권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일부 요한 요건들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정보주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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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어떤 내용의 정보를 어떤 조건에서 어떤 목 으로 조사하는지,

정보주체에게 답변의무가 있는지, 어떤 차 권리를 갖고 있는지를

알려주어야 하는 고지 내지 설명의무를 수하고 있지 않다. 제3기

에 한 정보제공시의 정보주체에 한 통지의무도 마찬가지이다.

독립기 에 의한 정보보호와 같은 요청도 무시되고 있다. 행정기 인

국공립학교나 그 감독기 인 교육청이나 교육 원회의 개인정보처리․

리에 한 감독권을 행정부처인 행정자치부에 맡기고 있는 공공기

의개인정보보호에 한법률의 내부통제모델은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NEIS는 정보보호업무에 있어서 독립성과 문성을

갖춘 개인정보보호 권 원(옴부즈만)이나 개인정보보호독립 원회를

통한 개인정보의 실효 보호라는 헌법의 명령에도 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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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혼인과 이를 기 로 구성되는 가족은 인간의 기본 인 생활공동체로

서 국가공동체의 기반을 이룬다.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은 개인의 자

유로운 인격발 을 통한 행복추구에 필수 이며, 건 한 국가공동체의

형성과 유지를 해서도 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따라 행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

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 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

장한다.”라고 규정하여 혼인과 가족을 특별히 보장하고 있다.296)

헌법재 소가 최근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에 한 결정297)에서 처

음으로 헌법 제36조 제1항의 법 성격과 규범내용을 총 으로 시

하 으나, 헌법 제36조 제1항이 가지는 법 성격에 해서 다양한 견

해들이 혼재하고 있으며, 헌법 제36조 제1항에 의한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의 구체 인 내용이 충분히 규명되고 있지 않아서, 헌법 제36조 제

1항에 한 연구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298)

296)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에 한 헌법규정의 변천을 살펴보면, 우선 건국헌법은

제20조에서 “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

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 으며, 1962년의 제3공화국 헌법은 제31조

에서 “모든 국민은 혼인의 순결과 보건에 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개

정하여 “남녀동권을 기본으로”라는 부분은 삭제되고 “보건”에 한 부분이 추가되

었다. 그 후 1980년의 제5공화국 헌법은 제34조 제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

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 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 다.

297) 헌재 2002. 8. 29. 2001헌바82, 례집 14-2, 170, 179-182.

298) 국내문헌을 살펴보면, 부분의 헌법교과서가 헌법 제36조 제1항을 개 으로

다루고 있을 뿐, 이를 구체 으로 연구한 개별 논문은 극히 드물고, 소수의 논문

도 헌법 제36조 제1항을 부분 으로만 다루고 있다. 이에 해서는 김철수, 헌법

학개론, 2003, 800-806 ; 성낙인, 헌법학개론, 2003, 525-527 ; 권 성, 헌법학원론,

2003, 264-270 ; 허 , 한국헌법론, 2003, 163-166 ; 홍성방, 헌법학, 2003 ; 장 수,

헌법학 II, 기본권론, 2003, 592-599 ; 계희열, 헌법학( ), 2000, 713-722 ; 윤재만,

기본권과 혼인․가족제도의 를 심으로 한 제도 보장의 계 소고, 구법학

제1호(2000.2.), 1-16 ; 석, 혼인과 가족의 보호와 남녀평등권 - 사회보장법에

서의 조화 실 -, 고시연구 1990.7. 60-7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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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에서는 우선 헌법 제36조 제1항의 법 성격에 해서

살펴보고(아래 Ⅱ), 이어서 혼인과 가족의 헌법상 개념을 설명한 후에

(아래 Ⅲ), 이를 기 로 혼인과 가족이 기본권 으로 보호되는 내용을

구체 으로 기술하고(아래 Ⅳ), 혼인과 가족제도가 보장되는 제도보장의

내용을 서술한 다음에(아래 Ⅴ), 혼인과 가족을 객 인 원칙규범의 범

주 내에서 보장하는 내용을 자세히 다루어 보기로 한다(아래 Ⅵ).

Ⅱ. 헌법 제36조 제1항의 법 성격

헌법 제36조 제1항이 가지는 법 성격에 하여는 다양한 견해들이

주장되고 있는데, 주요 견해들을 간략히 살펴본다.

1. 생존권 제도보장설299)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제도와 가족제도의 제도보장일 뿐만 아니

라, 국민의 혼인의 자유, 양성의 평등, 가족제도의 보호를 규정한 생존

권이다.

299) 김철수, 헌법학개론, 2003, 802-803쪽 ; 이에 동조하는 견해로는 성낙인, 헌법학

개론, 2003, 52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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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칙규범 제도보장설300)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

을 기 로 하여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헌법원리를 선언한 원칙규

범임과 동시에, 혼인과 가족제도를 보장한 제도보장에 한 규정이다.

3. 자유권 사회권설301)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 가족생활의 자율성을 통한 자율 인 삶

의 형성과 유지를 확보하기 하여 국가의 침해를 배제하는 자유권

측면과, 건 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을 통한 건 한 국가공동체의

구성을 해 국가의 지원을 요청하는 사회권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

다.

4. 자유권, 사회 기본권 제도보장설302)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이 국가권력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자유권 측면을 가지고, 국가가 혼인과 가

족생활을 극 으로 장려해야 할 과제를 갖는다는 에서 사회 기본

권 측면을 가지며, 혼인과 가족제도는 사법질서의 기본 구성부분일

뿐만 아니라 국가질서 체를 형성하는 기본 인 요소로서의 성격을 가

진다.

300) 권 성, 헌법학원론, 2003, 266쪽.

301) 장 수, 헌법학 II, 기본권론, 2003, 596-597쪽.

302) 계희열, 헌법학( ), 2000, 7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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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의무용설303)

헌법 제36조 제1항은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문화민족의 이념에 알맞

게 인간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기 로 문명 인 가족 계를 성립하고 유

지해야 한다는 헌법 결단의 표 이기 때문에, 제도 보장이나 생존

권 는 방어권과 같은 권리보장 인 성격을 갖는지 여부에 한 법

성격 논쟁은 무의미하다.

6. 평가 사견

살피건 ,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 로 유지되어야 할 혼인

과 가족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1항은

다면 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을 국가의 침해 앞에서 방어할 수 있는 자유권 기본권

성격을 가지고, 혼인제도와 가족제도가 법률상으로 폐지되지 않도록 보

장하는 제도보장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혼인과 가족을 국가가 차별하

지 않고 지원하고 보호해야 하는 객 인 원칙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

진다.304) 이러한 다면 인 법 성격과 그 구체 인 내용에 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303) 허 , 한국헌법론, 제3 , 2003, 164-165쪽.

304) 헌재 2002. 8. 29. 2001헌바82, 례집 14-2, 170, 180 ; BVerfGE 6, 55, 71 ; 61,

18, 25 ; 76, 1, 41 ; Papier, H.-J. Ehe und Familie in der neueren

Rechtsprechung des BVerfG, NJW 2002, 2129 ; Robbers, in: v.

Mangoldt/Klein/Starck, GG, Bd.I, 4.Aufl., 1999, Art.6, Rdnr. 8 ; Burgi, in:

Friauf/Höfling, Berliner Kommentar zum Grundgesetz, 2002, Art.6, Rdnr. 23 ;

Badura, in: Maunz/Dürig, GG, Art. 6, Rdnr. 1 ; Cosester-Waltjen, in:

v.Münch/Kunig, GG, Bd.1, 5.Aufl., 2000, Rdnr. 12 ; Pieroth, in: Jarass/Pieroth,

GG, Art. 6, Rdnr. 1 ; Gröschner, in: Dreier, GG, Bd.I, 1996, Art. 6, Rdnr. 18 ;

Schmitt-Kammler, in: Sachs, GG, 3.Aufl., 2003, Art.6, Rdnr. 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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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헌법 제36조 제1항이 사회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는지에 해

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305) 생각건 ,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

족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혼인과 가족생활 역

에서 가질 수 있는 국민의 사회 기본권을 직 규정하는 신에, 구

체 인 지원조치를 통해서 국민의 혼인과 가족생활이 보장되도록 노력

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규율하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헌법 제36

조 제1항이 사회 기본권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것이 아니라, 혼인과

가족생활을 국가가 지원하고 보호해야 하는 객 인 원칙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헌법 규정의 제정목 에 더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Ⅲ.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혼인과 가족의 개념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이라는 법문구를 통해서 국가가

보장해야 할 상과 용 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혼인과 가족의 헌

법상 개념에 해서 살펴본다.

1. 헌법상 “혼인”의 개념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혼인”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포

이고 원칙 으로 해소할 수 없는 생활공동체를 통하여 평

305) 헌법 제36조 제1항이 사회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에 찬성하는

견해로는 계희열, 헌법학( ), 2000, 721 ; 장 수, 헌법학 II, 기본권론, 2003, 597

참조. 그러나 이에 반 하는 견해로는 권 성, 헌법학원론, 2003, 266 ; 홍성방,

헌법학, 2003, 5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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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동안 결합하고, 이를 법 으로 승인받은 것을 말한다.306) 이러한

헌법상의 혼인 개념을 구체 으로 살펴본다.

우선 혼인은 남자와 여자, 즉 ‘이성’간의 결합이어야 한다. 따라서 동

성애자와 같은 동성간의 결합은 헌법상의 혼인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 동성간의 결합을 헌법상의 혼인으로 간주하여 보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평등원칙에 배되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307)

다음으로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므로 일부일처제가 기

본이 되고 있어서 일부다처제 내지 일처다부제는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다.

한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자유로운 결정과 합치되는 의

사’에 의하여 성립되므로 인신매매 혼인이나 강제혼인은 배제된다.

그리고 혼인은 국가에 의해서 ‘법 으로 승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

으로 승인되지 아니한 ‘사실혼’ 등의 혼외 생활공동체는 헌법상 혼인

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기본권의 보호 상으로서의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구체

인 혼인’을 의미하므로, 부부 체가 아닌 부부 각자가 국가의 공권력

에 의한 침해에 항할 수 있는 기본권 주체가 된다.

306) 계희열, 헌법학( ), 2000, 714쪽 ; BVerfGE 10, 59, 66 ; 62, 323, 330 ; 105, 313,

345 ; Burgi, in: Friauf/Höfling, Berliner Kommentar zum Grundgesetz, 2002,

Art.6, Rdnr. 18 ; Badura, in: Maunz/Dürig, GG, Art. 6, Rdnr. 42 ;

Schmitt-Kammler, in: Sachs, GG, 3.Aufl., 2003, Art.6, Rdnr. 4-5 참조.

307) Schmitt-Kammler, in: Sachs, GG, 3.Aufl., 2003, Art.6, Rdnr.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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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상 “가족”의 개념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가족”이란 부모와 자녀의 포 인

생활공동체를 말하는데, 일반 으로 부모와 자녀간의 연에 기 를 두

고 있는 공동체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부모와 의붓자녀, 피양육자녀 등

으로 구성된 공동체도 포함된다.308) 이러한 가족공동체에서는 부모에게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한 권리와 의무가 부여된다. 즉, 헌법상 가족

개념은 부모와 자녀의 공동생활을 상호간의 보호․양육 교육 생활공

동체로 악하는 내용으로 정의된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의 공동체가

아닌 단순한 주거공동체는 가족의 개념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생활공동체 내지 경제공동체로서의 혼인공동체는 자녀를 통해서 가족

의 생활공동체, 경제공동체 내지 교육공동체로 확 된다. 혼인공동체는

완 한 가족공동체의 유일한 기 이며 자녀의 정신 , 육체 발 을

한 최상의 조건을 제공한다.309)

그러나 사회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혼인과 가족의 이탈 상도

헌법상 가족의 개념 확정에 반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혼인 부모와 자

녀가 결합된 ‘완 한’ 생활공동체 뿐만 아니라 혼인 부모가 존재하지 아

니한 ‘불완 한’ 생활공동체도 가족 개념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부모가

이혼한 경우, 부모 한쪽이 사망한 경우, 자녀와 부모 한쪽 사이에 성립

하는 편부모결합도 헌법상 가족 개념에 포함된다. 특히 자녀를 가진 혼

외 생활공동체도 헌법상 가족에 해당된다

308) 계희열, 헌법학( ), 2000, 716 ; BVerfGE 10, 59, 66 ; 18, 97, 105 ; 68, 176, 187

; 80, 81, 90 참조.

309) BVerfGE 76, 1, 71 ; Robbers, in: v. Mangoldt/Klein/Starck, GG, Bd.I, 4.Aufl.,

1999, Art.6, Rdnr. 17 ; Badura, in: Maunz/Dürig, GG, Art. 6, Rdnr. 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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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것이다.310)

한편, 자녀를 갖지 아니한 혼인부부가 헌법상 가족의 개념에 포함되

는지에 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으나, 다수설은 헌법이 혼인과 가족을

따로 규정하여 별도로 보호하고 있으므로, 무자녀 혼인부부는 가족의

개념에서 제외된다고 보고 있다.311)

그리고 헌법상 “가족” 기본권의 주체는 모든 자연인이며, 개별 인

가족구성원이 가족공동체의 보호를 국가에 하여 주장할 수 있다.

Ⅳ. 혼인과 가족의 기본권 보호

헌법 제36조 제1항이 법문구상으로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한 국가의

보장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혼인과 가족에 한 기본권 보호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의 사 역을 국가의 간섭이나 침해 앞에서 보호하며, 혼인과 가

족 구성원은 국가의 침해에 항해서 방어할 수 있는 주 인 권리를

가진다.312) 헌법 제36조 제1항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을 혼인과 가족 역에서 보다 더 강하게 보

호하기 해서 혼인과 가족의 보호를

310) Burgi, in: Friauf/Höfling, Berliner Kommentar zum Grundgesetz, 2002, Art.6,

Rdnr. 21. ; Gröschner, in: Dreier, GG, Bd.I, 1996, Art. 6, Rdnr. 45 참조.

311) 독일의 경우 Robbers, in: v. Mangoldt/Klein/Starck, GG, Bd.I, 4.Aufl., 1999,

Art.6, Rdnr. 78 Schmitt-Kammler, in: Sachs, GG, 3.Aufl., 2003, Art.6, Rdnr. 16

; Gröschner, in: Dreier, GG, Bd.I, 1996, Art. 6, Rdnr. 51 참조.

312) 헌재 2000. 4. 27. 98헌가16 등(병합), 례집 12-1, 427, 445 ; 2002. 8. 29. 2001

헌바82, 례집 14-2, 170, 180 ; 계희열, 헌법학( ), 2000, 721 ; 장 수, 헌법학

II, 기본권론, 2003, 596 ; BVerfGE 6, 55, 71 ; 61, 18, 25 ; 76, 1, 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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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헌법 제36조 제1항은 국가에 의한 간섭을 받지 않고 개

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 평등의 바탕 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

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한다. 아래에서는 혼인과 가

족이 향유하는 기본권의 보호내용에 해서 구체 으로 살펴본다.

1. 혼인 기본권의 보호내용

헌법 제36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혼인을 하고 혼인생활을 형성하다

가 혼인을 해소할 수 있는 자유를 보호한다.

가. 혼인의 자유

우선 모든 국민은 국가에 의한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혼인을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고 혼인을 함에 있어서도 그 시기는 물론 상 방

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혼인의 자유를 가진다.313)

혼인을 특정한 인 집단에만 허용하고 특정한 인 집단 사이의 혼인

을 지하는 법 규정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따라서 동성동본인

족간의 혼인을 지하는 민법 제809조는 헌법 제36조 제1항이 보호하

는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314) 그러나 직계 족, 8 이내의 방계 족

간의 혼인을 무효로 하는 민법 제815조는 혼인의 자

313) 헌재 1997. 7. 16. 95헌가6등, 례집 9-2, 1, 17 : BVerfGE 29, 166, 175 ; 36,

146, 162 ; 105, 313, 342 참조.

314) 헌법재 소는 1997. 7. 16. 95헌가6등, 례집 9-2, 1, 16 에서 동성동본인 족

사이의 혼인을 지하는 민법 제809조 제1항이 헌법 제36조 제1항 등에 반된

다고 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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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특수경찰이나 특수군인의 경우 결혼해서는 안된다는 법규정이나, 교

도소에서 복역 에 혼인을 지하는 법규정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고 할 것이다.315)

그러나 혼인의 개념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성간의 혼인을 지하는

법규정이나 혼을 지하는 민법 제810조는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그리고 혼인할 자유에는 혼인하지 않을 소극 인 자유도 포함된

다.316) 혼인하지 않을 자유는 강제혼인 지를 포함하는데, 이는 국가가

강제하는 혼인에 해서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317)

나. 혼인형성의 자유

헌법 제36조 제1항은 국가에 의한 간섭없이 혼인부부가 혼인생활을

자유롭게 스스로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한다. 이에 따라 혼인부부

는 혼인 계의 형성에 한 기본 인 결정을 직 내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물질 인 역 뿐만 아니라 비물질 인 역에서 혼인

공동체의 독자성과 자기책임성을 존 해야 한다.

그러나 혼인부부는 혼인생활을 형성함에 있어서 헌법상의 기본 인

가치결정들을 수해야 한다. 특히 헌법 제36조 제1항이 혼인과 가족생

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 로 성립되고 유지되

315) Robbers, in: v. Mangoldt/Klein/Starck, GG, Bd.I, 4.Aufl., 1999, Art.6, Rdnr. 52

참조.

316) Burgi, in: Friauf/Höfling, Berliner Kommentar zum Grundgesetz, 2002, Art.6,

Rdnr. 24 ; Robbers, in: v. Mangoldt/Klein/Starck, GG, Bd.I, 4.Aufl., 1999,

Art.6, Rdnr. 57 ; Kingreen, Das Grundrecht von Ehe und Familie(Art. 6 I

GG), Jura 1997, 401, 402 참조.

317) Kingreen, 의 , Jura 1997, 401, 4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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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혼인부부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에 근거하여 혼인생활을 형성하고 해야 한다. 혼인형성의 자유는

혼인공동체 내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최 한 실 할 수 있도록 혼인부부

에게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 부부 한쪽의 일방 인 강제와 억압

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혼인부부는 기본 으로 혼인생활에

한 사항을 상호간의 의아래 결정해야 하며, 함께 동거하며 서로 부

양하고 조하여야 한다(민법 제826조).

그리고 혼인 부부는 경제 인 사항들을 스스로 결정하고 시행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가진다.318) 혼인 부부는 평등한 동반자 계에서 자

신들의 사 경제 생활을 형성하고 해 나갈 수 있다.319)

한 혼인부부는 혼인생활에서의 역할과 과제도 자유롭고 공평하게

배분할 수 있다. 컨 부부 한쪽이 가사일만 담할 것인지, 부부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동시에 가사일을 공동으로 할 것인지 등을 결정

할 수 있다.320) 혼인부부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민법 제833조).

그리고 혼인부부는 자녀를 가질 것인지 여부와 자녀를 낳은 경우 자

녀의 양육 교육에 한 사항도 상호간에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

다.321) 이 경우 혼인부부는 그들의 자녀가 가지는 기본권(‘가족내의 자

녀의 기본권’)을 존 해야 한다.322)

318) Badura, in: Maunz/Dürig, GG, Art. 6, Rdnr. 27 ; Robbers, in: v. Mangoldt/

Klein/Starck, GG, Bd.I, 4.Aufl., 1999, Art.6, Rdnr. 76 참조.

319) BVerfGE 53, 257, 296 참조.

320) BVerfGE 21, 329, 353 ; 68, 256, 268 참조.

321) Richter, in: AK-GG, 3.Aufl., 2001, Art.6, Rdnr. 30 참조.

322) BVerfGE 3, 225, 242 ; 10, 59, 66ff. ; Richter, in: AK-GG, 3.Aufl., 2001, Art.6,

Rdnr. 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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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혼인해소의 자유

헌법상 혼인 개념은 원칙 으로 평생동안 결합하여 생활공동체를 유

지해야 한다는 본질 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유지할 수 없는 혼인

공동체를 혼인부부가 평생동안 계속해서 유지할 것을 강요할 수 없다.

혼인은 부부 양쪽의 상호 의사에 의해서 성립되었으므로 기본 으로

상호 합의에 근거해서만 해소될 수 있다. 한 쪽 당사자의 혼인해소 의

사는 다른 쪽 당사자의 혼인유지의사에 해서 우선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이혼청구와 련해서는, 혼인 탄을 자 하여 탄에

책임있는 사람은 스스로 그 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그

상 방만이 유책자를 상 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유책주의(통설

례)와, 혼인이 탄된 이상 당사자의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이혼청

구를 허용할 수 있다는 탄주의가 존재하는데323), 유책주의나 탄주

의 모두 기본 으로 헌법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324) 따라서 입법자가

유책주의나 탄주의 에서 어느 한 쪽을 취하거나 양쪽을 모두 취하

든지 간에 이는 입법재량의 범 내에 속한다.

그러므로 의상 이혼(민법 제834조)을 허용하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한 사유가 없는 한, 혼인의 해소는 허용될 수 없다고 규율

하더라도(민법 제840조 참조), 이는 헌법에 배되지 않는다.325)

323) 박동섭, 친족상속법, 2003, 140쪽 ; 김용한, 신친족상속법론, 2002, 140쪽 참조.

324) BVerfGE 53, 224 ; Richter, in: AK-GG, 3.Aufl., 2001, Art.6, Rdnr. 38 참조.

325) Cosester-Waltjen, in: v.Münch/Kunig, GG, Bd.1, 5.Aufl., 2000, Rdnr. 28. ;

Richter, in: AK-GG, 3.Aufl., 2001, Art.6, Rdnr. 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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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면 혼인당사자들은 상호간 합의하거나, 혼인생활의 지속이 객

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만 외 으로 혼인생활을 해소할 수 있는 자

유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326)

2. 가족 기본권의 보호내용

헌법 제36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국가에 의한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스스로 가족을 창설하고, 가족생활을 형성하며, 가족 계를 해소할

수 있는 자유를 보호한다.327)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은 가족의 사 역

에 한 국가의 침해에 항해서 방어할 수 있는 주 권리를 가진

다.

헌법 제36조 제1항에 의거하여 가족구성원들은 가족공동체 내에서 자

유로운 가족생활을 할 자유를 보호받는데, 물질 ․경제 역에서와

비물질 역에서 가족의 과제를 배분할 수 있고, 특히 경제활동이나

가사노동을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가족구성원은 가족 공동체 내에서 자의 이고 임의 으로 행

동해서는 안되고, 가족에 한 책임과 배려를 가지고 가족생활을 하여

야 한다.328)

그리고 헌법 제36조 제1항에 의거하여 모든 국민은 자녀를 가질 것인

지 여부나, 자녀의 수 는 출산 시기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자

326) 그러나 이혼의 자유는 이혼후의 배우자 부양의무 등을 통해서 사실상 제한될

수 있는데, 이러한 제한은 헌법상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해서는

BVerfGE 53, 224, 254 ; 31, 58, 83 ; Burgi, in: Friauf/Höfling, Berliner

Kommentar zum Grundgesetz, 2002, Art.6, Rdnr. 24 ; Robbers, in: v.

Mangoldt/Klein/Starck, GG, Bd.I, 4.Aufl., 1999, Art.6, Rdnr. 62 참조.

327) BVerfGE 10, 59, 84f. ; 48, 327, 338 ; 80, 81, 92 ; Richter, in: AK-GG, 3.Aufl.,

2001, Art.6, Rdnr. 32 참조.

328) Gröschner, in: Dreier, GG, Bd.I, 1996, Art. 6, Rdnr. 53 참조.



512

유를 가지며, 자녀를 출산한 후에는 자녀의 양육과 교육방식을 스스

로 선택하여 자녀를 양육․교육시키면서 자녀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329)

3. 혼인과 가족의 기본권 주체

국가의 공권력행 가 혼인공동체 내지 가족공동체 그 자체에 해서,

그리고 그 구성원에 해서 부당한 침해를 가하는 경우, 혼인과 가족구

성원들이 모두 개별 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330)

그러나 사 인 제3자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경우에는 개인의 기본권보

장이 그 향을 미치지 못한다. 가족법 등의 사법 역이나 조세법, 사

회법 등의 역에서는 혼인과 가족의 기본권 보호가 헌법 제36조 제1

항이 부여하는 제도 보장이나 객 인 가치결정의 원칙규범을 통해

서 행해진다.331)

V. 혼인과 가족의 제도보장

1. 제도보장의 내용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제도를 헌법 으로 보장하는데,

329) Tünnemann, Der verfassungsrechtliche Schutz der Familie und die Förderung

der Kindererziehung im Rahmen des staatlichen Kinderleistungsausgleichs,

2002, 115 ; Robbers, in: v. Mangoldt/Klein/Starck, GG, Bd.I, 4.Aufl., 1999,

Art.6, Rdnr. 92 참조.

330) BVerfGE 76, 1, 44f. ; 78, 38, 49 참조.

331) Burgi, in: Friauf/Höfling, Berliner Kommentar zum Grundgesetz, 2002, Art.6,

Rdnr. 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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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헌법에 기 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의 핵심 인 요소들을

입법을 통하여 제거하거나 침해하는 것을 지한다.332) 이러한 제도보

장은 민법상의 핵심 규범내용 뿐만 아니라 공법상의 규범내용도 포함

한다. 따라서 혼인과 가족에 한 법률은 헌법 제36조 제1항에 규정된

혼인과 가족의 헌법 제도로부터 나오는 핵심 내용들을 보존하여야

한다.

기본권과 불가분 으로 결합된 제도보장은 입법자에 한 기본권의

방어능력을 강화시켜 다.333) 따라서 혼인과 가족의 제도보장에 따르면,

혼인 가족공동체의 존립과 기능의 활성화에 필요한 법 인 조건

들도 기본권의 보호목 에 상응하게 헌법 보호를 받게 된다.

헌법 제36조 제1항이 기본권 인 측면에서 보호하는 혼인과 가족생활

의 사 역은 헌법 제36조 제1항에 포섭되는 혼인 내지 가족공동체의

제도보장과 직 으로 연결된다.334)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부부나

가족구성원의 ‘개인 자유’를 해서 뿐만 아니라, ‘혼인 내지 가족공동

체 내에서의 개인의 자유’를 해서, 그리고 이러한 ‘혼인 내지 가족공

동체’를 해서, 혼인과 가족을 보호한다.335)

헌법 제36조 제1항에 의한 혼인과 가족의 제도보장에서는 혼인과

332) 권 성, 헌법학원론, 2003, 266 : 김철수, 헌법학개론, 2003, 803 ; 홍성방, 헌법학

2003, 593 ; 계희열, 헌법학( ), 2000, 717 참조.

333) 한편, 혼인과 가족에 한 제도보장은 주 기본권과 하게 연 되어 있지

만, 주 기본권이 련되지 아니한 곳에서도 그 효력을 발휘한다. 컨 일

부일처제를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일부일처제 혼인생활을 침해하지는 않을 것

이나, 일부일처제는 혼인의 근본 인 구조원리에 해당되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혼인의 제도보장과 합치되지 아니한다. 이에 해서는 Kingreen, Das

Grundrecht von Ehe und Familie(Art. 6 I GG), Jura 1997, 401, 404 참조.

334) 제도 보장이 기본권의 최 한 실 을 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해서 자세한 것은, 윤재만, 기본권과 혼인․가족제도의 를 심으로 한 제도

보장의 계 소고, 구법학 제1호(2000.2.), 1, 10 이하 참조.

335) Gröschner, in: Dreier, GG, Bd.I, 1996, Art. 6, Rdnr.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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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내용과 한계’에 한 입법이 문제된다. 입법자는 혼인과 가족

의 내용과 한계를 규율함에 있어서 혼인․가족법을 형성하는 법규정들

이 핵심내용으로 삼고 있는 구조 원리들을 수해야 한다.336)

2. 혼인과 가족의 제도보장의 내용

가. 혼인의 제도보장의 내용

혼인에 속하는 핵심 인 구조원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거 지속 인 공동체내에서의 결합과 국가의 승인’, ‘일부일처

제’와 ‘혼인의 원칙 인 해소불가능성’337)이다. 그러나 련 법규정이 혼

인을 유지하게 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한, 혼인의 해소불가능성은

이혼의 법 허용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혼에 있어서 이혼사유를 유책주의에서 탄주의로 환하는 것338)

과 이혼 후 부부 한 쪽이 가지고 있는 연 수 기 권을 부부간에 동등

하게 배분하여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339)은 혼인의 제도보장에

배되지 아니한다.

입법자는 ‘동성간의 생활공동체’를 헌법상의 혼인공동체에 포함시켜

보호할 수 없으며, 동성공동체나 혼외공동체에게 헌법상 혼인에 속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혼외 공동체들을 혼인공동체

와 동등하게 우하는 것은, 혼인공동체와 혼외 공동체들

336) BVerfGE 10, 59, 66 ; 31, 58, 69 ; 62, 323, 330 참조.

337) BVerfGE 10, 59, 66 ; 31, 58, 82 ; 53, 224, 245f. ; 105, 313, 345 참조.

338) BVerfGE 53, 224, 250 ; 57, 361, 378 참조.

339) BVerfGE 53, 257, 296, 2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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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법률상으로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혼인의 제도보장

에 배된다고 할 것이다.340)

입법자는 가족과 혼인에 한 법률을 변화하는 사회 상황에 맞추어

개정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입법자가 련 법률 개정을 통해서 혼인

가족제도를 형해화하여 혼인 는 가족이라는 이름밖에 남지 않는

껍데기로 만드는 것은 지된다.341) 따라서 혼인제도의 구조 원리가

유지되는 한, 입법자는 혼인의 법 내용을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

나. 가족의 제도보장의 내용

가족에 속하는 핵심 인 구조원리는 가족의 개념범 에 속하는 가족

구성원들의 생활보장을 한 가족 연 성이다.342) 따라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민법 제826조)와 직계 족 그 배우자간의 부양의무에

한 법규정(민법 제974조)은 가족제도의 핵심 인 내용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343)

참고로, 독일연방헌법재 소는 가족의 제도보장은 단일한 가족성(姓)

을 유지하든지 는 폐지하는 것을 통해서 침해되지 아니한다고 시하

다.344)

340) Mellinghoff, verfassungsrechtliche Massstäbe für die Besteuerung von Ehe

und Familie, in: Breis/Birk/Borgsmidt/Lang/Mellinghoff, Grundrechtsschutz im

Steuerrecht, 2001, 39, 45. 참조.

341) Papier, H.-J. Ehe und Familie in der neueren Rechtsprechung des BVerfG,

NJW 2002, 2129 참조.

342) Cosester-Waltjen, in: v.Münch/Kunig, GG, Bd.1, 5.Aufl., 2000, Rdnr. 15 참조.

343) Schmitt-Kammler, in: Sachs, GG, 3.Aufl., 2003, Art.6, Rdnr. 29 참조.

344) BVerfGE 78, 38, 49 ; 84, 9, 21. ; Burgi, in: Friauf/Höfling, Berliner

Kommentar zum Grundgesetz, 2002, Art.6, Rdnr. 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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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혼인과 가족의 원칙규범 보장

헌법 제36조 제1항은 가치결정 인 원칙규범으로서의 성격도 가진

다.345) 이러한 원칙규범은 혼인과 가족에 있어서 기본권자의 주 방

어권과 그 제도보장을 객 법 인 측면에서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는 혼인과 가족의 보호내용이 국가 사회공동체 내부에서 헌법상의

가치로서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346)

그러므로 헌법 제36조 제1항에 포함된 객 법 인 원칙규범은, 헌법

제36조 제1항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에 한 기본권이나 이에 한 제

도보장이 련되지 않은 경우에, 법 효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입법자

는 혼인과 가족이 련되는 공법 사법 등 모든 법규범에 한 입법

에서 헌법 제36조 제1항이 가지는 혼인과 가족에 한 객 법 인 가치

와 의미를 반 하고 수하여야 한다.347)

1. 원칙규범의 내용과 정당성

가. 원칙규범의 내용

헌법 제36조 제1항이 가지는 가치결정 원칙규범은 극 으로는

한 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지원하고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

내지 과제를 포함하며(“지원의무 보호의무”), 소극

345) 헌재 2002. 8. 29. 2001헌바82, 례집 14-2, 170, 180 ; BVerfGE 6, 55, 72f. ;

76, 1, 49 ; 87, 1, 35 ; 105, 313, 346 ; 권 성, 헌법학원론, 2003, 266 ; 홍성방,

헌법학, 2003, 594 참조.

346) Burgi, in: Friauf/Höfling, Berliner Kommentar zum Grundgesetz, 2002, Art.6,

Rdnr. 34 참조.

347) 헌재 2002. 8. 29. 2001헌바82, 례집 14-2, 170,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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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불이익을 야기하는 제한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차별하

는 것을 지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포함한다(“차별 지원칙”).348) 이에

따라 헌법 제36조 제1항이 지니는 원칙규범으로부터 “차별 지원칙”과

국가의 “지원의무 보호의무”가 도출된다.

차별 지원칙에서는 수평 인 방향에서 발생하는 혼인 가족과 다

른 사회 주체들 사이의 차별이 문제되는 반면에, 지원의무 보호의무

에서는 수직 방향에서 발생하는 국가의 보호 상 혼인 가족 주체

들에 한 지원 내지 보호가 문제된다.349)

나. 원칙규범의 정당성

헌법 제36조 제1항이 혼인과 가족을 한 가치결정 원칙규범의 성

격을 부여한 이유는 무엇보다 자주 인 생활형성 공간을 창설하고 유지

하여 개인의 사 역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350) 그리고 사회공동체

내의 수많은 조직들이 제 로 기능하기 한 제로서 일정한 수의 인

구를 확보하려는 국민보존의 목 도 한 이유가 된다.

혼인공동체는 모든 인류 공동체의 핵심조직으로서 자녀의 성장을

한 토 가 되고, 부부의 자유 실 의 제조건이 되며, 상호보조와 질병

노년기에 받침 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가족공동체는 자녀교육 기능과 모든 가족구성원들의 자유실

조건을 제공해주는 기능과, 상호간의 부양책임 이행을 통한 사

348) 헌재 2002. 8. 29. 2001헌바82, 례집 14-2, 170, 180 ; BVerfGE 6, 55, 76 ; 28,

324 , 347 ; 87, 1, 35 ; 105, 313, 346 ; Badura, in: Maunz/Durig, GG, Art. 6,

Rdnr.7 참조.

349) Burgi, in: Friauf/Hofling, Berliner Kommentar zum Grundgesetz, 2002, Art.6,

Rdnr. 40, 50 이하 참조.

350) BVerfGE 10, 59, 84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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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경제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와 같은 목 과 기능을 수행하는 혼인공동체와 가족공동

체는 가치결정 원칙규범을 통해서 헌법 으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할 정당성이 존재한다.351)

2. 차별 지원칙

가. 헌법 제36조 제1항의 차별 지원칙

(1) 차별 지원칙의 내용

헌법 제36조 제1항이 가지는 가치결정 인 원칙규범에서 특별한 차별

지원칙이 도출된다. 이러한 차별 지원칙은 혼인이나 가족의 존재에

결부시키는 모든 부담 차별을 지한다.352) 이러한 차별 지원칙은

헌법 제11조 제1항 제2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차별 지원칙과 유

사하다. 헌법 제11조 제1항 제2문에 의거 구든지 성별․종교 는 사

회 신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아니하듯이, 헌법 제36조 제1항에 의거하

여 구든지 혼인 는 가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와 같이

헌법 제36조 제1항이 지니는 특별한 평등권 내용은 추가 인 기본권

보장을 의미하며, 자유권 기본권의 방어권 기능과 제도보장과 달리

하는 독자 인 보호기능을 가진다.353)

351) Burgi, in: Friauf/Höfling, Berliner Kommentar zum Grundgesetz, 2002, Art.6,

Rdnr. 38-39 참조.

352) 헌재 2002. 8. 29. 2001헌바82, 례집 14-2, 170, 180 ; BVerfGE 9, 237, 247f. ;

13, 290, 295 ; 75, 361, 366 ; 76, 1, 72 ; 99, 216, 232 참조. 이에 한 비 견

해로는 Kingreen, Das Grundrecht von Ehe und Familie(Art. 6 I GG), Jura

1997, 401, 406 참조.

353) Tünnemann, 앞의 책, 2002, 125 ; Kingreen, 앞의 논문, Jura 1997, 401, 4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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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혼인한 자의 차별이 항상 지되는 것은 아니다. 컨 혼인

한 부부에게 불이익을 주는 차별이 혼인의 생활공동체 내지 경제공동체

에 내재된 부부의 특별한 상황에 기인하고 사회공동체의 정의 념에

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혼인에 한 차별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354)

(2) 차별 지원칙의 용 역

이와 같은 차별 지원칙은 혼인한 자와 독신자 사이355), 자녀를 가진

부모와 자녀를 갖지 아니한 자(부부) 사이356), 혼인한 생활공동체와 혼

인하지 아니한 생활공동체 사이357), 가족구성원과 비 가족구성원 사

이358)에서 발생하는 차별의 경우에 용된다.359)

그러나 이러한 차별 지원칙은 다양한 혼인공동체들 사이360)나, 혼

인한 부부 사이361), 첫 번째 혼인과 두 번째 혼인 사이362), 혼인과 가족

사이363), 상이한 수의 자녀를 가진 가족공동체들 사이에 발생하는 차별

의 경우에는 용되지 아니한다.

헌법 제36조 제1항의 가치결정 원칙규범에서 도출되는 차별 지원

칙은 객 법 인 성격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차별취 을 받은 혼인

는 가족 당사자가 차별취 에 직 으로 항할 수 있도록 하는 법

효력도 가진다.364) 따라서 혼인 는 가족구성원은 헌법

354) BVerfGE 17, 210, 217 참조.

355) BVerfGE 28, 324, 347 ; 69, 188, 205f.; 87, 234, 259 참조.

356) BVerfGE 82, 60, 80 ; 87, 1, 37 ; 99, 216, 232 참조.

357) BVerfGE 61, 319, 355 ; 67, 186, 196 참조.

358) BVerfGE 28, 104, 112 참조.

359) Schmitt-Kammler, in: Sachs, GG, 3.Aufl., 2003, Art.6, Rdnr. 32, ; Pieroth, in:

Jarass/Pieroth, GG, Art. 6, Rdnr. 12 참조.

360) BVerfGE 9, 237, 242f. ; 45, 104, 126 ; 47, 1, 19 참조.

361) BVerfGE 12, 151, 165 참조.

362) BVerfGE 66, 84, 94f. 참조.

363) BVerfGE 11, 64, 69 참조.

364) BVerfGE 6, 386, 388 ; 76, 39, 49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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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제1항을 직 인 근거로 혼인한 자 등을 차별하는 법률에

해서 헌법소원 등을 제기할 수 있다.

(3) 헌법 제36조 제1항의 차별 지원칙과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

법률조항이 직 으로 혼인이나 가족 계에 결부하여 차별취 을 하

는 경우에는 헌법 제36조 제1항의 차별 지원칙이 우선 으로 용되

고, 헌법 제11조 제1항 제1문의 일반 인 평등원칙은 용되지 아니한

다.365)

그러나 이러한 혼인 내지 가족의 차별 련성이 다른 목 을 추구하

는 법규정을 입법함에서 있어서 단지 부수 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

본법 제11조 제1항 제1문이 우선 으로 용되고, 헌법 제36조 제1항은

용되지 아니한다.366)

(4) 헌법 제36조 제1항의 차별 지원칙 배여부 심사기

특정한 법률조항이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보호되는 혼인 는 가족

을 차별취 하는 것은 헌법상으로 정당화되는 경우에만, 헌법 제36조

제1항의 원칙규범에서 도출되는 차별 지원칙에 배되지 아니한다. 따

라서 이에 한 배여부 단에서는 어떠한 심사기 이 용되어야 하

는지가 문제된다.

헌법 제11조 제1항 제1문의 일반 인 평등원칙에서와 같이 강도가 낮

은 차별취 의 경우에는 자의 이거나 합리 인 근거없는 차별취 이

지된다. 이는 단순한 명백성통제로서 단 하나의 단순한 합리 근거

라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차별취 이 정당화된다.

그러나 헌법 제11조 제1항 제2문의 특별한 평등원칙에서와 같이

365) Burgi, in: Friauf/Höfling(Hrsg.), Berliner Kommentar zum Grundgesetz, 2002,

Art.6, Rdnr. 41 ; Badura, in: Maunz/Dürig, GG, Art. 6, Rdnr. 32 참조.

366) BVerfGE 13, 290, 296f. ; 18, 257, 269 ; 66, 84, 93 ; 87, 1, 36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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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가 높은 차별취 의 경우에는 한 합리 근거가 없는 차

별취 이 지된다. 이 경우에는 차별취 이 비례의 원칙에 어 나지

않은 때에만, 한 합리 근거가 있는 차별취 으로서 정당화된

다.

헌법 제11조 제1항 제1문의 평등심사기 은 헌법 제36조 제1항의 가

치결정 인 원칙규범을 통해서 더 강화된다.367) 다시 말해서 헌법 제36

조 제1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 제1문의 경우보다 더 엄격한 헌법심사가

요청된다. 왜냐하면 헌법 제36조 제1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 제1문에

의거한 일반 인 평등원칙을 넘어서는 헌법 가치를 보장하고 있기 때

문이다.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보호되는 혼인 는 가족에 한 차별취 은

강도가 높은 차별취 에 해당되므로, 한 합리 인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헌법상으로 정당화된다고 할 것이다.368)

참고로, 독일연방헌법재 소는 독일 기본법 제6조 제1항(“혼인 가

족은 국가질서의 특별한 보호아래 놓여 있다.”)이 ‘특별한 평등원칙’을

포함하며, 따라서 혼인 가족을 다른 생활집단에 비해서 차별하는 것

을 지한다고 시하 다.369) 이로써 재 소는 기본법 제6조 제1항

을 기본법 제3조 제1항(“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 인 평등원칙의 한 유형으로 보지 않고, 기본법 제3조 제3항

(“어느 구도 성별, 출생, 인종, 언어, 태생,

367) BVerfGE 18, 257, 269 ; 29, 71, 79 참조.

368) 이와는 달리,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보호되는 혼인 는 가족에 한 차별취

은 헌법 제11조제1항제1문의 일반 평등원칙에서 지되는 차별취 보다는 그

강도가 높지만, 헌법 제11조제1항제2문의 특별한 평등원칙에서 지되는 차별취

보다는 그 강도가 낮다고 볼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간 정도의 심사기 을

용하여, 혼인 는 가족에 한 차별취 이 완화된 비례의 원칙 심사를 거쳐서

한 합리 인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헌법상으로 정당화된다고 할 것이다.

369) BVerfGE 76, 126, 128f. ; 87, 234, 259 ; 87, 1, 37 ; 67, 186, 195 ; 99, 216,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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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 종교 는 정치 인 을 이유로 차별되거나 불이익을 받

지 아니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평등원칙의 한 유형으로 악

하 다. 그러나 재 소는 혼인 는 가족에 한 차별취 이 헌법상

정당한지 여부에 한 단에서 비례의 원칙을 직 으로 용하지 않

고, 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한 조세 계 법률조

항이 기본법 제6조 제1항의 원칙규범(차별 지원칙)에 배된다고 시

하고 있다.

나. 헌법 제36조 제1항의 차별 지원칙과 조세입법

(1) 헌법 제36조 제1항이 가지는 주 인 방어권으로서의 기본권

기능은 조세를 부과하는 입법자에는 작용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국가

는 조세지불의무의 부과 외에는 특별히 혼인한 자나 가족에게 어떠한

명령이나 지도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세법률은 혼인이나

가족의 법제도에 해서도 아무런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370)

조세입법에서 헌법 제36조 제1항이 가지는 요한 의미는 가치결정

인 원칙규범으로서의 성격이다. 헌법 제36조 제1항이 가지는 가치결정

인 원칙규범은 조세입법에서 불이익을 야기하는 제한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차별하는 것을 지한다. 입법자는 소득세와 같은 개인

세의 과세요건을 설정함에 있어서 헌법 제36조 제1항이 가지는 가치결

정 인 원칙규범의 가치와 의미를 반드시 반 하여야 한다. 만약 조세

법률이 혼인 는 가족의 구성요건에 일정한 법 효과를 결부시키고자

한다면, 혼인한 자나 가족을 경제 으로

370) Klein, Ehe und Familie im Steuerrecht als verfassungsrechtliches Problem, in

: Festschrift fur Wolfgang Zeidler, Bd.I, 1987, 773, 77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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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하게 취 해서는 안된다.371)

따라서 특정한 조세법률조항이 헌법 제36조 제1항에 포함된 가치결정

인 원칙규범의 차별 지원칙에 배되느냐 여부에 한 단은 혼인

한 자를 혼인하지 않는 자에 비해서 불리하게 하는 차별취 이 존재하

는지에 한 확인으로부터 시작된다.

(2) 조세법률에 한 헌법심사에서 헌법 제36조 제1항의 차별 지원

칙과 헌법 제11조 제1항 제1문에 의거한 일반 인 평등원칙 에서 어

느 원칙이 우선 으로 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특정한 조세법률조

항이 가지는 규율내용과 사물 연 성을 근거로 하여 용여부를 결정

해야 한다.

특정한 법률조항이 가지는 ‘혼인’ 는 ‘가족’이라는 형식 인 구성요

건 요소를 통해서 미혼의 납세의무자와 비교하여 혼인한 자에게 더 높

은 조세부담을 야기하는 “형식 인 차별”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

36조 제1항에 의한 차별 지원칙이 용된다. 이 경우에는 차별취 이

혼인 는 가족이라는 법률 구성요건에 직 으로 연결되고 있으므

로, 헌법 제36조 제1항이 특별한 평등원칙으로서 헌법 제11조 제1항 제

1문의 일반 인 평등원칙에 우선하여 용된다.

이에 반해서 특정한 법률조항이 혼인하거나 가족이 있는 사람들과 그

지 아니한 다른 사람들을 형식 으로 동등하게 취 하고 있다고 하더

라도, 혼인과 가족이 련된 사실 계가 조세부과과정에서 고려되지 않

는 경우에는, “실질 인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컨 동일하게 높은

소득을 가지는 납세의무자들을 형식 으로 동일

371) Klein, Ehe und Familie im Steuerrecht als verfassungsrechtliches Problem, in

: Festschrift fur Wolfgang Zeidler, Bd.I, 1987, 773, 779 ; H. W. Arndt, A.

Schmacher, Einkommensbesteuerung und Grundrechte, AöR 1993, Heft 4, 513,

56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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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취 한다고 하더라도, 혼인하여 가족부양의무를 가지는 납세의

무자는 가족부양의무에 따른 부양비용 만큼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혼인한 자에 한 실질 인 차별의 경우에는 헌법 제11조 제1항

제1문에 의한 일반 인 평등원칙이 용된다.372)

다. 차별 지원칙에 한 주요 례

(1) 헌법재 소의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에 한 결정373)

(가)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374)은 거주자 는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혼인’(‘배우

자’) 이라는 구성요건요소를 통하여 독신자 는 미혼의 납세의무자들

(단순한 동거부부)보다 기혼의 납세의무자들에게 더 높은 조세부담을

야기한다. 이러한 조세부담내용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개인 납세의무

자의 개별 종합소득에 한 과세에 있어서 용되는 진 세율을 부

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산출한 체소득에 해서 용하는 경우에

는 그만큼 소득세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진과세 아래에서 합산

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을 합산하면 합산 상소득을 가진 부부는 동일한

소득을 가진 독신자 는 혼인하지 않은 상태로 동거하고 있는 자 보다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조세부담액의 차이는 소득세의

진성이 증가할수록 더욱

372) Arndt / Schmacher, Einkommensbesteuerung und Grundrechte, AöR 1993, Heft

4, 513, 565-567 참조.

373) 헌재 2002. 8. 29. 2001헌바82, 례집 14-2, 170, 179-182.

374)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문개정된 것) 제61조(자산소득합산과세)

① 거주자 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 는 부동산임 소득(이하 “자산

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라 한다)에게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산 상배우

자”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

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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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될 것이다.375)

(나) 와 같이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은 자산소득합산과세를 통하여

발생하는 조세상의 불이익을 납세의무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혼인 계에

연계시키고 있으므로 독신자 는 혼인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들(단순

한 동거부부)에 비해서 혼인한 납세의무자들을 ‘형식 으로’ 차별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이 혼인한 납세의무자들에 한 형식 인

차별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헌법 제11조 제1항 제1문이 아니라 헌

법 제36조 제1항이 련되므로 법률조항의 헌여부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의한 심사기 을 용하여 단되어야 한다.

(다)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는 부부간의 인 인 소득분산에 의

한 조세회피행 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 을 추구하고 있지만, 부부간의

인 인 자산 명의의 분산과 같은 가장행 등은 상속세 증여세법상

증여의제규정 등을 통해서 방지할 수 있고,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얻어

지는 약가능성을 담세력 내지 부능력과 결부시켜 조세의 차이를 두

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자산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의무자 에서 혼

인한 부부가 혼인하 다는 이유만으로 혼인하지 않은 자산소득자보다

더 많은 조세부담을 하여 소득을 재분배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부당하

다. 그리고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와 같이

375) 이를 좀 더 구체 으로 살펴보면, 구 소득세법 제55조(2001. 12. 31. 법률 제6557

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55조 제1항에 의거 종합소득과세표 비 세율은 1천

만원 이하가 10%, 1천만원 과 4천만원 이하가 20%, 4천만원 과 8천만원 이

하가 30%, 8천만원 과인 경우가 40%이다. 이에 따라서 연간 종합소득과세표

액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산합산 상배우자의 자산소득 합산과세로 인하

여 용되는 진세율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조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연간

종합소득과세표 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산합산 상배우자의 자산소득

이 합산되더라도 진세율 상향 조정에 따른 조세부담은 증가하지 않지만, 자산

합산 상배우자의 자산소득에 해서 최고 세율이 용되기 때문에 그만큼 조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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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조세법 규정에서 조세부과를 혼인 계에 결부시키는 것은 가

족법 등에서 혼인 계를 규율하는 것과는 달리 소득세법 체계상 사물의

본성에 어 난다. 한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이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

세를 통해서 혼인한 부부에게 가하는 조세부담의 증가라는 불이익은 상

당히 큰데 비하여, 자산소득합산과세를 통하여 인 인 소득분산에 의

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소득재분배효과를 달성하는 사회 공익은 기

하는 만큼 크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양 자 간에는 균형 인 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이 자산소득합산

과세제도를 통하여 자산소득합산과세의 상이 되는 혼인한 부부를 차

별취 하는 것은 한 합리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헌법상 정당

화되지 아니한다. 그 다면 혼인 계를 근거로 자산소득합산과세를 규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은 혼인한 자의 차별을 지하고 있

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반된다.

(2) 독일연방헌법재 소의 주요 례

독일연방헌법재 소가 혼인이나 가족을 차별하고 있는 법률규정을

헌이라고 선고한 례들만을 간단히 소개한다.

(가) BVerfGE 6, 55, 66-69 : 혼인한 부부와 독신자 사이의 차별(

헌)

기본법 제6조제1항(“혼인과 가족은 국가질서의 특별한 보호아래 놓여

있다.”)은 단순히 혼인 가족의 보호만을 규율한 것이 아니고 혼인

가족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국가에게 명령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

법 제26조376)가 혼인부부의 각 소득을 합산하여 진

376) 독일 소득세법 제26조 ① 혼인부부 모두 무제한 인 납세의무가 있고 계속해서

별거하고 있지 않는 한, 혼인부부는 합산과세의 상이 된다.

② 합산과세에서 혼인부부의 각 소득은 합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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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에 따라서 과세하는 것은, 혼인으로 인하여 혼인 의 세액보다

과 하게 되기 때문에, 독신자에 비해서 혼인한 자를 불리하게 차별하

므로, 기본법 제6조 제1항에 배된다.

(나) BVerfGE 18, 97, 104 ff. : 가족구성원과 개인납세자 사이의 차

별( 헌)

소득세법 제27조377)가 부모와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여 진세율에 따

라서 과세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간에 가족 계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조세부담을 증 시키고 있으므로, 개인 납세자에 비해서 가족을 구성하

고 있는 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기 때문에, 기본법 제6조 제1항에 배된

다.

(다) BVerfGE 99, 216, 235-237 : 혼인하지 아니한 편부모와 혼인한

부모 사이의 차별( 헌)

소득세법 제33c조378)가 자녀 양육 편부모(혼인하지 아니한 부모 포

함)에게만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녀양육비용에 해서 소득

공제를 허용한 반면에 자녀양육 혼인부모에게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

는 것은, 자녀양육 혼인부모를 자녀양육 편부모에 비해서 차별하므로

기본법 제6조 제1항에 반된다.

(라) BVerfGE 28, 324, 346 ff. : 혼인 고아와 비 혼인 고아 사이

377) 독일 소득세법 제27조 (자녀합산과세) ① 납세의무자와 그 자녀는, 양 자가 납

세의무가 있는 한, 합산하여 과세한다. ② 부모 자녀 합산과세에서는 납세의

무자와 자녀의 소득을 합산한다. ③ 자녀의 근로소득은 합산과세에서 제외한다.

⑤ 생략.

378) 독일 소득세법 제33c조(편부모 자녀양육비용의 소득공제) ① 편부모가 지출하는

16세 이하 자녀의 양육비용은,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소득

세법 제33조에서 규정하는 소득 액 공제 상이 되는 특별비용에 해당된다. (이

하 생략)

② 편부모는 혼인하지 않은 자 는 혼인하지 않은 부부, 혼인하 으나 지속 으로

별거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에서 공제하는 비용은 1인 자녀를 양육하는 편부모의 경우에 연간 4,000 마

르크를 과할 수 없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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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별( 헌)

근로자연 법 제44조 제1항379)이 교육을 받고 있는 25세 이하의 미혼

고아에게는 고아연 을 지 하고, 부부 모두 아무런 소득이 없이 교육

에 있는 25세 이하의 혼인 고아에게는 고아연 을 지 하지 않는 것

은, 혼인을 이유로 하여 혼인 고아를 특별한 사유없이 차별하므로, 기본

법 제6조 제1항에 배된다.

3. 혼인과 가족에 한 국가의 지원의무

헌법 제36조 제1항이 포함하고 있는 가치결정 인 원칙규범으로부터,

물질 비물질 인 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지원해야 할 국가

의 의무가 도출된다.380)

혼인과 가족의 지원은 혼인과 가족공동체를 타 공동체에 비해서 실제

으로 우월하게 우하는 것과 실제 인 불이익을 제거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나 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국가는 혼인 가족공동체가 다른 생활공동체에 비해서 받고

있는 실제 인 불이익이나 부담을 제거하고 조정할 의무를 가진다.381)

이러한 국가의 지원의무는 혼인 가족공동체가 생활공동체, 교육공동

체 경제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타 공동체에 비해서 받게

되는 특수한 불이익 내지 차별을 구체 으로 제거하여, 가족공동체와

비가족공동체 사이의 경제 동등성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79) 독일 근로자연 법 제44조 ① 연 가입자가 사망한 이후에는 그 자녀가 고아연

을 18세에 달할 때까지 수령한다. 교육을 받고 있는 미혼 자녀는 25세에 달할

때까지 고아연 을 수령한다. (이하 생략).

380) BVerfGE 103, 242, 259 참조.

381) BVerfGE 61, 18, 25 ; 75, 382,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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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의 가치결정 인 내

용을 극 으로 실 하기 한 핵심 인 과제들은 무엇보다 혼인

가족 내의 구성원들간의 인 결속 증 , 경제 토 의 제공, 어린이 친

화 사회의 형성, 가족생활과 경제활동의 상호 조화성 증 , 남녀평등

의 실 등을 들 수 있다.382)

특히 가족공동체가 수행하는 자녀 양육 교육과제를 국가가 지원해

야 할 필요성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국가는 부모가 자녀의 이익을

하여 행사한 결정을 인정하고 이러한 결정에 어떠한 차별 인 법 결

과도 결부시켜서는 안되며, 부모가 자녀양육을 자신이 선택한 방식으로

실질 인 조건하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부모의 자녀양

육은 사회공동체의 체이익에 기여하는 행 이므로 국가는 이를 인정

해야 한다. 가족공동체가 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경제

부담은 가족구성원의 자유로운 결정에 기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간주해서는 안된다. 이에 따라 국가는 부모가 자녀를 직

양육하기 해 자신의 경제활동을 부분 으로나 시간 으로 포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생활과 경제활동을 상호 연계하여 동시에 행할

수 있도록 지원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는 부모가 자녀에

한 교육 과제를 실천하는 것이 경제활동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부모 양쪽 모두가 경제활동으로 다시 복귀하는 것이 양육활

동과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녀의 양육기간 뿐만

아니라 양육기간 이후에도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자녀보육시설들이 더

욱 더 편리하게 제공될 수 있는 조건들을 구비하여야 한다.383) 컨

남

382) Burgi, in: Friauf/Höfling, Berliner Kommentar zum Grundgesetz, 2002, Art.6,

Rdnr. 52 참조.

383) BVerfGE 87, 1, 38f. ; 88, 203, 258f. ; 99, 216, 2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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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고용평등법(2001. 8. 14. 법률 제6508호로 문개정된 것)은 직장과

가정생활이 양립될 수 있도록 하기 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

직을 제공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제21조), 직장보육시설이나 공공복지

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1조, 제22조).

그런데 국가는 혼인 가족에 한 지원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모

든 경제 부담을 제거하고 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혼인과 가족지

원의 범 , 종류 방식은 헌법상으로 이미 지정된 것이 아니다. 지원

명령의 집행에는 입법부에 의한 구체화가 필요하다. 국가는 일반 으로

조세법과 사회보장법을 통해서 혼인 가족에게 물질 인 지원을 제공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지원은 국가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경제 가능

성의 범 내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384) 그러므로 입법자는 혼인과

가족을 지원하는 구체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입법상 범 한 재량

권한을 가진다.385)

이러한 구체 인 입법을 통해서만 비로소 혼인 가족구성원은 소구

가능한 주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된다.386) 따라서 컨 유아보육

시설의 설치나, 가족을 한 주거장소의 마련 는 경제 지원액을 높

이도록 국가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 인 청구권은 국가의 지원

의무로부터 직 으로 도출되지 않는다.387)

384) 사회보장법에서 혼인과 가족이 보호될 내용에 해서 자세한 것은, 석, 혼인과

가족의 보호와 남녀평등권, -사회보장법에서의 조화 실 -, 고시연구 1990.7. 60

이하 참조.

385) BVerfGE 23, 258, 264 ; 87, 1, 35 참조.

386) Kingreen, Das Grundrecht von Ehe und Familie(Art. 6 I GG), Jura 1997, 401,

406 ; Cosester-Waltjen, in: v.Münch/Kunig, GG, Bd.1, 5.Aufl., 2000, Rdnr. 39

참조.

387) BVerfGE 82, 60, 81 ; 87, 1, 35f. ; 82, 60, 81 ; Burgi, in: Friauf/Höfling,

Berliner Kommentar zum Grundgesetz, 2002, Art.6, Rdnr. 51 ; Tünnemann, 앞

의 책, 2002, 1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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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국가의 지원의무는 혼인 가족 구

성원이 가질 수 있는 사회 권리의 실 을 한 국가의 의무를 구체화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국가는 혼인과 가족공동체를 다른 공동체보다 실제 으로

더 우월하게 지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공동체에 비교해서 혼인

가족공동체를 우 하는 것은 혼인 가족이라는 내 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가족 외 인 사유, 즉, ‘인구증 ’라는 공익상의 사유에 의해서만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388) 이러한 공익상의 목 을 해서 국가가 혼인

과 가족공동체가 아닌 다른 생활공동체를 차별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별취 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배되지 아니한다.389)

4. 혼인과 가족에 한 국가의 보호의무

헌법 제36조 제1항의 가치결정 원칙규범으로부터는 혼인 가족에

한 국가의 보호의무가 도출된다. 국가는 혼인과 가족 밖에 존재하는

사회속의 제삼자 뿐만 아니라 혼인과 가족 내의 구성원으로부터 발생하

는 방해 내지 침해를 방어하여 혼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다.390)

헌법 제36조 제1항의 원칙규범은 혼인 가족을 방해하는 제3자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사법 인 역에

388) Tünnemann, 앞의 책, 134-135 참조.

389) BVerfGE 6, 55, 76 ; Cosester-Waltjen, in: v.Münch/Kunig, GG, Bd.1, 5.Aufl.,

2000, Rdnr. 43 참조.

390) Burgi, in: Friauf/Höfling, Berliner Kommentar zum Grundgesetz, 2002, Art.6,

Rdnr. 5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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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혼인과 가족을 보호하는데 합한 법률을 제정할 의무를 부과할

뿐이다.391) 컨 국가는 남녀고용평등법(2001. 8. 14. 법률 제6508호로

문개정된 것)을 제정하여, 근로여성의 혼인, 임신 는 출산을 퇴직사

유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사업주가 체결하는 것을 지하고(제11조제2

항), 이를 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제37조), 혼인한 근로여성

을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36조 제1항의 가치결정 원칙규범은 간 으로 방사

효력을 가지므로 사법상의 가치보충 일반조항이나 일반 사 계약

의 해석에 향을 미쳐서 혼인한 자 는 가족구성원을 보호하게 한다.

컨 여성근로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 으로 근로 계가 종

료되도록 하는 고용계약조항은 민법상 반사회질서 조항을 통해서 무효

가 된다.392) 그리고 임신한 여자가 혼인할 의사가 없는 남자의 강압에

못이겨 남자로부터의 부양받는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내용으로 하는 혼

인계약을 맺는 것은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된다.393)

Ⅶ. 맺는 말

에서 고찰한 헌법 제36조 제1항이 가지는 법 성격과 혼인과 가족

의 보호내용을 요약 정리하면서 이 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우선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국가의 침해 앞에

391) Cosester-Waltjen, in: v.Münch/Kunig, GG, Bd.1, 5.Aufl., 2000, Rdnr. 41 참조.

392) Kingreen, Das Grundrecht von Ehe und Familie(Art. 6 I GG), Jura 1997, 401,

406 참조.

393) BVerfGE, NJW 2001, 95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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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방어할 수 있는 주 권리를 기본권주체에게 부여하는 기본권

성격을 가지는데,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의 행복추

구권과 인격권을 혼인과 가족 역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고 할 것이

다.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의 바탕 에서 혼

인을 하고 가족공동체를 창설하여, 혼인생활과 가족생활을 자유롭게 형

성하다가, 경우에 따라서 혼인과 가족공동체를 해소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

다음으로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상의 법규정들이 폐지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보장 성격을 가

진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자유로운 결합과 국가의 승인, 일부일처제

등을 핵심요소로 가지는 혼인제도와 가족구성원들의 연 성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가족제도를 헌법상으로 보장하는 제도보장은 입법자에

한 기본권의 방어능력을 강화시켜 다.

끝으로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의 보호내용이 국가 사회

공동체 내부에서 헌법상의 가치로서 보장되도록 하는 가치결정 인 원

칙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객 인 원칙규범은 극 으

로는 혼인과 가족을 한 조치를 통해서 지원하고 보호해야 할 국가

의 의무와, 소극 으로는 불이익을 야기하는 제한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차별하는 것을 지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포함한다.

여기서 차별 지원칙은 혼인 는 가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할 특

별한 평등권 내용을 포함하는데, 특히 혼인한 자와 혼인공동체, 가족

과 가족공동체 그리고 자녀를 가진 부모가 차별받는 것에 해서는

한 합리 인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헌법상으로 정당화되는 강화

된 심사기 이 용된다. 차별 지원칙은 특히 소득세법이나 사회보장

법에서 혼인이나 가족을 차별하는 것을 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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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많은 향을 수 있다.

컨 혼인한 후 동시에 경제활동을 하는 부부가 부담하는 가사비용

이나, 자녀를 가진 부모가 실제 으로 부담하는 가사비용, 자녀양육

교육비용을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으로부터 충분히 공제받지 못하는 것은

불이익 차별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 이혼율이 등하고 출산율이 락하는 사회경제 환경

에서 혼인과 가족이 국가공동체내에서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제고시키

고, 가정생활과 직업생활의 양립을 한 여건을 조성하고, 자녀의 출산

과 양육에서 발생하는 경제 부담의 경감, 보육시설의 확 등의 지원

조치를 통하여 혼인과 가족을 실질 으로 지원하고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는 한층 더 크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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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1. 決定의 實效性과 3大 效力

憲法裁判을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한 司法作用으로 이해한다면,1)

법원의 재 과 마찬가지로 헌법재 소 역시 그 決定의 實效性이 담보될

때에야 비로소 헌법수호기 , 나아가 기본권보장기 으로서의 책무를

제 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재 소가 장하는 권한들 에서

規範統制, 특히 헌법률심 은 헌법재 의 역사에서 가장 먼 발달한

것일 뿐만 아니라 憲法의 高性을 철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지

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부분의 국가가 이를 채택하고 있다. 규범통제

가 가진 이와 같은 심 의의는 그 決定의 效力이 철될 수 있을 경

우에만 보장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헌법재 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한

방편으로 헌법재 소의 규범통제결정에 해 인정되고 있는 것이 確定

力과 覊束力 法規的 效力이며, 이들 효력은 헌법재 소 결정의 3大

效力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며, 우리 헌법재 소법 역시 제39조와 제47

조 제1항 제2항에서 각기 그에 상응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들 3

效力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확정력이라 할 것인데, 기속력이나

법규 효력은 확정력 특히 기 력의 주 객 범 의 확장으

로 이해되고

1) 헌법분쟁은 많은 경우 정치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고, 재 의 결과가 가져오는

정치 장도 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은 헌법이 갖는 정치 성격의 반 에

따른 것일 뿐이다. 특히 규범통제를 통해 입법의 내용과 기 이 제시되는 경우가

있다할지라도 이것이 곧 헌법재 을 입법작용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즉 입법자와의 계에서 볼 때 헌법재 소는 입법자와 공동생산자(즉 공

동입법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여 히 품질검사자(즉 규범통제자)로 남는다. 이상

의 내용에 해서는 계희열, 헌법재 과 국가기능, 헌법재 의 회고와 망, 1998,

206쪽 이하; Schlaich(정태호 역), 독일헌법재 론, 437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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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재 소법 제39조는 일사부재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일한

사건에 한 一事不再理는 일반 소송법상의 확정력, 특히 기 력의 본

질 작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규정은 헌법재 소의 결정의 기 력

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2), 헌법재 소 역시

一事不再理를 규정한 규정 동법 제40조에 따라 용되는 민사소

송에 한 법령에 비추어 볼 때 확정력을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

장을 취하고 있다.3)4) 반면에 독일의 경우에는 실질 확정력의 근거에

해 연방헌법재 소법에서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아 학설과

례가 첨 하게 립하고 있으나 체로 인정하는 경향이 우세하다.5)

2. 旣判力과 구별되는 개념들

분쟁의 최종구속력 있는 해결은 법원의 결정이 그 存續力(Bestand)을

가질 경우에만, 즉 법원의 결정이 그 폐지나 변경으로부터 보호

2) 이시윤, 한국의 헌법재 제도, 헌법재 자료 3집, 1990, 86쪽; 황우여, 헌결정의

효력, 사법논집 21집, 1990.10. 12쪽 참조; 김지형, 헌법재 소결정의 기 력 - 특

히 독일에서의 논의를 심으로 -, 헌법논총 3집, 1992, 277쪽.

3) 헌법재 실무제요 제1개정 , 헌법재 소 2003, 57면 이하 참조.

4) 다만, 최근의 헌법재 소 례 가운데는 소수의견에서 기 력과 일사부재리를 구

별하고자 하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해서는 헌결, 2001.6.28. 2000

헌바48 참조.

5) BVerfGE 39, 169(181f.); 69, 92(103); 70, 242(249); 77, 84(103f.); Pestalozza,

Verfassungsprozeßrecht., 1991, §31 Rn.7, 8; Schlaich(정태호 역), Das Bundes-

verfassungsgericht, 409쪽 이하 참조; Detterbeck, Normwiederholungsverbote

aufgrund normverwerfender Entscheidung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in:

AöR 116(1991), S.415; Lange, Rechtskraft, Bindungswirkung und Gesetzeskraft der

Entscheidung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JuS 1978, 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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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그로써 법원의 결정의 존재는 물론 동시에 법질서가 요구하는

법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호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形

式的 確定力(formelle Rechtskraft)6)은 바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한다.

한편 형식 확정력은 不可爭力, 즉 不服禁止를 의미하므로, 동일한

차내에서의 자기결정에의 구속, 즉 撤回不可能性을 의미하는 不可變力

(Unwiderruflichkeit)과는 구별된다.7) 不可變力8)은 헌법재 소의 결정이

일단 내려진 경우 동일한 소송에서는 헌법재 소도 이를 더 이상 변경

할 수 없게 되고, 그 결정의 문언에 구속되는 효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自己羈束力9) 는 節次內部的 拘束力(innerprozessuale Bindung)10)이라

고 부른다.11) 이에 반해 旣判力

6) 우리 헌법재 소도 형식 확정력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컨 헌법

소원의 청구인이 헌법소원심 의 결정에 해 헌법소원을 제기하 던 사건(1990.

5. 21. 90헌마78)에서 헌법재 소는 형식 확정력을 이유로 헌법재 소결정에

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 고, 한 헌법소원에 한 卽時抗告 역

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시(1990. 10. 21. 90헌마170)한 바 있다. 이러한 입장은

1994. 12. 29. 92헌아1결정과 1996. 1. 24. 96헌아1결정을 통해 거듭 확인되고 있

다. 헌법재 소법은 더 이상의 권리구제 차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헌법

재 소의 결정은 그 宣告와 동시에 不可爭力, 즉 形式的 確定力을 가지게 된다.

7) Benda/Klein, aaO., S. 501.

8) 불가변력과 형식 확정력(불가쟁력) 실질 확정력(기 력)을 넓은 의미에서

확정력이라 할 수 있다. Vgl. Vogel, Rechtskraft und Gesetzeskraft der

Entscheidungen des BVerfGs in: BVerfG und Grundgesetz Ⅰ, 1976, S.583ff.;

Gusy, Paelamentarischer Gesetzgeber und BVerfG, 1985, S.224ff.; 남복 , 헌법

재 소결정의 확정력, 한양법학 3집, 214쪽 이하 참조; 그러나 Benda/Klein,

Lehrbuch des Verfassungsprozeßrecht, Rn.1205,는 차내부 구속력을 개념상

확정력(Rechtskraft)과는 무 한 것으로 본다.

9) 헌법재 소는 동재 소가 이미 행한 결정에 해서는 자기기속력 때문에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없으며, 그것은 법 안정성을 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1989.

7. 24. 89헌마141; 1990. 5. 21. 90헌마78; 1993. 2. 19. 93헌마32 등 참조.

10) Pestalozza, Verfassungsprozeßrecht, 1991, S.297; Benda/Klein, Lehrbuch des

Verfassungsprozeßrechts, 1991, S.501 참조. Pestalozza는 종국결정과 일부결정

(Teil-Entscheidungen)의 경우에도 차내부 구속력을 인정하지만 단순히 소송

처분에 그치는 간결정(Zwischenentscheidungen)의 경우에는 부정한다. 반면

에 Benda/Klein은 간결정의 경우에도 차내부 구속력을 인정한다. 한편,

Pestalozza는 연헌재법 제40조(“기본권실효의 취소”)에 따라 연헌재가 기존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는 에서 동규정이 차내부 구속력의 외를 이루는 것이라

고 설명한다. Pestalozza, aaO., 298.

11) 물론 차내부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해서 결정문의 誤記, 誤算 기타 명백한 오

류를 직권에 의한 결정을 통해 교정하거나 보완하는 것을 지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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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質的 確定力)은 形式的 確定力이 발생한 결정의 내용이 확정된 결

과로서 존 되는 것을 보장하기 한 효력인바, 확정 결이 내려진 시

에서 제시된 종국 인 법 단이 당사자들과 법원에 해 실질 인

규범으로 작용하게 되고, 그에 따라 당사자나 법원이 기존의 단내용

과 矛盾, 抵觸되는 주장과 단을 행할 수 없게 하는 효력을 의미하는

것으로12), 궁극 으로 법 평화(Rechtsfrieden)와 법 안정성

(Rechtssicherheit)의 추구를 목 으로 한다.

3. 旣判力의 意義

법 평화는 決定 그 자체가 폐지 는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

단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완 하게 보장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

른 節次(소송)에서 기존에 내려진 결정과 矛盾되는 다른 決定이 내

려질 수 있다면 ‘事態의 終拘束力 있는 解決’, 즉 법 평화의 회복을

추구하는 기존 결정의 목 이 하게 받기 때문이다. 그러한

험을 방지하기 해 법원의 결정은 불가피하게 당해 소송 차 자체에서

요구되는 確定力과는 별개로 “ 외 효력”(Außenwirkung)도 요구하게

된다.13) 즉 구체 인 소송물

Pestalozza, aaO., S.298; 이것은 우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헌재법 제40조에

의해 용되는 민소법 제197조에 따라, 헌법재 소는 결정서의 違算, 誤記 기타

이에 유사한 효력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직권 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

여 경정결정할 수 있다.

12) 김지형, 게논문, 287쪽 이하 참조.

13) Wischermann, Rechtskraft und Bindungswirkung verfassungsgerichtlicher

Entscheidungen, 1979, S.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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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itgegenstand)에 한 것인 한, 설령 그것이 다른 차에서 단

의 상이 되는 경우에도 기존 결정의 내용에 구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實質的 確定力은 形式的 確定力의 결과로서 보장되는 것이므로, 형식

확정력의 발생과 동시에 실질 확정력도 발생한다. 實質的 確定力에

따른 구속력의 용을 받는 기 은 장래 기존 決定과 矛盾되는 결정을

행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미 단된 문제에 해 새로이

심리 차에 들어가는 것이 포 으로 지된다. 그러한 에서 實質的

確定力은 동일한 소송물을 상으로 하는 새로운 차에서 종 의 법

효과를 벗어나는 단이 행해질 수 없도록 하는 효과를 가진다.

Ⅱ. 旣判力의 本質

“確定力 있는 決定은 同一한 訴訟物에 해 미친다”(res iudica in

eadem)는 원칙의 本質이 무엇인지에 해서는 학설이 립되고 있다.

크게 보면 이를 실체법 에서 이해하는 입장(實體法說)14)과 소송

법 에서 이해하는 입장(訴訟法說)으로 립되고 있으

14) 이 견해는 確定力 있는 법원의 결정이 구속력, 즉 旣判力을 가지는 것은 법원의

결정이 “실체 법상황” 즉 實體法에 해 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

이론은 결의 내용이 실의 법상황과 모순될 경우에도 결의 내용에 해 實

質的 法을 창설하거나 폐지 는 변경하는 효력을 인정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결내용과 진정한 實體的 法狀況이 상이하게 되는 결과를 회피할 수 있다는

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이 견해에 의할 경우 실체 법상황(實體法)은 결의

確定力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오로지 判決의 內容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동

일한 소송물에 해 재차 단하는 법 은 새로운 결정을 내림에 있어 第1次 決

定에 拘束되며, 이러한 결과는 법 이 實體法에 拘束되는 것과 같은 論理인 것이

다. 따라서 동일한 소송물을 다투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다른 모든 소송요건이

충족된 경우라면, 實體判決(Sachurteil)이 행해지게 되고, 결과 으로 理由 없음을

근거로 한 棄却決定이 내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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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 력이 추구하는 목 에 비추어 볼 때 그 효력을 실체법에까지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시도는 불필요하고 부당하다는

에서 소송법설이 타당하다.

소송법 인 에서 이해하는 경우에도 구속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해서는 견해의 립이 존재하고 있다. 즉 기존 결의 確定力으로 인

해 이미 확정된 법 효과에 한 새로운 심리와 결정이 포 으로 배

제된다고 보는 一事不再理說(ne-bis-in-idem Lehre)15)과, 그에 반해 구

속의 의미를 “일탈 지”(Abweichungsverbot)로 이해하여 법 이 기존

결과 다른 내용의 결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逸脫禁止說)16)가

립하고 있다.

일사부재리설은 이미 확정력이 미치는 문제에 해 헌법재 소가 새

로이 심리하는 것을 지하는 이른바 訴訟障碍(Prozeßhindernis)를 의미

하는 것으로 보는데, 독일 연방헌법재 소도 구체 규범통제 차에 있

어서 법원이 행한 반복제청에 해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에 따

르면 이미 한번 헌법재 소의 심사를 받은 법률은 사정변경이 없는 한

원칙 으로 다시 규범통제를 한 제청 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법원

의 반복제청은 不適法 却下되어야 한다고 한다.17) 반면에 일탈 지설은

실질 확정력이 소송 장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소송물에

하여 종 결정과는 다른 결정

15) Bötticher, aaO., S.139; Rosenberg/Schwab, Zivilprozeßordnung, 12.Aufl., 1977,

§152 Ⅳ.

16) 이 이론은 특히 행정소송법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한다. 컨 Wolff/Bachof,

Verwal tungsrecht Ⅰ, 9.Aufl. 1977, §53Ⅲa1 참조. 보다 자세한 문헌목록은 N.

Wischermann, aaO., S.24의 각주 20을 참조할 것.

17) BVerfGE 70, 242(249f.); 65, 179(181); 33, 199(20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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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내리는 것을 지함을 의미한다고 본다.18)

실무상으로 볼 때 이와 같은 학설 립은 결과에 있어 의미가 없다.

一事不再理說에 의할 경우, 기존결정의 確定力은 消極的 訴訟要件으로

간주되며, 그 결과 이미 확정력이 발생한 법 분쟁을 상으로 하는

새로운 모든 심리와 단은 不適法한 것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憲法裁

判所는 이를 상으로 하는 訴訟提起를 形式判決을 통해 却下하게 된

다. 그러나 確定力을 逸脫禁止로 이해하는 견해 역시 결론에 있어 동일

하게 된다. 즉 이 견해에 따를 경우에도 權利保護利益의 결여를 이유로

形式判決을 통한 却下決定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동일한 소

송물에 해 헌법재 소에 이 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명백히 權利濫

用으로 간주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Detterbeck에 따르면, 반복입법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逸脫禁

止說이 一事不再理說에 비해 유리하다고 한다.19) 그는 자신의 소송물이

론, 즉 規範統制에 있어 소송물은 단순히 다투어지고 있는 法律이 아니

라 “그러한 類型의 法律”이 上位法인 憲法에 違反되는지의 否라고 보

는 제에서, 반복입법은 결국 새로운 訴訟物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라

고 한다. 그런데 만약 헌법재 소가 이와 같은 유사입법에 해 일사부

재리설에 따라 단순히 不適法 却下결정을 내릴 경우 實質的 確定力이

추구하고자 하는 기능, 즉 법 평화와 법 안정성의 추구라는 기능에

한 장애가 래된다는 것이다. 즉 憲法裁判所가 同一한 訴訟物이라

는 이유로 不適法 却下하는 것

18) Pestalozza, Verfassungsprozeßrecht 1991, §20 Rn. 56, 58, 은 일탈 지의 효력이

있다는 에 해 명시 으로 부정하지는 않고 있다.

19) Detterbeck, Streitgegenstand und Entscheidungswirkungen im Öffentlichen

Recht, 1995, S.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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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실상 새로운 規範에 하여 헌을 宣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

고 새로운 규정에 한 명시 인 헌선언이 결여됨으로써 그것은 여

히 法律로서의 외 을 지니게 되고 法生活에 하여 사실상의 效力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장은 訴訟物을 “특정한 法律規定에 한 違憲性

의 주장”이 아니라 “일정한 類型의 法律規定에 한 違憲性의 주장”이

라고 보는 것으로서, 하나의 소송물로 간주되어 심 의 상이 되는 법

률을 지나치게 확 하는 결과를 래하게 되며, 술한 바와 같이 헌법

재 이 지닌 객 성격에서 심 상조항의 확 가 가능하다 할지라

도 그것은 體系的 理由 는 當該規定과의 불가분성이 인정될 경우

에만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20) 한 이 견해는

“일탈 지”의 의미를 “違憲”결정이 있고 난 이후에 새로이 제정된 동일

는 본질상 유사한 조항에 해 종 과 같이 다시 “違憲”결정을 내리

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實質的 確定力의 본질은 “逸脫禁止”로

이해하는 경우에도 “權利保護利益의 缺如”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리게

됨은 술한 바와 같다. 어 든 이와 같은 경우에 새로이 제정된 법률

규정은 종 결정의 소송물과는 다른 소송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Ⅲ. 旣判力의 헌법 기

우리 헌법재 소법은 제39조에서 “헌법재 소는 이미 심 을 거

20) 이에 해서는 최희수, 법률의 헌결정의 효력에 한 연구- 소송법 효력을

심으로 -, 고려 박사학 논문, 2002, 제2장 제3 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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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동일한 사건에 하여는 다시 심 할 수 없다”라고 함으로써 일사

부재리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의미에 해서는 그것이 일반

소송법상의 確定力, 특히 旣判力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

으나, 이론이 없지는 않다.

최근의 우리 헌법재 소 례에서는 비록 數意見을 통해서이긴 하

지만 헌법재 소 제39조의 의미를 旣判力과는 별개의 제도로 이해하고

자 하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21) 이 견해는 사실인정과 , 불가분

의 련을 가진 기 력이론을 규범통제를 목 으로 하는 헌법재 에서

는 그 로 원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독일 Bayern支邦 헌법재 소

가 취하고 있는 동일한 논지의 례22)를 그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즉

동재 소에 따르면 헌법재 소의 규범통제 차는 하 법규범을 상 규

범(헌법)에 견주어 단하는 차이기 때문에 사실 계에 법률을 용

하는 재 차와 다르고 본질 으로 입법작용에 가까우므로 규범통제

차에서의 헌법재 소 결정은 旣判力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소수의견은 헌법재 에 있어 旣判力을 一事不再理와 별개의 槪念으로

악하고 이를 통해 旣判力을 부정하고자 하나 이러한 태도는 旣判力이

사법작용인 헌법재 에 있어 용될 수 있는 것인가의 여부는 일반 法

律法의 차원이 아닌 헌법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는 을 간과하

고 있음을 지 하고자 한다. 즉 憲法裁判에 있어 旣判力은 法律規定에

의해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 아니라 憲法으로부터 直接 도출되는 것이

며, 우리 헌법재 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

21) 헌결 2001.6.28. 2000헌바48 결정의 재 권성의 각하의견.

22) BayVerfGHE 5, 166(183); 11, 227(140);18, 30(35); 20, 1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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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이를 확인하는 규정에 불과하다는 이다. 특히 Bayern 헌법재

소의 견해는 實質的 確定力의 발생을 한 前提條件에 한 올바른

이해에 기 하고 있지 않다. 實質的 確定力은 “특정한 성질의 법발견과

정에만 연계”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決定이 어떠한 방식을 통해

성립하게 되는가와는 무 한 것이다. 더욱이 法律規範을 상 법인 憲法

을 척도로 하여 심사하는 것도 일종의 包攝이라는 ,23) 나아가 規範統

制節次에 있어서도 생활사태 내지 사실 계는 매우 요한 역할을 수행

한다는 도 지 되어야 할 것이다. 本案的 規範統制24)의 경우 비록

립하는 當事 (請求人과 被請求人)가 존재하는 審構造를 띠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訴訟當事 는 존재하며25), 더욱이 憲法裁

判의 機能이 司法作用이라는 을 고려하면 일반재 에서와 마찬가지로

旣判力을 인정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다. 물론 이 경우에도 헌법소송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소송법상의 그것과는 달리 旣判力에 있어 독자

인 내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재 에 있어 旣判力의 존

재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23) Benda/Klein, aaO., Rn.1211; 한 비슷한 견해로 Schlaich(정태호 역), aaO.,

Rn.110 참조.

24) 本案的 規範統制(prizipale Normenkontrolle)란 헌법재 소의 심리가 규범통제를 주

된 목 으로 하여 진행되는 것을 말하는데, 헌법률심 과 헌재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동법 제6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지는 법률헌법소원을 들 수 있다.

이에 반해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인용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규범통제

는 규범의 헌여부를 부수 으로(inzident) 는 선결문제(Vorfrage)로서 심사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附隨的 規範統制(inzidente Normenkontrolle)라 부른다.

25) 구체 규범통제의 경우에만 외이지만, 이 경우에도 訴訟物의 확정은 별 어려

움이 없고, 특히 後述하는 바와 같이 憲法裁判所의 決定에 해 旣判力을 인정하

는 경우에도 一般訴訟法上의 旣判力과는 달리 헌법재 에 독자 인 내용을 가진

效力으로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具體的 規範統制의 旣判力을 인정하는 데에

도 별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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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 소의 결정에 해 旣判力을 부정하는 입장은 Bryde의 경우

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規範統制決定에 해 實質的 確定力을 인정할

경우 확정력의 주 범 를 확정할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 경

우에는 당사자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抽象的 규범통

제의 경우 請求權 (Antragsbeteiligten)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들은

단순히 公益 이유에서 규범통제 차를 개시하는 데 불과하고, 具體的

規範統制의 경우에는 아 請求權 가 缺如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 확정력이 부정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며, 한 Bayern支邦 헌

법재 소 역시 具體的 法律關係의 不存在를 이유로 일 되게 규범통제

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하고 있다는 도 그 근거로서 제시하고 있다.26)

그러나 이 견해는 술한 바와 같이 헌법을 기 으로 하여 법률의 헌

여부를 단하는 것도 사실 계를 규범에 포섭시키는 과정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을 간과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旣判力에 한 규정이 연방헌법재

소법에 존재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聯邦憲法裁判所는 이 제도가

법치국가의 본질 표지로서 직 인 헌법 요청의 결과로 보고

있으며, 나아가 그에 따라 旣判力이 가진 法治國家的 機能을 강조하

고 있다.27) 법 평화와 법 안정성이 법치국가의 본질 표지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법치국가원리는 그 본질

26) Bryde, Verfassungsentwicklung 1982, S.405f.

27) BVerfGE 47, 146(161); 47, 146(165); 15, 313(319). 특히 이 결정은 확정력 있는

결정과 그밖에 확정력을 가지게 되는 공권력행사가 원칙 으로 법 존속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법 안정성의 원칙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법

평화와 법 안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을 반 하는 견해로는, Bryde, aaO.,

1982, S.402ff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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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로서 법 안정성의 보장을 포함하며, 법 안정성은 법발

견과정에 한 차 규율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법 존속력

(Rechtsbeständigkeit)이 보장되는 궁극 해결(Abschluß)도 요구하며,

따라서 법치국가 요청에서 요구되는 법 평화와 법 안정성의 보장

을 해서는 구체 인 경우에 부당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가능성도

경우에 따라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28) 하지만 法的 平和와 法的 安定

性의 보장은 곧 實質的 確定力의 본질 속성에 해당하며, 그 다면 실

질 확정력 역시 法治國家原理의 본질 요소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법 안정성과 더불어 헌법상의 다른 요청인 實質的

正義의 요청이 존재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러한 요청

이 確定力이 발생한 법원이나 헌법재 소 결정의 존 을 무조건 으로

배제할 수 있다고 본다면 그것은 憲法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29)

그것은 법원이나 憲法裁判所決定에 해 사후 으로 그 존속을 부정하

는 것이 될 것이고, 이것은 법치국가원리의 본질 구성요소라 할 수

있는 法的安定性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독일 연방헌법재

소는 더 나아가 헌법제정이나 헌법개정시에 확정력을 부정하는 규정

을 두는 것 자체가 지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만약 일정한 規

範(헌법규범)이 법에 내재한 기능인 平和守護機能을 부정하거나 왜곡

는 하게 무시한다면 이러한 규범은 그 자체 본래 인 憲法規範이

갖추어야 할 내용이라는 측면에서는 무효일 수 있다는 것이다.30)

28) BVerfGE 2, 380(403) 참조.

29) BVerfGE 29, 413(432) 참조.

30) BVerfGE 3, 22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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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 , 법원이나 헌법재 소가 행하는 결정이 實質的 確定力을 가진

다는 것은 헌법으로부터 직 도출되는 결과라 할 것이다. 법치국가원

리는 不可爭力, 즉 형식 확정력이 발생한 법원이나 헌법재 소의 결

정이 그 내용에 있어서도 궁극 으로 拘束力을 가져야 할 것을 요구하

고 있다. 결국 우리 헌법 제39조의 명문규정의 존재여부와는 상 없이

법원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헌법재 소 결정도 실질 확정력, 즉 旣判

力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Ⅳ. 旣判力과 決定類型

우리 헌법재 소법 제39조 일사부재리 조항은 法文 상 규범통제의

결정유형을 불문하고 旣判力을 인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결정유형별

로 旣判力의 용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1. 合憲決定과 違憲決定

헌법재 소법 제39조31)의 법문언에 따르면, 헌법재 소의 모든 결정

은 일사부재리원칙의 용을 받고, 따라서 합헌결정과 헌결정 모두에

용된다. 그러나 규범통제결정에 있어서는 규범통제결정의 특성으로

인해 합헌결정에만 용될 수 있을 뿐이며 헌결정에는 용될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일 여지도 있다.32) 법규범에 해 헌

31) “헌법재 소는 이미 심 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해서는 다시 심 할 수 없다.”

32) 남복 교수는 법률의 헌결정에 해 원칙 으로 기 력을 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다만 법률의 헌결정에는 기속력과 법규 효력이 인정되기 떄

문에 특별히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同人, 헌법재 소 결

정의 효력에 한 쟁 해결방안, 1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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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 소가 헌결정을 행한 경우 당해 規範의 存在는 구 , 확정

으로 소멸하며 당해 규범이 다시 합헌 등의 방법으로 부활할 가능성

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 즉 당해 규범은 存在的으로 無의 상태

에 놓이게 된다. 특히 규범통제결정의 경우에는 再審의 가능성도 차단

되어 있다. 물론 제청법원이 違憲으로 선언된 法規範에 해 반복제청

을 하는 경우 헌법재 소로서는 이를 不適法 却下하게 될 것이다. 따라

서 이러한 경우를 “旣判力이 미치는 효과”가 아니라 ‘存在하지 아니하는

規範’에 한 헌제청이기 때문은 아닌가 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

다.

그러나 결론 으로 볼 때 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헌결정이 갖는 訴訟法的 效力인 覊束力이나 法規的 效力은

헌결정의 旣判力을 제로 하여 그 주 객 범 의 확 로

이해하여야 하기 때문에, 만약 헌결정의 旣判力을 부정한다면, 이것은

논리 으로 볼 때 覊束力과 法規的 效力의 기 가 박탈되는 것을 의미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 소가 일정한 법규범에 해 헌결정을 선고하게 되면 헌법

재 소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당해규범의 효력

이 상실되고, 이것은 “規範의 廢止”를 의미하므로, 提請法院으로서는 당

해규범에 해 더 이상 반복하여 제청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이와 같은

결과는 旣判力의 效果33), 혹은 헌법재 이 사법작용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34)

33) 정환, 헌법재 소 결정의 효력에 한 일반 고찰, 헌법재 연구 7권, 37쪽.

34) 남복 , 게논문, 1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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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限定合憲決定과 限定違憲決定

헌법합치 해석은 헌법재 소가 선호하는 규범해석의 합헌성을 확인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재 소에 의해 배척된 解釋可能性의 헌성

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므로, 한정합헌이나 한정 헌결정이 있는 경우

헌법재 소의 해석을 통해 排除된 解釋可能性의 경우 旣判力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논리 으로 볼 때, 헌법재

소에 의해 배제된 해석가능성은 規範領域으로부터 확정 으로 폐지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술한 헌결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旣判力을 인

정할 실익이 없지 않은가라는 물음의 제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한정합

헌이나 한정 헌결정은 質的 一部無效決定 내지 규범조문의 삭제 없는

부분무효선언35)으로서 일정한 해석가능성이 배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條文은 여 히 그 로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제청법원이나 당

사자가 헌으로 선언된 부분을 문제삼을 가능성이 여 히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旣判力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憲法不合致決定

憲法不合致決定의 경우 旣判力은 당연히 인정된다. 왜냐하면 원칙

헌법불합치의 경우에도 규범의 외형은 그 로 존속하고 있고, 특히 잠

정 용명령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當該法律이 그 로 용되게 되고, 따

라서 당해법률에 해 다시 헌확인을 요구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

이다.

35) Skouris, Teilnichtigkeit von Gesetzen, 1973, S.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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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旣判力의 限界

1. 客觀的 限界

가. 主文

主文만이 確定力을 가진다는 데 견해가 일치되고 있다.36) 즉 결문

의 내용 부가 아니라 법 분쟁의 상, 즉 訴訟提起人이 요구한 법

효과에 한 고유한 결정만이 확정력을 가진다. 법 이 행하는 고유

한 결정이란 확정된 사실 계에 客觀的인 法을 용하는 “包攝推

論”(Subsumptionsschluß)의 방법을 통해 얻어진 결과에 한 언명, 즉

소송제기인의 청구가 주장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해 법

이 내리는 언명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事實確定이나 法의 解釋”

이 아니라 “包攝推論”만이 법원의 결정 상이며 동시에 그것만이 확정

력의 상이 된다.37) 물론 限定合憲決定이나 限定違憲決定의 경우에는

일정한 사실 계38)나 法의 解釋39)도 主文에 내포될 수 있고, 그러한 경

우에는 주문에 포함된 한에서 실질 확정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물론 헌법재 소가 사실

36) Gusy, Parlamentarischer Gesetzgeber und Bundesverfassungsgericht, 1985,

S.229: 방승주, 헌법재 소의 헌법합치 해석의 효력, 공법학의 재조명, 김남

진교수정년기념논문집, 고려 법학연구소, 1997419, 437쪽 참조.

37) 컨 이것은 “법률A는 헌법에 반된다” 는 “법률A는 헌법에 반되지 아니

한다”라는 형식을 취할 것이다.

38) 헌결 1997. 12. 24. 96헌마172; 1994. 12. 29. 93헌바21 결정의 주문 참조.

39) 컨 , 헌결 1997. 1. 16. 92헌바6등(병합) 결정의 주문(1)은 다음과 같다: “1991.

5. 31. 개정 의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제3항․제5항 제8조 제1항은, 각 그

소정의 행 가 국가의 존립․안 이나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

한 험이 있는 경우에 용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해석하에 헌법에 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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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주문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도 그것은 당해사건에 국한된 구체

사실 계가 아니라 “抽象化된 事實關係”의 형식을 취한다.

나. 決定理由

실질 확정력은 원칙 으로 소송물에 한 결정, 즉 주문에만 미치

므로, 결정이유나 헌법재 소가 부수 으로 단한 선결문제는 실질

확정력을 가질 수 없다. 이것은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당연한

결론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입법자가 법률을 통해- 컨 기속력이나

법규 효력이라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실질 확정력의 한계를 확장

할 수 있는가는 다른 문제이다.

그러나 實質的 確定力의 객 범 를 정함에 있어 결정이유는 그

자체 확정력을 갖지는 않으면서도 매우 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것

은 소송물의 확정, 따라서 확정력의 객 한계를 규정하기 해 흔히

결정이유가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 소의 결정이 갖는 實質的 確定力은 일반소송의 경우와는 본

질 으로 차이가 있다. 헌법재 소의 결정은 當事 間의 爭訟을 해결하

는 것만을 목 으로 하지 않으며 최소한 헌법의 해석을 수단으로 하는

객 차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 특히 규범통제의 경우

에는 이러한 객 성격이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게 된다. 그 결과 헌

법재 소 결정의 客觀的 確定力은 당해 소송물에 해 사실상 헌법 으

로 심사가 이루어진 범 에서만 미치게 된다. 만약 前訴의 결정발견과

정에서 일정한 측면이 고려되지 않았다면,



554

비록 前訴와 동일한 청구라 할지라도 그것이 논의 상으로부터 배제

된 에 입각한 것인 한 이를 後訴에서 주장하는 것이 허용된다. 결

과 으로 이런 경우에는 前訴의 결정이 갖는 실질 확정력이 더 이상

용되지 않게 된다. 이것은 헌법재 소 결정의 경우 심사범 와 實質

的 確定力의 객 범 가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40) 한 이것은

실질 확정력의 客觀的 範圍가 경우에 따라 일반법원의 재 에서보다

좁게 설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41) 특히 BVerfGE 22, 387(405)에

의하면 기존의 차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法律의 일정한 側面이 문제되

는 경우 새로운 심사가 許容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 역시 같은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一般裁判에서는 確定力의 범 가 법원이 재 에서 고려할 수 있었던

사실이나 법 문제에 의해 결정되지만, 헌법재 의 경우에는 헌법재

소가 그 결정에서 사실상 고려하 던 사실이나 법 문제에 의해 결정

된다. 따라서 이미 旣判力이 발생한 訴訟物이 後訴에서 문제되는 경우

라도 기존 결정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들이 논의의 심을 이루는

한 헌법재 소는 前訴의 實質的 確定力에 따른 구속을 벗어날 수 있다.

40) Sachs, Die Bindung des BVerfG, 1977, S.325ff; Geiger, Einige Besonderheiten

im verfassungsgerichtlichen Prozeß, 1981, S.25f.

41) Zuck, Die Selbstbind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NJW 1975, S.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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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時間的 限界

가. 事實關係와 時間的 限界

원칙 으로 헌법재 소 결정의 實質的 確定力은 헌법재 소가 사실상

고려하 던 법 , 사실 사정에만 미친다. 따라서 사실 계의 변화는

원칙 으로 그것이 訴訟物의 변화를 래하는 본질 변화인 경우는 물

론 그 지 않은 경우에도 기존 決定의 實質的 確定力의 존속여부에

향을 미칠 수 있다.

먼 訴訟物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헌법재 소결정이 實質的 確

定力을 가질 시 에 이미 존재했고 고려되었던 법 는 사실 사

정은 원칙 으로 실질 확정력의 용을 받는다. 그러나 실질 확정

력이 발생했던 시 에 존재했던 사정이라 할지라도 만약 그것을 고려하

게 된다면 상이한 事實關係를 의미하게 되고, 따라서 새로운 소송물을

의미하는 경우라면-소송물이 다르기 때문에-기존 결정의 確定力과는

무 하게 그러한 사정을 고려한 새로운 소송물에 하여 새로운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하지만 소송물의 변화를 래할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

도 前訴의 결정시 에 객 으로 존재하 으나 헌법재 소가 고려(

단)하지 않았던 사실 계의 경우에도 確定力이 미치지 아니한다. 이것은

헌법재 이 헌법의 해석을 수단으로 하는 客觀的 訴訟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에 기인하는 것이며, 그런 에서 일반소송법상의 원칙에

한 외를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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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결과는 確定力의 發生時點 이후에 래된 새로운 事實關

係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용된다. 일반 견해에 따르면 確定力 發生

時點 이후에 생긴 모든 새로운 법 는 사실 사정은 실질 확정력

의 용을 받지 아니한다.42) 물론 래된 새로운 사실 계가 소송물의

변화를 의미하는 경우에는 前訴의 實質的 確定力과는 무 하게 새로운

소송물에 한 단이 가능하다는 것에 해서는 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소송물의 변경을 래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결정 시 이

후에 래된 모든 새로운 事實關係에는 實質的 確定力이 미치지 아니한

다. 헌법재 소가 단한 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사실

들이 기존 결정의 實質的 確定力의 存續 否에 향을 미칠 수 있는지

가 문제된다. 이 경우 유의하여야 할 은 새로운 사실들에 해 단

함에 있어 기존 결정의 실질 확정력의 향으로부터는 자유롭지만,

기존 결정에서 고려의 상이 되었던 사실 계들에 한 단의 효력,

즉 기존 결정의 實質的 確定力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이

다. 따라서 언제나 기존 결정의 실질 확정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만

새로운 사실 계에 한 단이 허용된다. 그러므로 기존 결정의 실질

확정력 내지 旣判力을 부정하고 새로운 결정을 요구할 수 있을 정도

의 새로운 상황변화가 래된 경우에만 同一한 訴訟物에 한 새로운

차가 진행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 는 법 상황이 근본 으로

변화될 필요까지는 없으나 어도 그 실질에 있어 기존 결정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entscheidungserheblich) 새로운 사실 계의 제시

가 필요하다.43)

42) Pestalozza, Verfassungsprozeßrecht, §20 Rn.60; Benda/Klein, Lehrbuch des

Verfassungsprozeßrecht, Rn.1217 참조.

43) BVerfGE 33, 199(203f.); 82, 198(205); Schlaich(정태호 역), 독일헌법재 론,

Rn.445; Gusy, Parlamentarischer Gesetzgeber und BVerfG, 1985, S.93ff., 239;

Lange, Rechtskraft, Bindungswirkung und Gesetzeskraft der Entscheidung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JuS 1978, 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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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헌법재 소 례의 검토

2001. 6. 28. 헌법재 소결정(2000헌바48)에서 제시되었던 1인 소수의

견은, 사실 계의 변화를 기 력의 시 범 의 이론으로 악하는 것

을 부정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견해는 獨逸 聯邦憲法裁判所의

례(BVerfGE 70, 242(249))44)에 해 비 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먼 , 1인 소수의견은 “종 의 決定의 기 가 된 사실 계와 다른 사

실 계가 종 의 결정 이후에 새로 발생한 것이라면 이 사실 계는 종

의 사실 계와 완 히 다른 것일 수 있고 그런 경우라면 그 事實關係

는 애당 동일성의 범 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라는 에서 이러한 논

의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에서 언 된 “다른 事實關係”란 문맥

체의 의미에 비추어 訴訟物의 變化를 제로 한 “종 의 事實關係와 완

히 다른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독일 연방헌법재 소

의 判示內容이 “새로운 訴訟物의 탄생을 의미할 정도로 本質的으로 변

화된 事實關係”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 의 비 은 의미가 있다. 그러

나 그 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즉 연방헌법재 소는 법원이 새

로운 헌제청을 할 때 “헌법재 소의 종 決定을 근거로 하여 그러한

종 결정과는 다른 결정

44) “헌법재 소결정의 旣判力은 항상 그 결정시 과 련되어 있다. 헌법재 소의

단은 결정 당시에 存在하는 사실 계를 기 로 하기 때문에 결정이후에 발생

하는 다른 사실 계들은 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旣判力은 종 의 결정 이후

에 발생하는 새로운 사실 계에는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법원의 새

로운 헌제청은, 헌법재 소의 종 결정을 근거로 하여, 이러한 종 결정과는

다른 결정을 이끌어 내는데 합한 새로운 事實關係를 제시하는 경우에만, 법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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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끌어 내는데 합한 事實關係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만약 訴訟物 자체가 달라졌다면 법원으로서는 헌법재 소의 종 입장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 로 헌제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연방헌

법재 소의 判示內容은 소송물의 변화 자체를 상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

렵다. 실제로 1인 소수의견은 각주 44)의 례에서 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인용하면서 비 을 행하고 있는데, 친 부분

의 의미를 간과한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으로 聯邦憲法裁判所의 判示

趣旨는 소송물의 변화를 제로 하지 않은 事實關係의 變化를 염두에

둔 것이라 생각되며, 그러한 사실 계의 변화도 기존 결정의 旣判力의

존속여부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은 에서 언 한 바와 같다.

다음으로, 1인 數意見은 “기 력 이론에서 辯論終結 이후에 발생

한 새로운 사실에 하여 旣判力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새로

운 사실이라는 것이 종 의 사실 계와 연결되는 범 내의 것임을 제

로 하여 의미를 갖는 것인데 견해에서 말하는 새로운 사실 계라는

것은 오히려 종 의 事實關係와 연결되지 않는(성질상 연결될 수 없는

별개의 사실 계가 부분일 것이다) 다른 새로운 事實關係를 가

리키고 있으므로 이러한 의미의 완 히 다른 새로운 사실 계는 旣判力

理論의 時的 範圍와는 계가 없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

장은 민사소송법상의 기 력이론을 헌법재 에도 그 로 용하고 있다

는 문제 을 지니고 있다. 헌법재 , 특히 규범통제는 객 소송으로

서의 성격을 가지며,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심리를 진행

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종 의 사실 계와 연결되지 않는” 새로

운 사실 계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것이 기존 결정의 기 력의 존속여부

에 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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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에 해 심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의 1인 소수의견이 제시되었던 헌재 례의 경우, 審判 象條 과

當事 ( 헌소원의 경우 청구인이 당사자가 된다)는 同一하고 當該事件

만이 다른 경우 다.45) 이에 해 多數意見은 訴訟物의 동일성여부는

심 상조항과 당사자는 물론 當該事件까지 같아야 소송물이 동일하다

고 보는 제에서 사안의 경우 소송물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 適法한

請求로 본안 단을 하여 다시 合憲決定을 내렸으며, 그에 반해 3인

數意見은 審判 象條 과 當事 만 같으면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며 當該事件이 다르다는 것이 소송물의 동일성에 향을 미칠 수 없

다는 제에서 旣判力理論을 용함으로써 却下의견을 제시하 다.

한 1인 소수의견은 헌법재 에 한 旣判力理論의 용을 부정하면서

헌법재 소법 제39조의 一事不再理에 한 조항이 旣判力과는 무 한

獨自的인 制度라는 제에서 같은 却下의견을 제시하 다. 1인 소수의

견의 제가 부당하다는 에 해서는 이미 술하 으므로 이하에서

는 나머지 견해들에 해 비 하고자 한다.

多數意見과 3인 數意見의 입장 립에 있어 핵심은 當該事件이 다르

다는 것이 별개의 소송물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있다. 3인 소수의견은

이에 해, 규범통제 차에 있어서의 審判 象은 당해사건에 용할 法

律條 의 헌여부일 뿐이고 당해사건은 법원에 남아 있

45) 동일한 세법조항에 근거하여 동일한 납세자를 상 로 하여 부과된 각 A, B의 과

세처분에 해, 납세자가 A를 다투면서 그 근거조항에 해 違憲所願을 제기

하여 合憲決定(2000.4.27. 2000헌바21)이 있자 다시 B를 다투면서 同一條 에

해 반복하여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違憲所願을 제기함으로써 문제

가 된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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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헌법재 소의 審判 象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46)을 취함

으로써 사실 계에 해당하는 當該事件이 동일한가의 여부를 심 상,

즉 소송물로부터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헌법재 의 소

송물의 한 요소로 事實關係 내지 생활사태가 편입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規範統制가 客觀的 訴訟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 따라서 일반소송에서 보다 事實關係가 갖는 의미나 요

성이 낮다는 등을 감안하더라도 규범통제에 있어서의 事實關係의 의

미 자체를 부정하거나 審判 象으로부터 제외하고자 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抽象的 規範統制와는 달리 구체 규범통제에 있

어서 法律의 違憲 否는 언제나 구체 사실 계와 련되어 제기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법률의 헌여부에 한 단이 구체 사실 계와

불가분의 연 성을 가지는 경우도 빈번하게 볼 수 있다. 컨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에 한 限定違憲決定47)은 법원이 구소득세법 조

항들에 한 헌법재 소의 限定違憲決定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조항들을 合憲으로보아 재 을 진행한 구체 인 사실 계에 기인한

것이고 그에 따라 헌법재 소는 그러한 구체 인 사실 계까지-추상화

된 형태로-결정주문에 포함48)시켜 限定違憲을 선언하 다. 국가배상법

46) 1인 소수의견도 “규범통제를 목 으로 하는 헌법재 에 있어서는 사실인정은 제2

선으로 후퇴하게 되어있고 면에 등장하는 것은 법률과 헌법의 계이며 이것

이 유일한 과제가 된다. 사실 계는 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용될 계기를

만드는 의미를 갖거나, 헌 단에 참고하여야 할 주변상황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이다.”라고 함으로써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물론 이 견해는 기 력이론이

사실인정과 , 불가분의 련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규범통제를 목 으로 하

는 헌법재 에서는 그 로 원용될 수 없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47) 헌결 1997.12.24. 96헌마172등.

48) 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다 :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

’에 헌법재 소가 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한 재 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내에서,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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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1항 단서에 한 限定違憲決定49)도 마찬가지이다. 결정

들은 한정합헌이나 한정 헌결정의 경우 특히 事實關係에 한 의존성

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일반 인 合憲決定이나 違憲決定의

경우에도 事實關係가 갖는 의미를 완 히 무시할 수 없다. 具體的 規範

統制에 있어 법률의 헌성에 한 심사는, 설령 그 객 성격으로

인해 사실 계와 무 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일차 으로는 事

實關係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재 에 있어서도 事

實關係50)는 訴訟物의 한 요소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51)

하지만 事實關係를 소송물에 編入시켜 이해한다고 하여 다수의견과

같이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있어 當該事件을 달리하

면 곧 심 상인 소송물을 달리하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니

다. 심 상조항과 당사자가 동일하다는 제에서 訴訟物

49) 헌결 1994.12.29. 93헌바21. 이 결정의 주문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련부분에 해 “일반국민이 직무집행 인 군인과의 공동불법행 로 직무집행

인 다른 군인에게 공상을 입 그 피해자에게 공동의 불법행 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다음 공동불법행 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하여 국가에 하여 구상권

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반된다.”라고 표

하고 있다.

50) 事實關係의 개념에 해서는 아직 확정 으로 해명되어 있지는 않다. 당해사건이

사실 계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한 자연재해와 같은 物理的

인 상이 사실 계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Detterbeck, aaO., S.314).

條約의 체결과 같은 법 상황의 변화 는 법률의 개정도 사실 계의 변화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사회 필요성의 변화라든가 秩序觀念의 變化 등도

사실 계에 속한다. 일반 인 法的 見解의 變遷도 경우에 따라 사실 계의 변화

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憲法의 意味에 한 이해의 변화 역시 넓게 보면 사실

계의 변화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헌법규정의 의미에 한 이해의

변천은 동시에 정치 ․경제 사회 실에 있어서의 새로운 지향성을 뜻

하기 때문이다.

51) 이에 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최희수, 게학 논문 제2장(헌법재 에 있어서의

소송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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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달리하기 해서는 술한 바와 같이 事實關係의 本質的인 變化가

있어야 한다. 물론 사실 계의 본질 인 변화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에는 소송물을 달리 하고, 그 결과 다수의견과 같이 합헌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사건의 경우 당해 사건은 종 결정의 당해 사건과 비

교할 때-심 상조항과 당사자가 완 히 동일하다는 외에도-세 부

과처분의 일자와 부동산이 다르기는 하지만 두 사건의 부동산 모두가

동일해역의 공유수면매립에 의한 것이라는 , 取得稅 과세를 한

法人의 非業務用 土地로 정 받게된 경로가 동일하다는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當該事件이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소송물이 달라질 정도의

본질 인 변화가 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으로 볼 때 두 사건

의 訴訟物이 동일하다고 보는 3인 소수의견에 찬성한다. 그러나 3인 소

수의견은 소송물의 동일성을 제로 後訴에도 前訴의 기 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술한 바와 같이 변화된 後訴의 사실 계는 원칙

으로 기 력, 즉 실질 확정력이 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제 문

제가 되는 것은 그와 같이 實質的 確定力의 용을 받지 아니하는 변화

된 사실 계로 인해 前訴의 실질 확정력이 향을 받는지의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52) 즉 변화된 事實關係에는 前訴의 실질 확정력이

용되지

52) 前訴의 實質的 確定力이 향을 받기 해서는 기존 決定의 실질 확정력 내지

旣判力을 부정하고 새로운 결정을 요구할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상황변화가

래된 경우에만 허용되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지엽 인 변화에 불과한 경우

에는 旣存 決定의 실질 확정력은 향을 받지 아니한다. 이 사건의 경우 거의

동일한 유형의 심 청구가 동일한 자에 의해 동일한 審判 象條 을 상으로

제기된 것일 뿐만 아니라, 3인 소수의견이 지 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존 결정

이 있은 후 50일도 경과하지 아니하여 반복하여 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결정

이 내려진 이후에 그 기 가 된 生活關係가 근본 으로 변하 다거나 혹은 헌법

규정의 개정 는 그 해석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내용이 본질 으로 달라졌다고

볼 여지도 없다면, 當該事件을 달리한다는 변화된 사실 계만으로는 기존 결정의

實質的 確定力의 존속여부에 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

론 으로 이 사건은 기존 決定의 旣判力에 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却下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며, 그러한 한에서 3人 數意見과 결론을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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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다는 사실과 변화된 사실 계로 인해 前訴의 실질 확정력이

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라는 이다.

다. 소결

이상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헌법재 소의 결정 시 이후에 발생한 사실 계의 변화가 본질

인 것이라면 소송물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며, 이 경우 종 결정의 旣

判力과는 아무런 계가 없으므로 법원이든 당사자든 아무런 제약 없이

規範統制節次를 개시할 수 있고, 그것은 법한 것으로 간주된다. 물

론 前訴에서 합헌이었던 법률이 後訴에서 헌으로 선언되어 간 으

로 前訴의 旣判力이 종료될 수는 있으나 이는 새로운 訴訟物에 한 결

정이 있음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래되는 상일 뿐이다. 사실 계의

본질 변화인지는 궁극 으로 헌법재 소가 단하여야 할 것이나, 물

리 인 事實關係의 변경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의 개정, 나아가 헌법규

정의 개정이나 그 해석의 변경도 경우에 따라 本質的 變化인지의 여부

를 단하는 데 향을 미칠 수 있다.

②-1. 事實關係의 변경이 소송물을 변화시키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 즉 소송물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라도 종 결정에서 단되

지 않았거나 결정 이후에 발생한 事實關係에 해서는 종 決定의 實

質的 確定力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이러한 사실 계들이 종 결정의

실질 확정력의 존속여부에 향을 미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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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실 계의 변화를 이른바 旣判力의 시 범 의 문제로 논하

는 것은 의미가 있다.

②-2. 종 결정의 實質的 確定力에 향을 미치기 해서는 종 결

정과는 다른 새로운 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정도의 새로운 사실 계를

주장하여야 한다. 그 지 않은 지엽 인 변화에 불과한 경우에는 종

결정의 實質的 確定力은 여 히 유지되며, 따라서 새로운 결정의 요구

에 해서는 기 력, 즉 실질 확정력이 유지되는 결과 헌법재 소는

이를 却下하게 된다.

②-3. 이미 實質的 確定力이 발생한 동일한 소송물에 해 이 결정

과는 다른 새로운 결정을 하는 경우, 憲法裁判所는 기존 결정의 실질

확정력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따라서 헌법재 소는 오로지 새로 발생한

사실 계에 기 할 경우에만 기존 결정과는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종 에 헌법재 소가 기 로 삼았던 사실 계에 한 단의 實

質的 確定力이 여 히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헌법재

소는 기존에 사실 계에 해 행했던 자신의 단을 변경할 수 없으며,

오로지 새로운 事實關係에 입각한 단에 의해서만 종 결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헌법의 개방성은 이러한 해석을 정당화한다. 헌법의 開

放性은 새로운 사실 계의 변화를 수용하고자 하며,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라 하여 기존 단의 잘못을 고집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만 법발 의 고착화가 방지될 수 있다. 법률의 헌여부가 헌법

재 의 상으로 등장하는 경우에는 특히 헌법의 개방성에 한 고려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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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主觀的 限界

實質的 確定力의 主觀的 範圍 내지 限界는 가 실질 확정력에 구

속되는가의 문제이다. 통 원칙에 의하자면, 법률이 명시 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확정력은 “訴訟當事 間에만”(nur inter partes),

따라서 당해 차에 한 직 참여자에게만 미치게 된다.53)

당사자가 결정의 내용에 구속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더 나아가

利害關係人이나 裁判參加人도-비록 주 인 측면에서 소송물을 결정

하는 데 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차에 참여한 한에서

실질 확정력의 용을 받게 된다. 한 實質的 確定力은 헌법재 소

自身도 구속한다.54) 이것은 헌법재 소가 後訴에서 기존에 確定力이 발

생한 문제들에 해 어 든 종 결정과는 다른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일반재 에서 이미 승인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

한편, 헌법률심 의 경우 제청법원이 확정력의 주 범 에 속하

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제청법원은 그 기능상, 당해 사건당사자의

주장에 동조해 제청한 경우는 물론 독자 인 단에 의해 제청한 경우

에도, 다른 헌법소송에 있어서의 청구인과 유사한 역할을 행한다는 ,

나아가 규범통제결정의 실효성확보란 측면에 서 볼

53) Schlaich(정태호 역), 독일헌법재 론, Rn.443; Pestalozza, Verfassungsprozeßrecht

1991, §20 Rn.55, 63; Sachs, Die Bind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an seine

Entscheidungen, 1977, S.41ff.; Detterbeck, aaO., S.340.

54) 방승주, 헌법재 소의 헌법합치 해석의 효력, 공법학의 재조명, 김남진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고려 법학연구소, 1997, 4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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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기 력의 용 상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55) 같은 논리에서

당해 사건의 당사자 역시 기 력의 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憲法裁判의 特性을 고려하여 술한 일반 결과와는 다른 주

장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즉 일부 학설56)은 抽象的 規範統制나 具

體的 規範統制를 통해 규범폐지결정(normwerfende Entscheidung)이 내

려지는 경우에 실질 확정력의 주 범 내지 한계를 부정하고자

한다. 이 견해는 규범통제결정의 경우 “당사자간의 효력”(inter-partes-

Wirkung)이라는 것은 무의미하며, 객 인 법이 존재하는가의 문제에

한 확인만이 실질 확정력을 획득할 뿐이므로 확정력을 결정하기

한 규 요소는 오로지 (객 인) 심 상일 뿐 확정력의 주

한계는 고려되지 아니한다고 본다.

55) 독일의 경우 제청법원의 당사자 격성은 부정되고 있다. 具體的 規範統制節次의

경우 當事 가 존재하지 않으며(Pestalozza, aaO., S.45 참조) 오로지 제청된 법률

이 상 법인 헌법과 합치되는가의 여부만이 소송물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 헌재

법 역시 當事 라는 표 (제24조, 제25조 제1항, 제30조 제2항)과 구분하여 提請

法院이라는 표 을 쓰고 있고, 나아가 제청법원의 경우 심 차에서 자기의 이

익을 옹호하기 하여 필요한 각종의 訴訟法上의 權利를 주장할 수 있는 주체라

볼 수 없다는 에서 제청법원의 당사자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학설상 제청법원의 당사자성을 인정하는 견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컨

Vogel, aaO.,, S.618,은 제청법원을 당사자로 보지 않으면 헌법률심 의 경우

기 력이 아무런 작용을 하지 못한게 된다는 을 근거로 들고 있으며, 한 김

지형, 게논문, 313쪽, 은 당사자개념을, 주 인 법 지 의 실 을 목 으로 하

는 일반소송 차의 경우와는 달리, 심 차의 개시를 ‘요청’(Begehren)으로 이해함

으로써 제청법원의 당사자성을 인정하고자 한다). 그러나 제청법원의 당사자성이

부정된다고 하여 반드시 기 력의 용 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우리 헌법재 소 역시 제청법원의 경우 당해 심 사건의 제청당사자로서

기 력의 용 상이 된다고 본다(헌결 1990. 6. 25. 90헌가11 참조).

56) Benda/Klein, Lehrbuch des Verfassungsprozeßrechts, Rn.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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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헌법재 소는 입법권을 임하는 법률이 포 임인가를 단함에 있

어서 이미 기의 결정부터 ‘국가공동체의 요한 결정은 입법자가 법

률로써 해야 한다’는 시를 해온 것을 엿볼 수 있는데,1) 최근 들어 일

부 결정에서는 ‘本質性理論’과 ‘의회유보의 원칙’이 명시 으로 언 되기

에 이르 다.2) 헌법재 소의 이러한 시내용은 독일연방헌법재 소의

본질성이론과 그에 바탕을 둔 의회유보의 사고

1) 컨 등의무교육을 통령령에 의하여 순차 으로 실시하도록 임한 교육법

규정에 한 헌심 사건에서(헌재 1991. 2. 11. 90헌가27, 례집 3, 11, 27), “입

법자는 교육에 한 법제의 부가 아니라 그 기본골격을 수립할 책무가 있으므

로 本質的인 사항에 해서는 반드시 스스로 기본 인 결정을 내려야 하고, 그러

한 기본 인 사항의 결정을 행정부에 임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라고 하여, 처

음으로 포 임의 여부를 본질성이론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 다. 한,

보건복지부장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기 의 취소를 할 수 있도록 임한 의

료보험법규정에 한 헌제청사건에서, “우리 헌법 제40조의 의미는 어도 국민

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한 사항을 비롯하여 …기본 이고 본질 인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고 시하 다(헌재 1998. 5. 28. 96헌가1,

례집 10-1, 509, 515-516).

2) 의회유보원칙을 명시 으로 언 한 최 의 결정은 ‘텔 비 방송수신료’ 결정이

다(헌재 1999. 5. 27. 98헌바70, 례집 11-1, 633, 643). 헌법재 소는 결정에서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 이고도 요한 의미를 갖는

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 에 련된 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 사항에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

구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이른바 의회유보원칙).”라고 하여, 국회

의 결정이나 여를 배제한 채 한국방송공사로 하여 수신료 액을 결정해서 문

화 부장 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의회유보원칙에 반된다고 단하 다.

이어서 2001. 4. 26. 선고한 2000헌마122 결정에서 “법률이 자치 인 사항을 정

에 임할 경우 원칙 으로 헌법상의 포 임입법 지 원칙이 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항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련되는 것일 경우에는, 어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한 사항을 비롯하여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에 한 기

본 이고 본질 인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정하여야 한다는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

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하여 자치 인 사항을 정하는 정 과의 계에

서 의회유보의 원칙을 언 하 다( 례집 13-1, 962, 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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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회유보의 이론 기 인 본질성이론의 기능과 그 단기

이 아직 학계나 례에서 활발하게 논의된 바도 없고 규명되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연 계에서 의회유보의 원칙

과 본질성이론을 논거로 삼을 수 있는지에 하여 불확실함이 남아있

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특히 입법권을 행정부에 임하는 법률의 명확

성여부, 즉 포 임의 여부를 단하는 과정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

난다.3)

컨 , 안마사나 학원강사의 자격을 법률에서 직 규율하지 않고

행정입법에 임하는 경우, 특정 직업의 자격요건을 행정입법에 임하

는 법률은 그 자격요건을 법률에서 보다 구체 으로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포 임으로서, 헌법 제75조의 立法委任의 明確性

原則에 반되는지를 단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러한 법률은 자격요

건의 본질 인 내용을 스스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하고도 본

질 인 사안은 입법자가 법률로써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議 留保의 원

칙에 반되는지를 심사해야 하는가? 아니면, 제1단계에서는 입법자가

본질 인 사안을 스스로 정했는지를 단하고, 이어서 제2단계의 심사

로서 입법권의 임이 충분히 명확한지를 단해야 하는가?

1988년 헌법재 소가 활동을 개시한 이래 지난 15년 동안 처리한 사

건의 유형 에서 양 으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는 것 의 하

3) 안마사의 자격을 행정입법에 임한 의료법규정에 한 헌제청사건에서(헌재

2003. 6. 26. 2002헌가16, 공보 제82호, 46), 헌법재 소는 법률규정이 議 留保

原則 包括委任立法禁止原則을 반한 것인지의 여부를 단하 는데, 특히 재

5인의 헌의견은 우선 본질성이론에 따라 의회유보원칙의 반여부를 단

하고, 이어서 헌법 제75조의 기 에 따라 입법 임의 명확성여부를 단하 다(공

보 제82호,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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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입법 임의 명확성여부(헌법 제75조)에 한 것이었다. 헌법재

소는 기의 례부터 재까지 豫測可能性의 을 포 임의 여부

를 단하는 기 으로 삼아 심사하고 있는데, 이를 기 으로 삼아 포

임인지를 단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불확실하고 어려운 작업일 뿐만

아니라, 법치국가 명확성의 사고를 헌법 제75조의 요청에 그 로

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한 의문이 제기된다. 컨 , 극장주가 국산

화를 의무 으로 상 해야 할 年間上映日數에 하여 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임하는 화법규정의 경우,4) 사업주에게 障碍人 雇傭義務

를 부과하면서 용 상 사업주의 범 를 “ 통령령이 정하는 一定數

以上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라고 하여 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임하는 장애인고용 진등에 한법률규정의 경우5) 는 학원강사의

자격을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임하는 경우, 법률규정으로부터 통

령령에 규정될 강의 내용을 측할 수 있는지의 기 에 의하여 입법

임의 명확성여부를 단하는 것이 과연 한가?

이 에서는 우선, 독일의 본질성이론과 련하여 본질성이론을 정당

화하는 헌법 근거를 밝 내어 그로부터 본질성이론의 기 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II.), 이어서 입법 임의 명

확성여부를 단하기 하여 헌법재 소가 사용하는 ‘ 측가능성’의 기

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체 는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알

아본 후, 본질성이론의 기 을 구체화하는 이 포 임의 여부를

단하는 으로서 유용할 수 있는지에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III.).

마지막으로 본질성이론과 입법 임의 명확성은 어떠한 계에 있는지,

포 임의 여부를 단함에 있어서

4) 헌재 1995. 7. 21. 94헌마125, 례집 7-2, 155.

5) 헌재 2003. 7. 24. 2001헌바96, 공보 제83호,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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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지의 을 단계 으로 심사해야 하는지에 하여 검토하기로

한다(IV.).

Ⅱ. 本質性理論과 議 留保

1. 法律留保와 法律의 明確性原則

법률유보는 역사 으로 19세기 독일에서 군주의 집행부로부터 시민사

회를 보호하기 하여 발 한 원칙으로서, 군주로 표되는 집행부와

시민을 표하는 의회와의 립 계를 제로 하여, 행정은 법률에 의

한 수권이 있는 경우에만 국민의 자유와 재산에 하여 침해할 수 있다

는 원칙, 즉 행정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

칙을 말한다.

古典的 法律留保의 사상에는 法의 지배에 의한 법치국가 요청과 議

의 지배에 의한 민주주의 요청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6) 법이란7)

특정 사실 계나 특정인에게만 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우와 모든

사람에 하여 용되는 일반 규정으로서, 법으로 정한다는 것 자체

가 이미 정의를 보장하고 자의 차별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법의

지배는 인간에 의한 자의 지배를 방지하

6) Vgl. Maur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999, §6 Rz.9; Kloepfer, Der

Vorbehalt des Gesetzes im Wandel, JZ 1984, S.685; Pietzcker, Vorrang und

Vorbehalt des Gesetzes, JuS 1979, S.712; Wehr, Grundfälle zu Vorrang und

Vorbehalt des Gesetzes, JuS 1997, S.420f.

7) 여기서의 ‘법’이란 법률뿐만 아니라 법규명령도 포함한다. 법치국가 은 공권

력행 의 요건을 사 에 일반․추상 인 규범으로 정함으로써 법 안정성과

측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청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요청은 법률만이 아니라 법규

명령에 의하여 마찬가지로 실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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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동시에 공권력의 행 에 한 국민의 측가능성을 강화함으로써

법 안정성과 정의에 기여하는 것이다.

법의 지배의 경우, 군주권력의 자의 인 행사를 제한하는데 그 주된

목 이 있다면, 議 의 支配의 민주주의 요청은 ‘국가 내에서 가 법

을 제정하는 권한이 있는가’의 權力配分의 문제이다. 시민계 이 형성되

고 자신을 표하는 의회를 통하여 정치 참여를 군주에게 요구하자,

집행부의 정치 형성권에 한 통제․참여권을 얻게 되었고, 이로써

군주로 표되는 집행부가 국민의 자유와 재산에 하여 침해하는 경

우, 법률의 형태로써 시민사회의 이익을 변하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

야 한다는 사고가 확립되었다.

법률유보의 역사 기능상, 집행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만이 문제되

었지, 立法 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은 인식하지 못하 으며, 이는

입법자가 제1차 인 기본권 수호기 으로 인식된 당시의 역사 배경에

서 볼 때 당연한 것이었다. 따라서 법률유보는 단지 법률에 의한 수권

의 存在만을 요구할 뿐 그 수권규범의 內容이 어떠한지는 문제삼지 않

는다.8) 그러나 정의로운 법률만이 정의를 보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늘날의 헌법국가는 입법권도 헌법의 구속을 받게 함으로써 입법자의

형성권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에 의한 수권이 포 이고 불명확한 것이 아니라 제

8) 그러나 오늘날 입법자도 기본권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법률이 내용 으로 기본권

과 합치하는가 하는 법률에 한 내용 요구가 제시되었다. 입법자가 기본권을

수하는지의 여부는 比例의 原則에 따라 단된다.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 보장․질서유지 는 공공복리를 하여 필

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

의 본질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여 법률유보의 원칙(‘국민의 자유는 법률

로써 제한’), 비례의 원칙(‘…을 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본질 내용의 침

해 지(‘본질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법률로써”란,

‘법률에 의하여 는 법률에 근거하여’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써 법률뿐이 아니라 법규명령을 통해서도 기본권의 제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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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고 구체 인 경우에 비로소 법률은 수권의 근거로서 그 실질

기능을 이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法律留保의 원칙에 따라 행정이 법률

에 근거하여 행해져야 한다면, 그 법률은 ‘아무런 형태의 법률’이 아니

라 ‘충분히 명확하게 수권의 범 를 확정하는 법률’이어야 한다. 法律의

明確性原則은 ‘법률의 수권은 그 내용, 목 , 범 에 있어서 충분히 확

정되고 제한되어 있어서 국민이 행정의 행 를 어느 정도 측할 수 있

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9) 법률유보는 ‘법률의 명확성’을 당연한

제로 한다는 에서, ‘법률에 의한 행정청에 한 수권은 명확해야 한

다’는 명확성의 원칙을 내재하고 있다.10) 따라서 법률의 명확성원칙은

법률유보원칙의 필수 인 보완이자 구체화를 의미한다.11) 기본권의 제

한은 반드시 법률로써 하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규정

도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명확해야 한다’는 명확성의 요청을 당

연한 제로 내포하고 있다.

2. 법률유보의 背景 憲法的 機能의 변화

그러나 고 법률유보원칙의 역사 배경을 형성하 던 19세기 유

럽의 헌법상황에 하여 오늘의 헌법과 헌법 실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근본 인 변화가 나타났다.

9) BVerfGE 8, 274, 325; 9, 137, 147; 56, 1, 12f.

10) Vgl. Papier/Möller, Das Bestimmtheitsgebot und seine Durchsetzung, AöR

122(1997), S.180.

11) BVerfGE 58, 257,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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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國家形態의 變化

역사 으로 법률유보의 출발 은 의회와 집행부의 립 구조이며,

입헌군주제에서 국민이 아닌 군주를 변하는 집행부에 한 불신이 그

바탕에 깔려있다. 그러나 오늘날 의회민주주의의 확립으로 인하여 의회

와 정부의 계는 립 계가 아닌 공조 계로 변하 고 정부에 한

통제는 야당의 역할이 되었다.12) 오늘날의 政黨國家的 權力分立構造는

정부와 의회의 립에서 의회내의 多數黨과 數黨의 립으로 환되

었으며, 정부와 국회의 권력이 다수당 심으로 형성된 실 정치상

황에서는 실제 인 권력의 분립은 정부․의회의 黨과 野黨사이에서

이루어진다. 물론 우리 헌법과 같은 大統領制를 채택한 헌법 하에서는

의원내각제의 경우처럼 정부와 의회 다수당의 이익이 반드시 일치하

는 것은 아니지만, 통령의 출신정당과 국회내의 다수당이 일치하는

것이 일반 인 헌법 실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민주국가에서는 민주주의원칙은 모든 국가권

력과의 계에서 완 히 실 되었고, 의회뿐이 아니라 政府도 직 이

든 간 이든 民主的 正當性을 가지고 있다.13) 시민사회의 이익을

변하는 의회와 군주의 이익을 변하는 집행부가 립한 입헌군주제와

는 달리, 민주국가에서는 의회만이 아니라 행정부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이익을 변하고 국민에 사하는 것을 궁극 인

12) Vgl. Kisker, Neue Aspekte im Streit um den Vorbehalt des Gesetzes, NJW

1977, S.1314; Ossenbühl, Vorrang und Vorbehalt des Gesetzes, HdbStR III,

1988, §62, Rz.15; Kloepfer, Der Vorbehalt des Gesetzes im Wandel, JZ 1984,

S.686f.

13) 우리 헌법의 경우,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제1조 제2항), 행정부의

수반인 통령은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직 선출된다(제6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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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이유이자 목표로 삼고 있다.

나. 國家課題의 變化

19세기 국가의 주된 과제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침익 행정을

통하여 국가공동체의 공공질서와 안녕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19세기 국

가의 성격은 일차 으로 침해 국가이며, 19세기 국가의 성격에 상응

하는 것이 바로 侵害留保로서의 법률유보이다.

19세기 유럽에서 경제 자유주의 내지 자유방임주의가 고도로 발달

하자, 부의 편재와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근로자계 이 형성되고,

독․과 등으로 인하여 자유경쟁 시장의 자동조 기능이 마비되는

등, 더 이상 사회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본주의경제의 자기부정

경향이 노출되었다. 이와 시기를 같이하여 사회주의사상이 유럽에 퍼져

나가자, 명에 의한 헌법의 괴를 방지하기 하여, 社 的 正義의 이

념을 헌법의 규범 안으로 수용하는 것은 그 당시의 피할 수 없는 시

요청이었다. 社 國家原則은 이러한 의미에서 산업 명 이후 유럽국

가에서 발생한 사회문제에 한 ‘헌법 답’이며, 국가의 임무를 소극

으로 치안과 국방의 보장에만 국한시키고, 정조화 믿음에 기 하

여 사회를 그 스스로에게 맡겼던 야경국가, 시민 법치국가에 한 ‘역

사 반응’이었다. 사회정의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함으로써, 가치 립

․사회 립 ․방 국가에 하여 작별을 고하게 되고, 국가가 경

제․사회․문화의 모든 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의 형성을 하여

극 으로 여할 것을 요구하는 사회국가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국가의 성격이 社 的 法治國家로 환되면서, 국가활



577

동의 역과 국가의 과제가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侵害하는 행정뿐이

아니라 국민에게 給付를 제공하는 행정의 역으로 확 되었다. 개인의

자유행사가 국가로부터의 자유뿐이 아니라 국가에 의한 자유, 즉 국가

에 의한 범 한 부행 와 사회국가 노력에 의존하는 오늘날의 사

회 법치국가에서, ‘침해’와 ‘ 부’의 구분의 의미가 감소하 고, 부의

박탈이 자유에 한 침해보다도 개인의 기본권행사에 하여 더욱 요

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14) 뿐만 아니라 오늘날 부행정과 침

해행정을 개념 으로 명확하게 분리하기 어려운 이 있다.

따라서 국가과제의 확장과 함께 사회․경제․문화정책 인 목 에서

제공되는 국가 부의 배분도 법치국가 에서 수혜자와 부의 범

를 측할 수 있도록 법률로써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 基本權制限의 法律留保

고 법률유보는 자유와 재산권에 한 ‘침해’에 하여 법 인 근

거를 요구하는 侵害留保를 의미한다. 그러나 오늘날 개인의 자유와 재

산권이 基本權에 의하여 범 하게 보장되고 있고, 기본권은 단지 ‘법

률로써’, 즉 ‘법률에 의하여 는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될 수 있기 때문

에, 기본권제한에 있어서의 법률유보는 사실상 침해유보와 거의 같은

기능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헌법에 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가 명시 으

로 규정됨에 따라(우리의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 고 인 침해유보

의 헌법 기능과 의미가 크게 약화되었으

14) 컨 국가가 경쟁 계에 있는 기업에게 보조 을 지 하는 것이 당사자 기업

에 과도한 조세를 부과하는 것보다도 기본권의 행사를 해하는 효과가 강력할

수 있다, vgl. Maur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999, §6 Rz.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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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법률유보가 독자 인 헌법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하여 의문이

제기되었다.15)

3. 議 留保와 本質性理論

가. 侵害留保에서 議 留保로의 발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과제의 변화와 국가권력의 민주화로

인하여 법률유보의 배경을 형성한 역사 조건이 근본 으로 변화함에

따라, 오늘날의 의회민주주의에서 법률유보의 원칙을 더 이상 의회와

집행부의 립 계로 설명할 수 없게 되었고, 그 결과 헌법질서 내에서

의 法律과 法律留保의 意味에 하여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

게 되었다.

고 법률유보의 사상 기 가 되었던 의회와 정부간의 정치

립 계가 사라짐으로써 법률유보는 더 이상 헌법 으로 정당화되지 않

는 원칙인가? 정부와 여당의 정치 이해 계가 일치하고 정부도 민주

정당성을 부여받았다면, 공동체의 요한 결정에 하여 의회나 집

행부 가 결정하더라도 무 하지 않은가? 행정부에 하여 의회의 지

를 강화하고 확보해야 한다는 헌법 요청인 법률유보는 불필요한 것

인가? 아니면 오늘날의 권력분립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법률유보는

여 히 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침해를 제로 하는 고 법률유보의 한계와 불충

15) 그러나 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자의

형성권을 制限하고자 하는 것인 반면, 일반 법률유보는 입법자의 결정권한을

유지하고 强化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에서 그 기능이 근본 으로 다르다, vgl.

Kloepfer, Der Vorbehalt des Gesetzes im Wandel, JZ 1984, S.687; Ossenbühl,

in: HdbStR Bd.III, 1988, §62, Rz.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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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함은 특히 부행정과 국가조직의 역, 정치 으로 요한 기본결

정의 역에서 드러났는데, 독일의 경우, 이러한 역들에 하여는 기

본권침해의 여부와 계없이 일반 으로 의회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

다는 견해가 일 이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과제에 새로이 편입된

역에 하여 법률유보의 문제가 발생하 으며, 법률유보의 범 가 침

해의 개념으로부터 분리하여 새로운 기 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할 필요

가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법률유보의 생성배경을 이루는 정치 상황과 국가성격의

변화로 말미암아 법률유보의 의미와 기능이 변화하자, 이에 부응하여

법률유보의 범 를 새로이 정하고 법률유보의 변화한 기능에 부합하는

의회의 지 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두되었고, 독일의 연방헌법재

소는 70년 반부터 ‘본질 인 결정은 입법자에게 유보되어야 한다’

는 소 ‘本質性理論’을 통하여 고 법률유보(침해유보)를 의회유보

로 발 시켰다.

나. 議 留保

(1) 本質性理論이란, 국가의 본질 인 결정에 해서는 의회가 법률로

써 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사실, 본질성이론은 새로운 이론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당연하고 진부한 것이며, 침해유보의 사고 만큼이나 오

래된 것이다.16) ‘자유와 재산에 한 침해의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야 한다’는 侵害留保의 사고도 그 당시 시민사회의 에서 가장 요

한 두 가지 기본권을 ‘본질 인 것’으로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17)

19세기 독일국가의 성격이 본질 으로 침

16) Vgl. Böckenförde, Gesetz und gesetzgebende Gewalt, S.385f.

17) Vgl. Oppermann, Gutachten C zum 51. DJT 1976, C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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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국가이기 때문에, 시민사회에게는 그러한 침해의 不在가 바로

‘본질 ’이었던 것이다. 오늘날 본질성이론을 통하여 실 하고자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 그 당시 침해유보의 개념을 통하여 표 되었던 것이

며, ‘무엇이 법률로써 규율되어야 하는지’를 단하는 기 은 항상 사안

의 ‘本質性’과 ‘重要性’이었다.

법률의 내용이 규율 상의 요성과 본질성에 의하여 특징될 수 있다

는 사고는 이미 독일의 ‘1848년 3월 명’ 이 의 헌법

(Vormärzverfassungen)의 헌법학에서 지배 인 사고이었고,18) 50년

의 연방헌법재 소의 례에서도19) 찾아볼 수 있으나, 70년 에 들어와

서야 비로소 본격 인 의미를 가지기 시작하 다. 본질성이론을 통하여

고 법률유보는 ‘민주국가에서 국가의 본질 인 문제는 국민의 의

기 인 의회에 유보되어야 하고, 의회의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한

다’는 원칙인 議 留保로 발 하 다.

(2) 본질성이론에 그 바탕을 둔 의회유보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요청

을 하고 있다.

18) 獨逸의 憲法史에서 법치국가원칙과 민주주의원칙은 서로 다르게 실 되고 강조되었

으며, 두 원칙 에서 어떠한 원칙에 더 큰 비 을 두는 가에 따라, 법률유보의 내

용과 범 가 달라졌다. 1848년 3월 명 이 헌법(Vormärzverssungen)의 헌법학에

서는 민주주의 , 참여 요소가 법률유보의 심 내용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미

그 당시 “事案의 重要性”의 기 이 법률의 개념을 확정하는 결정 인 역할을 하

다. 기 이 오늘날 다시 연방헌법재 소의 본질성이론을 통하여 부활하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후기 입헌주의 헌법학에서 민주주의 요소는 법치국가 요

소에 의하여 약화되었고,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수권의 근거가 필

요하다는 侵害留保의 이 법률유보의 핵심을 이루었다, 이에 하여 Ossenbühl,

HdbStR III, 1988, §62, Rz.32f.

19) Vgl. BVerfGE 7, 282, 301, 연방헌법재 소는 1958년의 결정에서 이미 “기본법

제80조는 행정부의 입법권을 제한하고 법질서의 내용에 한 입법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한 시도이다. 기본법 제80조는 일정 생활 역을 규율함에 있어서

요한 규정은 스스로 정하고, 세부 인 규율이 행정부에 임되는 경우 제정될 시

행령의 강의 내용이 측될 수 있도록 방향과 범 에 있어서 스스로 결정해야

할 것을 입법자에게 강제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시함으로써 요한 결정에

한 입법자의 입법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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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국가공권력 행 의 성격과 계없이, 모든 본질 인 것은 입법

자가 스스로 정해야 한다. 이로써 법률유보의 범 가 침해의 개념으로

부터 분리되어 부행정 등 체 국가행 의 역으로 확 되었다(法律

留保의 擴大). 고 법률유보의 경우, 행정의 성격이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는 침해행정인가의 여부가 법률유보의 기 이었으나, 의

회유보에서는 이러한 ‘침해’의 기 에서 벗어나 ‘국가가 규율하려는

역이 국민의 기본권행사나 그 실 을 하여 본질 인가’ 하는 을

법률유보의 범 를 정하는 기 으로 삼고 있다.20)

둘째, 본질 인 것은 입법자에 의하여 스스로 확정되어야 한다는 의

미에서, 본질 사안에 한 委任의 禁止이다. 이로써 입법자와 행정

부의 계에서 입법자가 행정부에 立法權을 임하거나 는 裁量行

爲를 할 수 있는 수권을 부여하는 것에 한 제한을 의미한다.

고 法律留保의 원칙은 단지 ‘국가의 침해 행 는 법률에 근거

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므로, 이 경우 입법자는 스스로 규율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권법률을 통하여 그 규율을 행정부에 임할 수도 있다.

즉 고 법률유보는 독 인 의회권한과 임할 수 있는 의회권한을

모두 포함한다. 이에 하여 議 留保는 국가작용의 성격과 계없이

본질 인 것은 입법자가 스스로 정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오로지 독

의회권한만을 포함한다. 고 법률유보

20) 법률유보와 의회유보에 하여 vgl. Kisker, Neue Aspekte im Streit um den

Vorbehalt des Gesetzes, NJW 1977, S.1316f.; Ossenbühl, Vorrang und

Vorbehalt des Gesetzes, HdbStR III, 1988, §62, Rn.32ff.; Kloepfer, Der

Vorbehalt des Gesetzes im Wandel, JZ 1984, S.690f.; Eberle, Gesetzesvorbehalt

und Parlamentsvorbehalt, DÖV 1984, S.485ff.; 한국 문헌으로 조태제, 법률의 유

보원칙에 한 연구, 1992, 46면 이하; 김충묵, 법률유보의 원칙, 행정법학이

론(이명구박사화갑), 1996, 2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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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집행부에 하여 입법자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의회유보는 입법자로 하여 헌법 으로 부여된 입법권을 실제로 행사

하도록 義務를 부과함으로써 입법자의 결정의 자유를 制限하는 것이

다.21) 본질성이론은 입법자를 자신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한다는 의미에

서, 본질성이론을 통한 헌법재 소의 심사는 헌법재 소로 하여 입법

자의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한다.22)

다. 본질성이론의 內容

본질성이론에 의하면,23) 본질 인 사안은 의회의 독 결정권에 속

하며, 의회는 이에 하여 규율해야 할 義務가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자신의 입법권을 포기하거나 다른 국가기 에 임해서는 안 된다. 입

법자는 본질 인 것을 스스로 정해야 하고, 나아가 규율 상이 본질

일수록 법률에 의한 규율이 보다 명확해야 한다.

즉, 본질성이론은 규율의 象뿐만 아니라 규율의 程度를 결정하는

기 으로서, 첫째 어떠한 사안이 의회에 의한 결정을 필요로 하

21) Vgl. Ossenbühl, HdbStR III, 1988, §62, Rz.37, 40; Kloepfer, JZ 1984, S.691.

22) Vgl. Kloepfer, JZ 1984, S.690.

23) 본질성이론에 하여 vgl. Staupe, Parlamentsvorbehalt und Delegationsbefugnis,

1985, S.103ff.; Busch, Das Verhältnis des Art.80 Abs.1 S.2 GG zum Gesetzes-

und Parlamentsvorbehalt, 1992, S.25ff.; v. Arnim, Zur Wesentlichkeitstheorie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DVBl 1987, S.1241ff.; Kisker, NJW 1977, S.1317f.;

Ossenbühl, HdbStR III §62 Rn.41ff.; Kloepfer, JZ 1984, S.689ff.; Eberle, DÖV 1984,

S.487f.; Wehr, Grundfälle zu Vorrang und Vorbehalt des Gesetzes, JuS 1997, S.422f.;

Maur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6 Rn.11ff.; Umbach, Das Wesentliche an der

Wesentlichkeitstheorie, in: Festschrift für H. J. Faller, 1984, S. 111ff.; 국내 문

헌으로는 ‘ 임입법의 한계에 한 연구’(헌법재 연구 제8권), 1996, 207면 이하;

홍기종, 임입법의 한계, 헌법문제와 재 (上), (96. 10), 573면 이하; 김향기, 법

률유보이론의 개와 과제, 공법학의 제문제(김 훈박사화갑기념), 1995, 377면

이하; 조태제, 법률의 유보원칙에 한 연구, 1992, 63면 이하; 김충묵, 앞의 책,

13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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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입법자에 의한 결정의 否) 둘째 입법자가 어느 정도로 상

세하고 명확하게 규율해야 하는가(결정의 方法)에 한 것이다.24)

(1) 이에 따라 본질성이론은 다음의 2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본질 인 것은 행정부에 임해서는 아니되고 입법자가 직

정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본질 인 사항에 한 委任의 禁止이다. 이는

일차 으로 命令制定權이나 조례제정권에 한 제한을 의미한다. 이로

써 본질성이론에 의하여 법률유보의 범 를 확정하는 것은 입법부와 행

정부가 규율할 수 있는 입법범 의 경계확정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본질성이론의 ‘ 임의 지’ 요청은, 입법자가 행정청에게 구체 인 행

정행 를 할 수 있는 수권을 부여하는 경우, 본질 인 것은 행정청의

裁量에 맡기지 말고 스스로 법률에 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25) 즉

‘입법자가 어느 정도로 행정청에게 재량을 부여할 수 있는가’에 하여

본질성이론은 입법자의 형성권에 한 제한을 의미한다.26) 이로써 본질

성이론은, 명시 인 임에 근거하여 본질 인 사항이 행정입법이나 자

치법규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을 지할 뿐만 아니라, 입법자가 본질

인 사항에 하여 일반조항이나 불확정 법개념, 재량규정 등의 형식을

통하여 규율함으로써 潛行的으로 입법권을 임하는 것을 지한다.27)

24) Vgl. BVerfGE 83, 130, 152; Ossenbühl, HdbStR III, 1988, §62, Rz. 4; Kloepfer,

JZ 1984, S.691; Kisker, NJW 1977, S.1317; Wehr, JuS 1997, S.422f.

25) 연방헌재는 행정청에 재량을 부여하는 법률규정의 합헌성을 단함에 있어서, 우

선 본질성이론의 에서 ‘입법자가 국민의 자유와 평등의 역에 련되는 본

질 인 결정을 스스로 하 는가’를 심사하고, 이어서 명확성의 에서 ‘재량규

정이 충분히 명확하게 수권의 범 를 정하고 있는가’를 심사하 다(vgl. BVerfGE

48, 210, 221; 56, 1, 12ff.; 49, 89, 128ff.). 이에 하여 vgl. Cremer, AöR

122(1997), S.262; Kloepfer, JZ 1984, S.691.

26) 그러나 이 경우, ‘본질 인 것은 입법자가 정해야 한다’는 議 留保의 요청과 ‘규

율효과가 할수록, 수권의 명확성에 한 요구는 보다 엄격해야 한다’는 明確

性原則의 내용 구분이 불분명하고, 결국 내용 으로 동일한 요청을 복 으로

하고 있다고 단된다.

27) Vgl. Staupe, Parlamentsvorbehalt und Delegationsbefugnis, S.3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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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의회의 법률이 본질 인 것을 스스로 정해야 한다면, 이는 필연

으로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規律密度’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입법자가 행정부에 입법권을 임하거나 재량권을 부여하는 경우, 법률

이 어느 정도의 도를 가지고 규율해야 하는 가의 문제는 ‘사안의 본

질성’에 달려있다.

(2) 입법자가 스스로 정해야 하는가 아니면 행정입법이나 재량행 에

임해도 되는가, 법률이 어느 정도로 규율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事案

의 本質性에 의하여 단되며, ‘무엇이 본질 인가’ 하는 것은 일반 으

로 헌법규범에 의하여, 특히 헌법상의 基本原理와 基本權에 의하여

단된다.28)

연방헌법재 소는 ‘본질 이란 일반 으로 基本權實現에 있어서의 本

質的인 것을 의미한다’고 하여29) ‘본질성’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있다.

즉, 基本權的 重要性이 본질 인 것을 악하는 요한 기 인 것이다.

따라서 사안이 당사자의 기본권실 에 미치는 효과가 할수록, 입법

자가 스스로 정해야 하며 보다 명확하게 규율해야 한다.30) 한편, 사안이

一般國民에 하여 가지는 全般的 意味나 사안의 政治的 重要性은31) 사

안의 본질성을 시사하는 하나의 징표이기

28) 표 으로 BVerfGE 49, 89, 127; 95, 267, 307f.; 98, 218, 251.

29) Vgl. BVerfGE 34, 165, 192f.; 40, 237, 249; 45, 400, 418; 47, 46, 79, 이 결정에서

연방헌법재 소는 ‘어떠한 문제가 본질 인 것인지, 그 때문에 그에 한 결정이

입법자에 유보되어야 하거나 아니면 어도 내용 으로 명확한 의회의 수권에

근거하여 내려져야 하는가의 단에 있어서 기본권의 보호가 요한 을 제

공한다. 기본권 으로 요한 역에서 본질 이라는 것은 일반 으로 기본권의

실 에 있어서 본질 이라는 의미이다. 性敎育科目의 도입과 련하여 부모의 교

육권․자녀의 기본권과 국가의 공교육에 한 권한이란 상충하는 법익간의 한계

를 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계설정은 당해 기본권의 실 에 본질 이기 때문에

입법자가 스스로 법률로써 해야 한다.’고 설시하 다; 58, 257, 268f.; 98, 218, 251.

30) 표 으로 BVerfGE 58, 257, 274; 98, 218, 252.

31) 일반국민의 반 인 생활 계에 지 한 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찬반의 논쟁과 국민의 참여를 통하여 공개 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政治

的으로 重要한 사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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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지만, 본질성을 악하는 기 으로는 무 모호하기 때문에, 연

방헌법재 소는 명시 인 기 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다.32)

라. 獨逸聯邦憲法裁判所의 判例

1960년 말까지 特別權力關係에서의 기본권침해나 국가의 給付行爲

는 법 인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독일 연방행정법원의 일

된 입장이었다. 특히 국가와 학생․군인․공무원․재소자의 계에서

는 개인의 기본권이 용되지 않으며 이와 같은 특별권력 계는 행정규

칙에 의하여 규율하도록 행정청에 임될 수 있다는 것이 과거의 지배

인 견해 다. 그러나 1970년 들어오면서 연방헌법재 소가 법률유

보의 범 를 확장하기 시작하 다. 이에 한 주요결정은 다음과 같

다.33)

(1) 1972년의 “재소자 결정”(BVerfGE 33, 1)

재소자의 서신이 行政規則에 근거하여 개 되고 검열되는 법 상황

이 심 의 상이 된 사건에서, 연방헌법재 소는 ‘특벌권력 계에서의

기본권침해의 경우에도 법 인 근거를 필요로 한다’고 시함으로써 재

소자의 서신검열에 하여 입법자가 스스로 정할 것

32) Vgl. BVerfGE 49, 89, 126, 98, 218, 251, “그러나 사안이 정치 으로 논란의 상

이 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서 이러한 사안이 본질 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Eberle, DÖV 1984, S.487; Kloepfer, JZ 1984,

S.692; a. A. Maur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6 Rz.11; Wehr, JuS 1997,

S.422.

33) 연방헌재의 례를 소개한 문헌으로는 vgl. Umbach, Das Wesentliche an der

Wesentlichkeitstheorie, in: Festschrift für H. J. Faller, 1984, S.115ff.; Pietzcker,

Vorrang und Vorbehalt des Gesetzes, JuS 1979, S.714f.; Richter․Schuppert․

Bumke, Casebook Verfassungsrecht, 4. Aufl. 2001, S.315ff.; Maur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999, §6 Rn.12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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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구하 다.

(2) 1972년의 “ 門醫 결정”(BVerfGE 33, 125)

이 결정은 ‘어떠한 것이 직업단체의 자율 인 조례제정권에 임될

수 있으며, 어떠한 사안에 하여 입법자가 스스로 정해야 하는가’ 하는

입법자와 조례제정권자의 결정 역의 경계를 정하는 것에 한 것이다.

어떤 산부인과 의사가 자신의 직능 역을 넘어서 의료행 를 하 고

이에 따라 의사직업규칙을 반했다는 이유로 직업재 소에 의하여 선

고를 받았는데, 공법인인 의사 회의 직업규칙은 ‘직업규칙은 의사 회

가 제정한다’는 주법상의 포 인 수권규정에 근거하고 있었다. 연방헌

법재 소는 이 결정에서 ‘어떠한 경우에 개인의 자유권이 요한 공익

에 양보해야 하는가에 하여는 일차 으로 입법자가 결정해야 하며,

입법자는 이와 같은 결정의무를 임의로 피할 수 없다.’고 시하 다.

(3) 1972년의 “ 학입학 정원제” 결정(BVerfGE 33, 303)

특정 학과의 지원자수가 입학정원을 과하는 경우 신입생은 선별

차를 통하여 선발되며 선별 차의 구체 인 것은 大學이 정하도록 규정

한 州法 規定에 하여, 연방헌법재 소는 ‘입법자는 근본 인 결정을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권 요성에 비추어 입학기 과 선별

기 을 스스로 확정해야 한다’고 하여, 정원제와 선별 차에 하여 법

률로써 규정할 것을 요구하 다.34) 이 결정은

34) 연방헌법재 소는 구체 으로 ‘ 학교육의 역에서 국가는 사실상의 교육독 권

을 가지고 있으며(독일의 경우 학은 원칙 으로 주립 학임), 학교육을 받아

야만 실 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직업에 한 자유를 행사하기 해서는 학교

육을 받아야 한다는 에서, 정원제의 도입과 선별규정은 학교육을 받음으로써

나 에 직업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개인의 기회에 하여 결정하게 된다. 따

라서 국가 부에의 참여(즉 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직업의 자유란

기본권을 실 하기 한 필연 제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법자는 정원제

선별 차에 하여 스스로 규율해야 하며, 이를 다른 국가권력에 임해서는

안된다. 입법자는 모든 본질 요건을 스스로 규범화해야 한다.’고 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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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성이론을 본격 으로 도입한 표 결정으로 간주되고 있다.

(4) 敎育制度에 한 다수의 결정35)

의회유보의 요청이 본질성이론의 형태로써 교육의 역에서 철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70년 에 들어서기까지 교육정책상의 요한 결정

은 모두 교육부장 의 고시(Erlaß)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교육 역에서

의 국가행 는 침해의 성격보다 부 성격이 강하거나 는 침해와

부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국가행정이기 때문에, 종래의 법률유보의

사고로는 입법자가 침해 성격이 없는 역에서의 요결정을 행정부

에 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바로 여기에 종래의 법률유보의 한

계가 있었다.

(가) 70년 에 비로소 시작된 교육 역에서의 법률유보의 실 은 부

분 으로는 고 인 침해유보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학생을 퇴학, 유

시키는 조치는 의심의 여지없이 기본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연방헌법재

소는 ‘학칙 반으로 인한 징계조치로서 취하는 퇴학조치는 법률에 근

거해야 한다’고 하여 학교 역에서의 기본권침해도 법 인 근거를 필요

로 한다는 것을 확인하 다(1976. 1. 27. BVerfGE 41, 251, 259ff.). 나아

가 학업부진으로 인하여 퇴학조치를 취하는 경우, ‘ 學은 장래 특정한

직업에 근하는 가능성을 박탈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하게 제한

하기 때문에 입법자가 퇴학의 조건에 하여 직 규율해야 하지만, 留

級의 경우 기본권의 제한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한 규율을 행

정입법에 임할 수 있다’고 시하 다(1981. 10. 20. BVerfGE 58, 257,

275ff.).

35) 특히 교육제도에서의 본질성이론에 한 문헌으로는 Niehues, Der Vorbehalt des

Gesetzes im Schulwesen, DVBl 1980, S.465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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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외의 결정들은 모두 교육제도에 한 기본결정에 한 것이

다. 교육목 의 확정, 교과과목의 확정, 주5일제 수업의 도입 등에 한

문제는 학부모 학생의 기본권의 행사나 실 에 간 으로 향을

미치기는 하나, 개인의 기본권에 한 침해라 하기보다는 국가의 교육

방침과 기본 인 학교조직상의 문제이다. 교육제도의 기본결정에 한

문제에서는 침해 요소와 부 요소가 서로 혼재하고 있기 때문에

침해와 부의 구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본권보호의 에서

고등학교 상 학년(Oberstufe)의 개 이 필요한가 아니면 제2의 외국어

를 필수과목으로 도입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시행령으

로 규율해도 되는가 아니면 입법자의 법률을 필요로 하는가의 문제에

한 것이었다. 즉 논의의 상이 된 것은 더 이상 법률의 내용이 아니

라 규율의 형태, 규율의 권한, 규율의 차에 한 것이었다. 따라서 기

본권침해를 의미하지 않는 정치 기본결정에 하여 행정부에 입법권

을 임하는 것을 지하는 기능은 침해유보에 의해서는 해결될 수 없

었고, 본질성이론에 기 한 의회유보가 ‘입법자에게 독 결정권이 있

고 행정부에 임되어서는 안 되는 역’을 확정하는 헌법 기능을 하

게 되었다.

연방헌법재 소는 성교육을 학교과목으로 포함시킨 것에 한 ‘性敎

育 決定’에서 성교육과목의 도입을 교육 역에서 입법자가 스스로 정해

야 할 본질 문제로 간주하 다(1977. 12. 21. BVerfGE 47, 46, 79).

한, 고등학교 上級學年의 改革(Oberstufenreform)에 해서도 입법자가

본질 인 결정을 스스로 해야 하며 문교행정에 임해서는 안 된다고

단하 다(1977. 6. 22. BVerfGE 45, 400, 418ff.). 한편, 이에 하여

‘맞춤법표기에 한 개 ’36)이나 ‘주 5일 등교제’37) 등은 입법자에 의한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본질 인 사안이라

36) BVerfGE 98, 218, 251.

37) BVerwGE 47, 201, 205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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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결정하 다.

(5) 1978년의 核發電所 결정(BVerfGE 49, 89)

‘핵발 소의 허가요건은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기본권 으로

단히 요한 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입법자가 본질 인 결정을 스스

로 해야 하는데, 허가요건을 규정하는 핵발 소법규정은 단지 “과학과

기술의 수 에 따른 필요한 조치”라고 규정할 뿐 구체 인 요건을 정하

고 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에 반된다’는 이유로 법원이 헌제청한 사

건에서, 연방헌법재 소는 핵발 소의 설립을 통한 핵에 지의 평화

이용여부 핵발 소 허가요건은 기본권 으로 요한 역에서의 본

질 사항으로서 입법자가 스스로 정해야 한다고 제한 후, ‘어떠한

역에서 국가행 가 법률에 의한 법 근거를 필요로 하는가는 오로지

각 규율 상과 규율효과에 비추어 단될 수밖에 없다’고 시하면서,

핵발 소법에서 입법자는 이에 한 사항을 규율하 음을 확인하 다.

이어서 규정이 충분히 구체 인가를 심사하 는데, 연방헌법재

소는 ‘입법자가 스스로 법률로써 결정을 하 다면, 헌법상의 법률유보

(의회유보)의 다른 요청을 이행했는가, 즉 심 상 규범을 통하여

입법자가 본질 인 것을 스스로 정하 는가 하는 것이 심사되어야 한

다. 이로써 문제가 된 핵발 소법규정이 수권규범에 한 명확성의 요

청에 부합할 만큼 내용 으로 확정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고 설시함으로써, 의회유보에서 생하는 ‘규율 도의 ’은 ‘법률의

명확성원칙’과 사실상 일치한다는 것을 시사하 다. 결국 “과학과 기술

의 수 에 따른 필요한 조치”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는 핵발 소

법규정은 기술발 에 부응하는 기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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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규정이라는 단에 이르러, 법규정을 합헌

으로 결정하 다.

(6) 1980년의 “조세핀 무첸바하” 결정(BVerfGE 83, 130)

연방헌법재 소는 이 사건에서 ‘법률유보는 국가와 국민간의 실체법

계에서만이 아니라 行政組織과 行政節次에 해서도 확 된다’는

것을 확인하 는데, 법률유보의 범 를 행정 차에도 확 한 것은 ‘기본

권은 차와 조직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사고에 기인하는 것이

다. 이에 따라 행정의 구조와 조직, 행정주체의 설립, 청의 할, 행정

차의 형성은 그 강에 있어서 법률로써 확정되어야 한다.

이 결정은 Mutzenbach라는 오스트리아 빈 창녀의 자서 소설(고

음란서 )을 청소년 유해서 목록에 포함시킨 것에 하여 소

설의 출 업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인데, 청구인은 ‘입법자가 기본권

행사의 본질 인 문제에 하여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데, 심 상인

법규정이 유해서 목록에의 수용여부를 정하는 聯邦 審査委員 의 構

成에 하여 불충분하게 규율하 기 때문에 헌이다’라고 주장하 다.

‘청소년유해서 의유포에 한법률’은 청소년유해서 에 하여 그 목록

을 작성하도록 규정하 고, 유해서 의 선정은 연방심사 원회가 담당

하도록 하면서, “연방심사 원회는 연방(청소년․가족․여성․보건부)장

이 임명하는 원장 1인과 각 주 정부가 임명하는 각 1인의 원

연방장 이 임명하는 그 외의 원들로 구성된다”고 규정하 다. 이

사건에서 심 의 상이 된 조항은 바로 심사 원회의 구성에 한 조

항이었다. 연방헌법재 소는 ‘입법자가 원의 선발 차에 하여 불충

분하게 규율하 기 때문에 헌이’라고 결정하 다.38)

(7) 그러나 한편으로는 연방헌법재 소는 ‘헌법이 모든 것을 법률

38) 연방헌재는 이 사건에서 본질성이론과 련하여 다음과 같이 시하 다: ‘본질
성이론은 어떤 특정한 상이 법률로써 규율되어야 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
이 아니라, 입법자에 의한 규율이 어느 정도까지 상세해야 하는가를 단하는
요한 기 을 제시한다. 서로 충돌하는 자유권의 한계를 정하는 行政節次의 形成
도 입법자가 스스로 규율해야 하는 역에 속한다. 이 사건의 경우 입법자는 공
인 과제도 수행하면서 동시에 술의 자유도 보장할 수 있는 차를 마련해야
한다. 기본권을 차규정을 통하여 실 해야 한다는 요청은 일차 으로 입법자에
게 부과된 과제로서, 행정 차가 기본권에 의하여 보호된 지 에 직 향을 미
친다면, 차규정은 기본권의 보호를 하여 법률로써 확정되어야 한다. 입법자
가 법률로써 규율해야 할 행정 차( 원회의 구성)는 청소년유해서 의 선정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가능한 모든 을 악하고 고려할 수 있게끔 다원
으로 형성되어야 하므로, 입법자는 임명될 수 있는 원이 속하는 인 집단․사
회단체 각 원이 어떻게 선발되는지에 하여 보다 자세하게 규율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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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정해야 한다는 부유보를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 으로

요한 모든 결정을 입법자가 해야 한다는 요청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하여 의회유보의 과도한 확 에 하여 경고하 다.

이와 련하여 “ ‘맞춤법표기에 한 개 ’과 같이 정치 으로 큰 논

란이 있고 국민 모두에게 련된다고 하여 입법자가 법률로써 정해야

하는 본질 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 고(BVerfGE 98, 218,

251f.), ‘미국의 거리 핵미사일을 독일 토에 배치하는 것은 독일 국

민 모두에게 계되는 매우 요한 사안이기는 하나, 이에 한 의회의

동의가 법률의 형태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시하 다

(BVerfGE 68, 1, 108).

마. 본질성이론에 한 批判

본질성이론이 크게 기여한 바는, 연방헌법재 소가 오늘날의 사회

민주국가에서 변화한 법률유보의 기능에 부합하게 법률유보를 종래의

‘침해’ 개념으로부터 분리하여 새로운 개념인 ‘본질성’을 기 으로 하여

그 범 를 다시 확정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 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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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러나 개별 인 경우 ‘본질성’을 기 으로 하여 의회유보의

용 상과 범 를 단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독일 학계

의 지배 인 견해이다.39) 즉, 본질성이론은 ‘무엇이 그 게 요하고

근본 이고 본질 이기 때문에 입법자가 스스로 정해야 하는가’에

하여는 어떠한 신뢰할만한 기 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질성이론의 문제는 바로, ‘무엇이 본질 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다.

‘무엇이 정말 요하고 본질 인가’하는 질문은 필연 으로 ‘무엇을 기

으로 하여’ 요하고 본질 인가 하는 질문을 제기한다. 물론, 연방헌

법재 소는 ‘본질 이란 무엇보다도 基本權의 實現이나 行使에 있어서

의 本質性, 즉 基本權的 重要性이’라고 본질성의 성격을 구체화하고 있

다. 이로써 연방헌법재 소는 ‘기본권 侵害의 성’이란 표 신 ‘기

본권 요성’(Grundrechtsrelevanz)이란 표 을 사용함으로써 본질성

이론이 기본권침해의 역만이 아니라 기본권실 의 모든 요한 역

을 그 용 상으로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40)

그러나 오늘날 기본권 연 성과 요성을 가지지 아니한 국가의 행

가 거의 없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의 기본권

39) 본질성이론의 불명확성에 한 비 으로는 Vgl. Kloepfer, JZ 1984, S.692;

Kisker, NJW 1977, S.1317; Böckenförde, Gesetz und gesetzgebende Gewalt,

S.398; Eberle, DÖV 1984, S.487; Ossenbühl, DÖV 1980, S.550.

40) 국민의 기본권이 실 되기 해서는, 우선 국가가 국민의 자유권을 부당하게 침

해하지 말아야 할 뿐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 개인이 각자 자유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실질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컨 국가는 국민의 직업의 자유

를 과도하게 규율해서는 안될 뿐이 아니라 일자리가 없는 자에게 직업의 자유는

무의미하다는 에서 국민이 각자 직업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그 실질

조건, 즉 가능하면 완 고용의 상태를 실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오늘의

사회 법치국가에서 기본권의 실 은 국가로부터의 자유의 보장과 다른 한편으

로는 국가에 의한 극 인 행 , 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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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이나 연 성이 존재해야만 입법자가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사 에 밝 지지 않는 한, ‘기본권 요성’의 기 은 본질 인

것과 비본질 인 것의 구분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불확실한 기 이

될 수밖에 없다는 데에 본질성이론의 약 이 있다.41) 뿐만 아니라, 본질

성이론을 擴張的으로 용하는 경우, 국민의 기본권행사와 련된 거의

모든 국가의 결정이 본질 인 사안으로서 입법자에 의하여 스스로 행해

져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입법자가 법률로써 직 결

정해야 하는 의회유보의 규율범 가 지나치게 확 됨으로써 과 한 업

무부담으로 인하여 의회가 제 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될 험이 있

다.42)

따라서 독일의 학계에서는 “본질성”이란 기 에 하여 심지어 ‘법논

리상의 산선고’, ‘막다른 골목’, ‘이론이라고 할 수 없는 이론’이라는

비 이 있다.43) ‘입법자가 공동체의 본질 이고 요한 것을 스스로 정

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타당하지만, 한 반면에 그만큼 진

부하고 아무런 구체 인 것을 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본질

인 것’과 ‘비본질 인 것’의 경계를 합리 이고 신뢰할만한 기 을 근거

로 하여 설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부분의 경우 이에 한 결정

은 개인 결단에 기인한다는 에서,

41) 를 들자면, 연방헌법재 소는 학교에서 학생을 學시키는 조치는 특정 직업에

의 근가능성을 차단하고 이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행사할 기회를 제한하기

때문에, 본질 사안으로서 입법자에 의한 결정을 필요로 한다고 단한 반면,

학생을 留級시키는 조치는 당해 학생의 기본권을 보다 게 제한하는 조치로서

행정부의 시행령으로 규율될 수 있다고 단하 다(vgl. BVerfGE 58, 257,

275f.). 그러나 유 조치도 재학기간을 1년 연장시키며 퇴학조치의 사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에서 입법자가 스스로 정해야 할 본질 인 사안이라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

42) Vgl. Eberle, DÖV 1984, S.485f.; 연방헌법재 소 스스로도 본질성이론의 지나친

확장에 하여 경고하고 있다, vgl. BVerfGE 49, 89, 125f.

43) 이러한 학계의 비 을 소개한 것으로는 컨 Umbach, Das Wesetliche an der

Wesentlichkeitstheorie, S.12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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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성이론이란 헌법재 의 결단이 이론 틀을 쓰고 나타난 것에

지나지 않으며, 본질 인 것은 결국 헌법재 소가 본질 인 것으로 간

주한 것이다’라는 견해도44) 있다.

따라서 본질성이론은 구체 으로 용가능하거나 독일의 례와 학계

에 의하여 완성된 헌법 이론이 아니라, 연방헌법재 소가 변화한 헌

법 실에 직면해 더 이상 그 로 용할 수 없는 침해유보의 개념을 벗

어나 법률유보를 새롭게 설정해보고자 하는 하나의 시도로서, 법률유보

의 변화한 기능에 한 이해를 돕고 의회유보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하

나의 논거로 악해야 한다. 연방헌법재 소는 법률유보의 범 를 새로

이 확정하는 기 으로서 ‘사안의 본질성’이란 기 을 제시하 는데, 무

엇이 본질 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규명되어야 할 과제에 속한다.

바. 본질성이론과 의회유보의 憲法的 根據와 正當性

(1) 오늘날, 입법자가 법률로써 정해야 하는 범 가 개인의 자유와

재산에 한 침해의 경우에 제한되어서는 안되며, 법률유보의 범 가

새로운 기 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에 하여 이론을 제기

하는 사람은 없다고 본다. 다만, ‘어떠한 근거에서’ ‘무엇이’ 입법자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가에 하여 의견을 달리 할 뿐이다.

의회유보의 규율 상과 범 를 확정하기 해서는, 우선 ‘왜 특정한

사안이 의회에 유보되어야 하고 의회의 법률로써 규율되어야 하는가’하

는 이유를 헌법규범에 근거하여 밝 보아야 하며, 의회유보

44) Vgl. Kloepfer, JZ 1984, S.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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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헌법 으로 정당화하는 이유가 규명된 다음에야 비로소, 이러한

이유로부터 의회유보의 규율범 를 한정하는 基準을 이끌어낼 수 있다.

즉, ‘왜 국가의 요한 결정이 입법자에게 유보되어야만 하는지’ 그 이

유에 하여 알아야만, ‘무엇이 요한 결정인지’를 알 수 있고, 나아가

‘이를 단하는 기 ’을 제시할 수 있다.

연방헌법재 소의 본질성이론과 의회유보는 법치국가원칙 민주주

의원칙에 그 憲法的 基盤을 두고 있다.45) 아래에서는 이러한 헌법 기

반으로부터 어떠한 헌법 논거로 본질성이론이 정당화되는지 살펴보기

로 한다.

(2) 法治國家的 觀點에서, 국가의 모든 요한 공권력작용은 국가행

를 사 에 측할 수 있도록 일반․추상 으로 법률로써 확정되어야

한다. 이로써 법률유보는 국민에게 法的 安定性을 보장하고 자의 인

국가행 를 방지하는 요한 법치국가 기능을 한다. 국민의 자유행사

가 국가로부터의 자유뿐이 아니라 국가에 의한 자유, 즉 국가의 범

한 부행 와 사회국가 노력에 의존하는 오늘날의 사회 법치국가

에서, 국민의 자유에 한 제한이 법률에 의한 수권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가 어떠한 조건하에서 국가의 부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도 행정규칙이 아니라 법률로써 정해져야 한다.

그러나 행정부의 법규명령도 규율 상을 일반․추상 으로 규율하며

국민에게 법률과 동일한 정도의 법 측성과 안정성을 부여한다는

에서, 법규명령에 의한 규율도 법률에 의한 규율과 마찬가

45) Vgl. Busch, Das Verhältnis des Art.80 Abs.1 S.2 GG zum Gesetzes- und

Parlamentsvorbehalt, S.26ff.; Böckenförde, Gesetz und gesetzgebende Gewalt,

1981, S.382ff.; Umbach, Das Wesentliche an der Wesentlichkeitstheorie,

S.114f.; Pietzcker, JuS 1979, S.713; Maur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999, §6 Rz.4f.; Kisker, NJW 1977, S.131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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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법치국가 요청에 부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치국가 은

‘일정 사안이 왜 반드시 立法 에 의하여 형식 법률로써 규율되어야

하는지’에 하여 결정 인 해답을 주지 못한다.46)

(3) 民主國家原則으로부터는, 주권자인 국민을 일차 으로 표하는

기 이자 가장 직 인 민주 정당성을 부여받은 의회가 국가공동체

의 요한 문제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요청이 나온다.47) 특히 독일

과 같은 의원내각제의 경우, 의회는 국민에 의하여 직 선출된 의원에

의하여 구성되는 반면, 행정부의 수반인 수상은 의회에서 선출됨으로써

의회로부터 간 으로 민주 정당성을 부여받는다는 에서, 민주

정당성에 있어서 의회의 우 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오늘날 민주국가원칙이 모든 국가권력과의 계에서 완

히 실 되었고 이에 따라 집행부도 민주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다는

, 특히 의원내각제의 경우와는 달리 통령제의 경우 집행부도 국민

으로부터 직 인 민주 정당성을 부여받는다는 등을 고려할 때,

인 구성에 있어서 의회가 보다 직 인 민주 정당성을 가지고 있

다는 형식 인 이 ‘공동체의 모든 요한 결정은 의회에 유보되어

야 한다’는 요청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행정부도 의회에 버 가는 민주

정당성을 지니며 국민의 이익을 변하는 의회민주주의에서의 헌법

상황은, 의회의 동의를 통해서만 집행부의 결정이 민주 정당성을

얻을 수 있었던 입헌군주제 당시의 상황과는 완 히 다른 것이다. 의회

와 행정부 사이에 존재하는 형식 인 민주 정당성의 미세한 차이는

의회유보의 요청을 정당화하는 결정 인 이유가 될 수 없다.48)

46) Vgl. v. Arnim, DVBl 1987, S.1242; Eberle, DÖV 1984, S.488f.

47) Vgl. BVerfGE 33, 125, 159.

48) Vgl. v. Arnim, DVBl 1987, S.1242f.; Eberle, DÖV 1984, S.489; Pietzcker, JuS

1979, S.713; Staupe, Parlamentsvorbehalt und Delegationsbefugnis, S.167ff.;

Busch, Das Verhältnis des Art.80 Abs.1 S.2 GG zum Gesetzes- und

Parlamentsvorbehalt, S.35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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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원칙으로부터는 ‘왜 의회유보의 상이 되는 사

안이 반드시 法律로써 규율되어야 하는지’ 설명될 수 없다. 의회는 반드

시 법률에 의하지 않더라도 산에 한 결정이나 국회의 의결 등 국가

기 내부의 행 를 통해서도 행정부를 통제하고 공동체의 요한 결정

을 내릴 수 있다.49) 민주주의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의회유보는 본질상

規律 象에 한 留保이지 규율형식에 한 유보가 아닌 것이다. 의회

에 의한 규율은 형식 법률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단순한 의회의 의결

등 다른 형태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민주주의원칙에 부합한다.50)

(4) 의회유보의 요청은 헌법상의 權限․機能秩序에 비추어 의회가

그 구성이나 기능, 차에 있어서 공동체의 요한 결정을 내리기에 가

장 합한 국가기 이라는 데 그 근거를 두고 있다.51) 국가권력을 배분

하고 다양한 국가기능을 상이한 국가기 에 귀속시키는 문제는, 모든

국가결정이 가능하면 타당하게, 즉 그 조직, 구성, 기능 차에 따라

결정을 내리기에 가장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국가기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한다는 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소 ‘기능 에

의한 권력분립원칙’).52)

議 에서의 意思決定過程은 국민의 다양한 견해와 이익을 인식하고

교량하여 공개 토론을 통하여 국민 표로 구성된 다원 인 구성

의 합의체에서 결정하는 과정이며, 이로써 일반국민과 야당

49) Vgl. Kisker, NJW 1977, S.1315; Pietzcker, JuS 1979, S.713.

50) Vgl. Ossenbühl, in: HdbStR Bd.III, 1988, §62, Rz.39.

51) Vgl. BVerfGE 49, 89, 139; 68, 1, 86.

52) Vgl. BVerfGE 68, 1,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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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 을 허용하고 그들의 참여가능성을 개방하고 있다는 에서,

비 과 공개토론의 여지가 없는 실에서 문 료들에 의하여 제정되

는 행정입법과는 달리, 공익의 발견과 정당한 이익조정을 하여 보다

합한 민주 과정이다. 행정입법 차나 행정 차와 비교할 때 議 立

法의 民主的 價値는, 의회가 정부에 비하여 인 구성에 있어서 보다

직 인 민주 정당성을 부여받았다는 보다는 바로 ‘節次에 의한

民主的 正當性’에 있다.53) 입법 차와 행정 차는 기 구조와 결정 차

의 차이로 인하여 차의 결과인 결정에 상이한 의미와 민주 정당성

을 부여한다. 입법 차는 행정 차와 비교할 때 논의와 결정과정의 公

開性을 보장한다. 행정 차의 민주화와 더불어 원회 등의 참여가능성

을 개방하 다 하더라도, 의회의 결정 차는 상충하는 다양한 이익을

조정하기에 보다 합한 차이다.

입법자가 특정 사안에 하여 법률로써 규율해야 한다는 요청은, 정

치 으로 요한 문제에 하여 최종 으로 결정되기 에 의회에서의

공개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장한다. 의회유보의 요한 기능은

법률로 규율되어야 할 사안에 하여 반드시 ‘의회가’ 결정해야 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의회와 행정부 모두 국민의 이익을 변

하는 민주국가, 특히 집행부와 의회의 정치 이해 계가 일치하는 의

원내각제의 국가에서 ‘의회와 행정부 가 결정하는가’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정말로 요한 것은 의회의

53) Vgl. Staupe, Parlamentsvorbehalt und Delegationsbefugnis, 1985, S.201ff.;

Busch, Das Verhältnis des Art.80 Abs.1 S.2 GG zum Gesetzes- und

Parlamentsvorbehalt, 1992, S.37f.; Kisker, NJW 1977, S.1315; Ossenbühl,

Aktuelle Probleme der Gewaltenteilung, DÖV 1980, S.549; Gassner, ZG 1996,

S.47ff.; Eberle, DÖV 1984, S.489; v. Arnim, DVBl 1987, S.1244f.; Maur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999, §6 Rz.19; 한국 문헌으로 조태제, 법률의

유보원칙에 한 연구, 119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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立法節次에서 이루어지는 공개 토론과 그에 앞서 사 으로 이루

어지고 의회의 결정에 향을 미치는 일반국민의 공 토론이다.

그러므로 의회입법의 특별한 민주 정당성은 바로 의회입법 차에

있는 것이다. 연방헌법재 소는 다수의 결정에서 의회입법 차에서의

논의와 결정과정에서 고도의 公開性(Öffentlichkeit)이 보장된다는 을

역설하 다.54) 결정과정의 공개성은 의회 차의 핵심 요소이다. 바로

결정 차의 공개성으로 인하여 규율사안과 련된 이해당사자와 일반국

민의 심이 유발되고 공 토론이 이루어짐으로써 입법 차는 규율

상과 련된 모든 요한 이익과 이 인식되어 결정과정에서 고려되

고, 상충하는 이익간의 정당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장한다.55) 결

과 으로, 입법 차를 통하여 공익과 사익 는 다양한 사익간의 정당

한 이익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내용 으로 올바른 결정, 즉 공익발견의

기회가 증가하는 것이다.56) 즉, 결정 차의 타당성이 결정결과의 내용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특정 규율 상이 의회의 법률에 유보되어야 한다면, 이는 바로

의회입법 차의 특수성인 公開的 機能과 이를 통한 利益調整機能에 기

인하는 것이다.57) 따라서 의회입법 차의 민주 가치가 의회유보와 본

질성이론을 가장 설득력있게 논거할 수 있는 결정 근거이다.

54) Vgl. BVerfGE 40, 237, 249; 41, 251, 260.

55) Vgl. v. Arnim, DVBl 1987, S.1244.

56) 공익이란, 그 자체로서 국가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거나 일방 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상충하는 다양한 이익의 립과 경쟁을 통하여 나오는

조화와 타 의 산물이다.

57) Vgl. Kisker, NJW 1977, S.1315; Eberle, DÖV 1984, S.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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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의회유보의 範圍를 단하는 基準

(1) 따라서 의회유보를 헌법 으로 정당화하는 가장 결정 인 근거

로부터 의회유보의 범 를 확정하는 기 을 이끌어낸다면, ‘입법자는 立

法節次의 必要性이 존재하는 사안에 한 결정을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한편, 기본권의 보호를 통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인격발 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국가권력의 존재이유

이자 궁극 인 목 이라는 , 의회의 개입을 통하여 개인의 자유를 보

호하고자 하는 것이 법률유보이론의 출발 이었으며, 한 행 헌법도

제37조 제2항에서 ‘기본권에 한 제한은 법률로써만 가능하다’는 기본

권제한에 한 일반 법률유보조항을 명시 으로 두고 있다는 과 오

늘날 자유의 제한과 부의 박탈은 개인의 기본권행사에 있어서 동일하

게 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을 감안한다면, 기본권의 실 에 있

어서의 요성, 즉 基本權的 重要性도 의회유보의 범 를 단하는 일

차 기 이다.

그 다면, 의회유보의 규율 상을 확정하는 요한 기 은 무엇보다

도 ‘규율 상의 기본권 요성’과 의회 차의 공개성과 이익조정기능

에 비추어 ‘입법 차에서 규율되어야 할 고도의 필요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58) 의회 차의 민주 가치가 ‘의회가’ 결정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

라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는 입법 차의 특성(공개

58) Vgl. Böckenförde, Gesetz und gesetzgebende Gewalt, 1981, S.384; v. Arnim,

DVBl 1987, S.1245f.; Staupe, Parlamentsvorbehalt und Delegationsbefugnis,

S.113-128; 한국 문헌으로는 조태제, 법률의 유보원칙에 한 연구, 1992, 144면

이하; Kisker, NJW 1977, S.1318, ‘기본권의 실 에 있어서 본질 인가’의 과

함께, 공동체 내의 분쟁이 해결되어야 하는 경우, 의회 차는 필요하고 의미가

있다는 이유로 ‘정치 으로 논란이 있는 사안(das politisch Kontroverse)’도 의회유

보의 범 를 정하는 기 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政治的 論爭은 매체나 시

민단체 등에 의하여 유발될 수 있고, 그 결과 정치 논쟁의 제공하는 주체나 그 제

공여부에 의하여 본질 인 것의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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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있으므로, 어떠한 사안이 본질 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

의 여부도 사안의 내용 요성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로 사안에 한

결정이 공개 인 입법 차에서 내려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달려있

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미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규율이 기본권 으로 요할

수록 입법자가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본권 요성’은 지극

히 상 인 개념으로서, 단지 이를 기 으로 하여 의회유보의 범 를

극 으로 확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59) 기본권 요성의 기 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단지 기본권 요성의 기 60)만으로는 ‘무엇이

의회의 입법에 유보되어야 하는가’의 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안이

의회의 입법 차에서 결정될 필요성이 있는가, 공개 토론의 필요성과

상충하는 이익간의 조정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에 의하여 보완되어

야 한다. 의 2가지 기 을 서로 보완하여 함께 사용한다면, 의회유보

의 범 를 단하는 보다 구체 이고 신뢰할만한 기 을 얻을 수 있다

고 생각된다.

(2) 뿐만 아니라, 의회유보의 헌법 근거가 의회입법 차의 민주

가치에 있다면, 바로 이러한 에서 역으로 입법 차의 장 을 살릴

수 없는 규율 상은 의회유보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따라

59) 컨 , “ 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

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구 장애인고용 진등에 한법률규정의 포

임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헌재 2003. 7. 24. 2001헌바96, 공보 제83호, 45),

헌의견은 장애인고용의무가 기본권 으로 요하기 때문에 입법자가 스스로 정

해야 할 본질 사항이라고 단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심 상이 단지 사업주의

직업행사의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만으로 自動的으로 “基本權的으로

重要하고, 따라서 本質的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장애인고용의무의 상

사업자의 범 를 정하는 것이 기본권 으로 요한 사안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별도의 논거를 필요로 한다.

60) 기본권 요성을 단하는 에 하여 한수웅, 헌법재 의 한계 심사기

, 헌법논총 8집, 222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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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으로 규율해도 된다는 도 하나의 기 으로 작용할 수 있

다. 즉, 규율 상이 의회입법 차를 통하여 포 인 이익수렴과정과 정

당한 이익조정과정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입법자에 유보되어

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입법 차의 장 을 살릴 수 없는

事案의 特性을 들자면, 다음과 같다.61)

(가) 규율 상의 특성이 의회유보의 한계를 설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의회의 문 ․기술 능력의 한계, 시간 適應性․臨機性의 한

계가 입법권의 임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로 고려된다.62)

수시로 변화하는 상황에 하여 시에 하고 유연하게 처해야

하는 역에서 의회의 입법 차는 시간이 무 소요되기 때문에 합한

차라 할 수 없다.63) 한, 규율되는 생활 역이 조감할 수 없을 정도

로 다양한 사실 계를 포함하거나, 지극히 기술 ․ 문 인 분야인 경

우, 입법자에 의한 상세한 규율이 곤란하고 이로써 행정부의 규율권한

을 정당화할 수 있다.64) 모든 국가결정이 가능하

61) 아래와 같은 로 분류한 논문으로는 vgl. Eberle, DÖV 1984, S.490ff.; 이와 유사

한 을 제시한 한국 문헌으로는 박윤흔, 최신 행정법강의(상), 2002, 228-230

면; 이강 , 의회유보의 원칙, 월간고시, 1985, 66-68면; 조태제, 법률의 유보원칙

에 한 연구, 1992, 161면 이하.

62) 박윤흔, 최신 행정법강의(상), 2002, 228면.

63) Vgl. BVerfGE 49, 89, 139f.(技術的 安全基準의 측정방법과 인식이 수시로 변화

하는 역에서 법률로써 안 기 을 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안 기 을 기술

발 에 부응하여 계속 발 시키는 것을 방해하고 이로써 기본권의 효율 보장

이라는 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68, 1, 87; Wehr, JuS 1997, S.423f.; Kisker,

NJW 1977, S.1315, Maur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999, §6 Rz.15, 변화하

는 상황에 신속하게 처해야 하는 일부 역(특히 경제정책 에서 단기로 투

입하는 경기부양책 등)에서 입법 차는 유연성이 결여되어 있다.

64) 본질성이론에 있어서도 규율 상의 특성은 무시할 수 없는 요한 요소이다. 본

질성이론에도 불구하고, 본질 인 모든 것이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은 아니

다. 컨 환경보호법상 수해야 하는 오염물배출의 ‘限界値’는 국민의 건강보

호의 이나 기업의 투자 고용정책의 요한 변수로서 국가공동체의 요

한 문제이나, 그럼에도 이를 법률로써 정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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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타당하게, 즉 그 조직, 구성, 기능 차에 따라 결정을 내리기

에 가장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국가기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한

다는 ‘기능상의 권력분립원칙’의 에서 보더라도, 이와 같은 사안

에 한 결정에서는 입법부에 하여 문성과 유연성을 갖춘 행정

부의 장 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행정부의 입법권한이 정당화된다.

(나) 사안의 門的 構造와 本質에 의하여 특정한 내용의 규율이 요

청된다면, 즉 사안의 본질에 내재하는 독자 인 구조(固有法則性)에 의

하여 규율의 내용이 先決된다면, 의회에서의 공개 논의와 이익조정기

능은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입법자가 입법 차를 통하

여 결정하더라도, 동일한 문 이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다.65)

한, 上位의 法原則에 의하여 행정입법의 내용이 이미 先決되는 경

우에는 입법자에 의한 상세한 규율이 불필요하다. 이러한 경우 입법자

가 스스로 정하지 않더라도 헌법에 의하여 직 행정입법에 규율될

강의 내용이 이미 정해지기 때문이다. 헌법이 개인의 자유를 기본권의

보장과 비례의 원칙에 의하여 보호하므로, 특정한 경우 입법자의 형식

법률에 의한 보호가 불필요할 수 있다.66) 입법자가

65) 컨 교육의 역에서는 다수의 사안이 이미 교육의 본질에 내재하는 문

에 의하여 결정된다. 컨 BVerfGE 58, 257, 278(입법자가 留級에 한 규

율을 행정입법에 반 으로 임해도 되는 것은, 유 이란 제도가 능력주의에

기인하고 유 의 여부가 학업목표의 달성에 달려있기 때문에, 임법률이 능력과

유 과의 계를 명시하는 일반 표 을 한다 하더라도 입법권의 임이 내용

구체성을 갖추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입법자가 정하더라도 동일한

교육 문 에 의하여 이미 규율내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소

특별권력 계에 속하는 역(학교, 교도소, 군 )에서의 다수 사안이 규율 역

의 특수성과 특별권력 계의 기능확보에 의하여 이미 결정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66) Vgl. BVerfGE 80, 1, 21f., 시험 차에 하여 행정입법에 임한 聯邦醫師法 규

정의 포 임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시험 련규정은 그 내용에 있어서 직업의

자유, 평등원칙, 법치국가 요청 등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행정부의 규율권

한이 헌법 요청에 의하여 충분히 제한된다고 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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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써 규율의 목 에 한 기본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부가 행정

입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比例의 原則을 수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입법

에 규율되어야 할 강의 내용이 비례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된다면, 행

정입법의 내용에 하여 구체 으로 정하는 입법은 큰 의미가 없다.67)

이러한 경우, 이미 헌법 으로 행정부가 정해야 할 합헌 인 규율내용

의 강이 결정되기 때문에, 의회에서의 공개 논의와 이익조정 차는

결정공간의 결여로 말미암아 큰 소득이 없다.

(다) 행정입법 차가 이해당사자와 일반국민의 참여를 허용하고 다

양한 이익을 고려하고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의회

입법 차와 마찬가지로 공개 논의와 이익조정기능을 보장하는 경우,

의회입법 차를 신할 수 있다는 에서 굳이 의회의 법률로써 규율되

어야 할 필요가 없다.68)

(라) 단지 法律을 執行하는 행정입법(집행명령)의 경우,69) 이미 법률

에 의하여 요한 이익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67) 이러한 상은 특히 비례의 원칙이 처음으로 확립되고 그의 형 인 용 역인

警察行政法이나 秩序維持行政法의 역에서 빈번하게 나타난다. 입법자가 법률로써

구체 인 목 을 정하고 행정부에 임한 경우, 행정부는 특정한 험의 방지라는

구체 목 을 달성하기에 합하고 필요하며 좁은 의미의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규율을 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입법의 내용이 거의 확정될 수 있다.

68) 상충하는 이익간의 법익형량원칙에 따라 제정되는 행정입법 차는 일반 으로

도시계획법과 같은 行政計劃의 역에서 엿볼 수 있다; 한편, 박윤흔 교수는 受

任機關의 이익조정기능에 따라 수권의 명확성이 달라진다고 하고 있다. 즉, 통

령에게 임하는 통령령의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정되지만(즉 어느

정도 상충하는 이익간의 조정이 이루어지지만), 행정각부장 에게 임하는 부령

의 경우에는 당해 부의 입장만을 내세울 소지가 있으므로, 수권의 명확성이 달라

져야 한다고 하고 있다, 최신 행정법강의, 2002, 230면 참조.

69) 執行命令(Ausführungsverordnung)이란 법률집행에 있어 통일성을 꾀할 목 으로

법률을 구체 으로 집행하기 하여 필요한 세부 인 사항을 규율하는 법규명령

이기 때문에, 법률의 내용에 철 하게 종속되는 것으로서 새로운 입법사항을 그

상으로 하거나 국민의 새로운 권리․의무를 규정할 수 없다, 권 성, 헌법학원

론, 2000, 950면; 허 , 한국헌법론, 1999, 93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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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차에 의한 이익조정이 필요하지 않다. 헌법은 제75조에서 “

통령은 …법률을 집행하기 하여 필요한 사항에 하여 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하여 법률을 집행하는 행정입법을 헌법상 포 으로

허용하고 있다.

(3) 결국, 의회유보의 범 를 단하는 기 은 積極的인 基準으로서

‘기본권 요성’과 ‘입법 차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은

입법권의 임을 제한하는 이유, 임 지를 정당화하는 이유이다. 기본

권 요성의 정도를 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회유보의 범 를 정

함에 있어서 규율 상이 입법 차(근본 인 이익조정)를 필요로 하는지

의 이 결정 인 역할을 하거나 어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

다.

이에 하여 消極的인 基準으로서 ‘사안의 특성’을 들 수 있다. 이 기

은 입법권의 임을 정당화하는 이유, 임을 허용하는 이유이다.

극 인 기 만으로 의회유보의 범 를 단하는 것이 불확실한 경우

는 극 인 기 으로 단한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소극 인 기 인 ‘사안의 특성’은 극 기 을 체하거나 보완하는

으로 사용될 수 있다.

Ⅲ. 헌법 제75조의 ‘立法委任의 明確性原則’

1. 委任立法과 立法委任의 개념

헌법 제75조는 “ 통령은 법률에서 구체 으로 범 를 정하여 임받

은 사항… 에 하여 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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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95조는 “국무총리 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 사무에 하여

법률이나 통령령의 임 는 직권으로 총리령 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고 하여 행정부가 입법자로부터 임받은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

음을 규정하고 있다.

委任立法이란, 법률의 임에 의하여 입법자로부터 임받은 입법권

을 행사하여 이루어지는 입법으로서 헌법 제40조의 의회입법에 조되

는 개념이다. 즉 임입법이란, 행정부의 법규명령제정이란 의미에서의

통령령, 총리령과 같은 행정입법을 말한다. 헌법재 소의 례70)나 학

계의 문헌71)은 헌법 제75조의 헌법 요청(“법률에서 구체 으로 범

를 정하여”)을 표 하기 하여 일반 으로 “ 임입법의 한계”란 용어

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용어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뿐이 아니라

의미내용을 왜곡하는 것이다. “ 임입법의 한계”란, ‘행정입법이 법률의

수권 범 내의 것인가’ 하는 행정입법이 유효하기 한 요건 의 하

나인 것이다.72)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행정부에 입법권을 임

하는 수권법률이 충분히 명확한가’ 하는 ‘법률이 유효하기 한 요건’에

한 것이다.

따라서 범 한정 이고 구체 인 임의 원칙을 표 하고자 한다면,

‘ 임입법의 한계’가 아니라 ‘입법 임의 명확성원칙’ 는 ‘입법권을

임하는 법률의 명확성원칙’, ‘포 입법 임의 지 원칙’

70) 헌법재 소의 례에서는 헌법 제75조의 요청을 ‘포 임입법 지원칙’, ‘포

임 지의 원칙’, ‘ 임입법의 한계’ 등 여러 용어를 사용하여 표 하고 있다.

71) 컨 헌법재 연구 제8권( 임입법의 한계에 한 연구)에서 " 임입법"이란

용어를 한편으로는 ‘국회가 행정부에 입법권을 임하는 것’으로, 다른 한편으로

는 ‘ 임된 입법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정입법’으로 이 인 의미로 정의하

고 있다, 책 23-25면 참조.

72) 행정입법의 유효성의 요건은 첫째, 행정부에 충분히 명확한 수권을 부여하는 수

권법률이 존재해야 하고 그 수권법률이 내용상 합헌 이어야 하며, 둘째, 행정입

법이 법률에 의한 임의 범 내에 있어야 하며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 합헌 인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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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표 을 사용하는 것이 할 것이다.73) 즉, 임된 입법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정입법은 ‘ 임입법’으로, 입법자가 행정부에 자신

의 입법권을 임하는 것은 ‘입법 임’으로, 입법권을 임하는 법률은

‘ 임법률 는 수권법률’로, 각 명확하게 구분하여 명칭해야 할 것이다.

2. 法律과 行政立法의 계

가. 산업사회를 맞이하여 국가의 성격이 사회국가로 변화함에

따라 국가 기능과 과제의 확 를 가져왔고, 그에 따라 입법 상도 모든

사회 역으로 확 되었다. 입법권은 원칙 으로 입법자에 속하나, 입법

자가 엄청나게 증가한 규율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므로, 헌

법은 입법자에게 입법권을 부분 으로 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의 사회 법치국가에서 입법권의 임은 의회의 입법부담을 덜

어주고 입법자에게 부여된 본연의 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

기 하여 불가피하다.74) 복잡․다양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에서

날로 증가하는 사회국가 과제를 이행하기 해서는 많은 구체 이고

세부 인 문 ․기술 규정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규정들은 장의

사정에 정통한 해당 집행기 에 의해 규율되는 것이 보다 효율 이며,

상황의 변화에 신속하게 응하는 가능성을 확보하기 해서도 불가피

하다. 만일 이러한 세부 이고 기술 인

73) 따라서 ‘ 임입법의 명확성’이나 ‘포 임입법 지’란 표 도 잘못된 것이다.

74) Vgl. Lepa, Verfassungsrechtliche Probleme der Rechtsetzung durch

Rechtsverordnug, AöR 105(1980), S.338ff.; Ossenbühl, Rechtsverordnung, in:

HdbstR Bd.3, 1996, §64, Rn.2ff.; Maurer, Staatsrecht, 1999, §17, Rz.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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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법률에서 직 규정해야 한다면, 입법자에게 비본질 인 사안

으로 인한 과 한 업무부담을 래하여 정작 신 하고 세심하게 심의․

결정해야 할 본질 인 사안의 해결에 념할 수 없게 할 뿐 아니라, 상

황의 변화에 따라 무 빈번하게 법률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할

것이고, 그 결과 법률에 하여 요청되는 법 안정성과 지속성의 효과

가 하게 감소된다.

입법권의 임은 입법자의 지 와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의 업무를 경감하여 입법자가 공동체의 요한 정치 결정에

념 함으로써 입법권의 의미있는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행정

입법은 의회의 입법을 체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 아닌 문 ․기술 세부사항의 규율을 통하여 입법자의 업

무를 경감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입법 역에서의 입법자와 행정부

사이의 과제배분은 불가피하며, 다만 입법권의 임과 련된 험(입

법권의 포기)을 방지하여 입법자의 책임과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요

하다.

나. 역사 으로 본다면, 법률과 행정입법의 개념 區分과 置는 입

헌군주제의 확립과 함께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다. 권력분립이 이루어지

지 않은 채 군주에게 모든 권력이 집 하는 권력일원화의 시 던

제군주제에서는 입법권은 군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법률과 행정입법이

개념 으로 구분되지 않았다. 그러나 입법군주제와 함께 권력의 분립이

이루어지면서, 입법에 한 군주의 독 권이 해체되어 입법권이 시민을

표하는 의회와 군주의 집행부에 분산되면서, 비로소 법률과 행정입법

이 개념 으로 구분되고 서로 치하게 되었다.75)

75) Vgl. Magiera, Allgemeine Regelungsgewalt(Rechtsetzung) zwischen Parlament

und Regierung, Der Staat 1974, S.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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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 역사상 입헌군주제 이래, 의회와 행정부의 立法權의 竝存과

그 關係는 모든 민주국가의 근본 문제인데, 국가마다 매우 상이한 형

태로 해결되고 있다.76) 컨 독일의 경우, 바이마르 공화국과 나치 정

권 당시 행정부에 의하여 입법권이 남용된 경험을 역사 인 교훈으로

삼아, 기본법 제80조 제1항에서77) 입법권의 임을 엄격한 요건 하에서

만 허용하고 있고, 연방헌법재 소도 포 임의 여부를 엄격한 기 으

로 심사하여왔다.78) 한편, 국이나 랑스와 같은 다른 민주국가의 경

우, 의회의 입법권과 더불어 行政府의 獨自的인 命令制定權이 당연하게

인정되고 있다.79) 한, 미국의 경우, 입법권의 임에 한 명문의 헌

법규정이 없음에도 연방 법원이 이미 19세기 반부터 포 임여부에

하여 심사를 하고 있으

76) 이러한 의미에서 입법 임의 명확성 단에 한 한, 外國의 立法例를 참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임입법의 문제는 특정 시간과 특정 장소에 국한하여, 즉

특정 국가의 행 헌법과 련하여 당해 국가의 立法權의 歷史的 發展 과정을

고려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의회의 업무과 의 상과

함께, 의회의 立法權獨占은 국가의 규율에 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고,

한편으로는 오늘날 모든 국가기 이 직․간 으로 민주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다는 에서 민주 정당성의 요건에 의해서도 헌법 으로 반드시 요청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에 의한 도 을 받고 있다.

77) 독일 기본법 제80조 제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방정부, 연방장 는 주

(州)정부는 법률에 의하여 法規命令을 제정하는 권한을 임받을 수 있다. 이 경

우 법률로써 임된 권한의 內容, 目的 範圍를 확정하여야 한다. 法規命令은

그 법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임받은 권한을 재 임할 수 있음을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임받은 권한의 임을 한 法規命令이 필요하다.”

78) 연방헌법재 소는 활동을 개시한 이래 1968년까지 약 15년 동안 포 임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반 이상을 헌으로 단하 다. 1968년 이후 비록 임의 명

확성원칙에 한 반을 이유로 임법률을 헌으로 선언한 바는 없으나, 여

히 상당히 엄격한 기 을 근거로 심사하고 있다, vgl. Nolte, Ermächtigung der

Exekutive zur Rechtsetzung, Lehren aus der deutschen und der

amerikanischen Erfahrung, AöR 118(1993), S.398f.

79) Vgl. Ossenbühl, Rechtsverordnung, Rz. 13, 컨 , 랑스 헌법에서는 의회의

입법권은 열거 으로 확정되어 있고, 그 외에는 행정부의 독자 인 명령제정권이

존재한다, 이에 하여 자세하게 임입법의 한계에 한 연구(헌법재 연구 제8

권), 1996, 267면 이하 참조; 국의 임입법제도에 하여 임입법에 한 연

구, 법무자료 171집, 1993, 41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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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법권의 임에 하여 매우 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80)

다. 우리 헌법의 경우, 독일과 유사하게 입법권의 임에 한 不信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81) 헌법은 제75조에서 입법권이 소리 없이 행

정부로 이되어 잠식되는 것을 방지하고 입법자가 헌법상 부과된 책임

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첫째, 행정입법의 요건으로서

個別的 法律에 의한 입법권의 委任, 즉 행정입법의 법률 근거를 요구

하고 있다. 즉, 헌법 제75조는 헌법에 의하여 직 부여되는 독자 인

법규명령 제정권을 배제하여 입법자가 개별 으로 법률로써 입법권을

임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부가

80) 미국의 연방 법원은 이미 1825년의 결[Wayman v. Southard, 23 U.S.(10

Wheat.) 1(1825)]에서 ‘規律 象의 重要性에 의하여 임될 수 없는 규율권한과

임될 수 있는 규율권한이 정해져야 한다’고 시하여 독일의 본질성이론과 유

사한 기 에 의한 단가능성을 시사하 으나, 규율 상의 요성에 따른 구분이

사실상 불명확하고 불가능하여 법 불안정성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사고

는 재까지 연방 법원의 례에서 다시 등장하지 아니하 고, 이로써 포기되었

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연방 법원은 1928년의 결[J. W. Hampson, Jr. & Co.

v. United States, 276 U.S. 394(1928)]에서 ‘입법자가 행정입법의 제정에 있어서

방침으로 삼을 수 있는 원칙을 정하는 한, 입법권의 임은 허용된다’는 기본원

칙을 제시하 는데(“intellegible principle”), 이는 입법자가 임의 목 을 어느

정도 분명하게 표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독일 연방헌법재 소의 ‘방침제시설’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독일과 비교할 때 매우 한 기 이라 할 수 있다. '

이해할만한 방침을 제시해야 한다‘는 원칙은 재까지도 입법 임의 명확성여

부를 단하는 기 이다. 연방 법원은 1989년의 결[Mistretta v. United

States, 109 S. Ct. 647(1989)]에서 ’ 복잡해지는 의 사회 상에 비추어

의회에는 범 한 임가능성이 인정되는데, 다만 지나치게 범 하거나 불명

확한 임의 경우에만 포 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시함으로써 임

의 명확성에 한 자신의 입장을 요약하 다. 이로써 연방 법원은 포 임의

지를 단지 ’입법권의 포기나 남용에 한 지‘로 소극 으로 이해하여 매우

한 심사를 해오고 있다. 연방 법원은 1930년 뉴딜 시 에 2건의 사건에서

포 임 지의 반을 확인한 이래 재까지 한 건의 사건에서도 포 임의

에서 헌여부를 단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하여 자

세하게 Nolte, AöR 118(1993), S.380ff.; 임입법의 한계에 한 연구(헌법재 연

구 제8권), 234면 이하.

81) 행 헌법 제75조와 거의 같은 규정내용의 건국헌법 제58조의 制定趣旨에 한

유진오 교수의 설명으로는 임입법의 한계에 한 연구(헌법재 연구 제8권),

46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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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입법권의 임

은 단지 내용 으로 명확한 형태로써만 허용된다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개별법률에 의한 임의 경우에도 행정부에 무제한 으로 입법권을

임하는 것을 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명확성의 요건을 통하여

임권한의 行使方法을 制限하고 있다. 이로써 법률에 규율된 내용을

단순히 집행하는 경우가 아닌 한, 행정부의 입법권은 독자 인 입법권

이 아니라 의회의 임에 기인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법률과 행정입법

의 경쟁 계란 있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헌법은 법률과 행정입법의

계를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75조는 의회의 업무부담을 경감해야 할 필요성과 행정부의 규

율권한을 입법부의 의사에 종속시킴으로써 행정입법의 민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청을 함께 고려하여 조화를 이룬 결과라 할 수 있

다.82) 헌법 제75조가 제시하는 ‘입법 임의 명확성’의 기 을 무 엄격

하게 용한다면, 입법자가 거의 모든 것을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결과

를 래하여 오늘날 엄청나게 증가한 규범의 수요에 부응할 수 없는 결

과에 착하는 반면, ‘명확성’의 기 을 무 완화하여 용하는 경우에

는 입법권의 포기가 용인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긴장

계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이 핵심 문제이다.

3. 입법 임의 명확성여부를 단하는 基準

헌법 제75조는 “ 통령은 법률에서 구체 으로 범 를 정하여 임받

은 사항… 에 하여 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

82) Vgl. Wilke, Bundesverfassungsgericht und Rechtsverordnungen, AöR 98(1979),

S.21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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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임입법의 헌법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임은 “구체 으

로 범 를 정하여” 하도록 하여 임의 구체성․명확성을 요구하고

있다. 즉 행정부도 임받은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단 행정부

에 의한 입법권의 행사는 수권법률이 명확하다는 제 하에서만 가

능하다.

헌법은 ‘委任의 限界’를 정하기 하여 “구체 으로 범 를 정하여”라

는 표 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표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하여

는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83) ‘구체 으로’란 임의 質的, 즉 내용 한

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임의 목 규율사항(내용)과 연 되는 것

이고, ‘범 를 정하여’란 임의 量的 한계라 할 수 있다.84) 이러한 의미

에서 우리 헌법 제75조의 요청은 임의 “내용, 목 , 범 ”를 정할 것

을 규정하는 독일 기본법 제80조 제1항의 요청과 약간의 법문상의 차이

에도 불구하고 근본 인 차이가 없다고 본다.85)

그런데 임의 ‘내용, 목 , 범 ’란 단지 임의 명확성을 실 하는

수단이자 이를 시사하는 지표일 뿐, 임의 명확성여부를 단하는 기

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임의 명확성여부를 단하는 기 은 헌

법 제75조의 헌법 의미와 기능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 명확성을

인식하는 지표는 그 기능에 있어서 서로 복되면서 한편으로는 서

로 보완하고 구체화하는 계에 있기 때문에, 각 분리

83) 홍 형, 임입법의 한계, 고시계 96/12, 32면 이하 참조.

84) 즉, ‘범 를 정하여’란, 입법자가 행정부에 일정 규율 역을 체로서 는 부분

역 부를 규율하도록 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量的으로 제한하는 것이

라 할 수 있고, ‘구체 으로’란, 와 같이 규율 역이 양 으로 한정된다면 그러

한 범 내에서도 행정부가 내용 으로 임의의 규율을 해서는 안되고 內容的으

로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vgl. BVerfGE 8, 274, 307;

Lücke, in: Sachs, Art.80, Rz.23f.; Ramsauer, AK-GG, Art.80, Rz.55.

85) 기본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내용에 하여 주) 77 참조.



613

되어 독자 으로 고려되어서는 아니되고 종합 ․통일 으로 단되

어야 한다. 한, 임의 내용, 목 , 범 는 동일한 비 을 차지하는 것

은 아니다. 임의 목 으로부터 임의 내용이 구체화될 수 있고 임

의 범 가 한정될 수 있으며, 역으로 임 내용의 불확실성은 임 범

의 한정성을 통하여 상쇄될 수 있고, 임 범 의 불확실성은 목 의

명확성을 통하여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임의 목 에 가장 큰 의미

가 부여된다.

아래에서는 우선 우리 헌법재 소 례에 큰 향을 미친 독일 연방

헌법재 소의 례가 어떠한 기 에 의하여 입법 임의 명확성여부를

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어서 우리 헌법재 소 례의 경향을

간단히 확인해 보기로 한다.

가. 獨逸聯邦憲法裁判所의 례경향86)

독일 연방헌법재 소는 례를 통하여 입법 임의 명확성여부를 단

하는 3가지 기 을 제시하 다. 첫째, 임에 의하여 제정될 행정입법의

수범자인 국민의 에서 ‘국민이 행정입법에 규율될 강의 내용을

수권법률로부터 측할 수 있는가’의 豫見可能性의 기

(Vorhersehbarkeitsformel)이다.87) 법률의 명확성원칙은 국민이 행정의

행 를 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법치국가 법 안정성의 사고에 그

기 를 두고 있는데, 연방헌법재 소는 임의 명확성원

86) Vgl. Ramsauer, in: AK-GG, Art.80, Rz.54ff.; Richter/Schuppert/Bumke,

Casebook Verfassungsrecht, 4. Aufl. 2001, S.425f.; Bryde, in: Münch/Kunig,

Art.80, Rz.20ff.; Lücke, in: Sachs, GGK, 2. Aufl., Art.80, Rz.21ff.; 임입법의

한계에 한 연구, 헌법재 연구 제8권, 1996, 227면 이하; 박 도, 독일의 임입

법제도에 한 연구, 외법논집 7집(99. 12.), 363면 이하.

87) BVerfGE 1, 14, 60; 7, 282, 301; 19, 354, 361; 23, 62, 72; 41, 251, 266; 58, 257,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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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을 법률의 명확성원칙이 구체화된 형태로 악함으로써 법률의 명

확성여부를 단하는 기 인 견가능성의 기 을 포 임의 여부를

단하는 경우에 그 로 도입한 것으로 단된다. 둘째, 의회민주주의와

법치국가 권력분립원칙에 내재하는 요청인 ‘입법권은 의회에 속하며

의회는 입법권의 임을 통해서도 입법권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요청

을 고려하는 으로서 自己決定의 기 (Selbstentscheidungsformel)이

제시되었다.88) 즉 ‘입법자는 무엇이(내용) 어느 범 에서(범 ) 어떠한

목 을 가지고 행정입법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는지 스스로 정해야 한

다’는 것이다. 셋째, 자기결정의 기 과 유사한 이념에 바탕을 두고, 민

주주의원리 권력분립원칙의 에서 입법자의 지 입법권의 의

미, 법률에 의한 행정의 사고를 고려하여 ‘행정부에 입법권을 임하는

입법자는 행정입법에 의한 규율의 한계와 목 을 정함으로써 행정부에

의하여 수되어야 하는 기본방침을 제시해야 한다’는 方針提示의 기

(Programmformel)이다.89)

연방헌법재 소는 의 3가지 기 외에 基準을 구체 으로 適用

하는 2가지 요한 指針( 기 에 부합하는지를 구체 으로 단하는

)을 제시하 다. 첫째, 임의 명확성은 수권규정으로부터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체의 해석을 통하여 규명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일반 法律解釋을 통한 명확성 단’의 지침이다.90)

둘째, 임의 명확성에 한 요구는 規律의 效果와 規律 象의 特性에

따라 그 정도를 달리한다는 실체

88) BVerfGE 2, 307, 334; 19, 354, 361f.; 23, 62, 72.

89) BVerfGE 18, 52, 62; 38, 61, 83; 41, 251, 265f.; 58, 257, 277; 78, 249, 272; 80, 1,

20f.

90) BVerfGE 7, 267, 272 결정 이후 확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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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91) 연방헌법재 소가 제시한 3가지 기 과 2가지 용지

침이 서로 어떠한 계에 있는지 불명확하나, 지 까지의 례를 본다

면, 3가지 기 이 혼용되어 왔으며, 근래 들어 다수의 례에서는 ‘ 견

가능성의 기 ’과 ‘방침제시의 기 ’을 동시에 언 하여 하나의 통일된

기 으로 삼아92) 2가지의 용지침에 따라 임의 명확성여부를 단하

고 있다.

연방헌법재 소의 례의 변화를 살펴본다면, 기에는 자기결정의

기 과 측가능성의 기 에 따라 단하면서, 임의 명확성이 임규

정의 법문으로부터 분명하게 드러날 것을 요구함으로써 임의 명확성

에 하여 엄격한 태도를 취하 다. 그러나 곧 임의 명확성이 임규

정으로부터가 아니라 법률 체의 해석을 통하여 규명될 수 있다면 그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확립하여 재까지 견지하 고, 새로이 방침제시의

기 을 제시함으로써 명확성에 한 요구가 완화되었다. 이어서 1980년

이후로 연방헌법재 소는 본질성이론에서 ‘본질 인 것’을 악하기

하여 확립된 인 ‘규율효과’(기본권 요성)와 ‘규율 상의 특성’

을 입법 임의 명확성을 단하는 실체 으로서 도입하 는데, 명

확성의 심사에 있어서 실질 으로 의 실체 에 의한 단이 큰

비 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3가지 기 은 단지 ‘형식 틀’로서 그

의미가 감소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나. 憲法裁判所의 례경향

憲法裁判所는 입법 임의 명확성원칙과 련하여 일 되게, “법률

91) BVerfGE 56, 1, 13; 58, 257, 277; 65, 248, 263.

92) BVerfGE 19, 354, 361f.; 41, 251, 265f.; 58, 257, 277; 78, 249,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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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구체 으로 범 를 정하여 임받은 사항이라 함은 법률에 이미

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범 의 기본사항이 구체 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강을

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하여 豫測可能性의 이론에서 출발하

고 있다.93)

한 헌법재 소는 “여기서 그 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단할 것이 아니고 련 법조항 체를 유기 ㆍ체계

으로 종합 단하여야 하며, 각 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 ㆍ개

별 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고 시함으로써,94) ‘법률의 명확성이란

일반 法律解釋을 통한 明確性’이라는 요한 기 을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 소는 “ 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규제 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달라진다․․․기본권 침해 역에서

는 부행정 역에서 보다는 구체성의 요구가 강화되고, 다양한 사실

계를 규율하거나 사실 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상될 때에는 임의

명확성요건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시하여 행정부에 입법권을 임하

는 수권법률의 명확성을 단함에 있어서 規律의 效果 規律 象의

特性에 따라 심사기 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밝혔다.95) 즉 다양한 형

태의 사실 계를 규율하거나 규율 상인 사실 계가 상황에 따라 자주

변화하리라고 상된다면 규율 상인 사실 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명확

성에 하여 엄격한 요구를 할 수 없으며, 임에 의하여 제정된 행정

입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93) 헌재 1995. 11. 30. 93헌바32, 례집 7-2, 598, 607.

94) 헌재 1996. 8. 29. 94헌마113, 례집 8-2, 141, 164.

95) 헌재 1991.2.11. 90헌가27(교육법 제8조의2에 한 헌심 ), 한 1994.7.29. 92

헌바49등(토지 과이득세법에 한 헌소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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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하는 성격이 강할수록 보다 명확한 수권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요컨 , 헌법재 소는 측가능성의 기 이란 ‘큰 형식 틀’ 안에서,

법률해석을 통한 명확성 단의 과 규율의 효과와 규율 상의 특성

에 따른 명확성 단이라는 2가지의 실체 에 의하여 ‘ 임법률이

측가능성의 기 의 요청을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단하고 있다.

다. ‘豫測可能性’ 基準의 문제

헌법재 소의 례는 立法委任의 명확성에 해서도 法律의 명확성원

칙에 한 요청과 근본 으로 동일한 요청을 함으로써, ‘법률의 임은

그 내용, 목 , 범 에 있어서 충분히 확정되고 제한되어 있어서 국민이

행정의 행 를 어느 정도 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豫測可能性의 기

을 입법 임의 명확성을 단하는 기 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헌법재 소의 입장에 하여, 입법 임의 명확성원칙을 법률의 명확성

원칙의 구체 인 형태로 악하여 법률의 명확성원칙에 한 요청과 동

일한 기 인 측가능성의 기 을 자동 으로 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

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물론, 법률의 명확성원칙의 실체는 국민의 에서 행정의 행 에

한 견가능성의 문제이고, 헌법 제75조는 행정부에 입법을 임하는

수권법률의 명확성원칙에 한 것으로서, 법률의 명확성원칙이 행정입

법에 하여 구체화된 特別規定이라 할 수 있다.96) 그러나 法律의 明確

性의 문제는 일차 으로 국민과 국가권력과의 계에서 개인의 자유보

장 권리보호의 문제이고 공권력행 에 한

96) BVerfGE 49, 89,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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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가능성 법 안정성의 문제이지만, 立法委任의 明確性의 경우

에는 입법권을 임하는 입법자와 이를 임받는 행정부의 계가 주된

문제라 할 수 있다. 헌법 제75조가 헌법 내에 규정된 장소(“제4장 정

부”)나 그 문언으로 볼 때, 입법 임의 명확성원칙은 행정부에 하여

입법자의 기능․지 를 보장하고자 하는데 그 일차 인 의미가 있다.97)

즉 헌법 제75조의 주된 목 은 국민의 권리보호가 아니라 입법자의 정

치 책임과 기능의 보호에 있으며, 법치국가 안정성의 보장보다는

민주국가 기능질서의 보장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

치국가 에서 생하는 견가능성의 기 을 헌법 제75조의 요청

에 그 로 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입법권을 임하는 부분의 경우, 수권법률로부터 행정

입법에 규율될 내용의 강을 측하고 이와 같이 측된 행정입법의

내용으로부터 다시 행정의 행 를 상한다는 것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

으므로, 입법자에 의한 입법 임이 명확하다 하더라도, 입법 임의 명확

성은 ‘국민이 법률로부터 국가의 행 를 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법치

국가 명확성의 요청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한다.98) 국민의 에서

법규범에 근거한 행정의 행 를 사 에 측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

정하는 요소는 ‘행정부에 입법권을 임하는 法律이 내용 으로 명확한

가’가 아니라, 오히려 ‘ 임에 의하여 제정된 行政立法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율하고 있는

97) 헌법 제75조는 권력분립원칙에 한 하나의 외이고, 이러한 외가 헌법 으로

허용되는 것은 바로 행정부에 의한 입법권의 행사가 입법자의 의사에 구속되기

때문이다, vgl. Kisker, NJW 1977, S.1315; Ossenbühl, Rechtsverordnung, in:

HdbStR Bd.3, 1996, §64, Rn. 17; Ramsauer, AK-GG, Art.80, Rz.24ff.

98) Vgl. Staupe, Parlamentsvorbehalt und Delegationsbefugnis, 1985, S.179f.;

Busch, Das Verhältnis des Art.80 Abs.1 S.2 GG zum Gesetzes- und

Parlamentsvorbehalt, S.13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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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는 것이다.99) 부분의 경우, 국민은 시행령 등 행정입법을 직

보아야만 비로소 재의 법 상태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측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측가능성의 기 은 입법권을 임하는

수권법률이 아니라 입법자의 임에 의하여 제정된 행정입법에 하여

용되어야 하는 기 인 것이다.

憲法裁判所의 判例를 살펴보면, 다수의 결정에서 “… 구라도 어렵지

않게 측할 수 있으므로, 포 임 지의 원칙에 반되지 않는다.”고

하여 측가능성의 기 을 사용하여 수권법률의 명확성을 인정하고 있

지만, 개별 인 경우 수범자의 입장에서 사실상 무엇을 측할 수 있는

지 헌법재 소의 ‘ 측가능하다’는 단이 공허한 경우가 지 않고,100)

한편으로는 행정입법의 내용에 한 측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그럼

에도 입법 임의 명확성을 확인한 일련의 결정에서는101) 측가능성의

기 을 언 하지 아니하고 단을 하

99) 측가능성의 기 은 법률과 개별 행정 행 의 계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법률과 개별 행정행 사이에 행정입법의 제정이란 단계가 삽입되는 경우에

는 실효성이 없는 기 이다. 오늘날 수많은 법률이 이를 보완하는 법규명령의

제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 인 형상을 드러내고 실질 인 용가능성을 부여

받는다는 에서 더욱 그러하다.

100) 컨 분만 여의 범 ․상한기 을 보건복지부장 이 정하도록 임한 의료

보험법 제31조 제2항이 포 임인지의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헌법재 소는

‘분만 여의 범 , 상한기 까지 반드시 법률로써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료보험법의 반 인 체계를 종합해 보면 내재 인 임의 범 나 한계를

측할 수 있으므로, 포 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시하 으나(헌재 1997. 12.

24. 95헌마390, 례집 9-2, 817, 830), 국민의 입장에서 사실상 무엇을 측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 다면, 포 임의 여부는 일차 으로 측성의 문제

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101) 컨 등의무교육실시에 하여 확 실시의 시기 방법을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임한 교육법규정의 경우, 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에 하여

측이 불가능함에도 교육법규정이 포 임임을 부정하 고(헌재 1991. 2. 11.

90헌가27, 례집 3, 11), 토 세법이 각 용도에 따른 토지면 는 토지의 가

액에 한 수익률을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에 하여 측가능성의 언

없이 포 임임을 부정하 다(헌재 1994. 7. 29. 92헌바49등, 례집 6-2, 64,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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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입법 임이 명확한가의 단에 있어서는 ‘국민의 에서 공

권력행 가 측가능한지’의 기 에 일방 으로 의존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헌법 제75조의 규정내용을 입법자와 행정부 사이의 규율권한의

배분의 문제로 악하여 규율 상의 의미, 요성 특성을 고려하는

실체 기 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헌법 제75조의 주된 기능이 행정부에 임된 입법권의 행사를 입법자

의 의사에 종속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하여 헌법상 입법자에 부

여된 입법권을 보호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헌법 제75조의 요

청에 부합하는지’를 단하는 기 도 이러한 헌법 기능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독일의 연방헌법재 소가 제시한 기

에서 ‘입법자는 행정부에게 입법권의 행사에 있어서 수해야 할 방

침을 제시해야 한다’는 方針提示說이 헌법 제75조에 의하여 의도된 입

법자와 행정부간의 계를 가장 잘 반 하는 기 으로 단된다.102)

4. 立法 와 行政府의 權限配分의 문제로서 명확성원칙

법률의 명확성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행정의 행 가 당사자에게 측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을 강조함으로써 주로 수범자인 국민의 에

서 악되어 왔다. 그러나 법률의 명확성원칙은 ‘명확성’이란 法律形式

에 한 헌법 요청 이상의 것이다.

입법자가 규율 상을 스스로 상세하게 규율할수록 법률이 명확해지고

국민의 측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에서, 명확성원칙은 동시에

102) 같은 취지로 vgl. Bryde, in: Münch/Kunig, Art.80, Rz.21.



621

‘무엇이 어느 정도로 법률로써 규율되어야 하는가’ 하는 법률의 內容

에 한 것이고, 이로써 한 법률의 規律密度에 한 요청인 것이다.

나아가, 입법자가 규율 상을 어느 정도로 상세하게 규율하는가에 의하

여 행정부의 활동공간의 정도도 결정된다. 법률의 규율 도가 낮을수록

행정부가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므로, 법률의 명확성

의 정도는 입법자와 행정부 사이의 활동 역을 배분하는 헌법 기능을

하는 것이다.103) 이러한 에서 법률유보의 문제, 특히 법률의 명확성

원칙은 동시에 권력분립의 문제이다.

구체 으로, 입법 임의 명확성원칙은 ‘입법자가 법률에서 임의 내

용, 목 , 범 가 확정될 수 있도록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요청을 함으

로써 입법자의 임가능성을 制限하고 있다. 즉, 입법자가 명확성원칙에

부합하도록 스스로 정해야 하는 범 내에서는 입법권을 행정입법에

임할 수 없는 것이다. 法律留保는 명확성원칙에 의하여 구체화되고 보

완됨으로써 동시에 의회에 으로 귀속되는, 즉 임될 수 없는 의회

의 권한을 필연 으로 내포하고 이를 제로 한다.104) 입법자가 임되

는 입법권의 내용, 목 , 범 를 법률에서 스스로 규정해야 한다면, 이

로써 근본 인 결정은 입법자에게 유보되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 제75

조의 입법 임의 명확성원칙은 ‘본질 인 것에 하여는 입법자가 스스

로 정해야 한다’는 本質性理論의 요청과 동일한 정도로 입법자의 임

권한을 제한하는 성격이 있다.105) 이러한 의미에서 입법 임의 명확성

원칙은 항상 ‘委任의 禁

103) Vgl. Ossenbühl, DÖV 1981, S.2; ders., HdbStR Bd.3, 1988, §62, Rn.7; Gassner,

Gesetzgebung und Bestimmtheitsgrundsatz, ZG 1996, S.38f.; Gleitmann,

BVerfG und offene Normen, 1971, S.23f.

104) Vgl. Ossenbühl, HdbStR III, 1988, §62, Rz.10.

105) Vgl. Nierhaus, Bestimmtheitsgebot und Delegationsverbot des Art.80 Abs.1

Satz 2 GG und der Gesetzesvorbehalt der Wesentlichkeit, in:

Verfassungsstaatlichkeit, Festschrift für K. Stern, 1997, S.731f.; Busch, Das

Verhältnis des Art.80 Abs.1 S.2 GG zum Gesetzes- und Parlamentsvorbehalt,

S.129ff.; 유사한 취지로 홍 형, 임입법의 한계, 고시계 96/1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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止’를 포함한다.

따라서 입법 임의 명확성원칙은 ‘무엇을 입법자가 스스로 결정해야

하고 무엇을 행정부에 임할 수 있는지’에 한 문제이고, 이는 입법

역에서 입법자와 행정부 사이의 합리 인 과제배분의 문제이자 활동범

의 경계를 설정하는 문제이다. 결국, 입법 임의 명확성원칙이 제기하

는 문제는 本質性理論의 쟁 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다면, 본질

성이론에서 ‘무엇이 본질 이기에 입법자에게 유보되어야 하는지’를

단하는 實體的 觀點이 마찬가지로 ‘입법 임의 명확성’을 단하는

으로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106)

결론 으로, 헌법 제75조의 임의 명확성 여부는 종래의 측가능성

의 기 에 일방 으로 의존하던 것으로부터 벗어나 우선 으로 ‘입법자

가 행정부에 입법권을 임함에 있어서 임의 방향과 목 을 스스로

정함으로써 임된 입법권행사의 기본 방침을 제시하고 있는가’의 기

에 의하여 단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입법권의 임

을 제한하는 인 기본권 요성과 의회입법 차의 필요성, 다른

한편으로는 입법권의 임을 정당화하는 인 사안의 특성을 함께 종

합 으로 고려하여 임의 명확성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5. 구체 사건의 해결을 한 하나의 例

가. 여기서는 앞서 ‘머리말’에서 로 든 구체 인 사례(안마사와 학

원강사의 자격요건을 행정입법에 임한 경우)107)를 통하여 에

106) II. 3. 사.의 자세한 내용 참조.

107) 를 들자면, “안마사의 자격인정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한다.”

는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라야

한다.”와 같은 규율형식을 취하여 임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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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시한 기 과 을 구체 으로 어떻게 용할 수 있는지 살펴

보기로 한다.

우선, 특정 직업의 자격요건에 한 규율을 행정입법에 임하는 법

률이 헌법 제75조의 요청에 반되는지를 단함에 있어서 豫測可能性

의 기 은 논증의 한계를 드러낸다. 이와 같은 형태의 임에 있어서

일방 으로 측가능성의 기 에 의존하여 심사를 하는 경우, 임법률

로부터 행정입법에 규율될 강의 내용을 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단되므로, 포 임을 부정하는 견해는 측가능성을 설명하

기 하여 매우 무리한 논리에 의존하거나108) 는 다른 을 통하여

이미 확정된 결론을 단지 측가능성의 틀에 맞추는 형태를 취하게 된

다. 따라서 특히 합헌의견을 취하는 경우에는 견가능성의 기 에서

벗어나 方針提示說에 따른 단을 할 필요가 있다. 즉, ‘입법자가 임

의 내용, 목 , 범 를 스스로 정함으로써 임된 입법권행사의 기본

방침을 제시하고 있는가’하는 단을 하여야 한다. 안마사와 학원강사의

경우, 임법률은 각 직업 역의 사회 의미, 기능 특성, 수권규정

이 치하는 법률의 반 인 입법목 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 각 직업

역이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임의 목 ) 그에 상응하는 자격요

건( 임의 내용 범 )을 정할 것을 행정부에 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침의 제시가 충분히 명확한지의 여부를 단함에 있어서 본질

성

108) 측가능성을 논거하기 하여 기발하지만 매우 무리한 발상에 의존하고 있는

례의 例로는 ‘머리말’에서 언 한 헌재 2003. 7. 24. 2001헌바96, 공보 제83

호, 45, 57. 헌재 1995. 7. 21. 94헌마125, 례집 7-2, 155, 166(“비록 법률규

정이 의무상 일수의 상한이나 하한을 명시 으로 설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이 年間上映日數의 一部(!)를 상으로 한다는 에서 그

강을 충분히 측할 수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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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명확성원칙과 련하여 제시한 기 이 유용한 을 제시해

다고 생각한다.

나. 우선, 行政立法의 規律內容이 법률의 포 임여부를 단함에 있

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시행령의 규율내용이나 헌성의 의심이 모법인 임법률의 포 임

여부를 단하는 기 이 될 수 없다. 모법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시행령

에서 헌 인 규율을 하는 결과에 이른다고 하는 인과 계를 원칙 으

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입법에 규율된 내용을 통하여

비로소 사안의 문성, 기술성, 다양성, 변화성 등 규율 상의 특성을

악할 수 있고, 나아가 사안이 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내포하

고 있는지 는 공개 논의를 통하여 상충하는 이익간의 조정을 필요

로 하는 사안인지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모법의 포 임여부를

단하기 하여 행정입법의 규율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필수 이다. 컨

학원강사의 경우, 시행령에 규율된 내용을 본다면, 상 로 매우 다

양한 사실 계를 규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직업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한 규율을 행정입법에 임

하는 것이 포 임인지의 여부는 각 직업 별로 다음과 같은 에서

단되어야 한다.

첫째, 규율 상이 의회입법 차에서의 公開的 討論과 상충하는 利益

사이의 調整을 필요로 하는가 하는 에 의하여 단되어야 한다. 입

법자가 안마사의 자격요건을 법률로써 스스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 행정

부에 임할 것인지를 단함에 있어서 안마사란 직업이 종래 시각장애

인에게 독 되었다는 상황을 당연히 인식하 을 것이므로, 특정 직업을

특정집단(시각장애인)에 계속 독 시킬 것인지에 한 결정은 시각장애

인의 생계보호란 공익, 시각장애인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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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 안마사를 직업으로 행사하려는 비장애인의 이익, 안마사란 직업을

사회의 변화에 응시켜야 할 공익 등 상충하는 다양한 이익을 공

개 토론을 통하여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큰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일

반 으로 특정 직업을 특정집단에 독 시키는 결정은 공개 토론과 이

익조정이 선행되어야 할 사안이며, 행정입법에 의하여 실에서 행정각

료에 의하여 결정되어서는 아니되고 의회의 입법 차를 통하여 공개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하여 학원강사의 경우, 행정입법에 규율된 내용을 통하여 규

율 상의 특성을 악한다면, 자격요건의 설정은 특정 직업을 특정집단

에게 귀속․독 시키는 결정이 아니라 국민 구에게나 해당할 수 있고

학원강사가 되기 해서는 구나 충족시켜야 하는 요건을 사안의 문

구조와 본질에 부합하게 정하는 문제로서 이익조정의 필요성이 은

사안이다.

둘째, 임법률이 당사자에 미치는 規律效果를 단하여야 한다. 안마

사의 직업이 종래 시각장애인에게 독 되어왔다는 사실에 비추어, 안마

사의 자격요건을 임하는 것은 특정 직업이 특정 집단에 계속 독 된

다는 가능성을 내포한 것으로서, 이는 시각장애인이 아닌 자가 자신의

어떠한 노력에 의해서도 안마사의 직업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이다. 즉 이러한 제한은 객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인격실 에 한 막 한 장애를 의미하므로,

지극히 외 인 경우 매우 한 공익상의 이유로만 정당화될 수 있

다.

이에 하여 학원강사의 경우 자격요건을 임하는 것은, 구에게나

해당하고 구나 충족시켜야 할 직업선택의 요건으로서(주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에 한 제한), 직업행사의 자유에 한 제한과 유

사한 정도로 합리 공익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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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으로 안마사의 경우, 임에 의하여 제정된 행정입법이 개인의

기본권실 에 한 제한을 가져오므로, 규율의 불명확성이 당사자에

미치는 규율효과가 지 하다.

셋째, 事案의 特性이 입법권의 임을 정당화하는 으로 단되어

야 한다. 학원강사의 경우, 다양한 학원의 종류와 형태, 사회 상의 변

화에 따라 새로운 학원형태의 출 가능성 등에 비추어 규율 상의 다양

성과 변화가능성이 인정되고, 뿐만 아니라 학원강사의 자격요건은 학원

의 성격에 따라 이미 사안의 본질에 내재하는 독자 ․ 문 구조에

의하여 상당 부분 선결된다. 즉 가 정하는가와 계없이 사안의 본질

에 의하여 이미 규율내용이 본질 으로 선결되어 있는 것이고, 입법

차에서의 이익조정과정을 거치더라도 향을 받을 여지가 없다.

그에 하여 안마사의 경우, 규율 상의 다양성이나 변화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입법권의 임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

다.

라. 결국, 안마사의 경우, 규율 상이 입법 차에서의 이익조정을 필

요로 하며, 규율의 효과가 한 반면, 입법권의 임을 정당화하는 사

안의 특성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임의 명확성에 하여 엄격한

요구를 해야 하며, 그 결과 임법률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그에 하여 학원강사의 경우, 사안의 특성상, 규율의 내

용이 규율 상의 본질에 의하여 선결되는 효과가 있고, 이에 따라 굳이

입법 차에서의 이익조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사안의 다양성에 비추

어 입법권의 임이 정당화되며, 한 규율의 효과도 하지 않으므

로, 임의 명확성의 정도에 하여 엄격한 요구를 할 수 없고, 그 결과

임법률의 규율내용이 충분히 명확하다는 단에 이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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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를 통하여 의도하는 바는, 자격요건의 임이 학원강사

의 경우에는 합헌, 안마사의 경우에는 헌으로 단되어야 한다는 것

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동일한 기 을 사용하여 명확성의 여

부를 단하더라도 에 따라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음은 물론이다.

다만, 측가능성의 기 을 벗어나, 명확성의 단을 ‘입법자가 기본

인 방침을 제공하 는지’, ‘입법자가 일정한 사안에 한 규율을 임해

도 되는지’의 에서 실체 으로 단하는 경우에는 보다 다양한

에서 문제의 해결에 근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하나의 를 보이고

자 하는데 있다.

Ⅳ. ‘本質性理論’과 헌법 제75조의 ‘立法委任의 明確性原則’의

계

본질성이론과 입법 임의 명확성원칙의 경우, 모두 그 문제의 실체는

‘무엇을 입법자가 스스로 정해야 하고 무엇을 행정부에 임할 수 있는

지’의 문제라는 에서 본질성이론과 명확성원칙과의 계가 규명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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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獨逸 學界의 견해

본질성이론과 입법 임의 명확성원칙에 하여 독일의 학계는 다양한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 크게 다음의 2가지 견해로 나 어 볼 수 있

다.109)

가. 첫째, 본질성이론과 명확성원칙을 기능상으로 분리하여, 첫 번째

단계에서는 본질성이론을 기 으로 하여 단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명확성원칙을 기 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견해이다(소 ‘2단계심사’).110)

이 견해에 의하면, 의회유보는 임의 지로서 그의 기능은 ‘입법권

을 임할 수 있는지’의 否에 제한되고, 그에 하여 독일 기본법 제

80조의 명확성원칙은 그 자체로서 허용되는 입법권의 임이 ‘어떠한

方法으로 실 되어야 하는지’에 한 것이므로, 본질성이론은 논리 으

로 임입법의 명확성원칙에 우선하여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11)

우선 본질성이론을 기 으로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규율 상이 본질

인 사안이기 때문에 입법자가 스스로 규율해야 하는가’ 아니면

109) 이에 하여 자세하게 Cremer, Art.80 Abs.1 S.1 GG und Parlamentsvorbehalt -

Dogmatische Unstimmigkeiten in der Rechtsprech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AöR 122(1997), S.249ff.; Nierhaus, Bestimmtheitsgebot und Delegationsverbot des Art.80

Abs.1 Satz 2 GG und der Gesetzesvorbehalt der Wesentlichkeit, in:

Verfassungsstaatlichkeit, Festschrift für K. Stern, 1997, S.717ff.; Busch, Das

Verhältnis des Art.80 Abs.1 S.2 GG zum Gesetzes- und Parlamentsvorbehalt,

S.113ff.; Maur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999, §6 Rn.11a.

110) Vgl. Eberle, DÖV 1984, S.487; Staupe, Parlamentsvorbehalt und

Delegationsbefugnis, 1985, S.142ff.; Lücke, in: Sachs(Hrsg.), Grundgesetz

Kommentar, 2. Aufl., 1999, Art.80, Rn.21ff.; 2단계심사를 통하여 헌법재 소의

례(95헌마390 결정)를 평석한 논문으로는 석, 법률유보의 문제와 임입

법의 한계, 공법연구 26집3호(98.06), 221면 이하 참조.

111) Vgl. Staupe, Parlamentsvorbehalt und Delegationsbefugnis, S.144,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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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에 그 규율을 임해도 되는가’의 否에 한 단을 함으로

써 입법자가 규율해야 하는 결정범 와 행정부가 규율해도 되는 결정범

를 확정하게 된다. 본질 인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입법자가 행정부

에 그에 한 규율을 임해도 된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 입법자의 수

권이 충분히 명확한가를 단하게 된다.

이 견해에 의하면 임입법의 명확성원칙을 규정하는 독일 기본법 제

80조 제1항 제2문은 행정부에 입법을 임할 수 있는가의 否에 한

규정이 아니라 으로 임의 方法에 한 규정이다.112) 따라서 본질

성이론에 의하여 입법자가 행정부에 입법을 임하는 것이 헌법 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비로소 다음 심사단계인 명확성원칙에 의한 심사가 가

능하다.

이러한 견해를 따르는 경우에도 ‘규율 상의 본질 는 특성’을 단지

첫 번째 심사단계인 ‘본질성이론’의 용단계에서만 기 으로 삼고 다음

단계의 심사에서는 단지 형식 인 명확성만을 단할 것인지 아니면

‘명확성원칙’에 의한 심사단계에서도 다시 한번 사안의 본질성을 수권의

명확성여부를 단하는 하나의 기 으로 삼아 ‘사안이 할수록 수권

의 명확성에 하여 보다 엄격한 요구를 할 것’인지에 하여도 의견이

갈려있다.

나. 둘째, 독일 기본법 제80조가 의회입법과 행정입법과의 계에서

의회유보의 원칙을 명시 으로 규정한 헌법규범이므로, 의회유보의 이

론 근거를 이루는 본질성이론은 기본법 제80조에 의하여 배제된다는

견해이다.113) 이 견해에 의하면 헌법 으로 허용되는 입법

112) 즉 기본법 제80조는 임의 명확성에 한 요구만을 할 뿐, 어떠한 구체 인 결

정을 입법자가 스스로 해야 하는가에 하여 아무 것도 시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113) Vgl. Böckenförde, Gesetz und gesetzgebende Gewalt, 2. Aufl., 1981, S.393,

395; Busch, Das Verhältnis des Art.80 Abs.1 S.2 GG zum Gesetzes- und

Parlamentsvorbehalt, 1992, S.124ff.; Ramsauer, Alternativ-Kommentar, 1989,

Art.80, Rn.29; Gassner, Parlamentsvorbehalt und Bestimmtheitsgrundsatz,

DÖV 1996, S.23; Wilke, JZ 1982, 758, 759; Kloepfer, JZ 1984, S.693; Pietzcker,

JuS 1979, Fn.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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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한계는 으로 기본법 제80조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 신, 입법 임의 명확성, 즉 ‘법률에 의한 수권이 내용, 목 , 범

에 있어서 충분히 명확한가’를 단하는 과정에서 사안의 본질성을

요한 요소로서 고려함으로써 본질성이론에 의한 심사가 명확성심사의

범주 내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입법권을 임하는 법률이 기본법 제80조의 요청을 충족시

킬 만큼 명확하다면, 그러한 임법률은 본질 인 문제를 행정부에

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에, 본질성이론의 요청에 반

될 수 없으며, 역으로, 입법자가 본질 인 문제를 스스로 사 에 결정하

고 이로써 행정부에 본질 인 지침을 제시하 다면, 그러한 임법률은

내용, 목 , 범 에 있어서 충분히 명확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다.114) 이 견해에 의하면, 독일 기본법 제80조의 입법 임의 명확성원칙

은 입법자가 임법률에서 수권의 내용, 목 , 범 가 확정될 수 있도록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요청을 함으로써 입법자의 임가능성을 제한하

고 있는데, 입법자가 본질 인 것을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요청인 본질

성이론은 기본법 제80조의 명확성원칙과 동일한 정도로 임가능성을

제한하는 성격이 있다는 것이다.115) 따라서 법률유보와 련해서도 행

정입법권의 한계는 기본법 제80조에서 도출할 수 있으며,116) 연방헌법

재 소가 의회의 책임을 강조하고자 한다면, 이는 의회유보의 본질성이

론을 통해서가

114) Vgl. Ramsauer, AK-GG, Bd.2, Art.80 Rz.29.

115) Vgl. Böckenförde, Gesetz und gesetzgebende Gewalt, 2. Aufl., 1981, S.393,

395.

116) Vgl. Wilke, JZ 1982, 758,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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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단지 입법 임에 한 명확성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117)

본질성이론이 입법 임의 명확성원칙에 의하여 배제된다는 견해도 다

시, 헌법상의 일반원칙인 민주주의원칙과 법치국가원칙으로부터 본질성

이론을 통하여 의회유보의 요청을 도출하고, 입법 임의 명확성원칙을

규정하는 기본법 제80조에 의하여 의회유보의 요청이 헌법 으로 구체

화되었다고 악하는 견해와 거꾸로 기본법 제80조가 본질성이론과 의

회유보의 헌법 근거라고 이해하는 견해로 나뉘어진다.118)

2. 독일연방헌법재 소의 判例傾向

독일 연방헌법재 소의 례는 일 된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으나,

기본 으로는 독일 기본법 제80조 제1항의 ‘입법 임의 명확성원칙’을

본질성이론과 의회유보가 실정헌법에 뚜렷하고 구체 으로 형성된 것,

즉 본질성이론의 헌법 구체화로서 간주하고 있다.

가. 연방헌법재 소는 일부 결정에서 우선 첫 번째 단계에서 ‘입법자

가 본질 결정을 스스로 하 는가’를 심사하고 이어서 두번째 단계에

서 ‘법률에 의한 임이 충분히 명확한가’를 기본법 제80조를 기 으로

단하는 二段階 審査를 하 다. 2단계의 심사를 하는 경우에도, 때로는

규율 상의 성 는 본질성을 첫 번째 단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단계에서도 수권규범의 명확성을 단하는 기

117) Vgl. Kloepfer, JZ 1984, S.693; Pietzcker, JuS 1979, Fn.27.

118) 이러한 견해의 다툼에 하여 상세하게 vgl. Nierhaus, Bestimmtheitsgebot und

Delegationsverbot des Art.80 Abs.1 Satz 2 GG und der Gesetzesvorbehalt der

Wesentlichkeit, in: Verfassungsstaatlichkeit, Festschrift für K. Stern, 1997,

S.720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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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삼음으로써, ‘본질성’의 기 을 2번 용하거나,119) 때로는 규율

상의 본질성이나 요성을 단지 첫 번째 단계에서만 기 으로 삼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단지 임이 명확하고 분명한가 하는 형식 인 심

사만을 하 다(1번의 본질성심사).120)

나. 그러나 부분의 결정에서 연방헌법재 소는 행정부에 입법을

임하는 법률의 합헌성을 으로 기본법 제80조의 ‘입법 임의 明確性

原則’을 기 으로 삼아 단하 다(一段階 審査). 연방헌법재 소는 ‘본

질성이론’을 명시 으로 언 함이 없이, ‘ 임법률에 한 명확성의 요

구가 규율 상의 특성과 임에 의한 제정된 행정입법의 규율효과에 따

라 달라진다’고 하여, 임의 명확성을 단함에 있어서 ‘사안의 본질성

이나 요성’을 요한 기 으로 고려하 다.121)

3. ‘2段階 審査’에 한 비

헌법 제75조의 입법 임의 명확성원칙은 임권한의 行使方法을 制限

(‘ 임의 명확성’)할 뿐만 아니라, 委任의 禁止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입법 임의 明確性原則에 의하여, 입법자는 요하고 근본 인 것, 즉

본질 인 것을 그 내용, 목 , 범 에 있어서 충분히 명확하게 스스로

결정해서 행정부에게 지침으로 작용하도록 규율해야 한다. 입법자가

임되는 입법권의 내용, 목 , 범 를 법률에서 스스로 명확하게 규정해

야 한다면, 이로써 근본 인 결정은 입법자에게 유보되는 것이다. 따라

서 법률에 의한 임이 헌법 제75조의 요

119) BVerfGE 58, 257, 274f.

120) BVerfGE 58, 257, 274f.

121) 컨 BVerfGE 62, 203, 215; BVerfGE 80, 1, 2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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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을 충족시킬 만큼 명확하다면, 그러한 수권법률은 본질 인 문제를

행정부에 임한 것이 아니다.122)

한편, 議 留保는 “본질 일수록 입법자가 더욱 명확하게 규율해야

한다”는 요청을 함으로써 수권의 규율 도를 확정하는데,123) 이러한 요

소는 이미 입법 임의 명확성원칙에 포함되어 있다. ‘법률에 의한 수권

이 내용, 목 , 범 에 있어서 충분히 명확한가’를 단하는 과정에서

사안이 본질 이고 할수록 수권의 명확성에 하여 보다 엄격한 요

구를 함으로써 의회유보 그의 이론 기 인 본질성이론의 요청이

반 되는 것이다. 즉, 별도의 본질성심사만을 하지 않을 뿐, 입법 임의

명확성을 단하는 범주 내에서 사실상의 본질성심사가 내용 으로 이

루어지는 것이다. 헌법재 소도 종래 부분의 결정에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의회유보와 입법 임의 명확성원칙 모두 ‘무엇을 입법자가 스스로 규

율해야 하고 무엇이 행정부에 임될 수 있는지’, ‘법률이 어느 정도로

상세하고 명확해야 하는지’에 한 문제라는 에서 그 機能이 一致하

며, 나아가 구체 인 경우 사안의 본질성을 악하는 기 인 기본권실

의 요성의 정도, 당사자에 미치는 규율의 효과, 규율 상의 특성 등

은 동시에 입법 임의 명확성여부를 단하는 기 으로서, 두 가지

헌법 요청의 基準은 근본 으로 같다. 따라서 입법권의 임여부와

임권한의 행사방법을 구분하여 각 본질성이론과 입법 임의 명확성원

칙에 귀속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122) 컨 ‘학생의 유 은 그의 기본권행사에 한 한 의미로 말미암아 본질

사안으로서 입법자가 스스로 법률에 규율해야 한다’는 문제의 제기는 ‘학생의

유 에 하여 시행령으로 규율하도록 임한 수권법률은 학생의 기본권행사의

요성에 비추어 보다 명확해야 한다’는 문제의 제기로 환될 수 있다.

123) ‘결정이 임되어도 되는지’의 委任의 否와 ‘어느 정도로 임되어도 되는지’의

委任의 程度는 구분이 불분명하며, ‘ 임의 여부’는 사실상 ‘ 임의 정도’에 포함

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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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성이론에 의한 심사와 명확성원칙에 의한 심사의 2단계 심사는

동일한 기 에 의한 복 단으로서 불필요하다.124)

결국, 헌법 제75조의 요청을 단지 법률형식에 한 것만이 아니라 법

률의 내용의 문제이자 규율 도의 문제로 실체 으로 이해한다면, 본질

성이론과 의회유보는 입법권의 임에 한 한, 그 독자 인 의미를 상

실하게 된다. 그 다면, 입법권의 임에 한 한, 헌법 제75조의 ‘입법

임의 명확성원칙’은 의회유보와 그의 이론 기 인 본질성이론이 헌

법에 명문으로 구체화된 것으로 악해야 한다.

V. 맺는말

헌법 제75조의 ‘立法委任의 明確性原則’은 단지 ‘법률의 명확성’이란

법률의 形式에 한 헌법 요청이 아니라 ‘무엇이 어느 정도로 규율되

어야 하는가’ 하는 법률의 內容에 한 요청이고 법률의 規律密度에

한 요청이다. 입법 임의 명확성원칙은 입법자가 임법률에서 수권의

내용, 목 , 범 가 확정될 수 있도록 스스로 정해야

124) 컨 , 입법자가 학교의무교육의 실시여부만을 정하고 그 실시의 시기와 범

를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임한 것의 헌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헌재

1991. 2. 11. 90헌가27, 례집 3, 11), 헌법재 소는 ‘ 등교육의 실시여부나 그

연한은 본질 내용으로서 국회입법에 유보되어야 할 기본 사항이나, 그 실시

의 범 나 시기 등 구체 인 세부사항에 하여는 규율 상의 특성(즉, 국가재

정상황에의 의존도, 집행기 의 문성, 응성 등)에 비추어 임이 가능하다’

고 하여 본질성이론을 기 으로 하여 ‘의무교육의 실시의 시기와 범 ’ 에 하

여 委任이 可能한지의 否를 단하 다( 례집 3, 11, 28). 이어서 ‘의무교육의

구체 인 실시의 시기와 범 는 기본 사항이 아니므로 임할 수 있다 하더

라도 구체 으로 범 를 정하여 임하여야 한다’고 하여 헌법 제75조의 기 에

의하여 임의 明確性 否를 단하 는데, 결국, ‘입법자가 본질 인 것을 법

률로써 정했기 때문에 임이 명확하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례집 3, 11,

29-31). 결정의 를 보더라도 2단계심사는 동일한 기 에 의한 복 단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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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요청을 함으로써 입법자의 임가능성을 制限하고 있다. 입

법 임의 명확성원칙은 ‘무엇을 입법자가 스스로 결정해야 하고 무엇

을 행정부에 임할 수 있는지’에 한 문제이고, 이는 규범제정의

역에서 입법자와 행정부 사이의 합리 인 과제배분의 문제이다.

헌법재 소는 포 임의 여부를 단함에 있어서 ‘국민이 법률로부

터 행정입법의 강의 내용을 측할 수 있는가’ 하는 豫測可能性의 기

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부분의 법률이 시행령을 통

하여 비로소 구체 인 형상을 갖추고 실질 으로 용가능하게 된다는

, 국민이 법규명령을 직 보아야만 비로소 재의 법 상태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측할 수 있다는 에서, 입법 임의 명확성은 법치국

가 측성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한다. 입법 임의 명확성여부를 측

가능성의 기 에 의하여 단한다는 것은 일차 으로 입법자와 행정부

간의 문제인 헌법 제75조의 요청을 입법자와 국민간의 문제로 변질시키

는 것이다.

헌법 제75조의 주된 목 이 행정부에 임된 입법권의 행사를 입법자

의 의사에 종속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하여 헌법상 입법자에 부

여된 입법권을 보호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헌법 제75조의 요

청에 부합하는지’를 단하는 기 도 이러한 헌법 기능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 제75조의 임의 명확성 여부는

측가능성의 기 에 일방 으로 의존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입법자

가 행정부에 입법권을 임함에 있어서 임의 내용, 목 , 범 를 스스

로 정함으로써 임된 입법권행사의 基本的 方針을 제시하고 있는가’의

기 에 의하여 단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입법권의

임을 제한하는 인 基本權的 重要性과 議 立法節次의 必要性, 다른

한편으로는 입법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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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정당화하는 인 事案의 特性을 함께 종합 으로 고려하여

임의 명확성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입법자가 ‘법률의 명확성원칙’의 요청을 충족시키기 하여 법률을 명

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면, 法律의 明確性原則은 그러한 범 내에서 입

법자가 스스로 정해야 할 본질 사항에 한 임의 지를 의미한다.

한, 입법자가 헌법 제75조의 요청을 충족시키기 하여 “구체 으로

범 를 정하여” 입법권을 임해야 한다면, ‘立法委任의 明確性原則’은

그러한 범 내에서 본질 사항에 한 임의 지를 의미한다. 따라

서 法律留保는 그를 필연 으로 보완하는 ‘명확성의 원칙’을 통하여 의

회가 스스로 정해야 하는, 즉 임될 수 없는 의회의 독 인 규율권

한을 포함한다. 의회유보의 원칙과 헌법 제75조의 요청 모두 궁극 으

로 ‘어떠한 규율 상이 요하기 때문에 의회에 의하여 스스로 결정되

어야 하는지’에 한 것이다. 즉, ‘구체 으로 범 를 정하여 임해야

한다’는 요청은 ‘본질 인 것은 스스로 결정하고 임해서는 안 된다’는

요청과 동일한 것이다. 그 다면, 입법권의 임에 한 한, 헌법 제75

조의 ‘입법 임의 명확성원칙’은 의회유보와 그의 이론 기 인 본질성

이론이 헌법에 명문으로 具體化된 것이다. 따라서 입법권의 임에

한 헌여부를 본질성이론에 의한 심사와 명확성원칙에 의한 심사로 나

어 동일한 기 에 의하여 복 으로 단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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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의심할 여지없이, 미국연방 법원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법원들

하나이다. 연방 법원은 미국 사회와 법이론을 구성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외국의 법이론을 구성하는 능력, 그리고 다른 정부 부처들로부

터의 공격을 막아내는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다른 무엇

보다도 미국 법원이 가장 인정받는 부분은 미국 법원의 이성 이며

논리 인 일 성일 것이다. 한민국 헌법재 소가 재 의 지침으로서

미국식의 평등보호이론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필자가 주장하는

이유는 최근에 미국의 평등보호이론에 부정 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법원은 결과지향 인 결정을 내리고 있다. 결과지향 인

법원은 인정된 법 논증을 바탕으로 법률을 해석하고 이성 인 의견을

구성해야하는 헌법 의무를 유기하게 된다. 법원의 많은 법

들이 사건의 결과에 을 맞추고 법 논리에는 덜 을 맞추고 있

다. 이는 사법부와 민주주의 체에 커다란 향을 주고 있다.

사법부는 입법부와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로 인해 사법부의 권력과 합

법성을 인정받는다. 이성 인 논리의 바탕이 아닌 정치 의도와 정책

지향성을 가지고 결을 내리는 것은 의회 혹은 통령의 조직상의 지

지가 없는 입법부가 되는 것에 불과하다.

사법부의 독립성, 합법성을 유지하고 다른 기 으로부터 사법부의

결이 존 받기 해서는 사법부의 결이 과거의 법 논리를 바탕으로

한 매우 합리 이며 논리 인 법률의견이 기 이 된 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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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먼 미국의 평등보호이론을 살펴볼 것이다. 한 평

등보호이론에서의 엄격심사기 과 련된 최근의 사건과 미국 평

등보호이론에 해 살펴본 후 이것에 한 비 을 할 것이다. 본 논문

의 마지막 장은 미국의 평등보호이론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과 한민

국 헌법재 소가 미국 법원의 평등보호의 례를 바탕으로 결을 내

릴 때 조심해야 되는 이유를 살펴보겠다.

Ⅱ. 미국의 평등보호이론

1. 수정헌법 14조의 평등보호조항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보호조항2)에는 연방정부에게 용되는 헌법

상의 응조항이 없지만, 이 조항은 수정헌법 제5조3)의 법 차

2) 미국 수정헌법 제14조(1868년)

합 국에서 출생하고 는 귀화하고, 합 국의 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합 국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어떠한 주도 합 국 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을 박탈하는 법

률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어떠한 주도 정당한 법의 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
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생명, 자유 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할권내에 있는 어
떠한 사람에 하여도 법률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3) 미국 수정헌법 제5조(1791년)

구라도, 배심에 의한 고발 는 기소가 있지 아니하는 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

는 렴치죄에 하여 심리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육군이나 해군에서 는

시나 사변시에 복무 에 있는 민병 에서 발생한 사건에 하여서는 외로 한

다. 구라도 동일한 범행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한 을 재차 받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사 사건에 있어서도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구라

도 정당한 법의 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 자유 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

한다. 정당한 보상없이, 사유재산의 公共用으로 수용당하지 아니한다.

Bolling v. Sharpe, 347 U.S. 497(1954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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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칙을 통하여 연방정부에게 용된다. 일반 으로 법원은 각

조항에 동일한 기 을 용하지만, 법원은 군사 문제, 이민 문제, 그

리고 국가안보와 주권에 련된 문제 등에 한 연방정부의 재량을 존

하는 경향이 있다.4)

일반 으로, 평등보호조항은 유사한 개인들은 유사하게 우해야 한

다는 원칙을 보장한다.5) 그러나, 이 조항은 정부가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고, 한 구분해야 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구분

이 용납할 수 없는 기 을 바탕으로 했다거나, 혹은 어떤 집단에 자의

인 부담을 부여해서는 안된다.6)

2. 서론 : 3단계 근법

미국 연방 법원은 평등보호이론에서 3단계 근법을 사용한

다.7) 가장 낮은 심사는 “합리 근거”혹은 “합리 련성”심사기 이

며, 법원은 이 기 을 강화된 심사기 을 용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사용하 다. 그 다음으로 강화된 심사는“ 간심사”기 이다. 법

원은 이 기 을 성차별, 서차별을 포함한 유사차별을 한 기 으로

사용하 다.

4) Matthews v. Diaz, 426 U.S. 67 (1979) 법원은 연방의료보호법에서 의료보호수

혜를 한 5년 거주원칙이 규정되는 것을 허락하 다. 이 거주원칙으로 인해 많은

외국인 거주자가 의료혜택으로부터 배제되었다. 외국인은 차별받는 집단이며, 이

와 유사하게 법원은 특정 민감한 역에서 연방정부에게 부여될 필요가 있는

존 을 규정한 법률을 지지하는 엄격기 보다 덜 엄격하게 용하 다.

5) Tussman and TenBroek, The Equal Protection of Laws, 37 Calif.L.Rev.

341(1949).

6) 게서, 345쪽.

7) 이 내용에 한 이차 인 근거는, R. Rotunda & J. Nowak, Treatise on

Constitutional Law: Substance and Procedure, vol. 3 (3rd. ed. 1999, with annual

supp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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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심사는 “엄격심사기 ”으로, 법원은

이 기 을 인종 혹은 출신국가를 바탕으로 분류를 하는 경우, 그리고

기본권과 련된 사건인 경우 활용한다.

A. 엄격심사기

정부의 분류가 차별을 의심받는 분류8) 혹은 기본권9)과 련되어 있

다면, 엄격심사기 이 용되고, 정부가 그 분류가

가. 달성을 해 필수 이고

나. 불가피한 이익

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정부의 행 는 지된다.

한 법원은 “필요성”요소를 최소한의 제한 인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10)

8) 이 용어의 출처는 Korematsu v. U.S., 323 U.S. 214, 216 (1944).

9) Boddie v. Connecticut, 401 U.S. 371 (1971).

법원은 엄격심사기 을 바탕으로 혼인을 한 기본권과 법률의 무효를 인정함으

로서 이혼을 원하는 자가 이혼을 하여 법원에 비용을 지불하게 하 다.

10) 스톤 법 은 다음 사건에서 의미있는 사법심사를 한 기 을 한 논리를 제

공하 다.

U.S. v. Carolene Products Co., 304 U.S. 144 (1938):

각주 4번 최 의 수정헌법 10개 조항들이 수정헌법 제14조에 포함되는 것으로 단

될 때에는 특수한 지조항으로 생각되는 것처럼, 법률이 일견 헌법상의 특수한

지조항 내에 있는 것처럼 보일 경우에는 합헌 추정의 범 가 더 좁아지게

될 것이다.

바람직하지 않은 입법을 무효화시킬 것으로 기 되는 정치 차를 제한하는 입법

이 다른 형태의 입법에서 보다 수정헌법 제14조의 일반 제한하에서 엄격한 사

법심사가 이루어지는지의 여부를 여기에서 고려할 필요는 없다.

한 분리되고 고립된 소수에 한 편견이 소수를 보호하기 한 일반 인 정치

차의 운용을 심각하게 해하는 경향이 있는 특별한 경우인지 한 상응하여 심도

있는 사법 조사를 요청하는 특별한 경우인지를 조사할 필요는 없다.

참조, Craig v. Boren, 429 U.S. 190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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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인종11)과 외국인12)을 기 으로 한 분류는 엄격심사기 을

바탕으로 재고되어야 한다는 을 인정해 왔다. 한 법원은 기본권

도 엄격심사기 을 바탕으로 재고되어야 한다고 인정해 왔다. 법원은

다른 권리들 보다도 사생활권,13) 투표권14), 거주이동권15)을 엄격심사가

용되는 기본권이라고 단해 왔다. 법원은 모든 기본권이 평등보호

조항에 따라서 심사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만일 법률이 개인의

권리행사능력에 부담을 지우면, 법원은 실체 인 법 차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을 평가한다. 그러나, 법률이 한 집단의 개인의 능력에 부담

을 지우는 분류를 사용하면, 해당 법률은 평등보호조항에 따라 심사된

다.

엄격심사기 이 용되는 부분의 사건들은 정부의 분류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을 받는다. 최근까지 노골 으로 인종을 분류의

기 으로 한 단 한 사건만이 엄격심사기 이 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되었다. 이 사건은 시 일본출신의 미국국민 억류와 련된 사건

이었다.16) 이 사건은 많은 법률가들에 의해 비난을 받았으며 만일 이

사건이 오늘날 심리되었다면, 아마 그 결과는 달랐을 것이다.17) 따라서,

엄격심사기 하에서 분석되는 부분의 분

11) Brown v. Board of Education, 347 U.S. 483 (1954).

12) Graham v. Richardson, 403 U.S. 365 (1971).

법원은 외국인, 인종, 출신국가를 기 으로 한 분류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차별이

며 고도의 사법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했다.

13) Griswold v. Connecticut, 381 U.S. 479 (1965)에서 “사생활에서 혼인의 역” 이 있음이

인정되었다.

Carey v. Population Service International, 431 U.S. 678 (1977)에서 국가가 면허를 가진 약

사 외에 비의료용 피임기구의 매를 지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결을 내렸다.

Osborne v. Ohio, 495 U.S. 103 (1990)에서 외설 인 것들을 집에서 볼 수 있는 권리를 포함

하는 사생활권을 인정하 다.

14) Hadley v. Junior College District, 397 U.S. 50 (1970).

15) Shapiro v. Thompson, 394 U.S. 618 (1969).

16) Korematsu v. United States, 323 U.S. 214 (1944).

17) 1980년 의회는 No. 96-317를 출간했다.

제2조에서 세계제2차 일본인을 억류한 이유를 연구하는 기구를 설립했다.
이 기구는 “당시 알려진 바로는, 정부기구로부터 문제시되는 군사 필요성의 근
거가 불완 하며 일본인들을 추방하고 억류하는 것이 하지 못함을 지 하는
실체 인 증거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인종편견, 쟁공포, 정치 리더쉽의 실패”로 인하여 “세계 제2차 에 일본출
신의 미국시민과 거주자가 개인 인 심사 혹은 기타 그들에 한 실증 인 증거
없이 미국정부에 의해 추방되거나 이주되거나 억류되는” 일이 자행되는 “정의의
무덤”이 있었다.

참고, Personal Justice Denied: Report of the Commission on War Relocation and

Internment of Civilians 18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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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는 헌으로 결된다.

B. 간심사기

만일 유사차별분류가 련되어 있다면, 법원은 정부에게 다음의 요

건을 입증하도록 요구한다.

가. 목 과의 실질 인 련성

나. 요한 정부의 이익

법원은 성차별18)과 서차별19)은 강화된 사법 심사기 이 용

되는 유사차별집단으로 인정했다. 한 법원은 미국에서 합법 거주

를 입증하지 못한 아동의 공공교육거부와 련된 사건에서 간심사기

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어떠한 심사

의 기 이 사용되었는지 의도 으로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20)

18) United States v. Virginia, 518 U.S. 515 (1996).

법원은 성차별사건에서의 입증책임은 명백하게 정부가 부담한다고 결했다.

한 성차별은 실질 으로 요한 정부의 이익과 련되어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해 “ 단히 설득력 있는 정당화”가 필요하다고 결했다.

19) Clark v. Jeter, 486 U.S. 456 (1988).

20) Plyer v. Doe, 457 U.S. 202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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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합리 근거 “단순 합리성”

합리 근거심사기 은 법원이 사용하는 가장 약한 심사기 이다.

통 으로 법원은 이 기 용시 정부행 의 합헌성을 추정한다.

여타의 모든 심사는 심사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한 입증책임을 정부에

게 부담시킨다. 정부가 평등보호조항을 반하 다는 것을 원고가 입증

하기 해서 원고는 분류가

가. 합리 련성을 가지고

나. 정부의 목 을 정당화한다.21)

는 것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법원은 한 정부가 분류를 만드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한, 그 분류는 인정될 수 있다고 시했다.22) 그러므로, 합리

근거 심사기 을 용한 부분의 분류들은 합헌성이 인정된다.

21) Massachusetts Board of Retirement v. Murgia, 427 U.S. 307 (1976).

법원은 연령이 차별집단이 아니며, 합리 근거 심사는 모든 연령집단에게 용

되어야 한다고 결했다.

22) Pennell v. City of San Jose, 485 U.S. 1 (1988).

법원은 임 인이 8%까지 임 료를 인상하는 것을 허가하고, 임차인이 8%이상의

임 료 인상에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임 차계약법을 인정했다. 법원

은 임차규제조항이 임 인의 투자에 한 합리 인 이익의 회수를 부인함으로서

재산권의 침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결했다. 한 법원은 법이

“자의 , 차별 이거나 혹은 의회가 자유롭게 취할 수 있는 정책과 명백하게 무

하지 않는 한” 그 법은 합헌이라는 이유를 들어 평등보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 으로 련이 있는 한” 이 임 차계약법은

평등보호원칙을 유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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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 법 의 “Affirmative Action 이론” : Regents of

Univ. of Cal. v. Bakke23) (1978)

A. 입학 로그램

캘리포니아주립 학교 데이비스의 의과 학은 100명의 입학정원을

해 일반입학 로그램과 특별입학 로그램, 두 개의 입학 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24) 일반입학 로그램에서는 학교 성 이 4.0만 기 으로

2.5이하인 학생은 자동 으로 탈락된다.25) 약 6명 한 명의 지원자가

면 을 볼 기회를 가지며, 각 입학사정 원에 의해 1 에서 100 까지

수가 매겨진다. 이 수는 지원자의 평균학 , 과학과목평균성 , 의

과 학입학자격시험성 , 추천서, 과외활동, 기타 생활기록부를 바탕으

로 총 “표 수”로 기록된다.26) 모든 입학사정 원회는 지원자의 입학

원서와 수의 심사를 바탕으로 입학허가서를 작성한다.

특별입학 로그램을 해서는 독립된 원회가 소집되는데, 그들의

부분은 소수집단에 속하는 사람들로, 이들이 특별입학 로그램을 운

한다.27) 1973년과 1974년의 입학원서에는 지원자가 “경제 그리고/

혹은 교육 으로 불리한 입장”28)으로 혹은 “소수집단의 구성원”으로 인

정받기 원하는지에 한 설문이 있었다.

지원자는 이 “특별한 차”에 따라 순 가 매겨지는데, 평균평

23) Regents of University of California v. Bakke, 438 U.S. 265, 274 (1978).

24) 게서, 274쪽.

25) 게서.

26) 게서.

27) 게서.

28) 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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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의 커트라인을 맞출 필요가 없으며, 일반입학 차의 지원자에

하여 순 가 매겨지지도 않는다. 1973년과 1974년에는 특별지원자의 약

4분의 1이 면 의 기회를 가졌으며, 표 수가 매겨졌고, 필수과정에

미달하거나 혹은 기타 특별한 결함이 있는 특별 지원자들은 일반입학사

정 원회의 우선 선택에 따라 탈락되었다.29) 특별입학사정 원회는

16명의 특별입학지원자가 선정될 때까지 지속 으로 지원자들을 추천했

다.30) 따라서, 총 정원 16명 혹은 16%가 특별입학지원자들을 해

할당되었다.31)

4년의 기간동안 63명의 소수집단 학생들이 이 특별입학 로그램을 통

하여 입학했고, 44명의 학생들이 일반입학 로그램을 통해 입학했다. 이

특별입학 로그램을 통해 입학한 불리한 지 의 백인들은 없었지만, 많

은 불리한 지 의 백인들이 지원했다.32)

B. 피고

피고인 백인남성은 1973년과 1974년에 일반입학 로그램을 통해 캘리

포니아주립 학 데이비스 의과 학에 지원한 사람이었다. 그는 불합격

되었고,33) 그가 불합격되었던 1973년에는 4명의 특별입학분이 아직 보

류된 상태 다.34) 1974년 피고는 다시 응시하 고 다시 불합격되었

다.35) 이 두 해에 피고보다 상당히 낮은 수의 특별입학지원자가 합격

하 다.36) 두 번째 불합격이 된 후, 피고는 소송

29) 게서, 275쪽.

30) 게서.

31) 게서.

32) 게서.

33) 게서.

34) 게서, 277쪽.

35) 게서.

36) 게서, 2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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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기하 다.

결은 여섯 개의 분리된 의견이 제기되었고, 본고의 논의를 하여

요한 의견을 간단히 살펴보겠다.

C. 법 월의 견해

법 루이스 월은 네 명의 다른 법 과 함께, “인종과 민족에

의한 구분은 종류를 불문하고 원천 으로 의심의 상이 되는 차별이며

그 기 때문에 가장 엄격한 사법심사가 요구된다.”37)라고 시하 다.

월 법 은 다양한 학생집단을 이루기 한 목 이 특정 상황하에서

의 입학결정에 인종 인 고려를 하는 것을 충분히 정당화하지만, 피고

와 같은 개인에 한 고려를 미리 배제시키는 원고의 특별입학 로그램

은 불가피한 목 을 달성하기 해 불필요하며 따라서, 평등보호조항에

따라 무효라고 단하 다.38)

학교는 피고가 특별입학 로그램이 없었더라도 입학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는 입학되어야 한다.39)

D. 법 의 견해

법 화이트, 법 마샬, 법 블랙먼과 함께 견해를 밝힌 법

은 인종을 기 으로 한 분류는 엄격사법심사의 상

37) 게서, 303쪽.

38) 게, 311쪽.

39) 게서, 319~3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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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기는 하지만, 의학분야에서의 소수인종의 소외상태는 의도 인

차별의 결과가 빚는 상이므로 그것을 치유하기 해서 인종을 고려한

정책을 취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40) 그러므로, 인종은 학입학 로그

램에서 하나의 요소로서 사용될 수 있다.41)

E. 법 스티 의 견해

법원장 버거, 법 스튜어트, 법 퀴스트와 함께 법

스티 은 법 해석의 문제를 바탕으로 결을 내렸다. 그러나 헌법

상의 평등보호문제에 해서 언 하지 않았고, Title VI를 용하여

피고가 Title VI의 반으로 학교입학에서 제외된다고 결했다.42)

Ⅲ. 엄격심사기 : 단순 근 Grutter v. Bollinger et.al.43)

(Michigan Law School Case) (2003)

1. 입학제도

미시간 법과 학원은 입학제도에 affirmative action을 도입하 다. 매

년 350명의 학생을 선발하는데 3,500명의 지원자가 지원하는

40) 게서, 360-361쪽.

41) 게서, 378-379쪽.

42) 게서, 421쪽.

43) Grutter v. Bollinger, 123 S.Ct 2325, 233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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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과 학원은 공식 법과 학정책에 “서로를 존 하고 배우고자 하

는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학생들의 조화”라는 문구를 두고 있었

다.44)

이 법과 학원은 이 정책지향성을 실천하기 해, 탄력 평가방법과

결합된 학습능력에 을 두는 입학제도를 사용하 다. 이 법과 학원

의 정책은 입학사정 원들이 법과 학원 입학자격시험, 교과성 , 자기

소개서, 추천서, 그리고 지원자가 학교의 다양성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

지를 설명하는 에세이를 포함하는 통합 문서를 바탕으로 각 지원자를

평가하게 했다.

한 이 학교의 정책은 입학사정 차에서 학교의 다양성에 기여하는

지원자들에게 “실질 호혜”를 둘 것을 언 했다.45) 학교는 그 정책에

서 이 학교가 일정한 형태의 다양성에 집 하고 있음을 말했다. 이 학

교는 “우리는 아직, 흑인, 히스패닉, 인디언처럼 역사 으로 소외되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특별한 노력 없이는 의미있는 숫자가 입학할 수 없

는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학생집단을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46)

2. 원고

원고인 미시간 거주자이며 백인인 바바라 그루터는 미시간법과

44) 게서, 2331쪽.

재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을 받은 이 학교입학 로그램과 련된

Gratz v. Bollinger 사건에서, 법원은 “미시간 학의 학교입학 원회에서 사용

된 차는 지원자에 한 의미있는 개별 심사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입

학에서 사용되는 affirmative action제도는 법과 학원에서 사용되는 것과 다른

것이다.”라고 시하 다.

45) 게서, 2332쪽.

46) 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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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1996년에 지원하여 비합격자에 포함되었으나, 결국 불합격

처리되었다.

원고는 법과 학원입학시험에서 161 을 받았고, 학평균평 도 4.0

만 에 3.9 을 받았다. 이 법과 학원은 상당히 낮은 평 과 법과 학

원입학시험성 을 받은 “ 히 표되지 못하는” 소수집단 출신의 지

원자를 합격시켰다.47)

원고는 이 학교가 인종을 주요한 기 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정 소

수집단에 속한 지원자들에게 “다른 인종집단의 유사한 자격을 가진 학

생들보다 상당히 높은 입학 기회”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48) 한 원

고는 이 학교가 “입학 차 기 에 인종을 고려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불가피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49)

원고는 손해배상과 징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이 학교의 인종차

별에 한 시정명령을 청구했다.50)

3. 재 (지방법원)

지방법원은 책임단계와 손해배상단계로 나뉘어졌고 집단소송을 인정

하 는데,

(가) 1995년 이래로(1995년 포함) 본 재 이 시작될 때까지 미시간법

과 학원에 지원하 으나 불합격된 사람

(나) 백인을 포함하여 입학사정에서 불리하게 우받은 인종 혹은 민

족에 포함되는 사람51)

47) 게서.

48) 게서.

49) 게서, 2333쪽.

50) 게서.

51) Grutter v. Bollinger, 123 S.C.t. 2325, App. to Pet. for Cert. 191a-19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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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집단 소송의 범 를 한정지었다.

사는 다양한 학생구성원을 달성하는 이 학교의 이익이 “불가피”한

것인지, 한 입학정책에서 인종이 어느 정도의 고려 요소인지를 법률

의 문제로서 비배심심리를 통해 결정하 다.

사는 15일간의 재 을 통해 엄격심사기 이 용되어야 하며, “인

종 으로 다양한 집단의 구성은 Bakke 결정에서도 ‘불가피한 이익’이라

고 인정되지 않았으며 과거의 차별에 한 보상도 아니기 때문에” 이

법과 학이 주장하는 이익은 불가피한 이익이 아니라고 시하 다.52)

한 법원은 다양성의 추구가 불가피한 이유라 하더라도, 이 학교의 정

책은 최소한의 제한된 방법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53) 법원은 이 법

과 학원이 입학사정에서 인종을 하나의 요소로 사용하는 것을 지했

다.

4. 항소심

속재 원의 항소심에서는 지방법원의 결을 기하 는데 네

명의 사는 이것에 반 하 다. 법원은 인종이 단지 “잠재 부가요소”

로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다양성은 불가피한 이익이며 정책은 엄 하게

제한 인 방법을 채택했다고 결했다.54)

52) Grutter, 2333쪽.

53) 게서.

54) 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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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원

법 스티 스, 법 사우터, 법 긴스버그, 법 어의

견해, 그리고 기타 다른 법 의 부분 인 견해와 함께 한 법 오

커 는 이 법과 학원의 다양성의 이익은 불가피한 이익이며, 불가피한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이 법과 학원의 정책은 엄 하게 고안되어졌

다고 결했다.

A. Bakke 례

법원은 먼 Bakke 사건에서55) 소수집단을 하여 100명 16명

의 인원을 할당한 의과 학원의 헌성을 주목하 다. 이 결에서,

술한 바와 같이, 6개의 다른 견해가 도출되었다. 법 오커 의 다수

의견은 학문 자유는 “수정헌법 제1조의 특별고려로서 오랫동안 생각

되어져 왔고”,56) “조국의 미래는 다양한 이상과 도덕을 폭넓게 하면

서 훈련된 지도자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다양성의 확보는 불가피한

이익이라는 법 월의 의견을 선택하 다.57) 그러나, “이는 일정 비

율의 인종이 학생집단에 포함되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단순히 인종 다

양성을 추구하는 이익”이 아니다.58) 이것은 다양성의 이익이지만, 이것

이 유일한 이익이 되어서는 안된다. 다양성은 입학정책 기 의 여러 다

른 요소 에 하나가 되어야 하지만, 아마 매우 요한 요소가 될 것이

다.

55) Regents of Univ. of Cal. v. Bakke, 438 U.S. 265 (1978).

56) 게서, 2328쪽.

57) 게서.

58) 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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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는 법 월의 의견을 수용했고, 그의 결정을 길게 인용했다.

B. 엄격심사기

법원은 엄격심사기 을 채택했다. 법원은 인종을 기 으로한 모

든 분류는 엄격심사기 을 바탕으로 단되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종

을 기 으로 한 분류가 인정되기 해서는 그러한 분류가 불가피한 이

유를 해 필수 인 것이어야 한다. 법원은 일부 사건, 그러나 많지

않은 사건이 엄격심사기 하에서도 인정되었다는 것을 언 했다.59)

C. 심사의 용

a. 불가피한 원인

법원은 정부의 “신의성실”은 “반 증거의 부재”시 “추정”되며, 다양

한 학생집단을 이루는 것은 “법과 학원의 정당한 설립목 의 심”에

해당한다고 선언하 다.60) 법원은 이 학교의 입학정책을 통해 성취되

는 다양성이 불가피한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입증책임을 원고에게 부담

한다.

b. 엄 한 고안

한 법원은 입학 로그램은 엄 하게 고안되었다고 결했다.

법원은 엄 하게 고안되기 하여는, 인종을 고려한 입학 로그램이

“여타 지원자와의 경쟁으로부터 특정의 선호되는 자격을 가진 지원자의

범주를 분리”해서는 안된다는 을 선언하고 있다.61) 법

59) 게서, 2338쪽.

60) 게서.

61) 게서, 23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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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인종 혹은 민족을 단순히 “특정 지원자의 서류에서 ‘가산 ’”으

로서 고려해야 한다. 즉, “각 지원자들의 특정한 자격의 견지에서 모든

한 다양성의 요소를 고려할 만큼 탄력 인 것이어야 하며, 고려를

한 동일한 지 에 놓기 하여, 요소들에 동일한 을 둘 필요는

없다.”62)

따라서, 학은 특정 인종 혹은 민족집단의 구성원을 하여 인원할

당을 둘 필요가 없으며, 그들을 한 분리된 입학 차를 둘 필요도 없

다. 법과 학원의 입학 로그램은 이 필요조건을 충족하 다. 한, 이

로그램은 각 지원자가 개인 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만큼 탄력 이었

고, 인종 혹은 민족을 지원자의 특징을 결정짓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

다.63)

그러나 법원은, 인종을 고려한 입학정책은 시간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언 했다.64) 법원은 인종 립 인 입학방식이 가장 나으며, 실

질 으로 최 한 빠른 시간 내에 인종 특혜를 종료시키겠다는 법과

학원의 의견을 받아들 다. 법원은 지 부터 25년 내에 인종 특혜

의 활용은 오늘날 인정된 이익을 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았다.65)

Ⅳ. Grutter v. Bollinger 사건 평석

미시간법과 학원의 affirmative action은 통 인 평등보호이론

62) 게서.

63) 게서.

64) 게서, 2365쪽.

65) 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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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주에는 포함될 수 없다. 오커 의 다수의견은 엄격심사기 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요소와 련되어 잘못되었다.

1. 불가피한 원인

법 오커 의 다수의견은 다음과 같이 고 있다.

다양한 학생집단의 달성은 법과 학원의 한 설립목 의 심이

며, 이는 학 측의 ‘신의성실’의 존재가 반 증거의 부재시 추정된다66)

는 우리의 입장에 의하여 법과 학원이 다양한 학생집단의 달성에 불가

피한 이익을 가지고 있음이 알려졌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다.

이것은 평등보호이론에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이다. 법원은 평등보

호이론의 가장 엄격한 심사 기 에 따라서 이 사건에서 불가피한 동기

가 추정됨을 논증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원고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약 25년간 법 월을 포함한 법학자들은 정부가 본질 으로 차별이

의심스러운 분류를 사용할 때 정부는 그 분류의 불가피성을 입증할 책

임이 있다고 이해해 왔다. 우리는 본질 으로 차별이 의심스러운 분류

를 만든 사람은 정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존경받는 법원장 버거가 Palmore v. Sidoti(1984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수정헌법 제14조의 주요한 목 은 인종을 바탕으로 모든 정부차

원에서 부가되는 차별을 배제시키는 것이다. 개인을 인종에 따라 분류

하는 것은 인종차별을 반 하는 것과 같다...” 인종이 사용된 경우, 법률

은 차별의 의심을 받으며, “가장 엄격한 심사를 받게된다.”67)

66) 게서, 2339쪽.

67) Palmore v. Sidoti, 466 U.S. 429, 441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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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면 오늘날 미국의 엄격심사기 하에서 정부는 불가피한 이익

을 주장하고 법원은 정부의 “선의”를 신뢰하게 된다.

이것이 진정 Bakke 사건에서 법 월이 의미한 것인가? 나는 많

은 사람들이 그 게 생각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법원은 법 월

의 견해를 수용했고 그의 견해를 길게 인용했지만, 법원은 그 뜻을

이해하는데 실패했거나 그 견해를 이해하지 않으려고 했다.

월의 Bakke 사건에서의 견해는 학교는 입학 로그램이 엄격심사

기 에 합치한다면 입학 차에서 인종 요소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인

종 요소를 우월 요소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바탕을 둔 것

이다.68) 법원은 심사의 후반부를 무시하기로 결정하고 평등보호이론

을 도시켜, 엄격심사기 의 첫 번째 기 을 유명무실하게 하 다.

2. 불가피한 원인을 한 필수성

두 번째로, 법원은 엄 한 고안의 분석, 용을 통해 남아있던 엄격심

사기 을 무력화 시켰다.

엄 한 고안의 분석의 주요 기능 의 하나는 제시된 이론 근거가

실제 이론 근거인 것을 확정하는 것이다. 엄 한 고안은 주장된 원인

이 진정한 이유인지를 가려 다. 문제는 법원이 동기의 유효성을 추정

하는 경우, 심사의 두 부분의 한 연 성으로 인해 엄격한 일치가

역시 필연 으로 추정된다. 동기가 추정되는 경우, 격렬한 논쟁은 단순

히 동기를 정당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68) Bakke, 289-2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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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문제

법원이 논리를 왜곡하고 은 하게 그들이 원하는 결론을 도출하기

해 심사를 사용하는 경우, 법은 심각한 험에 빠진다. 이 게 되면

사법부에게 법 원칙은 정말 요한 문제가 아니고 가장 요한 것은

결과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견해는 사법부에 한 존 과 정당성을 괴할 것이다. 입법

부와 사법부의 다른 은 사법부가 과거로부터 내려온 논리 근거를

바탕으로 결을 내리는 비정치 기 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법

들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하여 헌법 이론을 악용하는 경우, 사

법부는 입법부처럼 보일 것이며, 사법부의 정당성은 의심받을 것이다.

나는 우리 모두가 법 오커 가 진정으로 엄격심사분석을 한 것이

아니며, 단순히 심사를 조정함으로써 그녀의 정치 견해를 정당화하

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만일 사회 변화를 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9명의 비선출된 법 이 입법부와 다르지 않게 단순히 정치 역할

을 한다면, 법원의 정당성에는 심각한 의문을 가지게 된다.

Ⅵ. 한민국에의 교훈

이 결은 미국 사법부에는 그리 큰 향을 끼치지는 못할 것이다.

비록 많은 법학자들이 엄격심사기 의 용이 정치 목 을 달성하기

한 악용에 불과하다는 을 알고 있지만, 법원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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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미국 민주주의 제도하에 확고하게 간직되어 있고, 의회는 법원

의 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유명한 법률 주석가가 쓴 바와 같이,

미국의 헌법정치하에서 오늘날의 의회는 98 운드의 병약자처럼 보이

고, 법원은 막강한 싸움 장이다. 매우 자주, 법원은 막 한 양의

모래를 의회의 얼굴에 뿌려 며, 더욱 빈번하게 국가와 지방정부에 모

욕을 가한다. 의회는 더욱 자주 단순히 순종하거나 혹은 국가의 입법기

으로 자신의 지 를 어둠 속에서 조롱한다.69)

동일한 경우가 한민국 의회에 용된다고 할 수 없다. 최근, 많은

한민국 헌법재 소의 결들이 국회에 의해 존 받지 못했고 변화들

이 법률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들은 헌법재 소 결들의 정

당성을 괴할 수도 있다.

알 산더 해 턴이 말한바와 같이,

사법부는… 무력 혹은 권에 의해 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강성

혹은 사회의 부귀에 의한 움직임이 아니라, 어떤 형태이든 극 인 해

결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무력 는 의지가 되어서는 안되며, 단순히

결이 되어야 한다는 말도 진실이다. 결의 유효성을 하여 궁극

으로는 행정부의 도움에 의존해야 한다.70)

모든 법원의 구조 권한에 한 본질 한계는 최근 세워진 법원들

이 가지는 문제들이다. 즉, 한민국 헌법재 소는 미국의 법원보다 더

욱 신 해야 하고, 특별히 그 결을 이성 인 법 논리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결론을 도출하기 하여 법률심사를 악용해서

69) Matthew J. Franck, Support and Defend: How Congress Can Save the

Constitution from the Supreme Court, Heritage Lecture 604 (1998).

70) Alexander Hamilton, Federalist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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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안 된다.

부연하여, 한민국 헌법재 소는 사회변 을 한 단순한 도구로 이

해되어서는 안 된다. 한민국 헌법재 소의 존재 이유는 이것 이상이

다. 한민국 헌법재 소는 국민과 국회에게 이성 인 법 의견을 바

탕으로 한 결을 내리고 헌법을 해석하는 기구로 이해되어야 한다. 종

종 헌법재 소는 헌법의 해석을 통하여 사회변화를 창조하지만, 그 변

화는 이 해석 권한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사법 으로 창조된 사회변

화의 달성을 통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러한 형태의 사법 극주

의는 사법부의 순수성, 권한, 정당성에 흠을 내는 것에 불과하다.

한민국 헌법재 소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녔으며, 헌법재 들의

제된 리더쉽과, 헌법연구 들의 제된 안목을 지침으로 삼아, 한민

국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자랑스러운 역할을 계속 수행해 나갈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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