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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종 까지 표 행 가 개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주로 논의되어 온

것은 주로 명 등 인격 법익에 한 것이었다. 그러나 표 행 가

개인이나 법인의 업활동 내지 기업활동 등 경제 이익을 침해하거나

태롭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그에 한 법 인 문

제를 논의하지 아니하면 언론과 타 법익의 충돌과 그 조정 해결에

한 논의를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에서는 표 행 가 개인

이나 법인 등 단체의 경제활동에 하여 보도․비 하는 경우 야기될

수 있는 손해가 어떠한 경우 어떠한 범 에서 구제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룬다.

이 에서는 개인이나 법인의 경제활동이 표 행 에 의한 공격 상

이 되는 경우 그 구제책을 설명하는 부분과 나아가 경제활동이 표 행

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경제에 한 규제가 표 의 자유에 한 규

제로 작용하는 경우로 나 어 고찰하기로 한다. 자의 경우에는 업무

방해, 신용훼손 등 통 인 형사법제도가 논의되고, 나아가 개인의 경

제활동을 포 하여 보호하게 된 이른바 기업권의 법리가 논의 될 것이

다. 나아가, 경제활동이 표 의 성격을 띠는 경우 일반 인 경쟁법의 법

리가 어떻게 용되는가를 고찰하는 것은 새로운 시각에서 필요하다.

특히, 고에 한 내용규제는 표 의 자유의 법리와 긴 한 연 을 갖

는 것이고, 최근에 이르러 이러한 계는 새로운 인식에 기반을 두게

되었다는 에서 그 논의의 가치가 크다.

Ⅱ. 표 행 에 의한 기업권 침해 - 업의 자유와 표 행

1. 개

개인의 사회생활상의 평가는 명 를 보호하는 제도에 의해 보호된다.

그러나 개인의 경제생활상의 평 (評判)이나 그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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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방해받지 않고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자유가 표 행 에 의해

침해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종 에 이러한 침해에 하여는 인격

권의 한 부문으로서 보호받았을 뿐 독자 인 특별한 구제책이 강구되지

못하 다.

그러나 인격 이익이 포 하지 못하는 경제활동의 역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명 훼손이 될 수 없음에도 기업활동에 큰 향을

주는 사례가 지 않게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경제거래상의 공정한 경

쟁질서를 깨뜨리는 행 로 인하여 기업의 이익이 침해되는 사례와 련

하여 개인의 인격 이익뿐 아니라 경제 활동, 즉 업의 자유를 해

치는 표 행 에 한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게 되었다.

이에 하여는 행법상 신용훼손, 업무방해를 처벌하는 형법상의 규

정이 있고, 부정경쟁방지법이나,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법률이 불공

정한 거래행 등에 의해 경쟁질서를 해치는 행 를 규제하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규정들만으로는 개인의 기업활동과 표 행 간에 제기되는

여러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 이러한 사태에 처하기 하여 독

일에서는 이른바 ‘기업권’(Recht am Unternehmen)의 개념을 인정함으

로써 포 인 보호의 체제를 취하고 있다. 독일법상 기업권은 개인의

경우 ‘일반 인격권’(allgemeine Persönlichkeitsrecht)이 개인에 한

포 법익으로 주장되는 바와 같이 경제 기업이 그 존속과 유지에

서 향유하는 포 법익으로 인정된다는 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민법은 불법행 의 성립요건에 있어서 특

정한 권리의 침해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보호받는 이익을

법하게 침해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구제를 베풀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으므로(민법 제750조 참조) 이 기업권 개념의 도입은 인격권

개념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포 인 해결에 도움을 주게 된다.

이하에서는 우선 우리 법제상 경제활동을 보호하는 제도를 일별한 후

독일법상 기업권의 법리를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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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 법제상의 기업권 보호

가. 형법상의 업무방해죄

기업권의 보호와 련하여 우리 법제상 고려되는 것은 업무방해를 처

벌하는 형법 제314조이다. 동조 제1항은 허 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

타 계로써 는 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례에 의하면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라 함은 사람이 그 사회

생활상의 지 에 기하여 계속 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된 업무뿐만 아니라 이와 불가분한 계에 있는 부수

인 업무도 포함된다.1)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일 것이 요구되므로 공장

의 이 과 같은 일회 인 사무는 업무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업무’에 해

당되지 않는다.2) 업무는 타인의 법한 행 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나, 그 업무의 기 가 된 계약 는 행정행

등이 반드시 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3)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

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

의 결과를 래할 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4)

업무방해행 의 법성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 행 가 목 하는 이

익과 피해자의 이익을 형량(衡量)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를 들

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 에 속하는 것이면 기업의 업무에 방해

가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바로 법성이 인정되어서는 안되고, 양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하는 것이다.5) 다음 사례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인정되는 경우라

1) 법원 1961. 4. 12. 4292형상769 결, 1977. 3. 22. 76도2918 결, 1985. 4. 9. 84도

300 결

2) 법원 1989. 9. 12. 88도1752 결, 공859.1526(73)

3) 법원 1991.6.28 91도944 결, 공902.2080(69)

4) 법원 1991. 6. 28. 91도944 결, 공902.2080(69)

5) 법원 1993. 12. 28. 93다13544 결, 공94. 2. 15. 962(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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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법성 여부에 하여 부정 인 단이 행해진 사례이다.

[사례] 아 트 리업무 분쟁사건(1995)

법원 1995. 6. 16. 94다35718 결, 공95.8.1. 997(＊5)

아 트의 일부 주민들이 입주자 표회의의 아 트 탁 리업체 선정결

의가 부당하다고 하여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유인물을 제작․배포

하고, 수막, 방송 등을 통하여 집단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아 트 리업

무를 다소 방해하고, 리업체의 명 ․신용을 침해하게 되었다.

법원은 “공동의 이해 계를 갖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주장이나

목 을 철할 의도하에 한 집단행동이 민사상 불법행 를 구성하는 법

성을 갖는지 여부는, 그 집단행동의 구체 인 내용, 방법, 정도뿐만 아니라

이에 이른 동기나 목 , 경 , 상황 등을 침해이익과 함께 종합 으로 고

려하여 그 집단행동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단하여야 한다”고 제하고, 다수인이 집단행동의 과정에

서 자기들의 주장이나 목 을 반 당사자에게 알리고 여론을 환기시키기

한 의사표시의 수단으로서 유인물이나 벽보를 배포․부착하는 등의 행

를 함에 있어, 그 유인물 등에 표 된 내용이 사실에 반하거나 타인의

명 를 훼손하는 경우, 그 유인물 등의 이용의 태양이나 표 된 내용이 타

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든지 타인의 재산에 한

리이용권을 침해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법하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유인물 등에 표 된 내용이 타인의 명 를 훼손하는 것이

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한 것

인 때에는 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 진실한 사실이라는 이 증명

되지 아니하 어도 그 행 자가 그 사실을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

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 에 고의 는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어 불법행

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시하 다.

나. 민사상 불법행 의 성부

와 같이 형사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 민사상으로도 불법행

가 성립하게 됨은 물론이다. 특히, 우리 례는 ‘업무’의 개념을 상당

히 넓은 의미로 악하고 있기 때문에 에서 독일의 기업권의 개념이

의미하는 설립운 되는 기업에 한 보호보다 오히려 더 넓은 범 를

포섭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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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기업권 보호에 하여 명문의 규정이나 례

가 없어 기업의 다양한 활동범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요건하에서

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가 명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의

흠결을 보충하기 하여는 독일법상 기업권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

다. 우리 민법은 불법행 를 구성함에 있어서 이른바 개방 구성요건

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리를 도입함에 있어서도 지장

은 없다. 따라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일에서 기업권 보호를 하

여 요구되는 요건이 충족된다면 우리의 경우에도 불법행 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작 청구권이나 방해배제

는 방해 방청구권도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3. 신용훼손

가. 서론

(1) 의의

우리 형법 제313조(신용훼손죄)는 “허 의 사실를 유포하거나 기타

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이 게 형법상의 신용훼

손죄가 성립한다면 민사상으로도 불법행 가 성립하여 그 피해자는 행

자에 하여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구제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고의가

없어 형사상의 신용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실이 있으면 민사

상의 신용훼손은 성립한다.

형법상 신용훼손죄에서 말하는 신용이란 사람이 경제생활상 리는

사회 평가로서 사람의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에 한 사회 신뢰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신용훼손죄가 경제 인 역에 있어서 신용을 보

호하고 있지만, 신용에 한 해(Gefährdung)만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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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와 무 한 개인의 소득활동과 직업활동이 허 주장에 의해 침

해되는 경우에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실무에서 신용은 경제생활상의 사회 평가로서 넓은

의미의 명 개념에 포함하여 취 되고 있을 뿐6), 신용이 어떠한 범 에

서 어떠한 침해행 에 해 어떠한 내용의 보호를 받는가 하는 에

하여는 이 다 할 법리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이에 하여는 독일의

입법과 례가 참고될 수 있다. 독일 민법 제824조는 신용훼손에 의한

불법행 의 구성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동조에 의해 보호되는 기업의

발 은 피해자의 신용을 넘어서는 경제 이고 직업 인 면의 총체 인

장래 망을 들 수 있고, 민사상 신용훼손의 불법행 는 총체 인 면

에 있어서 경제 인 성가를 보호한다고 해석되고 있다.7) 경제상의 성가

를 보호하기 해 규정된 이 구성요건을 심으로 독일의 학설과 례

는 그 해석․ 용에 한 여러 문제에 하여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독일 민법 제824조(신용훼손, Kreditgefährdung)

① 진실에 반하여(der Wahrheit zuwieder) 타인의 신용을 태

롭게 하거나 는 그의 소득이나 발 (Erwerb oder Fortkommen)

에 해 기타의 불이익을 야기함에 합한 사실을 주장 는 유포

한 자는 그것이 허 인 것을 알지 못하 으나 알았어야 할 경우에

는 그 타인에 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② 달자 는 그 달의 수령인이 정당한 이익(berechtigtes

Interesse)을 갖는 경우에는 달자가 허 임을 알지 못한 달행

에 하여 달자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다.

(2) 의의 체계상의 지

독일 민법상 신용훼손에 한 법리는 경제 인 역에서 행해지는 허

주장에 한 배상청구를 가능하게 한다는 데에 본래 인 의미를 갖는

다

6) 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1450 결 [집36(2)민,34;공1988. 7. 15.(828),1020]; 법

원 1996. 6. 28. 선고 96다12696 결 [공1996. 8. 15.(16),2351]

7) Wenzel, Das Recht der Wort- und Bildberichterstattung, Hanndbuch des

Äußerungsrechts, 3. Auflage, Verlag Dr. Otto Schmidt KG, Köln, 1986, RN 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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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에 의하면 다투어지고 있는 표 행 가 명 를 침해하는 것인가

의 여부를 떠나 용될 수 있고, 기업의 경제 인 번 과 개인의 직업

인 성공이 허 의 주장 는 유포에 의해 침해되는 경우 이를 일반

으로 보호한다.

독일 민법 제824조 제1항은 허 주장에 의한 직 인 언어

침해에 해 경제 인 성가를 보호한다. 동 조항의 문언에 의하면

어떠한 방법에 의한 경우이든지 경제 인 성가를 침해하는데 합

한 것이면 허 사실의 주장은 모두 이 구성요건에 포 된다.8) 처

음에 례는 그 허 가 기업 체에 련되어야 한다고 했으나, 최

근 연방통상재 소는 태도를 바꾸어 민법 제824조는 허 의 주장

는 유포를 통해 기업의 개별 인 상형태에 해 오해를 갖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시하 다.9) 그리고 사실주장은 피해자와

직 인 련이 있어야 하며, 간 인 침해 는 이른바 반사

효과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하나의 주장이 경제 인 성가(聲價)와 함께 동시에 인격 인 명 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양자가 경합된다. 기업권에 한 침해와 신용훼손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업보호의 측면에서 용되는 신용훼손이 우선 으

로 용되고, 이른바 포 구성요건인 기업권은 용되지 않는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 행 가 업 인 거래에서 경쟁의 목 으

로 행해진 경우에는 경쟁법상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특히 부정

경쟁방지법 제2조 계조항이 용되며, 나아가 독 규제 공정거래

에 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 의 지)도 용되게 된다. 신용훼손

책임 역시 이러한 규정들과 경합할 수 있다. 다만, 경쟁법상의 구성요건

이 보다 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훼손에 기한 책임을 부

가 으로 주장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부분이지만, 부정경쟁방지법상

인정되는 청구권이 단기시효에 의해 소멸된 경우에는 신용훼손의 불법

행 에 기한 청구권이 의미를 갖게 된다.

8) Wenzel, a.a.O. RN 5.193f

9) BGH NJW 66, 2011 - Teppichkehrmaschinen-Entscheid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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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성요건

(1) 허 사실의 주장 유포

독일에서 민사상의 신용훼손은 허 의 사실이 주장될 것, 즉 허 의

사실주장이 제기되거나 유포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에 해당하는 여

부는 우선 표 의 의미에 따라서 결정된다. 진술의 체 내용에 따라

사심없는 독자나 청취자가 받는 의미가 기 이 된다. 즉, 이의 상인

보도가 수용자에 의해서 이해되는 바 는 그들에게 야기되는 인상이

기 으로 되는 것이다. 신용훼손은 경제 인 성가에 한 침해가 문제

되는 경우에만 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장 는 유포는 제3자에

해서 고지됨을 요한다. 피해자 자신에 해서만 행해진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가) 사실주장

사실주장이란 증거에 의해서 이론상 근이 가능한 사항이며, 따라서

진실 는 허 가 확정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업 성과에 한 실

체없는 가치평가 는 일반 으로 부정 인 표 에 하여는 사실의 성

격이 부정되고, 따라서 신용훼손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컨

, 한 기업의 수입이 잡에 근거하고 있다든가, 한 회사가 사기회사라

든가, 창고회사의 매매는 불리하다든가 하는 등의 주장이 그러한 에

속한다.10) 이러한 경우에는 술한 바와 같이 기업권 침해로서 구제받

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우리의 례에 의하면 형법상 신용훼손죄는 허 사실의 유포 기타 계

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할 것을 요하고, 여기서 허 사실의 유포라 함은

객 으로 보아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는 재의 사실을 유포하

는 것으로서 (미래의 사실도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할 때에는 여기의 사

실에 포함된다) 피고인의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 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계주로서 계(稧) 불입 을 모아

서 도망가더라도 책임지고 도와 사람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말은

피고인의

10) Wenzel, a.a.O. S.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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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한 개인 의견이나 평가를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허

사실의 유포라고 할 수 없다.11)

(나) 허 의 주장

허 주장이란 그것이 실제, 즉 사실상의 사실 계(tatsächlichen

Sachverhalt)와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부수 인 사항을 생략하

거나 요치 않은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 의해 표 의 내용이 향

받지 않는 경우에는 허 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컨 , 비행의 취소

로 피해받은 자가 30명인데 불구하고 40명이라고 주장된 경우 구제가

부인된 사례12)가 있다. 그러나 과장, 락 일방 인 취 은 사실을

왜곡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그 발언이 허 라고 평가될 경우가

있다. 컨 , 한 양조업자가 정당에 고비를 지불한 것인데도 불구하

고 기부 을 냈다고 보도하는 경우에는 허 가 된다.13) 세척제를 쓰다

가 다친 한 어린이에 한 보도에 있어서 그 상해가 사용상의 잘못에

의해 야기되었음에도 단지 그 세척제를 으로서 다쳤다고 보도하는 경

우는 허 가 된다.14) 변호사의 보수계약에 한 비 보도가 락과

왜곡에 의해 그 요한 정황에 하여 원고인 변호사의 활동은 거의 성

과가 없었고 그럼에도 그는 아무 어려움 없이 달성된 결과에 하여

무 많은 보수를 받았다고 하는 인상을 주게 하는 경우에는 허 라고

단될 수 있다.15) 특정 시 에서 력자가 해고되었다고 보도하 으나

실제로는 상호 합의하에 헤어진 것이면 허 가 된다.

[사례] ‘부도’ 루머 유포 사건 (1997)

서울지검 특수1부 1997. 8. 2. 결정

피 제조 문업체로서 소기업인 모 피 공업사는 매연 감장치 등

신제품을 개발해 특허를 획득하는 등 증권가에서 매우 유망한 업체로 알

려

11) 법원 1983.2.8 82도2486 결, 공701.538(47가) 집31(1형).94

12) BGH NJW 85, 1621 - Tükol

13) BGH NJW 51, 352

14) Hamburg OLGE 20, 255

15) BGH NJW 6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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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어 부도날 아무런 조짐도 없었다. 피의자인 모 증권사 간부는 자신

의 사무실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피 공업사가 “농 에 들어온 어음

18억원을 막지 못해 부도가 났다”는 등의 허 사실을 생명보험회사 등 기

투자가들과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업부 차장 등 부하 직원들에게

고의로 유포하 다. 이러한 악성 루머는 곧 고객들에게 알려졌다. 이에

해 서울지검 특수1부는 이러한 악성 루머를 퍼뜨린 피의자를 형법상 신용

훼손 의로 구속했다.16)

(다) 주장

주장(Behaupten)은 제3자에 하여 자기 자신이 믿는 바를 발언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용을 훼손하는 발언은 숨겨진 형태로 는 교묘한 방

법으로 행해질 수 있다. (Verbreiten)란 타인에 의해 제기된 주장을

달자 자신의 생각으로서가 아니라 타인의 생각으로서 복제하여 달

하는 것을 말한다. 타인의 말을 인용(引用)하여 달하는 경우가 에

해당하는 표 인 경우이다. 주장이 다른 제3자로부터 근원하 다고

하는 명시 인 언 이 있다 할지라도 그와 거리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자로서의 책임을 면치 못한다. 는 공개 으로 행해질 필요가

없으며, 단지 제3자에게 달됨으로써 족하다. 소문 역시 될 수 있

다. 인쇄인, 서 상과 같은 기술 인 자의 책임은 제한된다. 매

체의 책임도 그것이 단지 의견의 시장으로서 기능하는 경우에는 제

한된다.

의 경우에는 피인용자가 실제로 표 했던 바 로 달된 것만으

로 족한가, 아니면 인용된 내용(Inhalt des Zitates)도 진실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원칙 으로 보자면 달된 내용과 같이 피인용자

가 실제로 진술했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고, 인용이 허용되

려면 그 인용의 내용도 옳은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표 행 가 기

인 사실 계에 한 정보제공으로 악되어야 할 경우가 아니라, 피인

용자가 설명된 바와 같은 입장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다르다. 양자 에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가는 행

자가 추구하려고 한 의도에 의하

16) 법률신문 1997년 8월 7일 6면 <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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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니라 일반평균 인 수용자가 이해하는 바에 따르게 된

다.17) 따라서 피인용자가 말한 내용 자체에 하여 공공의 알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가 옳은 것인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컨 ,

공개 으로 구치감의 미결수에게 권총을 반입한 것이 특정한 변호사

일 수 있다고 하는 에 하여 장기간 논란이 있어 왔다면, 그 문제에

하여 잘 알 수 있는 구치소장이 그 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는 공공의

알 권리를 해 보도할 수 있고, 그 보도는 실제로 가 총을 반입했

는가 여부와는 상 없이 허용된다.18)

허 여부를 단하는 기 시 은 행 자에 의해 설명이 되는 때

이다.19) 주장된 일이나 사태가 사후에 일어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원

칙 으로 진실성 여부는 향받지 않는다. 주장된 바 로 사건이 사후

에 발생했다면 그 주장이 측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심

사해야 한다. 주장의 시 에서 그 허 성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면 법

원은 증거조사를 시행하여 원고에게 입증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원고

는 이러한 방법으로 사실상의 의혹 내지는 주장된 의혹을 해소할 수 있

다.20)

(라) 입증책임

허 의 사실주장이 제기되거나 는 되었다고 하는 사실의 입증

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

(2) 신용의 훼손

신용훼손을 인정함에는 허 의 주장이 타인의 신용을 태롭게 하거

나 는 그 이윤획득이나 기업의 발 에 해 불이익을 야기함에 합

한 것임을 요한다(독일 민법 제824조 참조). 신용의 훼손은 타인이 자기

의 재산법상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향유하는 신뢰를 태롭게 하는

것이다. 기업의 발 에는 피해자의 신용을 넘어서는 경제 이고 직업

인 면의 총체 인 장래 망을 들 수 있고, 민사상 신용훼손의 불법

행 는 총체 인

17) Wenzel, a.a.O. S. 178

18) Wenzel, a.a.O. S. 178

19) BGH AfP 68, 55

20) BGH GRUR 75, 89 - Brün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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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있어서 경제 인 성가를 보호한다.

태롭게 하는 것(Rufgefährdung)으로 족하기 때문에 허 의 주장이

경제 인 성가(聲價)를 실 으로 손상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신용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으면 족하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자기의 굳 (good

will)이 사실상 침해되었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21) 일반 으로 부정

인 향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22)

그러나, 컨 비리가 있다고 하는 기업의 주소를 잘못 표시 보도한

경우와 같이 립 인 허 가 게재된 경우에도 고객의 내방에 지장을

수 있기 때문에 허 가 있다고 보아 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할 경우가

있다.23) 일견 정 인 내용이라 할지라도 컨 , 한 극장의 입장권은

항상 매진이라고 보도하는 행 는 고객이 가보았자 입장할 수 있는 가

능성이 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그 기업의 경제 인 성가를 침해하

는 것이 될 수 있다.24)

독일 연방통상재 소의 례는 경제 인 성가보호에 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다. 즉, 민사상의 신용훼손은 허 정보에 의해 기인되는 모든

에 하여 방해받지 않는 경제활동의 이익을 포 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업상 에 한 방해받지 않는 계의 이익만을 보

호한다고 한다. 따라서 허 의 표 이 업활동을 침해할 수 있다고 하

더라도 그 표 에 의해 이루어지는 불이익이 업 인 계가 아니라

업외 인 것에서 나타나는 경우에는 신용훼손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다. 를 들어 연방철도청의 고속철도 계획에 하여 한 환경보호단체

가 그에 반 하는 기록물을 발간한 사안에서 그 기록 속에 일부 허 가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연방철도청의 업 인 계를 해한 것이 아니

라 업외 인 계에서 제3자의 이해를 구하면서 철도부설을 반 한

경우에는 신용훼손이 될 수 없다고 한 례가 있다.25)

21) BGH GRUR 75, 89 - Brünig

22) Wenzel, a.a.O. S. 180

23) Wenzel, a.a.O. S. 181

24) Wenzel, a.a.O. S. 181

25) BGH NJW 8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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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책사유

주장자가 허 임을 알지 못했으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도 민사상 신

용훼손에 따른 배상의무가 발생한다. 허 에 한 고의뿐 아니라 과실

의 경우에도 책임을 지는 것이다. 따라서 주장자는 사회통념상 요구되

는 주의를 반하여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책임이 있다.

(4) 개별 연 성

자연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 등에 하여도 신용훼손의 불법행 가 성

립될 수 있다. 자연인이 죽은 경우 그 상속인은 단지 망인의 생활상에

한 왜곡이 있는 경우 그에 해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우리의

례는 법인의 목 사업 수행에 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 명

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하여 불법행 를 구성한다고 한다.26)

신용훼손행 가 피해자에게 개별 으로 련될 것을 요함은 물론이

다. 개별 연 성(individuelle Betroffenheit)은 반드시 성명의 거명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식별가능성이 있으면 족하다. 한 회사가 비 되었

다면 그 회사의 이사도 함께 련된다고 보아야 한다. 단지 일반 인

비 이 행사되거나 표 이 특별히 개인을 목표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 연 성이 없다. 컨 , 상이한 제도가 서로 비교되고 자오르

간이 통 인 이 오르간을 체할 수 있는가 하고 의문이 제기된

경우27)나, 평균 인 시장가격이 잘못 제시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개개의

상인에게 나쁜 향을 미쳤다 할지라도 개별 연 성은 없는 것이

다.28)

특정한 상품이 아니라 상품종류에 한 일반 인 비 에 허 가 개재

된 경우 시장지배 지 를 가진 생산자에 하여 개별 연 성이 인

정되어

26) 법원 1996. 6. 28 96다12696 결, 공96.8.15.[16], 2351; 법원 1965. 11. 30. 선고

65다1707 결(집13-2, 민249); 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1450 결(공1988,

1020); 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결(공1996상, 1486); 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689 결 참조

27) BGH NJW 63, 1871

28) BGH NJW 65, 36



20

야 할 것인가? 허 는 보호받아야 할 이익이 될 수 없고, 허 를

단시켜야 한다는 것은 일반 인 이익에 속하는 것이므로 비 자가 상품

종류만을 언 했음에도 그가 명백히 특정한 생산자를 지칭하려는 의도

가 인정되거나 수용자들의 인상이 그 생산자와 계되는 것이라고 보는

경우라면 개별 연 성은 정되어야 한다.29) 실제상 부작 청구권과

정정청구권의 경우 그러한 필요는 크다. 통째로 한 산업분야에 하여

허 의 주장이 행해진 경우라 하더라도 그 소속 기업의 범 가 컨

보험업계 는 구조비행기업 등과 같이 범 가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

는 사정에 따라 권한있는 회가 당사자 격을 갖고 지청구권을 행

사하는 것이 허용된다.30)

명칭이 거론된 제품에 한 비 의 경우에는 그 생산자에게 신용훼손

으로 인한 구제청구권이 귀속되며,31) 서 의 경우에는 출 자에 귀속된

다. 생산자가 외국에 있다면 상표권을 갖는 독 수입업자는 그 생산물

의 비 에 하여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 화수입업자의 그 화비

에 한 극 당사자 격에 하여는 례가 엇갈리고 있다.32)

주장이 원고에 련된 것이 아니라 주장하는 피고 는 제3자에 련

된 것이면 개별 연 성은 부인된다. 권리자에 해 단지 간 인

향만을 갖는다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A가 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B가 우승을 했다고 하는 보도는 A가 우승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 같으

므로 A가 직 언 되지 않았더라도 직 인 연 성을 인정해야 한

다.33)

다. 책임의 제한

민사상의 신용훼손 역시 형사상의 신용훼손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허 사실의 유포를 요하지만, 행 자가 허 임을 모르고 행 한 경우에

어떤

29) Wenzel, a.a.O. S. 183

30) Wenzel, a.a.O. S. 183

31) BGH NJW 66, 2010

32) Wenzel, a.a.O. S. 183

33) Wenzel, a.a.O. S.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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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에서 면책시킬 것인가가 문제된다. 진실로 믿고 보도한 것이 사

후에 허 라고 밝 진 경우 외 없이 책임을 지게 된다면 알 권리에

사하려는 언론활동은 축될 수 있고, 특히 경제활동에 필수 인 신

용정보의 수수와 에 있어서 자유로운 정보유통을 해할 우려가 있

기 때문이다.

이에 하여 독일 민법 제824조 제2항에 의하면 “ 달자 는 그

달의 수령인이 정당한 이익(berechtigtes Interesse)을 갖는 경우에는

달자가 허 임을 알지 못한 달행 에 하여 달자는 손해배상의 의

무가 없다”고 규정한다. 이 정당화사유의 해석에 있어서 독일의 학설은

표 행 자 는 수령인에게 정당한 이익이 객 으로 존재할 것을 요

건으로 하고(일반 정당화사유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익에 하여 오신

이 있는 경우에도 용되는 데, 동조의 해석에서는 이보다 더 엄격한

요건이 요구되는 것이다), 정당화사유는 오신에 경과실이 있는 경

우에 한하여 개인 간의 커뮤니 이션에 해서만 책임을 배제하고 있

다.34) 따라서 과실이 있는 경우나 언론매체의 경우에는 면책사유

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특별 규정이 없는 우리의 경우에는 명 훼손의 법성조각사

유(형법 제310조)를 용함에 있어서 진실성을 오신한 경우에 그 오신

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환언하면 그에 과실이 없는 한 역시 법성

이 조각된다는 례이론을 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그

용에 있어서는 일반 공 에 되는 언론매체에 의한 공표와 신용정

보를 구하는 자에 한 정보제공 간에 구별을 두어 후자에 한 면책의

범 를 넓게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독일의 연방통상재 소는 카페트청소기 사건에서 자 는 수용자가

그 내용에 하여 정당한 이익을 갖는 경우라면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배

상의무가 없다고 시한 바 있다.35) 그러나 다른 한편 상품의 매를 어렵

게 하거나 생산자에게 해를 입힘에 합한 주장을 공개 으로 하는

자는 자기 인식의 원천이 충분하게 신뢰할 수 있고 포 인지의 여부를

매우 조

34) Wenzel, a.a.O. S. 184f

35) BGH NJW 6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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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스럽게 심사해야 한다는 것이 례의 입장이다. 라디오와 텔 비 의

경우 그에 의해 방송된 내용은 의견형성에 하여 범 한 향을 미치

며 방송의 시청취자는 그 보도에 있어서 엄격한 객 성이 보장되어 있다

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송의 심사의무는 더 크다. 심사가 이러한 요건을 이

행하지 못했다면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며, 이득을 태롭게 하는 주장의

공개 인 이 에 사안의 요성에 상응하는 철 한 심사를 하지 않

은 자는 정당한 이익의 옹호라는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36)

이러한 책임의 제한은 불법행 로 인한 청구권에 있어서만 문제되는

것이다. 허 임이 입증된 표 행 에 한 부작 청구권과 방해배제 등

의 권리는 그 표 행 의 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와는 상 없이 행사

될 수 있다.

[사례] 이동 막걸리 사건 (1997)

법원 1998. 5. 22. 선고, 97다57689 결

한국소비자보호원(정부출연기 )은 국지역의 비살균막걸리 24개 제품을

수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15개 제품에서 인체에 해로운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되고 20개 제품에 유통기간이 표기되지 않음이 밝 졌다는 내용을 언론에

공표하 다. 심리 결과 소비자보호원이 제품의 유통경로에 한 조사없이 제조

자의 직 공 지역 외에서 단지 외 만을 보고 구입한 시료를 기 로 ‘이동

막걸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검사결과를 언론에 공표한 것이 밝

지게 되었다.

법원은 소비자보호원의 검사결과 공표를 ‘행정상 공표’로 악하여 공권력

을 행사하는 공표주체의 범한 사실조사능력, 그리고 공표된 사실이 진실하리

라는 에 한 국민의 강한 기 와 신뢰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인의 행 에

의한 경우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 이 요구되므로, 그 공표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 이고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는 경

우가 아니면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법원1993. 11. 26.선고

93다18389 결 참조)는 제에 서서, 소비자보호원이 제품의 유통경로에 한

조사없이 제조자의 직 공 지역 외에서 단지 외 만을 보고 구입한 시료를

바탕으로 ‘이동 막걸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검사결과를 언론에 공

표한 경우에, 공표의 기 가 된 시료가 원

36) Wenzel, a.a.O. S.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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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제품이라는 에 한 객 이고도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표내용의 진실성을 오신한 데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시하 다.

이것은 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공표 당시 진실이라

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법성이 없다고 하는 ‘명 훼손에

한 상당성 원칙’의 용에 있어서 일반 인 사인 는 언론매체의 경우와

처리를 달리한 것이었다.

이에 하여는 여러 에서 비 이 제기될 수 있다. 우선 행정상 공표

에 하여 엄 한 책임을 묻는 법원의 기존 례의 입장( 법원1993. 11.

26.선고 93다18389 결)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고 공무원의 발언에

면책특권을 인정하는 미국 례(박용상, 언론과 개인법익, 조선일보

사 1997, 387면 이하 참조)에 비추어 보면 법원의 태도는 공직자의 원활

한 공무수행에 오히려 지장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례에 의

하면 국가기 의 행정상 공표는 언론매체의 보도의 경우보다 훨씬 무거운

심사의무와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 향력이나 력에 있어서 언론매체

의 보도가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행정상 공표에 하여 보다 더 한 책

임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어 난다는 비 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

한 비 이외에도 소비자보호원을 행정주체로 보는 결이유에 한 비

이 제기되었다.37)

4. 독일법상 기업권의 법리

가. 연

독일에서는 제국재 소(Reichsgericht, RG)가 1890년부터 인간의 존

이라는 근거 에서 업하는 자 개인의 업 기업에 한 권리를

보호하 으나, 1900년부터는 재산권의 근거에서 기업권과 유사한 보호

를 시도하 다. 처음에 제국재 소는 그 보호를 기업의 존립에 한 직

인 침해에 한정하 으나, 그 후 경쟁의 권리 상표권의 역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업의 역 내지 업 인 활동에 한 직 인

침해가 있는 경우에

37) 이은 , ‘이동 막걸리의 신용훼손사건 법원 1998년5월22일 선고, 97다57689

결’, 례평석(법률신문 1998/1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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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언제나 부작 청구권이 인정됨을 인정하 다.38)

기업권 보호에 하여 연방통상재 소는 1951년의 콘스탄체 결에서

‘기업권’(das Recht am eingerichteten und ausgeübten Gewerbebetrieb)

을 하나의 권리로 인정하고, 그것은 기존의 기업이 행하는 활동이나 업

에 한 방해 가치 단에 의해서 침해될 수 있다고 선언하 다.39)

이것은 기업권도 여타의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그 본래의 존립뿐만 아니

라 총체 인 업활동범 에 속하는 개별 인 상형태에 있어서 직

인 방해로부터 모두 보호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업권은 사실주장뿐

아니라 가치 단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

다. 이러한 기업권의 인정은 그러한 기업의 업활동에 하여 지장을

주는 비 은 원칙 으로 법하며, 비 자가 정당한 사유를 주장․입증

하지 않으면 불법행 책임을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기업권

이 표 의 자유에 비하여 더 보호되는 것을 의미하 다.

이 콘스탄체 결에 의해 확립된 례의 태도에 의하면, 컨 한

기업과의 거래 계를 개시하기 이 에 회에 조회할 것을 권고한 것도

법하게 되며, 한 상인에 한 진실한 사실을 유포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의 신용에 해 불리한 결론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거나 경쟁의 이익

이 양심 으로 평형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한 것으로 간주된

다. 심지어는 경매신청이 된 사실의 유포도 법한 것으로 취 되었다.

이 게 기업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에 하여는 비 인 견해가 확

되었음은 당연하 다. 그러나 하 심은 실무상 연방통상재 소의

례를 무제한 추종하 고, 이러한 경향에 하여 비 이 개되었음은

물론이었다.40)

연방통상재 소는 1966. 6. 21. ‘지옥의 불’ 결41)에서 원칙 인 에

서 방향 환을 행하게 되었다. 그 사건에서 법원은 업 인 활동에

한 비

38) Wenzel, Das Recht der Wort- und Bildberichterstattung, Hanndbuch des

Äußerungsrechts, 3. Auflage, Verlag Dr. Otto Schmidt KG, Köln,1986, S. 134

39) BGH, 1951. 10. 26. Constanze-Entscheidung, NJW 52, 660

40) Wenzel, a.a.O. S. 136

41) 1966. 6. 21. Höllenfeuer-Urteil, BGHZ 45,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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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단은 기업권에 한 침해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 다고

하여 바로 법성이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성은 법익 의무형

량(Güter- und Pflichtabwägung)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시하 다.

기업권은 하나의 완 한 구체 권리가 아니라 인격권과 마찬가지로 포

구성요건(Auffangtatbestand)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존재와 범

는 구체 인 경우 이익형량에 의해서만 인정될 수 있는데, 기업활동에

한 비 이라 하더라도 본질상 공공에 계되는 문제에 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정신 토론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가 허용된다는

추정(Vermutung für die Zulässigkeit)이 작용한다고 하는 연방헌법재

소의 례태도를 존 하여야 함을 지 하 다. 이 결로 기업권과 표

의 자유의 계는 역 ( 轉)하게 되었고, 법원은 형량의 결과 언제나

법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려 업의 자유에 하여는 항상 불리한

결이 내려지곤 하 다.

연방헌법재 소는 1984년 ‘폭로자’ 결42)에서 연방통상재 소의 이와

같은 새로운 경향을 지지하 다. 그럼에도 그 결에서 기업권은 헌법

상 재산권의 하나로서 보호된다는 이 확인되었고, 종 에 보호가 베

풀어질 수 없는 여러 사안에서 그 개념을 동원하여 기업이 보호를 받은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나. 기업권 보호의 상 요건

기업권은 단순한 포 구성요건이며 보충 으로 용된다. 즉, 신용

훼손 는 불공정경쟁행 등 다른 구성요건에 해당된다면 기업권 침해

로 인한 구제는 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기업권의 침해는 구제해

필요가 있음에도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그러한 법 흠결을 보충

하는 의미를 가지며, 그 경우에도 기업권에 한 침해의 법성이 정

되려면 법익형량(法益衡量)을 거쳐야 한다.43)

42) BVerfGE 66, 116 (1984), Wallraff-Fall

43) Wenzel, a.a.O. S.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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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례의 특수성과는 무 하게 모든 사례에 정상 으로 용할 수

있는 일반원칙의 개가 필요하지만, 그에 한 이익형량의 사례는 아

직 례법으로 그 방향이 확립되고 있지 않다. 독일에서는 연방통상재

소의 1966년 ‘지옥의 불’ 결이 기업의 권리에 하여 실제 인 의미

를 주는데 기여하 으나, 이익형량에 의해 성부가 인정되는 기업권에

한 침해의 법성이 확실성을 가진 일반원칙에 의해 정해지고 있지는

않다. 례의 발 이 기 되는 분야이다.

(1) 보호 상

독일의 다수 학설에 의하면 기업권의 보호는 설비를 갖추고 운 되는

기업(eingerichteten und ausgeübten Gewerbebetrieb), 즉 이미 존재하

며 운 되는 기업을 제로 한다.44) 단순히 일시 인 생산의 시도만으

로는 그 권리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념단체가 기업으로 간주될 것인가의 여부는 다투어지고 있다.

변호사, 의사 등 자유직업의 경제 인 활동에 하여 기업권의 보호가

주장될 수 있는가의 여부에 하여는 논란이 있다. 자유직업 활동은

업 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례는 이를 부정하는 경향에 있으나, 다수

의 학설은 자유직업인에 하여도 기업권의 보호를 정한다.45)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격권 보호가 원용될 수 있는 한 기업권 보호는 큰 의미

를 갖지 못한다.

특정 서 이나 화 는 극작물에 해서 언론이 불이익하게 단․

비 한 경우에 기업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나 배우는 기업권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으나, 개인이 운 하는 출 사나 화사 는 극장은

기업권 보호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권의 보호 상은 기업의 존속 뿐 아니라 그 업활동 반이다.

기업권을 인정하는 것은 그것이 업권과 같은 의미에서 거래객체로

악되는 경우와 여기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침해의 객체로서 보호받는

경우이다. 그러나 특히, 거래 계를 포함하여 업활동 반이 그 보호

범 에 포

44) Wenzel, a.a.O. S. 139

45) Wenzel, a.a.O. S.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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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된다고 보는 경우에도 그것은 자유경쟁질서하에서 원칙상 경쟁의

상일 뿐 배타 보호의 상은 아니므로 그 한에서 보호와 경쟁이라

고 하는 양 법익 간의 형량문제가 제기된다. 이것은 일반 인격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함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와의 형량에 의하는 것과 유

사한 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독일의 례는 기업권 보호내용의 하나로서 기업의 신뢰 계를 들고

있다. 그에 의하면 신뢰보호의 최소한도는 고용 계뿐 아니라 모든 기

업활동의 토 에 속하기 때문에 이러한 신뢰 계를 반하여 얻은 정보

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기업권 침해의 구성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한

다. 장취업으로 입사하여 알게 된 기업의 내부사항을 폭로한 사례에

서 례는 그 정보가 신뢰 계를 어기고 불법 인 방법으로 조달된

것이어서 기업보호의 측면에서 보아 법하다는 을 확인하 다.46)

그러한 폭로가 정당화되는 외는 그 정보가 공공의 알 권리나 공

인 여론형성을 해서 압도 으로 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권리침해

로 인해 피해자가 입는 손해보다 월등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를 들면,

불법 으로 얻어진 정보가 법한 상태 는 범죄행 를 밝히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외가 인정된다. 사건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불법

으로 획득된 정보가 한 언론기업의 편집국의 활동에 한 것을 내용

으로 한 것이면 그것은 편집의 비 로서 헌법상 특별한 보호를 받는 것

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폭로하는 것은 언론사의 기업권을 침해하는 것

으로 간주된다.

[사례] ‘폭로자’ 사건 (1984)

독일 연방헌법재 소 결 Wallraff-II-Entscheidung, BVerfGE 66, 116

자유기고가인 피고는 1977년 하노퍼시에 있는 독일 최고의 발행부수를

가진 우익성향의 가 지 ‘Bild’-Zeitung의 편집 작업행태를 찰하고 그

에 한 비리를 보도하기 해 가명을 사용하여 그 의도를 알리지 아니한

46) 독일 연방통상재 소 1981. 1. 20. 제1 ‘폭로자’ 결, Der Aufmacher I-Urteil, 일

명 Wallraff-Urteil, BGHZ 8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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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신문사에 입사하 다. 그는 4개월간 근무한 후, 그 근무 당시의

경험을 폭로하는 서 을 발행하면서 그 신문사의 편집회의의 진행상황, 사

회 인 진지한 테마나 정치 인 테마는 피하고 피상 인 선정 인 편집만

을 시도하는 그 신문의 경향 등에 하여 폭로하 다. 원고인 신문사는 그

를 상 로 그 배포를 지하는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독일 연방통상재

소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 다. 그러나 독일의 연방헌법재 소는 피고가

장취업에 의해 잠입 리즘의 방법으로 원고 신문의 헌법에 의해 보

호받는 ‘편집의 신뢰 역’(Vertraulichkeitsbereich der Redaktion)에 침입하

여 수집한 내용의 공개는 허용할 수 없다고 시하 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것은 서 Bild지의 편집장에 하여 익명으

로 다룬 부분이었다. 연방 법원은 피고(Wallraff)가 자기에게 허용된, 편

집장의 사 인 주거 역(privat häusliche Sphäre)을 보다 범 한 독자

에게 공개한 것이었으며, 이것은 편집장의 직업활동으로서 이른바 사

회 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공 에 공개한다 하더라도 법

성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것은 제보자와의 신뢰보호를 보호하는 편집의

비 역과는 무 하다는 것이 연방 법원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에

하여 연방헌법재 소는 신문의 편집부문의 기 성은 자유로운 언론의 기

능을 해 필수 인 조건이 된다는 생각에서 이러한 편집활동 역에

장취업으로 침입하여 그 과정을 탐지 기사화한 것은 빌트지의 헌법상 언

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단한 것이다.

(2) 기업에 련된 직 인 침해

(가) 손해발생의 우려

기업권은 총체 인 기업활동을 그 모든 상형태에 하여 포 으

로 보호한다. 그러나 부당하거나 부정 인 주장 모두가 그 권리에 한

침해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고, 기업에 한 공격으로서 손해발생의

험이 있는 경우에만 그 권리에 한 침해가 있다고 보게된다.47)

이 손해발생의 험은 피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독일 례에

의하면 문서의 내용에 허 가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에 의한 침해

의 법성이 바로 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자가 그 표 이 불이

익을 발생

47) Wenzel, a.a.O. S.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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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 다거나 불이익이 상된다는 을 입증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48) 례에 의하면 피해자는 그 비 으로 인하여 불리한

결과가 고려될 수 있다는 구체 인 사정에 하여 입증해야 한다고 한

다.49) 보통의 경우에 부정 인 주장은 손해발생의 험을 가져온다고

추정될 수 있다. 컨 , 사진 에 하여 항의하면서 그 주최자가 불공

평하게 취 하 다고 주장한 경우에는 그 주최자의 기업권에 한 침해

가 된다.50)

그리고 헌법상 표 의 자유는 그릇된 의견의 표 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 그 비 이 객 으로 옳다는 것을 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표 행 에 의한 법익 침해의 인정에 언제나 요구되는 바와 같이 표

행 와 침해 간에는 개별 인 련성을 요함은 물론이다. “만족하지

못하는 부인”이라고 하는 테마에 한 TV기사에서 두 개의 여성잡지만

을 언 했을 뿐 발행부수가 제일 많은 원고 발행의 잡지를 언 하지 않

았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침해의 직 성이 없기 때문에 법성이 인정되

지 않는다는 례가 있다.51)

(나) 기업 련성

침해는 기업에 련된 것이어야 한다. 이에 하여 최 의 례는 기

업권에 한 직 인 침해를 요한다고 하 다. 이 요건은 책임있는 행

형태를 명확히 함으로써 표 행 의 책임을 제한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 기업연 성의 단에는 단지 언어 의미에서만 이해되는 것도 아니

고 인과 계도 요치 않다고 한다.52) 보도기사의 내용에 동독에서 몰

수당한 기업의 표시로서 ‘자이스’라고 하는 상호를 사용한 경우 보호가

거부된 사례가 있다.53)

48) BGH NJW 84, 1607

49) BGH, AfP 84, 101/105

50) BGH NJW 80, 881/882

51) Ufita 40/1963, 220

52) BGHZ 29, 65 - Stromunterbrechung

53) BGH GRUR 65, 547 - Zonenberi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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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첫째, 기업 그 자체에 한 침해만이 법 으로 의미를 가질

뿐, 업에 의해 성취될 수 없는 권리나 법익에 향을 주는 경우에는

기업권에 한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54)

컨 , 연방통상재 소는 한 방송사가 오락방송에서 한 권투시합의 녹

화필름을 사용한데 하여 그것은 권투시합 주최자의 업에 한 기업연

인 침해가 아니라고 단한 바 있다.55) 왜냐하면 입장권 안내서의

매와 같이 실황녹화의 제작에 한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그러한 행사

의 경제 인 이용에 속하나, 그에 반해 오락 화의 제작을 한 허가의 부

여는 권투시합 주최자의 형 인 활동범 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단순한 반사 효과에 불과하다면 기업연 성의 요소는 부인

된다. 컨 , 여러 경쟁상품 하나를 칭찬하는 것은 다른 상품을 제

조․ 매하는 기업에 연 된 침해라고 볼 수 없다. 그것이 계 기업의

매상을 이게 되고 그 때문에 그 업에 향을 지 모르지만, 그것

은 단지 반사 인 효과에 불과한 것이지 기업연 성을 갖는다고 할 수

는 없다.56)

이와 련하여 문제되는 것이 여러 상품을 비교․설명하는 경우이다.

연방통상재 소는 상품검사에 한 례(Warentest-Falle)에서 상품 비

교검사의 형태로 한 상품을 비난받는 치에 놓아 불리하게 하는 것은

단지 반사 효과만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기업에 한 침해

는 기업연 성이 없다고 보았다.57) 그러나 이러한 례의 태도에는 의

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다.

구체 으로 기업연 성을 갖는 비 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에 검

토할 문제는 그 표 이 단순한 의견표 내지 가치평가이냐 여부에 있

고, 그것이 시인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비 이 허용될 수 있는가의 여부

를 다시 따져보아야 한다. 그것이 신용을 훼손하는 허 의 사실주장인

경우 민법상

54) Wenzel, a.a.O. S. 141

55) BGH GRUR 71, 46

56) Wenzel, a.a.O. S. 141

57) BGH NJW 76, 6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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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 가 성립됨은 물론이다.

(3) 침해행

(가) 법성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업권에 한 침해의 법성 여부는 침해되는 기

업권과 그에 한 표 행 자의 이익을 울질하는 법익형량에 의해서

비로소 결정될 수 있다. 침해되는 권리가 기업의 보조 인 권리에 불과

한 때에는 바로 법성이 생기지는 않는다. 특히, 사실주장이 진실한 경

우 법성인정에는 신 을 기해야 한다. 한 기사가 공공에 요하게

계되는 문제에 한 여론형성을 목 으로 한 것인 때에는 공개 인 비

을 해 과도한 요건이 요구되어서는 아니된다.58) 그 경우에는 우선

언론 자유의 허용성이 추정되며, 그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에 한 비

의 허용성이 추정된다. 따라서 그에 한 비 이 법함을 주장하려면

기업주 자신이 우선 비 된 자기의 활동 서비스에 잘못이 없음을 변

호해야 한다.

언론이 경제 제품이나 서비스에 해 비 으로 보도하는 경우 그

것이 언제나 공 인 이익을 하여 활동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구체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한 산업의 체 인 업부문에 존재하는

폐단 는 불공정성에 처함에 있어서 문 지식과 경험을 갖지 못

한 소비자들을 손해의 험으로부터 보호하기 하여 그 토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라면, 공 이익이 우선한다.59)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독일에서는 1966년 ‘지옥의 불’ 사건이래

례는 기업권에 한 침해의 법성을 인정함에 인색한 입장을 취하여

오고 있다. 를 들면, 상품검사보고서의 공표60), 홀몬크림에 하여 비

인 보고서를 공표한 경우,61) 한 기업이 상품테스트 문제에 하여

발표한 의견을 공개 으로 비 한 경우62), 는 신용장의 지 을 방해

하기 한 목

58) BVerfG NJW 76, 1680

59) Wenzel, a.a.O. S. 143

60) BGH GRUR 67, 113; NJW 76, 620

61) BGH GRUR 69, 624

62) BGH GRUR 66,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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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업 인 흠결을 알리는 행 63) 등에 하여 모두 법성이

부인되었다. 다만, 설정된 기 에 한 검사내용을 갖춘 상품검사보고서

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가치 단을 하면서 비방 표 을 쓴 경우에는

법함을 면치 못한다.64)

업 표지의 불법사용이 상호나 상표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

우에도 기업권 침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

보이콧, 항의 기타 호소(Aufrufe)가 불공정한 경쟁행 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업권 침해로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

다. 기업 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항의를 조직화할 목표로 표 행 가

행해질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 그 표 내용이 업 거래 계에 있

는 당사자의 허 사실 주장이 아닌 한 신용훼손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

지 않는다. 이 게 일반 제3자가 기업에 하여 손해의 험을 야기하

게 하는 주장은 신용훼손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그에 한 구

제가 어려웠지만, 기업권 보호의 수단에 의해 그 보호가 가능해지게 된

다.

그러한 입장에서 최근 독일 례는 기업활동에 하여 압력행사를 목

으로 하는 이익단체의 조직 인 행동에 해서도 기업을 보호하려고

시도한다. 컨 1968년 두취 (Rudi Dutschke)에 한 암살을 계기로

하여 쉬 링거(Springer) 출 사에 해 한 쇄기도는 출 사의 기업

에 한 권리의 불법한 침해라고 시된 바 있다.65) 1973년의 조종

사 업은 여행사의 기업에 한 보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단

된 사례도 있었다.66)

보이콧의 제기 역시 기업권에 한 불법한 침해가 될 수 있다. 특히,

보이콧의 호소가 단순한 의견의 고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경제 기

타 압력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법성을 띠게 된다.67)

63) BGH GRUR 70, 465

64) BGH NJW 76, 620/622

65) BGH NJW 72, 1366

66) BGH NJW 77, 1875

67) BVerfG NJW 67, 1161 - Blinkfüer; BGH NJW 85, 1620 - Mietboyko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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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침해행 의 태양

표 행 의 태양이나 강도도 헌법상 보호되는 표 행 자의 자기결정

권에 속함이 원칙이다. 따라서 담배 고에 하여 건강상의 이유에서

과도하게, 그리고 신랄하게 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68) 그 비 자

는 하거나 자제 인 표 에 제한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공공에

한 계몽을 해 표 행 가 행해진 경우에는 비교상품테스트에 한

특별한 한계(후술)가 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심이나 이익 자체가 아무리 정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피

해자와 상 없이 언론자유의 이익이 추궁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표 의 형태는 알 권리라는 객 인 요청과 그것이 피해자에게 주는

부정 효과를 비교하여 상호간 비례를 지켜야 한다.69)

독일 례에 의하면 비방(Schmähkritik)의 형태로 행해지는 기업에

한 침해는 법하고, 차별 주장(Diskriminierung)이나 폄훼 주장

(Diffamierung) 역시 법하다.70)) 비 자는 객 으로 요구되는 바

와 련이 없이 피해자의 명 를 훼손하거나 평가를 하시키는 방법으

로 비 의 표 이 되게 할 수는 없다.71) 자기의 고효과를 높이기

해 지명도가 큰 타 기업체를 표 으로 삼아 비 을 시도하는 것도 허용

되지 않는다. 그 경우 원고는 그 침해가 사회 인 행동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72)

근거없는 의혹을 일깨우는 것 역시 불법한 침해가 될 수 있다. 컨

, 한 기업이 합리화 계획에 실패한 것을 만회하려고 보험 을 타기

해 자기 건물에 방화하 다고 하는 근거없는 의를 유포하는 것은

기업에 해 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한 은행건물의 소

유자가 무기거래

68) BGH NJW 84, 1956 - Mordoro

69) Wenzel, a.a.O. S. 143

70) 술 ‘지옥의 불’ 사건 1966. 6. 21. Höllenfeuer-Urteil, BGHZ 45, 296 BGH

NJW 84, 1956 - Mordoro 결 참조

71) Wenzel, a.a.O. S. 143

72) BGH NJW 80, 881 - Vermögensverwal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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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여되었다고 하는 의심을 보도한데 해서 이를 허용되는 것이라

고 한 사례가 있다.73)

표 행 가 경쟁의 의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

해 불공정경쟁행 에 한 구제가 용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쟁의도

의 입증이 실패하는 경우에도 기업권에 한 침해가 있다면 포 구

성요건으로서 기업권 침해의 구성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

[사례] 월스트리트 오보 사건(1997)

MMAR Group Inc. v. Dow Jones & Co. Inc., et al., DC Texas, No.

95-1262, motion argued 4/17/97

Dow Jones & Co. Inc.가 발행하는 세계 인 경제 문지 Wall Street

Journal은 1993. 10. 21. 휴스턴소재 MMAR(Money Management

Analytical Research)이라는 증권 개업체에 해 보도하 는데, 그 문

제된 것은 동사가 략을 잘못 세워 5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으며, 동사

는 커미션을 벌기 해 루이지애나 연 기 에 기만 인 정보를 제공하여

증권을 사도록 유인하 다는 이유로 피소당하 고, 호화승용차 유지비로

한해에 2백만 달러의 돈을 사용했고, 한 거래자는 원고 회사의 복합 거래

를 조사하기 해 임무를 부여받았으며, 그 직원들은 4%의 커미션 한도를

정기 으로 반하 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기사가 보도된 지 한달 후 이

회사는 고객을 모두 잃어 결국 도산하고 말았다.

동사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심리 결과 동 신문

사의 제 스키기자는 30여 명의 취재원 말을 듣고 기사를 작성했지만 44

개 문장으로 이 진 이 기사 에 든 5개 문장이 오보로 정되었다.

미국 연방배심원은 1997. 3. 20. 피고에 하여 2억 불의 징벌 손해와

22,700,000불의 보상 손해배상을 명하 다. 이 액수는 미국내 명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가장 큰 규모 고, 월스트리트 의 소유회사인 다우

존스사는 최종 결에 따라 심각한 경 타격을 받을 것으로 측되었다(

앙일보 1997년 3월 22일 토요일 12면, 뉴욕=李圭敏특 원).

그러나 1997. 5. 23 남부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은 피고가 기사를 보도

함에 있어서 고의 는 한 과실이 있다는 명백하고 확증 증거가 없

음을 이유로 배상액을 감경하여 보상 손해로서 22,700,000불과 징벌

손해로서 20,000불로 결정하 다.

73) BGH NJW 62,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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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경제활동으로서의 표 행

1. 서론

법에 있어서 경제상의 경쟁질서는 여러 가지 법 규제를 받고

있다. 자유 시장경제를 취하는 경제헌법 체제 아래서도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해하는 부정경쟁행 나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거래행 에

하여는 법 규제를 가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거래는 여러 형태의

경쟁행 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것이 고나 선 등 언어 표 행

의 형태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가 경쟁법상의 규제를 받게

되는 양상을 나타내게 된다. 본항에서는 이러한 경쟁질서를 규제하는

법령의 구성요건이 개인의 표 행 나 언론매체의 보도행 와 련되는

경우의 법률 계에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경쟁법제는 제정법에 의해 이를 규제하는 독일법제와 여러 유형의 불

법행 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을 례법(law of unfair trade practices)

으로 규제하게 된 미법제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경쟁법상의 규제

는 애 에 사법상의 불법행 법으로부터 공법상의 경제법으로 변하여

오다가 재에 이르러서는 소비자보호법의 성격도 포함하게 되었다.

일본의 법제를 따른 우리의 경쟁법체제는 독일법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 미국의 법제를 가미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법제

에는 부정경쟁행 를 일반 으로 규율하는 조항은 두지 아니한 채, 개

개의 한정된 부정경쟁행 의 유형만을 규제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다.

2. 경쟁법의 규제 개

우리의 경우 애 에 1961년 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독일의 부정경

쟁방지법(UWG, Gesetz gegen unlauteren Wettbewerb vom 7. 6. 1909)

을 답습한 것이었는데, 1980년 제정된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법률은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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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거래 원회법(FTC,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제5조 등의

제정법과 보통법을 모방하여 불공정거래 행을 범 하게 규율하는 제

도를 도입하 다. 그 때문에 우리 법제에서는 부정경쟁행 혹은 불공

정거래행 에 하여 이원 인 규율체제가 성립되고, 그 규제 할권이

특허청과 공정거래 원회에 분할 장되어 온 결과 그와 련하여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74)

가. 공정거래법상의 규제

먼 행법상 공정거래법에 의한 규제는 소비자 보호를 한 공법

체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행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법률’

은 사 독 의 지, 부당한 거래제한의 지, 불공정거래행 의 지

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 에서 공정경쟁을 해하는 불공정거

래행 에 한 규제에 있어서는 공정거래 원회의 직권에 의한 공법

규제체제(시정권고, 시정명령 등)가 채용되고 있어, 사인간의 사법 인

권리 구제는 하게 제한되어 있다.

그 규제 상인 불공정거래행 에 하여 행법은 기본 으로 한정

열거주의를 취한다. 즉,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법률은 일본의

를 따라 공정한 거래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 를 법에서 한정 으로

열거하고 이를 공정거래 원회의 지정고시를 통해 구체화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동법 제23조 제1항 제2항). 동법 제23조 제1항은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 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 ”를 규정하고, 6가지 행 유형을 한정 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 의 유형 기 에 한 일반고시

(1995. 7. 8. 공정거래 원회 고시 제95-6호)는 거래거 등 9개의 유형

을 설정하고, 다시 이를 세분하여 30개의 세부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74) 정호열, 불공정거래행 에 한 규제 -불공정성의 의미와 정기 을 심으로,

권오승 편, 공정거래법강의, 법문사 (1996), 2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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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행 가 에서 열거되는 행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

법이 용되어 공정거래 원회의 규제를 받게 될 것이다. 그 에서 특

히 부당한 표시․ 고는 표 의 자유와 직 연 되는 문제로서 다루어

져야 할 분야이다. 우리의 경우 종 에 부당한 표시․ 고행 는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법률에서 불공정거래행 의 하나로 규제되었으나

(개정 동법 제23조 제1항 제6호), 1999. 2. 5. 표시․ 고의공정화에

한법률(제정 1999. 2. 5. 법률 제5814호)이 새로 제정되어 동법에서 규

율하게 되었다.

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규제

(1) 개

부정경쟁방지법제는 민법상의 불법행 법에 그 뿌리를 가지며, 소정

의 부정경쟁행 를 규제하여 경쟁의 공정성 내지 건 한 거래질서를 확

보하려는 목 을 가진다. 행 부정경쟁방지 업비 보호에 한법률

은 제2조에서 여러 유형의 부정경쟁행 에 하여 개별 으로 그 구성

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제4조 내지 제6조에서 손해배상 외에 부

작 청구권과 신용회복청구권이라는 특수한 법 효과를 부여하여 개인

인 사법 구제 차를 주로 하고 있다. 특히, 1986년의 개정 이 에

동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는 고의 는 과실이 명시 으로 요구되었

으나, 1986년 개정법은 이를 삭제하고(1986년 법 제4조 제2항, 행법

제5조 참조), 부정경쟁행 의 성립에 있어서 그 목 의 존재는 필요치

아니한 것으로 명시하게 되었다(제2조 제1호 본문). 이러한 경향은 부정

경쟁방지법리가 민법 제750조 이하의 일반 불법행 의 성립요건이나 효

과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경

우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이 충분치 못한 실에서 불법행 법에 의한

보완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된다.75)

(2) 규제 상 행 의 유형

부정경쟁행 에 하여 독일에서는 ① 고객유인(Kundenfang) ② 방

해

75) 정호열, 부정경쟁방지법론, 삼지원 (1992), 78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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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inderung) ③ 도용(Ausbeutung) ④ 법 반(Rechtsbruch) ⑤ 시

장교란(Marktstörung) 등 5가지로 분류하는 바움바하․헤퍼멜

(Baumbach-Hefermehl)의 분류가 지배 이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혼동

래행 , 오인유발행 , 업비 침해행 의 3가지로 분류․설명하는

것이 일반 이다.76)

행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 제2호와 제3호에서 11개의 부정경쟁행

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은 실질 으로 보아 ① 타인의 업상의 표

지에 한 침해행 , ② 공 에 한 오인유발행 ③ 업비 침해

행 의 3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유의할 은 우리 법은 독일의 부정

경쟁방지법(UWG) 제1조나 리조약 제10조의2 제2항과 같은 일반조항

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명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실

질 으로는 부정경쟁으로 규제․구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하

더라도 그에 용할 법이 없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이다. 이러한

입법 불비(不備)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석론에 의해 보완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1980년 가입한 ‘공업소유권의보호를 한 리조약’ 제10조의2

제1항은 각 조약국이 조약국의 국민을 부정경쟁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산업상 는 업상의 공정한 행에 반하는 모

든 경쟁행 를 부정경쟁행 로 규정하고 있으며(동 조약 제2항), 특히 경

쟁자의 업소나 제품 혹은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 와 거래과정에서

생산품에 하여 공 을 오도할 표시 는 주장을 그러한 행 로서 시

하고 있다.

우리의 경쟁법이 이 게 불완 한 법상황을 갖게 된 것은 일본법을

그 로 답습한 에 1986년 법개정에서는 업비방행 의 유형까지 삭

제된 때문이었다. 그 때문에 행법은 장차 출 할 신종 부정경쟁행

에 한 비가 없음은 물론이고, 상품 내지 용역에 한 오인유발

표시, 업비방행 , 타인의 명한 표지의 희석화, 완 모방(sklavische

Nachahmung), 비교 고와 기 기 고(anlehnende Werbung), 끼워팔기

등의 구입강요, 과다한 경품제공을 통한 고객유인, 부정한 종업원 스카

웃, 보이콧과 같은

76) 정호열, 부정경쟁방지법론, 삼지원 (1992), 121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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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방해행 , 덤핑, 가격차별, 고객 빼돌리기 등의 고 부정경쟁수

단에 해서도 그 규제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이러한 행 유형들은 실질 의의의 부정경쟁행 를 구성한다고 보아

야 하며, 그에 한 구제를 해서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 에 한

일반조항을 용하여 이를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된

다. 문제되는 경쟁수단의 법성 내지 불공정성의 평가에 있어서는

다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가 그 실질 기 이

될 수 있다. 그 경우 구체 인 해석과 용에는 독일 등 제국에서 이미

례나 학설에 의해 밝 진 법리를 참고로 하여야 할 것이다.

언론 미디어가 부정경쟁행 에 련될 수 있는 경우는 고의 공표에

있어서와 일반 편집․보도에 있어서 부정경쟁행 라고 인정되는 경우

를 나 어 살펴볼 수 있다.

3. 표 행 에 의한 부정경쟁행 의 성립요건

가. 개

개인의 표 행 나 언론 미디어의 활동이 경쟁법상의 규제를 받게 되

려면, 상술한 바와 같이 부정경쟁행 가 성립될 수 있는 일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하여 독일의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는 “ 업 인

거래에서 경쟁의 목 으로 선량한 풍속에 반한 행 를 한 자에게는 부

작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이 행사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부정

경쟁방지법상의 일반조항은 경쟁법 체의 기 를 이루며, 언론의 보도

에 의한 경쟁 계상의 표 행 에 해서도 요성을 갖는다. 이에

하여 독일 례의 일반 경향을 보면 정치 ․정신 토론에 기여하는

언론보도나 공공의 이익에 계 있는 사건에 하여는 비 의 법성을

부인하지만, 객 인 근거도 없이 한 이해 계인의 알 권리에도 기

여하지 않는 무조건 인 비방에만 치 하는 경우에는 법성을 인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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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경쟁 증권정보지 비 사건

독일 연방통상재 소 1981. 10. 30자 결 Restquoten -IZR 93/79- NJW

82, 627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경쟁 계에 있는 언론매체 간의 상호간 비 의 한

계에 하여 일반 요건을 제시하 다.

피고들은 1977년 그들이 발행하는 월간 경제지 증권정보지 등을 통

하여 소 은행주식(Restquoten)에 하여 평가의견을 제시하고, 원고가

발행하는 주간지, ‘주주를 한 신문’(E. 슈피겔)의 보도에 하여 언 하면

서, 은행주식은 그 당시 아주 망이 나쁜 정치 인 희망의 증권이었고,

실제로 소유자에게 그 게 유리한 것은 아니었음에도 지난 수주일 동안

은행주식을 둘러싸고 심한 투기가 발생하 는데, 그 투기는 별로 믿을

만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E. 슈피겔 잡지가 보도한 잘못된 정보에 기인

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보도하고, 이어서 독일 은행주식에 련된 투기는

실제와 아무런 연 이 없는 것이었고, 그동안 그 투기를 일으켰던 장본인

으로서는 E. 슈피겔 잡지임이 드러났다고 보도하 다.

원고는 피고의 보도가 경쟁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 고, 지방법원은 신청에 따라서 피고들로 하여

문제된 기사의 게재를 지하라고 결하 다. 연방통상재 소 역시

결을 지지하고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 다.

법원은 원․피고가 객 으로 경쟁 계에 있음을 인정하고, 주 으

로 경쟁의도가 있는지 여부에 하여 다음과 같이 시하 다. 여론형성에

기여하고 공공의 이익에 계되는 사건을 보도해야 할 언론의 임무를 고

려하면 경쟁 계에 있는 한 언론 매체가 경쟁지를 비 한 경우 그 비 이

자기 자신의 업을 진시키기에 합하다고 해서 바로 경쟁의사가 추정

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인정하기 하여는 가능한 모든 사정을 참작할 필

요가 있다. 그러나 본건에서 피고들은 문제된 기사에서 뒷받침되는 근거

( 를 들면, 원고가 은행주식에 하여 행한 평가 등 피고들이 소송에서

비로소 주장한 사실)를 시하거나 암시하지도 않았고, 피고들의 잡지와

경쟁 계에 있는 원고의 잡지를 별로 믿을 만하지 못한 것이라고 싸잡아

비난하 기 때문에 경쟁의도가 인정될 수 있다. 즉, 경쟁 계에 있는 한

언론기업이 상세한 근거도 제시함이 없이, 경업자를 별로 믿을 만하지 못

하다고 인식시킬 수 있도록 공 에 하여 보도하는 것은 일반 으로 보

아 언론매체간의 세계 ․정치 ․경제 는 문화 인 상이에 기인한

것이라거나 는 소비자에 한 객 보도 계몽을 한 것이 아니라,

독자에게 자기 자신의 업능력이 경업자의 그것보다 우월하다는 인상을

의도하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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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부정경쟁행 의 요건에 하여 시한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한

증권정보 잡지의 발행에 종사하는 기업을 믿을 만하지 못하다고 보도하는

기사는 그들의 업활동의 신용을 떨어뜨리고, 그들의 존속 신뢰성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사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면 이러한 기

사의 배포에는 하등의 보호받을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어떠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해서 그것만으로 바로 언론으로 하여 경쟁자의 신용을 떨어

뜨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문제된 기사가 진실에 부합하

는 주장이라거나 사실에 근거한 의견진술이라 할지라도 공정한 경쟁에 반

한 것이라고 단될 수 있다. 물론 의견상의 차이에 기해서 심있는 독자

의 계몽을 하여 경쟁지의 보도 견해에 하여 논쟁을 벌이는 것이

언론기 에 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그 경우 언론기 은 서술의 형식

내용에 있어서 요구되는 들은 지켜야만 하는 것이다. 논쟁의 근거가

되는 사정을 객 으로 인용하지도 않고 상 편을 무조건 으로 매도하

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더욱이,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원고의 잡지를 곧바로 믿을 수 없는 것으

로 표 하 고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피고들이 문제된 기사에

서 취 한 원고의 은행주식 추천과는 무 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무조건 인 비방기사는 원고의 은행주식에 한 평가에 한 독자들의

객 인 단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신뢰성에 한 단

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비방기사는 근거도 제시함이 없이 원고가

으로 는 어도 은행주식 추천에 련해서는 신뢰성이 없다

고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잡지를 면 으로 깍아내린 것이고, 따라서 지방

법원이 부정경쟁방지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인정한 것에는 아무런

법 인 잘못이 없다. E. 슈피겔(E. Spiegel)잡지를 무조건 으로 한 아무

근거도 없이 별로 믿을만하지 못하다고 표 한 것은 정신 인 의견 립이

나 공공의 이익 옹호와는 계가 없고, 오히려 동일한 독자층을 둘러

싼 경쟁에서 피고들의 개인 인 업이익만을 높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 으로 비 의 기 이 되는 근거에 하여 객 으로 언 함이 없

이, 그리고 무조건으로 경쟁지를 헐뜯는 언론비 은 부정경쟁방지법상 경

쟁에 반하는 것이며, 헌법상 표 의 자유의 기본권에 의해서 보호되지 아

니한다.

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의 경우에는 실질 경쟁행 의 개념에 의

해 이를 규제하는 일반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법하게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불법행 의 성립을 인정하는

이른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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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구성요건 형태의 불법행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민법 제750

조) 이러한 유형의 부정경쟁행 를 불법행 로 포섭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우선 와 같은 일반조항의 용에 하여 독일에서 개

된 례와 학설을 개 하여 보기로 한다.

나. 업 거래상의 행

부정경쟁행 는 우선 업 거래행 임을 제로 한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 업 거래행 란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자기 는 타인의

업목 의 진에 사하는 모든 행 를 말한다.77) 과학 , 술 목

는 그와 유사한 목 역시 이에 속한다. 반드시 이윤획득의 의도

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자선사업 기타 근거에서 하는 공익 인

사업도 이윤목 을 추구하는 한 업 거래행 를 하는 것으로 취 된

다.78) 언론의 보도에 하여도 업 거래의 징표가 정될 수 있다.

컨 , 한 기업 경 자가 TV 인터뷰에서 자기의 상품가격을 경쟁기업

의 그것과 비교하는 경우에도 그것은 업 인 거래상의 행 라고 볼

수 있다.79) 공법인이나 공기업의 경우에도 그것이 경제 인 활동을 하

는 경우에는 수요자, 구성원 는 이용자와의 계가 사법 이든 는

공법 이든 불문하고 경쟁법의 규제를 받는다.80)

그러나 사 인 활동이라든가 순수한 고권 조치는 업 인 거래에

속할 수 없다. 정치 는 사회 목 이라든가 스포츠 목 을 추구하

는 것은 원칙상 업 거래가 아니다.81)

업 거래에서의 행 는 외부에 나타날 것을 요하며, 기업 내부의

경과는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기업이 상사 리인에게

행한

77) BGHZ 42, 210 (218)

78) BGH GRUR 62, 254 - Fussball-Programmheft

79) BGH GRUR 64, 208

80) BGHZ 66, 229

81) Wenzel, a.a.O. S.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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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의 의미에서 업 거래가 아니다.82)

다. 경쟁목 의 행

부정경쟁행 가 되려면 경쟁목 의 행 일 것을 요한다.83) 실제에 있

어서 언론 매체의 표 행 는 업 거래상의 행 라고 정됨이 보통

이다. 매체의 표 행 에 경쟁목 이 있다고 인정하게 되면 그에 해

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용되기 때문에 그것이 단순한 표 행 로 인

정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무거운 제한을 받게 된다. 따라서 미디

어의 표 행 에 경쟁목 이 있었는가 여부를 정하는 것은 요한 의미

를 갖는다.84)

이 경쟁목 이 인정되기 해서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객

요건으로서 ‘경쟁 계’와 주 요건으로서 ‘경쟁목 ’이 충족될 것을

요한다.

(1) 객 요건

외 으로 보아 한 경쟁자의 매 는 주문가능성을 진시키기에

합한 행 가 그에 의해 그 경쟁자의 주문 는 매가능성을 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행 가 객 으로 경쟁목 을 한 행 라고 단된

다.85) 존 고객의 유지를 한 목 은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려는 목

과 같이 취 된다. 그러므로 경쟁행 는 한 기업의 진이 다른 기업의

불이익을 래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경쟁 계를 제로 한다.86) 그 경

쟁이 동등한 경제단계에서 행하여지는가의 여부는 결정 이 아니다. 고

객과의 계가 사실상 향받을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 가능성만

있으면 족하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경쟁 계는 컨 매방법은 상이하다 할지라도

구독자와 고주를 동등하게 얻으려고 하는 두개의 신문간에 존재하며

일간신문과 보도부분을 가진 고지 사이에도 존재한다. 방송과 신문간,

텔

82) BGH NJW 70, 2294

83) Wenzel, a.a.O. S. 196

84) Wenzel, a.a.O. S. 196

85) BGHZ 3, 277 - Constanze I

86) Wenzel, a.a.O. S.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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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과 화간에도 이러한 경쟁 계가 존재한다.87)

언론매체 간의 경쟁 계를 인정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로 되는 것은 독

자군(讀 群)이다. 양 매체가 동일한 독자층을 그 상으로 하고 있다면

그 매방법이 상이하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각 언론사

가 발행하는 간행물이 동종의 내용에 하여 동일한 독자층을 상 로 하

고 있으면 객 으로 경쟁 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나 피고가

발행하는 잡지가 같은 경제 문지로서 동일한 방법으로 증권거래 투자

추천에 한 안내를 문으로 하고 있다면 경쟁 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잡지가 일반 잡지상 에서 구입할 수 있다거나, 오로지 약에 의

해서만 매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경쟁 계를 인정함에 하등 지장이 없

다.88)

경쟁 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표 행 기타의 행 가 경쟁 계 속

에 들어오지 않는 때에는 경쟁행 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3의

국외자도 경쟁 계에 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객 으로 경쟁행 가

존재한다고 간주될 수 있다. 그 경우 국외자는 타인의 이익을 한 경

쟁자로 행 하게 된다.89) 를 들면, 소비자단체가 가격비교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해 소비자의 구매결정이 향받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에 해당한다.90) 언론 매체가 경쟁자들의 경쟁 계에 해 보도함으로써

그 계에 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언론매체는 경쟁 계의 당사자가 된

다.

(2) 주 요건

경쟁행 에 해당하려면 객 요건 외에 경쟁의도라고 하는 주 요

건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자기 는 타인의 경쟁을 진시키기 한 의도

이다.91) 타인의 경쟁을 진시킬 의도만으로도 이 요건은 충족되므로 행

자는 경쟁자 자신이거나 는 기업경 자일 필요가 없다. 따라서 언론인도

87) Wenzel, a.a.O. S. 196

88) 술 경쟁 증권정보지 비 사건, 독일 연방통상재 소 1981. 10. 30. 결

Restquoten - IZR 93/79 -

89) Wenzel, a.a.O. S. 197

90) BGH NJW 81, 2304 - Preisvergleich

91) BGH NJW 70,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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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계에 한 보도를 통해서 그 계에 향을 미치려고 하는 경

우에는 경쟁의도를 갖는 것이며, 그 보도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단 받게 된다.92) 경쟁목 이 추구되는 유일한 목 일 필요는 없다. 조합

의 회람이 원래 조합원에의 정보제공을 목 으로 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와 동시에 경쟁의도가 추구될 수 있다.93)

경쟁의도에 의해 행 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사실문제이고,94) 그

것은 객 인 상황을 근거로 결정될 수 있다. 주장․입증 책임은 경쟁

행 의 구성요건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경쟁자가 업상의 거래에서

타인의 희생 에 자기 자신의 업을 진하기에 객 으로 합한

견해를 표 한 경우에는 경쟁의사의 존재를 사실상 추정하는 것이 일반

으로 보아서 생활경험에 일치한다는 것이 독일 례의 태도이다.95)

그러나 달자가 자기의 표 에 의해 사회 으로 요한 이익을 추구했

고 자기 선 은 불가피한 부수효과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그 때문에

경쟁의도를 인정하여 이를 지하는 것은 그 지 않았다면 허용되는 표

이 법하게 취 되는 것이어서 옳지 않다.96)

[사례] 수의사 회견보도 사건 (1984)

유럽 인권 원회, EKMR NJW 84, 2751 - Barthold gegen

Bundesrepublik Deutschland

유럽 인권 원회(Europäische Kommission der Menschenrechte,

EKMR)는 한 수의사(獸醫師)가 새로운 수의사법의 시행과 련하여 수의

사의 정규 인 야간 진료제도에 해서 이를 지지하는 신문회견을 하면서

실무상 자기에게 걸려온 문의 화의 회수에 해서 언 한 것이 수의사에

게는 지되는 고를 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쟁 이 된 사안에서

그 수의사의 표 행 가 공 인 요성을 갖는 테마를 상으로 하고 있

음을 확인하고, 그 고효과는 단지 수의사의 이름과 자기의 실무상의 특

정 사실의 달에

92) BGH NJW 52, 660

93) Wenzel, a.a.O. S. 197

94) BGH NJW 82, 637

95) 술 경쟁 증권정보지 비 사건 BGH NJW 82, 637 - Restquoten

96) EKMR NJW 84, 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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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한 것이라고 시하면서 공 인 요성을 갖는 사실에 하여 의견

을 표 하는 자에게는 자기의 이름과 직능을 밝힐 권한이 인정되어야 하

는데, 사안에 해서 가장 정통한 자가 일반 으로 익명으로 표시되기만

하는 것을 피하기 한 경우가 그 다는 것이다. 나아가 유럽 인권 원회

는 비 이 효과를 가지려면 필연 으로 계되는 사실에 의해 뒷받침되어

야 한다고 하며, 그 수의사가 경험한 문의 건수의 설명은 그러한 련된

사실의 달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여 결국 수의사법상의 고 지에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단한 바 있다.

행 자가 경쟁자도 아니고 경제단체와 같이 경제 이익의 변자도

아니라면 경쟁 진의사를 바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97) 행 자

자신이 경쟁자가 아닌 경우라면 그가 자기의 향력으로 개별 인 경제

목표를 추구했는가의 여부 는 정치 , 경제정책 , 사회 는 문

화 계에서 공공에 사하려 했는가의 여부를 살펴야 한다. 이념

인 목 이 추구된 경우라면 헌법상 표 자유로서 허용되어야 하고, 따

라서 경쟁의도는 부정해야 한다. 학문 발표, 자선목 의 추구, 변론에

서의 언 , 문단체의 올바른 진술, 노조의 발표, 소비자단체의 활동

등에 해서는 원칙 으로 이 경쟁의도를 부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

다.98)

언론보도에 해서도 원칙 으로 경쟁의도를 부정해야 할 것이다.99)

언론보도는 정보의 이익, 즉 공공의 알 권리를 옹호한다고 하는 추정이

용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경쟁 신문에 한 비 언론보도,

즉 언론기 간의 분쟁(Pressefehde)에 있어서도 그 테마가 사회 으로

요한 것이면 같은 법리가 용되며,100) 비 의 상이 되어야 할 발

행인의 행 를 다룬 경우에도 같다. 독일 례에 의하면 다른 동기를

인정할 수 있는 설득력있는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공 인 토론이 가

개방되어야 할 것이므로 언론매체의 기사에는 정치 인 경쟁, 즉 의

견형성이 의도되고 있다고

97) Wenzel, a.a.O. S. 199

98) Wenzel, a.a.O. S. 199

99) Wenzel, a.a.O. S. 199

100) BGH NJW 66, 1617 - Höllenfeu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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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야 하고, 따라서 경쟁의도가 부인되어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상

품에 한 시험성 이 공표되는 경우,101) 라디오 해설에서 한 화가

비 되는 경우102) 는 한 의사가 TV 로그램에서 성형수술은 고를

하는 의사보다는 자격있는 외과의사가 해야 한다고 말한 경우 등에는

경쟁의도를 부인해야 한다. 언론이 한쪽 편을 든 경우에도 그것만으로

바로 경쟁의도가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103)

[사례] 경쟁 증권정보지 비 사건 (1981)

독일 연방통상재 소 1981. 10. 30자 결 Restquoten

- IZR 93/79 -

이 사건에서 독일 연방통상재 소는 한 증권정보사의 기사가 타 경쟁사

에 하여 이 다 할 근거를 제시하거나 암시함이 없이 “막바로 진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표시한 사례에서 원․피고가 객 으로 경

쟁 계에 있음을 인정하고, 보도가 경쟁법을 반한 것이라고 결론지으

면서 다음과 같이 시하 다.

경쟁자가 업상의 거래에서 타인의 희생 에 자기 자신의 업을

진하기에 객 으로 합한 의견을 표 한 경우에는 경쟁의사의 존재를

사실상 추정하는 것이 일반 으로 보아서 생활경험에 일치하는 것이지만,

언론의 보도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실상의 추정이 자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공공에 하여 공익에 한 사건을 보도하고 여론의 형

성에 기여하는 언론의 특별한 사명에 비추어 언론기업이 공익에 계되는

사건에 하여 타 매체를 비 으로 보도한 경우에 경쟁의도의 존재를

무 넓게 이해한다면 의견 정보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객 으로 요구되거나 헌법상 허용된 범 를 넘어서까지 공익에

계되는 사건의 보도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기 하여, 언론보도의 경우에

경업의사의 존재를 인정함에는 이에 계되는 모든 사정을 면 히 검토할

것이 요구되며, 이것은 이러한 기사가 경쟁 매체를 상으로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에도 언론으로 하여 공익에 한 보

도나 여론형성에의 참여를 일반 으로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본건에서 피고들은 문제된 기사에서 뒷받침되는 근거(

101) BGH GRUR 67, 113 - Warentest I

102) BGH GRUR 68, 314

103) Wenzel, a.a.O. S. 19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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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면, 원고가 은행주식에 하여 행한 평가 등 피고들이 소송에서 비

로소 주장한 사실)를 시하거나 암시하지도 않았고 피고들의 잡지와 경쟁 계

에 있는 원고의 잡지를 일반 으로 별로 진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것으로

표시하 기 때문에 경쟁의도가 인정될 수 있다. 경쟁 계에 있는 한 언론기업

이 상세한 근거도 제시함이 없이, 공 에 하여 경업자를 별로 진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인식하도록 보도하는 것은 일반 으로 보아 언론매체간

의 세계 ․정치 ․경제 는 문화 인 종류의 알력에 기인한 것이라거

나 는 소비자에 한 객 보도 계몽을 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보도

가 독자에게 자기 자신의 업능력이 경업자의 그것보다 우월하다는 인상을

의도하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다고 시하 다.

그러나 이 결에 하여는 비 이 제기되고 있다. 즉, 동 결이 경쟁의도

를 인정한 근거는 피고의 보도에 의해 정신 인 의견의 경쟁이 진된 것

이 아니라 자기의 경쟁 인 지 가 추구된 것이기 때문이었으나, 이 결은 사

실에 의해서 입증되느냐의 여부를 불문하고 비 에 하여 이를 지하 다는

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Wenzel, a.a.O. S. 200 그 시에 의하면 이러한

주장은 그것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허 의 사실주장이든, 는 의견표 으로 평

가되든 여부를 막론하고 경쟁지의 신용을 추락시키고 그 존재를 하는 것

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으며, 간혹 주장이 진실인 경우라 할지라도 언론에게

는 그러한 의 권리가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이었다. 언론기 은 의견논쟁과

련하여 이해 계있는 범 의 사람을 계몽하기 하여 경쟁지의 표 이나 견

해와 결하는 것은 자유로우나, 그 경우 그는 그 표 의 형태와 내용에 있어

서 필요한 한계를 지켜야 하는 것이며, 논쟁의 기 가 되는 상황에 한 합리

인 연 이 없이 타방에 해 반 으로 부정 인 평가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그 주된 이유 다.

그러나 벤첼에 의하면 그러한 정보는 오로지 그 분야의 내부자만이 알 수

있는 지식을 리 알림으로써 공공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고,

업 활동에 근거하여 알릴 수 있었던 유일한 자가 그에 하여 진술하는 경

우 그 문제가 업 인 것이었다는 이유 때문에 정당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에게 재갈을 물리게 된다면, 그러한 법 제약 때문에 그와 같은 정보부족 상

은 타개될 수 없고, 그것은 표 정보의 자유를 규정하는 헌법 조항에 명백

히 된다고 주장한다.104) 벤첼은 같은 이유에서 신문 매법

(Pressevertriebsrecht)의 문제에 한 학교수의 논문에 기재된 표 은 그것

이 경제단체로부터 탁받은 것이었다는 만으로 경쟁 인 표 행 라

104) Wenzel, a.a.O. S.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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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아야 한다는 례나, 한 청약자의 업 고(Werbeinserate)를

하는 잡지도 그 고주의 경쟁을 진시킨다고 하는 례에 해서는 찬

동할 수 없다고 한다.105)

물론 언론보도에 있어서도 명백히 경쟁의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컨 , 신문이 토론장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는 타인의

업의 변자로 되는 경우가 그 다. 컨 , 한 건축설계 의 건축물에

하여 설명하면서 거의 아무 비 없이 그 작품을 놀라운 것이라고 표

하고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수주(受注)를 한 경쟁에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의도가 추구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106)

한 부문의 정보제공업자가 고과정에서나 행해질 수 있는 시미(試

味) 매매를 구하는 경우107) 는 독자들에게 한 생산자의 가격결정과

다른 경쟁자의 가격수 에 하여 언 하고, 나아가 가격이 유리한 공

자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제품취 자들에 하여 그들이 거래하는 생

산자와의 계를 단 하도록 구하는 경우에는 경쟁의도가 정된

다.108)

표 의 일방성 는 오류가 경쟁의도를 귀결하게 하는가의 여부는 구

체 인 상황에 따라 다르다. ‘만족하지 못하는 부인’이라는 테마에 한

텔 비 기사에서 3개의 부인잡지 주로 한 잡지에 해서만 언 이

되고, 다른 하나는 곁다리로 언 되었으며, 발행부수가 가장 많은 것은

언 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경쟁의도가 인정될 수는 없

다.109) 그러나 컨 , 경쟁의도를 인정함에 부족이 없을 정도로 상품테

스트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같이 그 표 이 경쟁상황에 해 객 으

로 향미치는 경우에는 경쟁의도를 정해야 한다.110) 독일의 경우

고업자율단체인 고 앙 원회의 지침(ZAW-Richtlinien)을 반한 경

우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105) Wenzel, a.a.O. S. 205

106) Wenzel, a.a.O. S. 200f

107) BGH NJW 81, 2752 - Testkauf

108) Wenzel, a.a.O. S. 201

109) LG Hamb0urg Ufita 40/1963, 220

110) Wenzel, a.a.O. S.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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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보도 표 이 아니라 경제 고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

라고 한다.111)

라. 반윤리성

(1) 일반론

부정경쟁행 를 별하는 기 에 하여 미국 연방거래 원회법은 불

공정거래 행(unfair trade practice)인지 여부를 단하기 한 척도로

서 ‘불공정성’을 들고 있으며, 독일의 부정경쟁방지법은 ‘선량한 풍

속’(gute Sitte)을 기 으로 삼고 있다.

독일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해당하여 그 법 인 청구권이 발생하

려면 공서양속(gute Sitte)에 반하는 반윤리 행동이 인정되어야 한다.

독일의 학설과 례에 의하면 공서양속의 개념은 공명정 하게 사고하

는 자의 품 의식을 근거로 단해야 한다.112) 주로 경쟁 사업자 상호

간의 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이성 이고 품 있는 일반․평균 기

업인의 품 의식을 표 으로 해야 한다.113) 여기서는 윤리의식이 문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 행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행해져야

할 것이 기 이 된다. 그 결정은 경쟁의 기능을 존 하는 부정경쟁방지

법의 취지에 따르도록 법 에게 임되어 있다.114)

경쟁 인 표 행 에 하여는 헌법상 보장되는 경쟁의 자유가 원칙

으로 주어지며, 행법상으로는 경쟁의 제한을 지하는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법률, 표시․ 고의공정화에 한법률이나 부정경쟁방지

업비 보호에 한법률 등이 참고로 된다. 그러나 경쟁 인 표 행

를 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법 인 효과가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기본권에 의한 가치체계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115) 따라서 이

경우에는 경쟁자 상

111) Wenzel, a.a.O. S. 201

112) BGH GRUR 55, 541; 60. 558

113) BGHZ 15, 364

114) Wenzel, a.a.O. S. 202

115) Wenzel, a.a.O. S.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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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간에 이익의 충돌을 해결하는 것이 제1차 인 과제이지만, 나아가

수요자와 공 자의 이익 등 여타 시장 여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일반 인 소비자보호를 한 공공의 알 권리가 고려되어야 한

다.116) 불공정거래행 를 규제하는 법률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이 일반

인 소비자보호법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근에 이르러 공공의 이익을 존

할 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컨 , 자유로운 언론을 보 하는 것은

일반 이익에 속하기 때문에 언론기업의 존속을 하는 경쟁 조치

는 허용되지 않는다.117)

일반공공의 알 권리에 사하는 경쟁 표 행 를 단함에 있어서

도 이러한 이 의미를 갖는다.118) 그 표 인 로서 비교 고

(vergleichende Werbung)를 허용하는 최근의 경향을 들 수 있다. 종

에 비교 고는 지되어 왔으나, 이러한 제한은 헌법상 표 의 자유의

향 때문에 완화되지 않을 수 없었다. 구체 인 경우에 비교 고가 오

해를 유발하지 않고, 오히려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이라는 일반 이익을

진하는 것이라면 이를 지하는 것은 기본권 인 가치질서와 양립하

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독일 례는 비교를 해 충분한 이유

가 있고, 비 이 그 종류와 정도에 따라 필요한 범 를 넘지 않는 경우

에는 비교 고도 허용된다고 하는 입장을 취한다.119) 비교하여 치시

킨다거나 비 함으로써 일반공공의 알 권리, 특히 소비자의 이익이 옹

호되는 경우에는 그에 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

다.120) 특히 일반 으로 이해 계에 있는 업방법 컨 , 사기 인

고를 비 하는 경우 허용됨은 물론이다. 그러나 표 행 가 오로지 경

쟁자 양인의 경쟁 인 논쟁에 그치고 그들의 개별 인 이익에만 계되

는 때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반윤리성의 문제에 한 일반원칙에 비추어보면 자유로운 시장 참여

자

116) Wenzel, a.a.O. S. 202f

117) BGH NJW 69, 744

118) Wenzel, a.a.O. S. 202f

119) BGH NJW 61, 1916

120) Wenzel, a.a.O. S.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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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정에 향을 미치는 미디어의 보도는 불공정하다(unlauter)고 볼

수 있다.121) 그것은 오해의 유발 기타 비합리 향을 통해 행해질 수

있다. 보도에 의해 잠재 인 이해 계자 내지 고객으로서의 소비자뿐만

아니라 거래상 방, 특히 공 자, 기업 은행도 부당하게 향받을 수

있다. 보도의 역에 있어서, 특히 언론미디어가 제3자로서 개개의 부문

에 해 경제 인 사안을 보도함에 있어서 그 표 에 의한 향이 문제

된다. 그 경우 표 규제법과 비교하여 보다 엄 한 경쟁법상의 규정을

확 용하는 것은 미디어의 활동에 지장을 주는 결과를 래할 수 있

기 때문에 특수한 고려를 요한다.122)

자기의 기업 는 서비스에 한 설명이라 하더라도 그에 의해 불공

정한 향력이 행해질 수 있다. 그러한 자기진술은 그 내용 때문에 허

용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뿐 아니라 외 인 표 형식 때문에 허용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컨 , 실제상으로는 경제 인 고인데도 불구

하고 편집부문의 기사로 게재하는 경우에는 불공정한 향력이 존재한

다고 단된다. 언론매체가 단지 알리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컨 , 징

벌행 (Denkzettel-Aktion)123) 기타 보이콧124) 등 능동 행 에 의해

경쟁에 개입하는 경우에도 불공정한 행 는 이루어질 수 있다.125)

(2) 보이콧

보이콧(Boykottaufrufe)이라 함은 조직된 차단행 (遮斷行爲)를 수단

으로 하여 상 방을 통상 인 업상 거래로부터 배제되도록 하는 투쟁

조치를 말한다. 보이콧 상 방의 경쟁능력을 희생시키면서 자기 는

타인의 업활동을 진하는데 사하는 보이콧조치는 원칙 으로 부정

경쟁방지법상 반경쟁 행 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쟁행 이다.126)

경쟁자가 허용된

121) Wenzel, a.a.O. S. 203

122) Wenzel, a.a.O. S. 203

123) BGH GRUR 80, 242; BVerfGE 83, 1181

124) BGH GRUR 84, 461 - Kundenboykott

125) Wenzel, a.a.O. S. 203

126) BGH GRUR 84, 214 - Copy-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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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동을 행하는데 하여 이를 조직된 형태로 방해하는 것은

능률경쟁의 원칙(Grundsatz der Leistungswettbewerb)에 반한다. 공

차단 는 계차단의 요청이 특정한 경쟁자를 불공정하게 가해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반이 되기도 한다.

표 행 내지 언론에 의한 보이콧을 법 으로 단함에 있어서는 우

선 그 동기가 요하며, 그와 련하여 요청의 목 목표가 고려된

다. 그 요청의 근거가 정치 , 경제 , 사회 는 문화 계에서 일

반 공공의 이해(利害)에 근거를 갖는 것으로서 여론형성에 향을 미치

는 것이라면 그것은 헌법상 언론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는 추정을 받

게 된다.127)

[사례] 뤼트 보이콧 사건 (1958)

독일 연방헌법재 소 1958. 1. 15. 결, BVerfGE 7, 198 -

Lüth-Entscheidung

이 결에서 독일의 연방헌법재 소는 보이콧을 제기하는 표 이 공공

의 이익을 한 토론의 일환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허용된다는 입장을 천

명하 다.

이 사건에서 함부르크주 언론국장이었던 뤼트는 나치에 력한 화감

독이 제작한 화를 배 받지 말라고 구하는 성명을 발표하 는데, 그

화상 을 바라는 화업자들은 뤼트의 표 행 가 그들의 업상 이

익을 침해하 다 하여 그 지를 바라는 가처분을 신청하 고, 법원이 뤼

트의 그러한 표 행 를 하지 못하도록 지한 것이 문제되었다.

이 사건에서 독일의 연방헌법재 소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조항이 용

되어야 한다는 뤼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가 사 인 화업자에 하여

제기한 보이콧은 공공의 이익을 한 토론의 일환으로 그러한 주장을 한

것이어서, 그로 인해 화업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하 다 하더라도 그

법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시하 다. 즉, 언론자유의 기본권을 보호하

는 헌법조항이 뤼트와 화기업 간의 사 분쟁에 해서 직 으로

용되지는 않으나, 기본법 제5조에 표 된 헌법제정자의 가치결정은 사

분쟁을 규율하는 사법규정의 해석에서도 고려되어야 하고, 그 다면 뤼

트의 표 행 는 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128)

127) BVerfGE 7, 198; NJW 58, 257 - Lüth

128) 이 사건에 한 상세한 언 은 박용상, 표 의 자유, 암사 (2002), 65면 이하



54

다음 사례 역시 언론매체 간에 종교 논쟁이 문제된 사안에서 객

으로는 경쟁 계가 인정됨에도 일방의 타방에 한 격렬한 비

에 하여 경쟁목 이 없었다고 하여 그에 해 표 의 자유의 보호

를 베풀고 있다.

[사례] ‘지옥의 불’ 사건 (1966)

독일 연방통상재 소 1966. 6. 21. Höllenfeuer-Urteil, BGHZ 45,

296/307

1962. 1. 14.자 주간 사진잡지 ‘슈테른’(stern)지(원고)가 “지옥에는 정말

불이 타고 있는가?”라는 표제 아래 카톨릭 교 에 한 비난 기사를 게

재한 데 해, ‘시 의 메아리’(‘Echo der Zeit’)라는 카톨릭 계 잡지(피

고)는 슈테른지의 표제는 ‘바보 사로잡기’를 의도한 표제이고, 독일 최

발행 부수의 사진잡지인 슈테른지의 가치기 은 길바닥에 있다고 이를 비

난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 다. 이에 하여 슈테른지를 발행하는 원고

회사(유명한 주간지 ‘Die Zeit’도 발행함)는 ‘시 의 메아리’지의 기사가

슈테른지에 하여 폄훼 인 형태로 명 를 훼손하고 평가를 하했기 때

문에 원고인 출 사의 기업에 한 권리를 침해하 다는 이유를 들어 그

의 지를 청구하 다.

연방통상재 소는 피고의 기사 내용은 거의가 피고의 주 의견의 표

으로서 원고의 기사를 비 한 것이고 그것이 원고의 기업권을 침해하는

것이지만 그것만으로 그 기사의 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행

가 ‘승인될 수 없는 종류의 가해행 ’인 경우에 한하여 법성이 인정된다

고 하면서 와 같은 정도의 과격하고 비난 인 표 은 지되지 아니한

다고 시하 다.129)

비리(非理)가 존재하는 경우 그에 해 주목을 받게 하고 그 제거를

구하는 것은 언론의 과업에 속한다. 따라서 를 들면, 슈퍼마켓과 창

고업자가 생산자들과의 개별 거래를 배제하려는 것은 공공에 하

게 계되는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도하고 그 폐해를 없애기

해 구하는 것은 허용된다.130) 그러나 소비자 시장에 공 하는 생산

자에 하여 보복을 가하도록 구하는 행 가 계 문분야만을 취

하는 문지에 게

참조

129) 이 사건에 한 상세한 언 은 박용상, 표 의 자유, 암사 (2002), 174면 이하

참조

130) BVerfG NJW 82, 2655 - Kreditha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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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된 경우라면 그것은 여론을 동원하려는 데 목 이 있는 것이 아니

라, 오히려 개별 인 경제상의 결 계에서 타 기업에 해 한 기업의

이익을 철시키려고 하는 시도라고 생각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충

족하는 보이콧의 구는 경쟁법에 반될 수 있다. 컨 , 도매상인들

에게 소비자시장에 직 공 한 생산자의 명단을 밝히고 그들로부터 공

을 받지 말자고 구하는 경우와 같이 보이콧 상 인 생산자에게 경

제 인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그러한 사례에 속한다.131)

독일 례 에는 한 문정보지가 특정 복사기 제조자와의 력 계

를 그만두도록 구한 사안에서 그 정보지는 그 구에 의해 동업자인

계 복사기 제조자의 경쟁을 진할 의도에서 단지 의견의 제시만이

아니라 유리한 참조원천을 거명하는 형태로 극 으로 개입한 경우라

면 부정경쟁방지법 반이라고 시한 사례132)가 있고, 한 정보지가 시

계 문 에 하여 커피상 에서 시계를 얻은 고객에 해서 배터리 교

환을 거 하라고 구한데 하여 커피상 의 시계 매를 방해하기

한 목 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 반이라고 시한 사례133)가

있다. 이 경우 보이콧 구의 상 방인 문상인과 그 차단의 상 방인

고객과는 동일인이 아니어도 상 이 없다고 한다.

여론에 호소할 목 의 보이콧이라 할지라도 그 투쟁수단으로서 폭력

의 행사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의 미국 례는 보이콧

의 수단에 하여 그것이 폭력을 선동하는 것이 아니면 허용된다고 하

는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다.

[사례] 인종차별 상 보이콧 사건 (1982)

미국 연방 법원 NAACP v. Claiborne Hardware Co., 458 U.S.

886 (1982)

미국 연방 법원은 이 사건에서 보이콧의 표 은 Brandenburg사

건 기

131) BGH GRUR 80, 242; BVerfG NJW 83, 1181 - Denkzettelaktion

132) BGH GRUR 84, 214 - Copy-Charge

133) BGH GRUR 84, 461 - Kundenboyco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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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폭력을 선동(incitement to violence)하는 것으로서 법한 행동

이 의도되고, 그 발생이 박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는 요건(“intent to

incite imminent lawless action” test)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면, 헌법상 허

용된다고 시하 다.

이 사건에서는 인종 차별에 항의하기 해 ‘ 국 유색인지 향상

회’(NAACP)의 지방조직에 의해 주도된 한 백인 소유 상 에 한 보이콧

이 문제되었다. NAACP 지도자 의 일인이었던 Charles Evers는 그 보

이콧을 반하는 자는 그들 자신의 사람들에 의해 길들여질 것이고, 보안

이 야밤에 그 반자들과 같이 잘 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 다. 그는

나아가 “우리가 당신들 구든 그 인종차별 상 에 드나드는 것을 알기만

하면 우리는 당신의 모가지를 부러뜨릴 것이다”라고 말하 다.

연방 법원은 그 보이콧이 정치 인 동기를 갖는 것이어서 수정헌법 제

1조에 의해 보호받는 것이라고 시하 다. 시에 의하면 강력하고 효과

인 즉흥 수사(修辭)는 순수하게 감미로운 말로 고상하게 이루어질 수

는 없는 것이므로 Evers와 다른 보이콧 주도자의 말이 폭력의 권고

(exhortation)와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은 Brandenburg기 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단순한 주창(advocacy)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사례] 마이클잭슨 공연반 사건(2003)

서울고법 민사7부 2003. 12. 30. 결

1996년 10월 원고 (주)태원 능은 마이클 잭슨의 내한공연을 주 하 으

나, 기독교윤리운동실천본부 등 50여 개 종교․시민단체로 결성된 ‘마이클

잭슨 내한공연반 운동 공동 책 ’가 마이클 잭슨의 아동 성추행 스캔들,

외화낭비 등을 이유로 공연 반 운동을 벌이는 바람에 행사를 행할 수 없게

되었다. 원고는 공 간부 3명을 상 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

을 제기하 고 1, 2심에서는 패소하 으나 법원에서 기환송 다.

기 환송 후 법원은 시민운동의 범 와 한계에 하여 시민단체가 공익

을 해 일반시민을 상 로 람 반 운동을 벌이고 력업체에 력 단을

호소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경제 압박수단인 기업에 한 불매운동은 허

용되지 않는다고 시하 다. 즉, 재 부는 결문에서  피고가 시민을 상

로 공연 람 거부운동을 벌이고 공연 력업체에 력을 하지 말도록 설득

한 것은 공익 시민운동으로 법하지만, 입장권 매 행 은행에 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압박해 태원측과 계약을 기하게 한 것은 채권을

침해한 것으로 법하다고 밝혔다.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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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언론에 의한 보이콧이 아닌 언론에 한 보이콧에 하여는

특별한 고찰을 요한다. 신문이나 방송의 논조에 불만을 품은 이익단

체나 집단이 조직 으로 불매운동이나 시청거부운동을 시도하는 경우

에는 표 의 자유에 한 침해로서 법한지 여부가 자주 논란된다.

자기의 의사에 따라 언론의 보도에 향을 미치려고 하는 사 인

역의 시도 특히 험한 무기는 보이콧이다. 술한 바와 같이 보

이콧에 사용된 방법이나 추구된 목 이 공서양속에 될 때에는 허

용되지 않으며, 업 경쟁의 목 을 달성하기 한 보이콧은 공서

양속에 되어 규제된다.

따라서 원칙 으로 보아 보이콧에 의해서 한 신문에게 그의 정치

방침 는 사상을 포기하거나 변경하도록 강요하는 시도는 그 목 이

공서양속에 반되는 것이므로 원칙 으로 허용되지 않는다.135) 독일

연방통상재 소는 남부독일 도시 극장 소유자들이 그들의 극장에서

상 하는 화에 한 비 보도를 억제하기 해 그 지역 지방신문

에 고를 게재하지 않기로 결의한 데 하여 그러한 결의는 공서양속

에 반하여 지될 수 있다고 시하 다.136) 보이콧 상 방의 다투어

진 행 에 하여 보이콧을 행하는 것이 원래의 이의 상 행 에 비해

무 과도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그 보이콧은 공서양속에 반

된다.

그러나 언론이나 표 활동에 한 보이콧이 모두 지되는 것은 아니

다. 독일 연방헌법재 소는 1958년 뤼트 보이콧 사건137)에서 나치에 부역한

력이 있는 자가 제작한 화에 하여 보이콧하도록 구한 주(州) 언론

국장의 행 를 사상의 자유의 기본권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이라고 시하

다. 동독의 라디오 텔 비 로그램을 게재한 한 잡지에 하여

보이콧이 행해진 사안에서 독일 연방통상재 소는 그 보이콧은 사상 동

기, 즉 반공 이념을 표 하기 해 행해진 것임을 이유로 허용되는 것이

라고 시한 바 있었다.138) 그러나 이러한 지에 하여는 보이콧의 목

134)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3. 12. 30

135) Martin Löffler, Presserecht, 1. Bd, 2. Aufl., C.H.Beck, München, 1969 S. 98

136) BGH, AfP 37/60 S. 137

137) BVerfGE 7, 198

138) BGH NJW 64, 29 - Blinkfü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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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국방송의 청취를 방해하려는데 있는 것이어서 정보의 자유를 보

호하는 헌법상의 원칙에 되는 것이므로 법한 것이라고 하는 비

이 있었다.139)

(3) 법 인 는 계약에 의한 부작 의무의 반

독일의 경우 처방(處方)이 필요한 의약품을 일반에게 고하는 것은

법 으로 지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약재에 해 편집부문의

보도기사의 형태로 작성된 보도가 해당 제품에 한 장된 고라는

인상을 독자에게 갖도록 하는 것이면 부정경쟁방지법 반이 될 수 있

다. 그 기사가 으로 는 주로 정보제공 이거나 교시 인 성격을

갖는 경우에도 고 효과를 갖는 것이면 같은 법리가 용된다.140)

계약이나 는 효력있는 엠바고 약정에 의해서 어떤 정보의 공개 시

이 제한된 경우 그 제한을 수하는 것은 언론인의 직업윤리상 의무

에 속한다. 만약 그러한 제한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언론인이 미리 정보

자료를 조달하는 것이 불가능해 질 것이고, 그 게 된다면 그것은 일반

공공을 해서도 불리한 것이기 때문이다(1984. 10. 2.자 독일언론평의

회의 엠바고에 한 취 지침 참조). 그러한 제한을 무시하는 것은 부

정경쟁방지법을 반하는 것이 될 수 있다.141) 그러나 보도 상인 자가

제3자와 ( 컨 연극배우와 제작자 간에) 체결한 엠바고 약정은 존

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일반 해석이다.

마. 제보자의 경쟁법상 책임

언론매체의 보도가 부정경쟁행 에 해당하여 법한 경우 그 매체는

그에 하여 체 인 범 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 독일 례에 의하면

제보자도 역시 경쟁의도를 가지고 행 한 경우에는 범 한 책임을 지

게 되는

139) Löffler, a.a.O. S. 98

140) Wenzel, a.a.O. S. 211

141) Wenzel, a.a.O. S.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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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경쟁법상의 제보자 책임은 공표 매체가 경쟁의도를 가지고 그 기

사를 보도하 을 것을 요하지 아니 한다. 제보자 자신이 경쟁자 다면

그의 표 이 경쟁 계에 하여 객 으로 향을 미침에 합하 던

것으로 족하다. 그러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쟁의도가 존재하 던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142) 제보자가 스스로 자기 메시지를 편집부문에 게재

하도록 노력했는가, 아니면 기자가 보도를 해 그것을 요청했는가하는

문제는 그 동기 여하가 편집의 비 보장 때문에 해명될 수 없는 것이므

로 제보자책임의 성립에 향을 미치지 않음이 원칙이다.143)

독일 연방통상재 소의 례에 의하면 제보자에게 경쟁의도가 정되

는 경우 그는 제보에 의해 자주 야기되는 불확실성이나 일반화에 하

여도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책임을 져야 하며, 언론 매체가 공표하

기 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이를 제외한 경우에만 그러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한다.144) 이 게 엄격한 제보자책임을 인정하는 근거로서

례가 드는 이유를 보면, 그 지 않은 경우 경쟁자는 언론기 자신에

게는 지되었을 경쟁 표 을 해 언론매체를 이용하려는 유혹을 떨

쳐버릴 수 없게 될 것이고, 그 게 된다면 객 인 정보를 필요로 하

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례의 태도

는 언론계의 실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비 받고 있다. 제보자

는 기자에게 제공한 내용이 어떻게 기사화되는가를 검토할 권한이 없

고, 시간에 쫓기는 기자들도 제보자에 의한 그러한 여를 허용하지 않

기 때문이다.145)

4. 언론보도에 의한 부정경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경쟁법의 기본 법리에 따라 언론보도가 부

정경쟁행 로 될 수 있는 경우를 상술할 필요가 있다. 고가 아닌 편

집부분의

142) BGH NJW 68, 1419 - Pelzversand

143) BGH NJW 68, 1419 - Pelzversand

144) BGH NJW 64, 1181 -Weizenkeimol; 67, 675 - Spezialsalz; 68, 1419 - Pelzversand

145) Wenzel, a.a.O. S.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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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인 경우에도 공개 으로 경쟁을 추구하는 경우와 숨겨진 형태를

띠는 경우를 나 어 살펴보아야 한다.

경쟁법상 경쟁을 제한하는 행 는 반윤리 인 것임을 요하는데, 미디

어의 보도가 경쟁법상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그 법 효과를 받게 되

려면 미디어의 보도가 불공정성(Unlauterkeit)한 것임을 요한다. 여기서

불공정성은 미디어가 자유로운 시장의 경쟁자의 결정에 향을 미친다

는 데서부터 귀결될 수 있고, 그 표 인 경우가 오해의 유발 기타의

비합리 향을 주는 경우이다. 잠재 인 이해 계자 내지 고객으로서

의 소비자가 부당하게 향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상 방, 특히

공 자, 기업 은행도 그러한 향을 받을 수 있다. 경제 인 경쟁

계에서는 특히 제3자의 진술에 의한 향이 문제로 되는데, 매스미디어

가 개개의 부문에 있어서 경제 인 경과를 보도함에 있어서 구체 인

표 이 경쟁 계에 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문제로 된다.

그 경우 미디어의 보도활동에 하여 아무 제한없이 경쟁법을 용하

는 데에는 문제가 생긴다. 일반 으로 보아 경쟁법은 표 행 에 한

규제에 비교하여 보다 엄격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쟁법상

의 규정을 확 용하는 것은 매스미디어의 활동에 지장을 주는 결과

를 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에 의한 불공정한 향력은 미디어 자신의 기업 는 서비스에

한 경쟁 진 진술에 의해 행해질 수 있다. 그러한 자기진술은 그

내용 때문에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뿐 아니라 외 인 표 형태

때문에, 를 들면 실제상으로는 경제 인 고인데도 불구하고 편집부

문의 기사로 게재함으로써 허용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미디어의

보도가 단지 알리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능동 으로 행 하면서 경쟁의

싸움에 개입하는 경우에도 불공정한 행 로 될 수 있다. 컨 , 언론매

체가 단지 정보제공의 차원을 넘어 계자에 한 징벌행

(Denkzettel-Aktion) 는 보이콧조치를 구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향력 행사로서 경쟁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61

가. 공개 인 편집상의 경쟁 표 행

(1) 개

한 신문이 편집부문에서 자기 자신의 경쟁을 진하기 하여 컨

“본지는 국 제1의 발행부수와 보 지역을 갖는다”고 주장한다면 그것

은 독자에게 고 인 주장으로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주장에

하여는 일반 인 경쟁법상의 원칙이 용된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에 있어서 오해유발 인 내용은 일반 으

로 지된다. 언론매체의 편집상의 기사가 오해를 유발하는 것이어서

문제되는 경우라면 경쟁법상의 일반원칙을 용하여 이를 지․제한한

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그러나 고에 하여 용되는 모든 제한이 편집부문의 기사에 하

여 아무 제한 없이 용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원래 인 의미에

서의 고, 즉 고액의 비용이 투입되어 에게 지속 으로 주입되는

고문안이나 고 스 트의 경우에 엄격한 경쟁법상의 제한은 정당화

된다. 그러나 본래 인 의미에서의 경쟁 표 에 해 설정된 한계는

무 무겁기 때문에 이를 보도활동에 그 로 용한다면 그 제재의 두

려움으로 인해 언론활동은 축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 그에 의해 정

보의 부족 상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한 정보는 오로지 그 분야의 내

부자만이 알 수 있는 지식을 리 알림으로써 공공의 알 권리를 충족시

킬 수 있는 것이지만, 업 활동에 근거하여 알릴 수 있었던 유일한

자가 그에 하여 진술하는 경우 그 문제가 업 인 것이었다는 이유

때문에 정당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에게 재갈을 물리게 된다면, 그러

한 법 제약 때문에 그와 같은 정보부족 상은 타개될 수 없고, 그것

은 표 정보의 자유를 규정하는 헌법 조항에 명백히 되는 것이

다. 언론의 자유는 말하는 자의 이익을 해서 부여될 뿐 아니라 수용

자, 즉 일반공공의 이익을 해서도 보호되는 것이기 때문이다.146) 그러

므로 언론의 경쟁 인 표 행 에 하여는 고에 하

146) Wenzel, a.a.O. S.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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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설정된 기 에 따라서만 단하여서는 안되고,147) 표 행 에

하여 경쟁법에 의해 법 여부를 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표행 의 태

양을 함께 고려하여 단하여야 한다.148)

(2) 경쟁 진 보도

편집의 형식을 취하는 속에서 특정 기업의 경쟁을 진하는 내용

을 게재하면서 그 고 의도를 감추지 않고 명백히 드러내는 것은 부

정경쟁방지법 반이 된다. 그 경우 편집부문의 보도는 원칙 으로 공

정성 진실성을 해 노력한 언론기 의 객 표 이지, 오로지

고목 을 한 일방 표 은 아니라고 인식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에

하여 고라는 표시가 없다면 신문 독자는 오해하게 되기 때문이

다.149) 이와 같은 원칙은 무료로 배포되는 고지에 해서도 용된다.

무료로 배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그에 게재된 문안이 모두 고라는 표

시로서 충분하지 않다.

(3) 오인 유발 보도

표 자유와 련을 갖는 오인유발 사례에 하여는 검토를 요한다.

특히, 편집부문의 표 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오인유발 인 경쟁 표

으로 간주될 수 있는 요건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150)

독일의 례는 한 자동차 제조업자의 새로운 모델에 해 보도하면서

그 업자가 수많은 계 기자를 한 자리에서 제공된 바를 근거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독 보도라고 표시한 잡지의 기사에 하여 부정경

쟁방지법 반이라고 시한 바 있다.151) 자연 으로 이해한다면 독

게재라고 하는 주장은 그 잡지만이 공표권을 보유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그런데 법원의 견해에 의하면 사건에서 그 잡지만이 유일하게

보도했다고 이해되는 그 기사는 사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실제

로 모든 거래 당사자가 새 자동차 모델의 사진보도와 기사가 수많은 잡

지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147) BGH NJW 68, 64 - Pelzversand

148) Wenzel, a.a.O. S. 205

149) Wenzel, a.a.O. S. 216

150) Wenzel, a.a.O. S. 215

151) LG Hamburg, ArchPR 68,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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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그러한 보도가 단지 유일한 잡지에만 게재되어 있다고 생각하

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인유발 인 것임을 인정함에 지장이 없

다고 한다. 오인유발 인 것으로 시된 사례로서 건축가의 작품집

에 자기의 건축 이 공항을 설계하 다고 하는 주장을 게재한 것이 문

제된 경우 사후에 사실상 건축된 공항이 다른 건축가의 설계에 의한 것

이 드러난 경우,152) 실에 있어서 정상 인 테두리를 유지하면서 단지

수개의 문 만이 그 공 자의 매망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상

의 타 업종으로의 환이 면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내용으

로 언론정보업무사가 경쟁목 으로 주장하는 경우153)를 들 수 있다.

독자에게 공표된 표 행 가 특정인이 명시 는 묵시 으로 주장

한 내용을 작성한 것이라고 보이게 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 그 특정

인에 의한 진정한 이라는 잘못된 인상을 갖게 하여 그것을 믿게 하는

경우에는 오해를 유발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진실과 정확하게 부합하

지는 않지만 채색되어 인용된 말이 사진잡지에 게재되었다는 것만으로

는 그와 같은 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154) 리즘보도의 경향에 의

하면 피상 인 독자를 상 로 하는 지의 경우 산사고 등 일반

인 심의 상이 되는 사건에 한 계자의 진술은 문구에 따라 정확

하게 재 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독자의 심을 끌기 해 간결하고

가볍게 소개되거나 직 화법의 방식이 자주 사용되며, 독자들 역시 이

게 잡지의 사실보도란에서 리 용되는 화식으로 재구성된 언론

기법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피상 인 독자라 하더라도 그

와 같은 언론제작물의 속성을 고려에 넣는 것이 우리의 생활경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기자가 사실의 경과를 올바르게 반복하여

표 하고 계된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라면 실 사건

의 이와 같은 묘사방법이 지되어서는 안될 것이다.155)

152) KG Ufita 91/1981, 220

153) Frankfurt AfP 82, 228

154) BGH GRUR 68, 209/210 - Legende

155) Wenzel, a.a.O. S.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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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 비교하는 보도

그러나 편집부문의 기사에 하여 연 고 비교 고

(bezugnehmende und vergleichende Werbung)에 한 법리를 용할

것인가에 하여는 신 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경쟁법 인 에서

보면 편집부문에서 경제 인 경과에 해서 취 하는 기사는 외없이

연계 는 비교로 생각될 수 있고, 그러한 비교는 원칙 으로 불법하다

고 생각되어 왔는데,156) 언론의 보도를 이와 같이 원칙 으로 지하는

것은 부당하게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연 고 비교 고에서 발 된 법리를 언론보도에 용

한다면, 그러한 보도들은 거의 경쟁을 진할 의도에서 공표되는 것이

기 때문에 경쟁법에 의한 제한을 받게되고, 그 결과 표 의 자유에

한 한 제한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157) 이러한 문제 상황은 술한

경쟁 증권정보지 비 사건158)에서 이미 검토된 바 있다. 총체 으로 부

정 평가를 보도하는 경우에도 와 같은 논의가 그 로 타당하다. 순

수한 고에 있어서는 총체 으로 부정 평가(pauschale Abwertung)

를 행하는 고가 지되지만, 독일의 례는 편집기사에 하여 이러

한 법리를 제한하려고 한다.

이 문제에 하여 독일 연방통상재 소는 1968년 모피 매 결159)에

서 신문의 경쟁자가 진실하고 객 인 정보를 보도하는 경우 그 언론

보도에는 불가피하게 특정한 상품 는 용역의 장 과 단 에 해서

가격 등 여러 비교를 하게 되고, 그 제보자는 그 계획된 언론공표가 자

기 는 제3자의 경쟁을 진시키거나 는 타인의 경쟁을 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일반공공의 진지한 정보의 이익이 있

다면 통상 부정경쟁방지법(UWG)의 의미에서 반윤리 이라고 간주되어

서는 안된다고 설시하 다. 연방통상재 소는 나아가 일반공공의 보호

받을 가치가 있는 정보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경쟁자를 경쟁법상의 엄

격한 규율에 무제한 으로 구

156) RG GRUR 31, 1299 - Hellegold-Entscheidung

157) Wenzel, a.a.O. S. 205

158) BGH NJW 82, 637 - Restquoten-Entscheidung

159) BGH NJW 68, 1419 - Pelzversand-Entscheid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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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시키는 것은 헌법에 의해 이행하도록 주어진 언론의 과업을 해하

게 할 수도 있다고 하 다.

따라서 컨 , 기망 인 고와 같이 일반이 이해 계를 갖는 업방법

에 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해 밝히는 경우에도 그것은 공공의 알 권리

를 충족시키는 것으로서 진지한 정보의 이익이 정되어야 한다.160) 정보제

공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비 의 상이 된 자의

과거행 을 고려에 넣어야 한다. 서비스와 고주장 간에 불일치가 확인되

는 때에는 바로 비 을 받게되고 그 계자는 강경하고 명료한 표 방식을

감수해야 한다.161)

결론 으로 보아 표 행 는 그것이 경쟁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언론의 형태로 나타난다거나 공공의 알 권리를 한 경우에는 원래의 의미

에서 고에 용되는 원칙에 따라 단될 것이 아니다. 이러한 종류의 표

행 는 하게 넓은 활동 역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 편집상의 숨겨진 경쟁 표 행

발간 형태에 따라 리즘 목 에 사하는 인쇄물을 하는 독자는

그 내용이 리즘의 일반원칙에 따라 작성되며, 따라서 그 게재 기사들은

공공의 알 권리에 사한다고 이해함이 보통이다. 그 기 때문에 언론 보도

라고 하는 외형을 장하여 경제 이익의 추구를 한 고목 을 달성하

거나, 하려 하는 때에는 독자들에 한 기만이 이루어지게 된다.162) 이 게

고 내용을 리즘 인 기사로 장(僞裝)하는 것은 언론의 직업윤리

에 반하는 것이며, 나아가 선량한 경쟁윤리에도 반하는 것이다.

독일 연방통상재 소의 례는 어떠한 상품에 하여 객 인 정보

제공의 정도를 넘어 이를 상세히 설명하는 것은 공정경쟁을 요구하는

상거래

160) Wenzel, a.a.O. S. 207

161) Wenzel, a.a.O. S. 207

162) Wenzel, a.a.O. S.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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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 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례에 의하면 그러한 보도는 경쟁 계

에 있지 않은 제3자의 입장에서 기사의 형태로 제공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에 해서는 순수한 고의 경우와는 견 수 없는 상당한 의미와 심

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기사의 게재에 하여 가를 받지 않았거

나 그 기사가 상품에 한 고와 련하여 쓰여진 것이 아닌 경우에도

이를 공정거래를 요구하는 상거래 습을 해하는 것으로 본다.163)

독일 례는 한 잡지 발행인의 객 견해로 장된 고는 경제

으로 무 한 제3자의 문 인 표 이라고 하는 인상을 주게 되어 거래

상 보통 고주 자신의 선 문구보다 강력한 존 과 보다 높은 비

이 주어지게 된다고 시한 바 있다.164) 그 경우에는 감정(鑑定) 내용을

곁들인 고에 해 용되는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그에 의하면 그

고는 이해 계 없는 자가 독립 으로 한 상품의 장 을 스스로 확인

한 단인 것처럼 기만 인 외 을 불러 일으켜서 소비자들이 이를 믿

게 되는 경우에는 불공정경쟁행 에 해당하게 됨을 의미하게 된다165)

독일 제주의 출 법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과 책임편집인은 그가 공표

를 해서 가를 받거나, 요구했거나 는 약속한 때에는 표시나 편집

에 의해 일반 으로 고라고 알 수 있게 하든가, 그 공표에 하여 명

백히 고란 말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와 같은 종류의 기

만은 이러한 법규정에도 반하는 것이다.166)

편집부문과 고의 분리원칙에 한 반은 동시에 공정한 경쟁의 규

칙에 한 반을 의미한다. 물론 편집부문에서 허용되는 보도와 언론

장을 한 경제 고로서 허용되지 않는 것을 구별하는데는 한

어려움이 있다. 특히 기업권 인격권에 한 보도에 있어서 그 구별

은 어렵다. 어떤 범 에서 편집상의 기사가 기업보도 내지 인격권보도

로 생각될 수 있는가의 여부에 하여도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독일의

례는 편집부문에서 이루어진 언론보도 속에 특정 기업에 하여 그

상호와 함께 그에 유리한

163) BGH 1983. 2. 18. ZR14/91; GRUR 1993, 561, 562; 1994. 6. 30. ZR 167/92

164) BGH GRUR 68, 382 - Favorit II

165) BGH NJW 61, 508 - Rippenstreckmetall I

166) Wenzel, a.a.O. S. 20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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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장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이 이를 기도하 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경험에 부합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반 되는 사실을 입증

할 책임은 유리하게 취 된 기업에 있다고 한다.167) 그러나 편집부문에

서의 기사가 련 회사의 임원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보도

가 해설없는 단순한 언 에 불과한 것이라면 그것이 언제나 경쟁법상

지되는 독자의 기만이 있어 불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작성자 여하

에도 불구하고 그 기사에 의해 정보의 이익이 공정한 형태로 옹호되는

경우에는 그 게재는 법한 것이다.

편집부문과 고를 구분하는 별 기 에 하여 Frankfurt고등법원

은 다음과 같이 시하고 있다.168) 즉, 양자를 구별해야 하는 신문의 발

행인 기자 고주의 직업 기 에 반하지 않으려면 ① 특정 기업

그 생산 제품에 한 보도가 가없이 행해지고, ② 주로 공정한 정

보제공(sachliche Unterrichtung)이 면에 서며, ③ 불가피하게 그에 결

부되는 고 인 효과가 감수하지 않으면 안될 부수 인 결과로 나타나

는 경우라야 한다고 한다. 법원은 한 고잡지의 이자조건에 한

편집부문의 보도가 특정한 은행의 이자제시 요건에 국한되고, 고의

형 인 세부목록을 언 함으로써 고 인 성격이 짙고, 이를 강조

칭찬 선 하는 등 표 이 포함되고, 독자들에게는 동일한 의 고부

문에 게재된 고문구가 생각되게 하는 정도의 것이라면, 그것은 합법

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시한 바 있다.

편집부문과 고의 분리원칙에 한 반은 동시에 공정한 경쟁의 규

칙에 한 반을 의미한다.

[사례] 상상품 선 사건 (1994)

독일 연방통상재 소 1994. 7. 7. 결 ZR 104/93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신문의 퀴즈란의 정답자에게 부여되는 상(懸賞)

상품에 한 설명이 그 상품의 모습과 특징을 시각 으로 강조하고 설명

을 부

167) BGH NJW 67, 675 - Spezialsalz-Entscheidung

168) OLG Frankfurt, ZUM 85,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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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시켜 거래상 강력한 인상을 주게 함으로써 당해 상품의 품질이 뛰어

나 특별한 구매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상품으로 선택한 것처럼

보이게 한 경우에는 부당한 경쟁행 에 해당한다고 시하 다.

피고인 한 신문사가 십자단어퀴즈란에 정답자에 한 상(懸賞)상품으

로 식물성 미용오일을 내걸고 그 사진과 상품설명을 게재하자, 공정경쟁을

감시할 목 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인 원고는 피고회사의 와 같은 행 가

기사의 형태를 빌어 특정 상품을 선 하는 것이므로 독자들을 오도할 우

려가 있어 부정경쟁방지법에 반되고, 피고회사는 신문의 기사란을 고

의 목 으로 사용할 것을 지하는 원칙을 반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그 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 다.

이에 하여 법원은 먼 피고의 행 가 업 거래상의 경쟁행 에

해당함을 인정하면서 피고는 상 고를 통해 스스로 의도했던 신문 자체

에 한 독자의 심고조라는 목 과 동시에 상 고의 경품으로 채택된

상품의 고효과를 추구하고자 한 목 도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시

하 다.

나아가 법원은 그 법성 여부에 하여 다음과 같이 시하 다.

법원은 우선 어떠한 상품에 하여 객 인 정보제공의 정도를 넘어

이를 상세히 설명하는 것은 공정경쟁을 요구하는 상거래 습을 해하는

것이며, 그러한 보도는 경쟁 계에 있지 않은 제3자의 입장에서 기사의 형

태로 제공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에 해서는 순수한 고의 경우와는

견 수 없는 상당한 의미와 심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기사의

게재에 하여 가를 받지 않았거나 그 기사가 상품에 한 고와 련

하여 쓰여진 것이 아닌 경우에도 이를 공정거래를 요구하는 상거래 습

을 해하는 것으로 보는 종 의 례(BGH 1983. 2. 18. 선고 ZR14/91;

GRUR 1993, 561, 562; 1994. 6. 30. 선고 ZR 167/92)를 확인하면서 그러한

제에서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 다.

즉, 신문이 특정 상품을 십자단어퀴즈 정답에 한 상품으로 내건 경우

에 단어퀴즈의 참가욕구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상품의 장 을 열거하고

그 상품의 생산자명까지 표시함으로써 결과 으로 그 생산품에 한 고

효과가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기사인 것처럼 장한 고의

지원칙을 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신문사가 상

상품에 한 흥미를 유발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상 상품의 모습과 특징

을 시각 으로 강조하고 상품설명을 부각시켜 거래상 강력한 인상을 주게

함으로써 당해 상품의 품질이 뛰어나 특별한 구매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

문에 상 상품으로 선택한 것처럼 보이게 하여 객 인 선택으로 장

한 경우에는 경쟁원칙에 어 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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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최고 의사 500인” 보도 사건

독일 연방통상재 소 1997. 4. 3. 결 - I ZR 196/94 (OLG

München)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보도부문의 기사에서 공정한 단기 에 의하지 않고

“독일의 최고 의사 500인”이라는 제하에 그들 이름을 거명한 기사는 ‘은폐된

고’의 법리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공서양속 반의 경쟁행 이기 때

문에 지된다고 시하 다.

시사잡지 F.는 1993년 6월호에 “독일의 최고 의사 500인”이란 제목으로 13

차례에 걸쳐 연재할 정임을 고하고, 그 제1편으로 심장질환의 문가 46인

을 선정하여 그들의 성명과 개업장소를 표로 게재하고, 그들 일부의 사진을

게재하 다. 그 선정기 은 수술의 회수, 학문 명성, 의사들의 추천, 의회에

의 참여 활동 등이라고 논해졌다.

그에 하여 바이에른주 의사 회는 그 잡지사를 상 로 그 기사가 게재된

잡지의 배포 지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추천된 의사들은 문지식이나 객

기 에 의함이 없이 심장 문가로서 과도하고 왜곡 으로 칭찬되었기 때문

에 그 기사는 독일 부정경쟁방지법(UWG) 제1조 반이라고 주장하 다. 지방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 으나, 항소법원은 원고 승소로 결하 고, 연

방통상재 소에 상고되었다.

연방통상재 소는 기사에서 “독일의 최고 의사 500인”으로 거시된 의사들에

한 능력평가는 경쟁의사를 가지고 다른 경쟁자들과 사이에 경쟁을 진하는

것이고, 최고의 의사를 조사함에 있어서 용된 기 이 실제로 추천된 의사의

능력을 평가하기에 한 것이 아니어서 윤리칙에 반하기 때문에 부정경쟁방

지법 제1조에 반되어 지된다고 시하 다.

먼 그러한 보도가 거시된 의사들에 하여는 유리한 취 을 받게 함에 비

하여 거시되지 아니한 의사에 하여는 불리하게 취 될 것은 경험칙상 명백

하기 때문에 경쟁행 라고 이 타당하며, 경쟁의도에 하여 공익을 다루는

언론보도에 있어서는 그것이 경쟁 계에 하여 언 한다는 것만으로 바로 경

쟁의사가 추정되지는 않고, 그를 해서는 언론 과업의 이행 이외에 타인의

경쟁을 진하려는 에 하여 구체 인 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독일

의 최고 의사 500인”이라는 표 은 과도하게 고 표 이고, 그러한 칭찬은

독일 국내 의사의 문화나 능력에 한 객 인 제보라고 하는 테두리를 벗

어난 것이기 때문에 경쟁의 의사가 인정되는 것이라고 시하 다.

나아가, 재 부는 법성에 하여 그 보도는 “독일의 최고 의사 500인”이라

고 표시함으로써 공정하고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 없이 거시된 의사들을 유리

하게 하는 고 과잉을 제공한 반면에, 거시되지 아니한 의사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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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하게 한 것이므로 공서양속에 반된다고 시하 다. ‘최고’라고 하

는 최고 표 에 의해 그에 거시되지 않은 의사들로서 동등한 능력을 가

진 의사들에 한 폄하가 결과되는데, 그 선정기 으로 언 된 수술 여

의 회수, 학문 명성, 의사들의 추천, 의회에의 참여 등이라고 하는 기

은 ‘최고’라고 하는 표시를 정당화하기에 합치 않다는 것이다. 결국 논란

되는 고 기사는 과도하게 칭찬하는 고 메시지로서 편집부분에 숨

겨진 고(getarnte Werbung)에 해당한다. 편집부문의 은폐된 장막을 써

서 경제 고를 시도하는 자는 부정하게 경쟁하는 것이다. 그 경쟁법

책임의 근거는 언론이 비 거리를 유지함이 없이 오로지 고자의 칭

찬하는 정보 는 제3자에 한 정 인 표 에 편집보도라는 옷을 입힘

으로써 그것을 리즘 으로 행하 다고 독자들을 기만하는데 있다.

능력이 떨어지는 외과의사가 수술에 의해 치료하는 경우가 많음에 비해

능력있는 외과의사는 수술 없이도 치료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으므로 수

술의 회수가 능력을 가름하는 기 이 될 수 없고, 학술 연구나 그 결

과 논문의 발표가 반드시 진단이나 치료와 수술 등 임상능력에 결정 인

것은 아니며, 동료들의 인정이 유능한 의사를 인정함에 기 이 될 수는 있

지만, 거기에는 성과에 한 환자들의 의견, 이론 인 면에서 의료보험 측

의 평가 등이 종합 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의회에의 참여도 직업 성취

에 한 심의 표 에 불과할 뿐 그 능력과는 계가 없는 것이다. 이러

한 여러 평가기 에 의한 단이 의사들의 능력의 특정한 일면을 반 하

는 것이기는 하나, 그것이 의사로서 최고라는 단을 뒷받침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단은 윤리칙에 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다만, 법원은 헌법상 과잉 지의 원칙에 따라 의사들에 한 정보 그 자

체에 하여는 지할 수 없고, 피고 잡지사에 하여 지되는 것은 개별

으로 성명을 지칭하여 독일의 최고 의사라고 하는 진술에 국한된다고

시하 다.

다. 독일 고업 앙 원회의 지침

독일 제주의 언론법은 편집부문의 기사와 고 메시지를 구별하여 편

집해야 한다는 규정을 공통 으로 두고 있다. 즉,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과 책임편집인은 그가 공표를 해서 가를 받거나, 요구했거나 는

약속한 때에는 표시나 편집에 의해 일반 으로 고라고 알 수 있게 하

든가, 그 공표에 하여 명백히 고란 말로 표시할 의무가 있다. 우리

의 방송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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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는 방송 고와 방송 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

하게 구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방송법 제73조 제1항). 이것은 편집

의 순수성을 보호하려는 언론의 윤리 행을 입법화한 것으로서 경제

세력이 편집부분에 하여 향을 미치려는 기도에 처한다는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경쟁법상 부정경쟁행 가 되는지 여부를 단함에 있어

서도 요한 의미를 갖는다.

독일에서는 편집부문의 기사와 고 메시지간의 구별에 있어서 존

해야 할 구체 원칙이 자율규제규범으로 상세히 성문화되어 있다. 즉,

독일기자 회(DJV, Deutscher Journalisten-Verband)와 고업 앙 원

회(ZAW, Zentralausschuß der Werbewirtschaft)의 조 아래 증권 회

(Börsenverein), 독일연방신문 회(BDZV, Bundesverband Deutscher

Zeitungsverleger) 독일잡지 회(VDZ, Verband Deutscher

Zeitschriftenverleger)는 공동하여 ‘신문과잡지의편집상참고에 한지

침’(Richtlinien für redaktionelle Hinweise in Zeitungen und

Zeitschriften)과 나아가 ‘편집에삽입된 고를 한 고업 앙 원회의지

침’(ZAW-Richtlinien für redaktionell gestaltete Anzeigen)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지침들은 우리의 경우에도 실무상 요한 의미를 갖

기 때문에 다음에 문을 재한다.169)

‘신문과잡지의편집상참고에 한지침’(Richtlinien für redaktionelle

Hinweise in Zeitungen und Zeitschriften)

문

발행인과 기자는 여론형성에 있어서 력한다. 그들의 언론 임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하기 하여 그들은 독자들의 신뢰를 필요로 한다. 독자들

이 신문과 잡지의 본문 속에서 가가 지불된 경제 고로서 외형을 갖추

지 않은, 사경제 인 이해 계를 한 편집상의 언 을 발견하는 경우 이

신뢰는 생기지 않으며, 유지될 수 없다. 편집상의 언 은 본문형성의

한 부분으로서 편집국(Schriftleitung)의 책임범 에 속한다. 그러므로 기자

는 기업과 그 성과에 한 보도에서 객 인 정보제공의 범 를 넘어서

는 것을 배제할 의무가 있다. 고계약과 련하여 발행사(Verlag)의 부가

서비스로서

169) Wenzel, a.a.O. S. 216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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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물의 본문부분에 사경제상의 기업, 그 제품, 용역 는 행사(行事)에

해 유리한 단을 게재하여 주는 것은 고에서의 청렴성, 언론의 독립성

의견표 의 자유의 원칙을 하며, 그밖에 특히 가격충실성에 되므로

고주가 이를 기 해서도 안되고, 발행사가 이를 허여해서도 아니 된다.

1. 직무상의 공고 고지

청, 공공단체, 동업자조합 등이 언론에 의해 달하려고 하는 공고 고

지는 고 부문에 속함이 보통이다. 편집부문에서 그러한 공고 등에 하여 언

하는 것은 허용된다.

2. 행사, 스포츠, 패션, 연극, 화 등

오락 인 유형의 행사(연극, 화, 바라이어티 쇼, 서커스, 연주회, 강연)와

문화 , 종교 향토 유형의 모든 행사에 해서는 원칙상 1회의 사 보

도만이 허용되는데, 그 속에는 모든 업 인 것 내지 행사결과, 입장료, 입장

권 매처, 사 약 등에 한 상세한 언 은 피해야 한다. 이러한 목 을

한 통지와 선 은 고부문에 속한다. 기자가 다수의 독자에게 그 요성에

해 알려야 한다는 확신을 갖는다면 그러한 요한 행사에 해서는 언 될 수

있다.

스토랑에서 수시로 그리고 작은 규모로 행해지는 바라이어티의 공연에

해서는 그 행사의 술 성과가 특기할 만한 경우에는 그 고찰이 공표될 수

있다. 언제 무엇이 그에 해당하는가는 각개의 경우에 편집부문이 스스로 결정

해야 한다.

그에 반해 음식 , 바, 무도장 등의 여타 행사에 한 언 그에 한 보

도는 거 해야 한다. 그에 한 언 은 고부문에 속한다. 발행인은 할인된

기본가격을 허용할 수 있는 이른바 회의 행사표를 종합하여 게재하는 것이

권장된다.

자선행사에 있어서 주최자 는 특정한 범 자를 한 고는 모두 피해져

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할 청에 조회함으로써 공익

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익 행사에 한 보도에 있어서 기업 고는 삼가

해야 한다.

3. 행사내역 등

편집부문에 극장, 화 , 음악회, 강연회 등의 로그램을 게재하는 경우에

는 업 인 내용을 모두 제거하고서만 허용된다. 그것은 주최자의 고에

한 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알리기 한 필요한 최소한(몇 )에 국

한되어야 한다. 교회의 미사(Gottesdienstordnungen)와 의사, 치과의사, 약사,

차량정비 등의 일요 서비스와 야간 서비스에 한 공고 역시 고 부문에 게

재된다.

4. 휴양지 유람여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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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 해수욕장, 철도 자동차 여행과 유람행사

(Vergnügungsveranstaltungen)에 하여는 그 치료경비, 입욕료, 입장료 등과

같이 고부분에 속하는 모든 것을 유보한 채 보도될 수 있다.

여행사, 회 기타 기 이 편집에 보내는 휴양장소에 한 선 문은 자

체의 평가를 한 자료로서만 사용될 수 있다.

여행기사 등에서 운송수단, 음식 등의 명칭을 명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스포츠 행사

로그램의 변경이 있다거나 한 스포츠 행사( 컨 , 챔피언 , 국제경

기, 순회 자동차경기 등)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수차에 걸쳐 여러 사항의 사

제보가 보도될 수 있다. 국지 인 스포츠 행사에 있어서도 당해 출 물의 보

지역에 있어서 일반의 공 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역시 같다.

6. 연극, 화 기타 행사

여 술가 는 주최자에 의해서 작성된 사 보고 는 비평은 그 원천을

명백히 표시하여 재할 수 있다. 독일 외국의 화에 하여, 특히 그 사

고에 있어서는 오로지 알리는 내용만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 강조된다.

각개 기업의 고 화에 한 논평은 그것이 고 술의 모범사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부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논평에 있어서 당해 기업의 명칭은

에 뜨이지 않도록 인쇄되어야 한다. 그러한 필름에 한 삽지 고

(Waschzettel)의 인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7. 섬유 패션 업

이 문 역에 한 보도는 패션 창조에의 진을 해 일반 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하며, 개개 기업의 선 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패션쇼와 견본쇼

에 한 보도는 기자 자신 는 그 력자가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삽지 고

가 인쇄될 수 없다. 보도가 고로 될 수 있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기업 명칭,

재료표시 는 상표를 드러내게 하는 것은 이 지침에 반되는 것이며, 따라서

거부된다.

한 견본쇼에 한 보도를 수차례 반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패션에 한 보도는 가격표시 기타 순수하게 업 인 성격을 갖는 구체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 사는 편집부문에서 고주의 제품에 해서 보도해 주기를 조건으로 하

는 패션업자의 고 탁 계약을 거 한다. 재단견본 모델의 공표에 있어서는

인식번호와 상표의 표시가 허용된다. 그 모델의 설명을 해 권고되는 새로운

섬유재료 등에 한 표시의 언 은 허용되지만 개별 인 회사의 상표는 표시

될 수 없다. 편집부문에 있어서 그러한 공표가 고로서 기능하여서는 아니 되

며, 그 재단견본 회사 는 상품 제조자를 한 고와 결부되어서는 아니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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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복권

복권의 완 한 당첨 번호표는 편집부문에서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액

당첨 등) 당첨번호표를 추려서 공표하는 것은 신문이나 잡지의 자유재량에 맡

겨져 있다.

9. 경매

동물 경매에 한 사 고는 동물 사육의 진을 한 행사인 경우에 허용

된다. 이 경우 업하는 날짜는 넣지 않는다. 그에 한 기사는 사육상의 요

한 언 에 국한되어야 한다.

술품 수집품의 경매에 한 사 사후의 언 은 특별한 술 가

치를 가지는 목 물인 경우에 회사의 이름을 언 하지 아니한 채 허용된다.

10. 서 음반에 한 논평

삽지 고는 실마리로서만 이용될 수 있다. 음반은 신문과 잡지에서 상표의

언 과 함께 한 번만 언 될 수 있고, 가격과 제목은 언 되지 아니한다.

경제 인 기업의 선 책자, 팜 렛, 가정 통신문 등은 그것이 일반 인 심

이 있는 특별한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한 편집부문에서 취 될 수 없

다.

11. 회사 단체의 행사

기업의 행사에 한 보고는 그것이 일반 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

12. 경제 기술 등의 일반 인 발

산업, 수공업, 상업, 융업, 보험업, 업 기술에 하여 일반 인 발 을

보도하는 것은 편집의 과업이다. 그러한 보도(사진 보도도 포함)는 종종 은폐

된 경제상의 고로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상의 고는 고부문에 속

하는 것이다. 기자는 경제의 한 가지 부문에서의 성장에 하여 논평할 수 있

으나, 그로 인하여 개별 회사의 고와 결부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정한 경제지역(경제의 지역 구분)을 다루는 보도에 해서도 역시 같다.

편집부문에서 업 인 경제의 제품에 한 사진을 게재하는 경우에 그 설

명(사진 설명 사진에 한 본문의 설명)에 있어서는 그것이 새롭고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공 인 이익 는 특별한 문 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조기업의 명칭이 (인쇄술에 의한 강조없이) 거시될 수 있다.

제시된 상물의 제조기업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진이나 도화 는 그

에 해 속 인 이용권을 취득한 사진 는 도화는 그와 함께 ‘자체수록’ 이

라고 하는 사진의 작권에 한 표시를 해야한다.

에 띄게 자기 자신을 고하려는 목 으로 그 사진에 나온 제품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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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제조자 는 제작자의 이름을 과도하게 크게 보이게 하는 선 사진은 편

집부문에 실을 수 없다.

13. 시장 보고

편집부문에 출처를 표시함이 없이 고주에 의해 작성된 원자재, 제품, 유가

증권 기타 시장에 한 보고를 인쇄하도록 하는 조건이 포함된 고주의 고

탁 계약은 발행인이 거 해야 한다. 편집부문은 출처의 표시가 있든 없든 본

문에 시장보고를 게재하는데 해 가를 지 하겠다고 제시된 것을 인수하지

아니한다.

14. 견본시와 람회

견본시 람회에 한 청의 보고는 출품 회사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

료로만 이용될 수 있다. 도입된 물건의 개별 인 언 과 고 으로 작성된 상

품에 한 설명 기업의 소재지는 게재하지 아니한다.

견본시와 람회에 한 보도는 자신이 스스로 한 람과 심사에 근거한 자

기 자신의 생각이어야 하며, 그 경우 개인 인 람과 심사는 문직원 는

통신사의 편집이 책임있게 인수할 수 있다.

고를 하려고 하는 자가 자기의 제품과 서비스에 한 설명과 그 추천하는

내용을 자기의 회사, 이름, 상표 가격을 표시하여 공개하기를 원하는 경우

그러한 고 내용은 고 가격표에 따라서 그 단 가격을 가로 받고 인쇄

될 수 있는데, 편집부문에 속하지 않는 고라고 명백히 표시되는 고부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15. 신규성(Neuheiten)에 한 보도

새로운 것과 새로운 사용 목 에 있어서는 제조자(도매업자는 제외)의 거명

이 허용된다. 새로운 상품이란 신문이 독자층을 해서 요하고, 종 에 그

신문에 보도된 바가 없던 제품 는 사용방법을 말한다.

매일 경제 인 경쟁과 성장에 의해 계속 으로 개되고 제공되는 일반 인

개선은 항에서 언 하는 실제 인 신규성이 아니다.

공 인 이익이 있는 발명의 경우에는 가격, 상표 제조기업(도매업자는 제

외)에 한 언 이 허용된다. 새로운 발명이 특별한 것임에 의심이 없고, 해당

문 역에서 아주 요한 의미를 가지며, 그러한 경우에 그에 한 가격과

제조자에 한 언 이 그 특별한 제공 때문에 국내외 경제에서 일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기자가 갖는 경우에도 역시 같다. 그 밖의 경우에는 제

조기업 가격 는 양자를 표시한 제조에 한 언 은 언제나 본문에서의

고와 같이 취 된다. 신규성에 한 기사를 반복하는 경우 품목이 표시되

고 이미 알려진 매물을 해 선 할 목 을 가진 진열창의 사진을 공표하는

경우에도 역시 같다.

16. 생활안내(Auskunfts-Rubri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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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질문함”, “독자로부터의 질문”, “독자가 얻는 답변”, “편집에

한 편지” 등 본문을 인용처로 하는 진술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난에서

실제 인 신규성도 명칭을 들어 설명할 수 없다. 이러한 난(欄)이 호텔 는

매 제품 등에 한 구매 충고나 구매 자문 는 비교하는 단, 권고 등을

포함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생활안내에 있어서의 원칙은 공표된 질문에 있어

서는 물론 답변에 있어서도 해당 사실 계에 하여 가치 하 는 권장을 피

하면서 공정하게 서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7. 차량과 부속

차량 기술의 발 에 히 유리하게 작용하는 새로운 부속물과 차량의 새

로운 는 발 인 구조는 본 지침의 의미에서 특별 성과로서 고찰할 수 있

다. 출품에 한 보도는 다소간 고의 효과를 갖는, 그 재고에 한 기술만을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량의 경우에는 모든 종류를 합리 으로 등

과 상표에 따라 문분야로 분류하여야 한다.

스포츠 보도에서와 같이 다른 보도에서 자동차 산업상의 부속품 제조 회사

의 명칭을 거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한 외는, 컨 기술된

제품이 새로운 재료로 생산되었다거나 그것이 특별한 시험주행에 합격한 경우

와 같이 이 지침에 따른 특출한 특별성과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문지에

통상 으로 게재되는 모든 차종에 한 검사보도는 거기에 표 되는 문 인

평가가 해당 독자범 에 해 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공정성의

보장이 확정되어야 하는 명확한 기 을 수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른바 모델에 한 기사는 검사보고, 기술 인 작업안내 기타 기술 인 정

보제공 기사와 련하여 엄격한 공정성의 수 아래 허용된다. 그에 반해 모든

차종의 제품 가격과 제조기업의 명칭을 기재한 순 한 모델비교표(그러한 표는

고객 유치를 해 종종 사용된다)는 고부분에 속하는 것이고 따라서 가를

받은 후에 고 부문에 공표될 수 있다.

18. 기념일, 탄생일 등

기업, 경제계의 인물 공로있는 기업구성원들의 기념일에 한 편집상의

고지는 경제 고로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한 고지는 특별히 요한 날의 25주년, 50주년, 75주년 는 100주년인

경우에 한한다.

생일 등에 한 통지에 있어서도 와 같은 것이 용된다. 따라서 임의

인 연령이 편집 부문의 공표에 동기를 수 없다.

기업의 상업상 뉴스, 상업 등기부에의 새로운 등재, 지배인의 선임, 산, 특

허권의 출원 획득, 특기할 출품 등은 객 인 것과 사실 인 것에 국한하

여 몇 만이 언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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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인 경제사 요성을 갖는 공 있는 인물의 생애 기업의 발

과정에 한 설술은 공 인 계기가 있어 충분히 정당화되는 경우 경제

고임을 명백히 피하여 공표될 수 있다.

19. 경제 문가의 력

경제 문가가 술한 논문에 있어서는 그 기사의 내용이 일반 인 경

제문제를 다루고 있는 경우에 작자의 이름과 함께 소속 기업명을 부기

할 수 있으나, 그에 반해 다른 경쟁기업이 있는 제조 역 는 작업 역

에 속하는 문 인 문제를 다룬 경우에는 그 지 않다. 가사(家事)기업의

명칭제시 는 가사제작물(家事製作物)의 직 인 강조에 의한 고는 모

두 삼가해야 한다.

20. 기업의 행사, 강연, 시찰 등

한 기업이 그의 공장 는 제품에 하여 컨 순회하면서 는 단체

나 동업조합에서의 강연과 같이 모든 종류의 행사에서 강연을 행하는 경

우에는 그에 한 보도에 기업 상표의 명칭은 게재할 수 없다. 특정한

소비자 상품의 명칭을 제시하는 사 는 사후의 보도는 가를 받고

고 부문에만 게재될 수 있다. 기업 시찰의 청에 한 보도는 그로 인하

여 비용 안들이는 고가 달성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원칙 으로 거

부해야 한다.

21. 문 인 사진 설명

사진 설명 속에서 즈, 촬 기구 사용된 필름 재료 그 제조 기업

과 상표는 으로 정보제공만을 목 으로 하는 사진 문잡지에만 기재

될 수 있다.

22. 경제 고에 한 고지

모범 으로 시행된 경제 고에 한 알림, 계몽 는 교육을 해서는

그 공표된 가 특정 기업의 공개 는 비공개 매 고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본문에서 그리고 사진으로 보도될 수 있다.

23. 새 건축물

공공의 일반 심을 정당화하는 새로운 건축물 주목할 만한 개축

의 평가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가의 이름이 게재될 수 있다. 그에 반해 그

건축에 여한 시공회사는 본문에서 열거할 수 없다. 그러한 고는 고

부문에 속하는 것이다.

24. 첨부물에 한 지시

첨부물에 한 지시는 그것이 편집 부문의 표 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작성되어서는 아니된다.



78

고업 앙 원회(ZAW) - 편집부문에서형성된 고에 한지침

(Richtlinien für redaktionell gestaltete Anzeigen)

인쇄물( 컨 신문 잡지)에서의 고이면서 편집상의 보도내용처럼

게재되는 것으로서 가를 받고 지 된 것이라고 인식되지 아니하는 것은

실제에 있어서는 고이면서 사심 없는 독자에게는 독립 인 편집상의 보도

라고 하는 인상을 일으키게 한다. 그것은 오인유발 성격 때문에 고 공

정의 원칙(Grundsätze lauterer Werbung)에 되며 편집작업의 품 와 독

립성을 하는 것이므로 언론법에 의해서도 지된다. 고의 진실성과

명료성은 편집상의 본문과 고간의 명백한 구분을 요구한다. 따라서 고

업 앙 원회(Zentralausschuß der Werbewirtschaft)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한다.

제1호 인식되지 않는 고 성격 :

피상 인 평균 독자로 하여 고료를 받은 고라는 성격을 인식시킴

이 없이 한 인쇄물에 배치, 형성 는 서술형식에 따라 편집 부문의 기사로

보이는 고는 독자들을 혼동시키게 하는 것이며 다른 경쟁자에 해서는

불공정한 것이다.

제2호 형성과 배치에 의한 고의 인식표시:

고로서의 성격은 한 인쇄면의 체 인 모양이나 체 인 연 속에서

편집 부문과는 명백히 달리하는 형성 - 사진, 그래픽, 서체, 활자크기, 이

아웃(Layout)과 유사한 특성 -에 의해, 그리고 당해 기사의 배치를 통해 인

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호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고의 표시의무:

한 인쇄물의 발행인 는 고책임자가 그 공표에 하여 가를 취했거

나 요구했거나 는 약속한 경우, 제2호에 게기한 요소가 피상 인 평균 독

자들에게 그 공표사항의 고 성격을 인식시키기에 충분치 않으면 그 게

재사항에 해서는 “ 고”라는 말로 명백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4호 피상 인 평균 독자들에 의한 고의 형성, 배치 문면에 한

단 :

어떠한 경우에 한 고의 배치, 형성 문안이 부가 으로 ‘ 고’라는 표

시의무를 발생 하는가 하는 문제는 개별 사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이 경우 표 이 되는 것은 그 인쇄물이 상 로 하고자 하는 독자층의 상당

부분이 자연 인 이해에서 얻는 인상이다. 혼동 가능성은 피상 인 독자

의 입장에서 단되어야 한다. 독자가 기울이는 주의, 경험 문 지식은

평균 인 표 에 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총체 으로 보아 피상 인 평균 독

자가 당해 고에 하여 자연스럽게 체 으로 평가하여 갖는 체 인

인상이 기 으로 된다. 그 경우에 고의 형성, 배치 문안 등 개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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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려의 상이 된다.

제5호 피상 일반 독자에 의한 ‘ 고’라고 하는 지시의 단 :

그 고의 체 인 모습에 비추어 ‘ 고’라고 하는 지시가 그 배치, 서체,

활자크기, 강도에 의해 가볍게 훑어보는 경우에도 일반 독자들에게 그 게재

사항의 고 성격을 인식하게 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표시가 존재하는 것

으로 간주된다.

개별 인 경우에 편집에 게재된 고로서 상술한 표시의무의 원칙에 따라

표시할 의무가 있는 것에 하여 ‘ 고’라는 말을 붙여 충분한 방법으로 표

시해야 하는가의 여부는 피상 인 평균 독자가 자연스럽게 체 으로 평가

하는 바에 따라 단된다.

제6호 다른 장소에서의 언 은 불충분:

고의 고 성격을 표시하기 하여 간기(刊記, Impressum) 는 다른

장소에 이를 언 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 직 인 표지만이 충분한 것이다.

제7호 기업 표시는 충분치 않음 :

그 게재된 편집부문의 선 인 본문에 고를 행하는 기업의 명칭, 그

제품 는 용역을 게재하는 것만으로는 고 성격의 표시를 해서 충분

치 않다.

제8호 타 개념에 의한 ‘ 고’ 표시의 지 :

다른 특징에 의해서도 당해 게재사항의 유상성(有償性)을 나타내지 못하

는 경우에는 “PR 고”, “PR통지”, “Public Relations”, “PR르포”, “ 고르포”,

“소비자정보” 기타 유사한 표 의 말은 고 성격의 표시로서 충분치 않

다.

제9호 편집상 미엄의 지:

한 인쇄물의 고 부문 이외에서 그림과 문안으로 행해지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편집상의 기사는 불공정한 것이고, 그밖에도 경품 지법

(Zugabeverordnung)에 반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계의 요청은 지된

다.

a) 고 계약과 련하여 발행인의 부가 인 반 부로서 제공, 요구

는 공개되는 편집상의 기사

b) 유리한 단의 형식을 갖거나, 객 인 외 을 가지고 고주, 그 제

품, 용역 는 행사를 언 하는 편집상의 기사

c) 그 의도를 인식시킴이 없이 그에 의해 이윤 추구에 사하는 편집상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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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와 부정경쟁

가. 개

의 시장경제사회에서 고는 사업자가 자기가 공 하는 상품이나

용역에 하여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 를 의미하며, 공공인 소비자로서

는 그러한 사항에 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고는 상업활동인 동시에

표 행 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므로 헌법상 표 의 자유 조항

업의 자유(직업선택의 자유)로서 첩 으로 보호되며, 그 제한에 있

어서도 양자가 경합 으로 용된다고 볼 수 있다.

고에 한 법 규제는 첫째, 표 의 자유로서 고에 한 제한이

어떠한 법리에 따르는가 하는 , 둘째, 경쟁법 에서 고에 한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을 종합 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

다. 자에 하여는 이미 상업 표 의 자유의 법리에 하여 이미

다루어진 바 있으므로170) 본 항에서는 경쟁법 에서 고에 한

규제에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경쟁법 에서 보면, 진실되고 충실한 상품정보가 달되어야만

소비자는 올바른 상품선택과 합리 인 구매결정을 할 수 있게 되며,

한 사업자 간에 있어서도 가격과 품질, 서비스에 의한 바람직한 능률경

쟁이 가능하게 된다.171)

우리나라의 경우 고에 한 규제는 최근까지 필요에 따라 개별 법

규에서 다루어져 왔고, 경쟁법 에서 부당한 고에 한 일반

규제는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법률에서 다루어져 왔다(개정 동법

제23조 제1항 제6호). 그러나 이들 규정만으로는 소비자 보호를 해

충분하지 못하 고, 상품의 공 자가 지켜야 할 기본 인 최소한의 원

칙을 정하여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1999. 2. 15.

‘표시․ 고의공정화

170) 박용상, 표 의 자유, 암사 (2002), 491면 이하 참조

171) 이동규,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법률 개론, 행정경 자료사 592면 내지 5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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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법률’(제정 1999. 2. 5 법률 제5814호, 이하 ‘표시․ 고법’이라

약칭함)을 제정하여 1999. 7. 1.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동법은 “상품에

한 고에 있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 잘못 알게 하

는 부당한 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 으

로”(동법 제1조) 부당한 표시․ 고를 지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알 권

리를 충족시키려는 목 에서 요사항의 공개를 한 고시제도, 고실

증제도, 임시 지명령제도 등을 도입하 다.

표시․ 고법에 의하면 표시․ 고란 “자기 는 다른 사업자․사업

자단체에 한 사항” “자기 는 다른 사업자․사업자단체의 상품

등의 내용․거래조건 기타 그 거래에 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거

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 에서 ‘표시’라 함은 사업자 등이 상품

는 용역(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에 해 그 상품 등의 용기․포장

(첨부물 내용물을 포함한다) 는 사업장 등에 설치한 표지 에 쓰

거나 붙인 문자나 도형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포장을 말한

다 (동법 제2조 제1호). ‘ 고’라 함은 사업자 등이 상품 등에 하여

사항을 신문․방송․잡지 기타 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

에게 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2호).

나. 부당한 표시․ 고의 지

(1) 개

표시․ 고법은 부당한 표시․ 고를 지하는데, 동법상의 부당한

표시․ 고란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고행 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① 허 ․과장의 고, ② 기만 인 고, ③ 부당하게 비교하는 고,

④ 비방 인 고를 의미한다(표시 고법 제3조 제1항).

동법시행령은 동법상 지되는 고행 의 유형에 하여 다음과 같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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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고 있다(동법 제3조 제2항 동 시행령 제3조 제1항 내지 제

4항).

① 허 ․과장의 표시․ 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 고하거나 사실

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 고하는 것

② 기만 인 표시․ 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

로 표시․ 고하는 것

③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고는 비교 상 기 을 명시하지 아

니하거나 객 인 근거없이 자기 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 는 사업자단체나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과 비교하여 우량

는 유리하다고 표시․ 고하는 것

④ 비방 인 표시․ 고는 다른 사업자 등 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

품 등에 하여 객 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 고하여 비방하

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 고하여 비방하는 것을 말한다.

각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 고의 세부 인 유형 는 기 은

공정거래 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 원회는

미리 계 행정기 의 장과 의하여야 한다(동 시행령 제3조 제5항).

독일의 경우 부당 고에 한 규제의 근거규정인 부정경쟁방지법

(UWG) 제1조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업상의 경쟁행 를 부정한

는 불공정한 경쟁행 로 규정하고 있는데 선량한 풍속(gute Sitte)이란

평균 업자의 도의 념이라고 정의되고 있으므로 평균 업자의

도의 념에 반하는 일체의 업상의 경쟁행 가 부정한 는 불공정한

경쟁행 로 된다. 이 때 행 의 내용과 목 , 동기는 물론 행 의 향

과 결과를 총체 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나아가 당해 행 의 일반공

에 한 피해, 그리고 경쟁의 존속에 한 해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

다고 한다.172)

(2) 일반 구성요건

부당한 고로서 규제의 상이 되려면 업 인 계에 한 진술을

요건으로 한다. 이것은 공개 으로 행해진 경우 뿐 아니라 개별 인 상

방에 하여 행해진 경우라 할지라도 일반 으로 불법 이다. 진술이

라 함은

172) 권오승 편, 공정거래법 강의, 법문사(1996), 305-3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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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는 제3자의 업 인 계에 한 발언을 의미하며, 자기의

발언이든 타인의 발언이든 는 사실의 진술이든 의견의 표 이든 불문

한다.17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 고

행 ’는 우선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에 하여 향을 끼치는 사실에

하여 행해질 것을 요하며, 그것은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에 실질 인

요소(material factor)이어야 한다.174)

부당한표시 고행 의유형 기 지정고시(공정거래 원회 고시：

1999-19)는 기만 는 오인야기의 상을 다음과 같이 상세히 열거하고

있다. 즉, 사업자 자신에 한 사항으로는 사업자 자신이나 경쟁사업자의

상호, 규모, 연 , 생산시설, 수상경력, 사업계획, 사업실 , 기술제휴 등에

한 사항과 사업자 자신이나 경쟁사업자의 신용과 련이 있는 사항이

있고, 상품에 한 사항으로는 상품의 가격, 규격, 용량, 수량, 인도조건,

지불방법, 보증 등의 거래조건과 원재료, 성분, 품질, 성능, 효능, 제조일

자, 포장일자, 유효기간, 제조방법, 특징, 원산지, 제조자, 용기, 포장, 추천,

권장, 용도,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이 열거되고 있다.

진술이 오인유발 인 경우라 함은 기 되는 사실 계와 일치하지 않

는 념을 달하거나 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것은 진술의

의미내용에 의해 단하게 되는데, 기 가 되는 의미내용은 여 거래

자 집단의 이해에 따른다. 따라서 객 으로 바른 진술이라 할지라도

여 거래자들이 연 계나 설술의 방법 는 여타 정황에 의해 그에

근거하는 사실 계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거짓이라고 생각하

는 경우에는 오인유발 인 것으로 취 될 수 있다.175) 고주가 의도하

는 정보의 목 도 그것이 그 고문안에 명시 으로 드러나 여 거래

자 집단에게 인지될 수 있는 경우에만 고려될 수 있다.

고에 의한 주장은 객 으로 입증될 수 있는 정보를 달하는 경

우에

173) Wenzel, a.a.O. S. 214

174) 박해식, 부당표시 고에 한 규제 －표시 고의공정화에 한법률을 심으로

－, 법원도서 간행 재 자료 제87집, 경제법의 제문제, 645면 이하

175) BGHZ 13, 244/253 - Cupre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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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기만 이거나 는 오인야기 이라고 할 수 있다. 고상의 주장

이 객 사실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소비자에게 호화로움이

나 품질에 한 일반 인 념만을 불러일으키고 이를 통하여 일정

한 제품에 하여 정 인 반향만 울리게 하는 입증불가능한 과장은

그 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176)

미국의 연방거래 원회(FTC)는 합리 으로 행동하는 소비자를

속일 가능성이 거의 없는 주 인 주장(맛, 느낌, 외 , 냄새) 는

정확하게 명시된 의견주장과 일반 으로 소비자가 심각하게 받아들

이지 않을 정도로 과장되거나 확 표 된 경우에는 기만성이 없다

고 보고 있다.177) 독일 례도 “ 명 인 가격인하”(radikalen

Preissenkung)라는 고나, “다른 것이 아닌 이것”, “돈으로 살 수

없는” 등의 표 은 단순히 호소 인 선 이나 호화로움과 품 에

한 일반 인 념만 불러일으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다.178)

여 거래자 집단이 발언에 부여하는 진술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일반평균인의 기 을 용해야 한다. 특히 비이성 이거나 는 비상하

게 통찰력 있는 거래 당사자의 기 은 문제로 되지 않음이 원칙이

다.179) 통상 소비자의 상품에 한 지식은 사업자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을 감안하면 당해 상품에 한 문지식이나 업계의 상식은

기 이 될 수 없으며, 일반소비자의 지식이 기 으로 된다. 그러나 고

가 문가집단과 같이 특정한 계층을 상 로 행해진 경우에는 특별한

문지식이 제로 될 수 있다. 진술이 상이한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라면 고주는 가능한 여러 해석에 하여 모두 책임져야 한다.180)

한 고 문안에 하여 지 않은 여 거래자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이

해한다거나 그 게 이해할 수 있는 경

176) 박해식, 게 논문, 649면

177) Pfizer Inc., 81 FTC, 23, 64 (1972); Wilmington Chemical, 69 FTC, 828, 865

(1966)

178) 권오승 편, 게서, 319면

179) BGH GRUR 68, 433/436

180) BGH GRUR 63, 539/541



85

우에는 부당한 고가 된다.

부당 고를 단함에 있어서는 고물을 체 으로 고려하여 고물

의 반 인상에 기 하여 단하여야 한다. 한 소비자는 고의 한

자 한구까지는 보지 않고 체 인 인상으로 단하는 경우가 보통이므

로 다수가 오인하지 않아도 일부가 오인할 가능성만 있어도 부당한

표시․ 고에 해당한다.181)

부당한 표시․ 고행 에 있어서도 공정경쟁 해성이 부당성의 요건

이지만 운용의 실제에 있어서는 ‘오인의 우려’가 있으면 직 경쟁 해

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 해성을 개별 ․구

체 으로 입증할 필요는 없다.

부당 고의 규제법리는 일반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법리나 형사법상

의 형사책임법리와 그 연원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 비방 고를

제외하고는 원칙 으로는 행 자의 고의 는 과실은 필요로 하지 않는

다.

부당 고라는 사실, 즉 당해 고행 가 허 과장 고, 기만 고, 부

당비교 고, 비방 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물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에 한 입증책임은 원칙 으로 공정거래 원

회가 진다. 다만, 고실증제도의 제도화로 인하여 공정거래 원회의 입

증책임은 상당히 완화되었다.182)

공정거래 원회는 1999. 7. 1. 표시 고법시행령 제3조 제5항에 근거하여

기존의 부당한 표시 고행 의유형 기 을 개정 ․보완한 ‘부당한표시

고행 의유형 기 지정고시’(고시：1999-19)를 고시하 다.

부당한표시 고행 의유형 기 은 소비자는 상품에 하여 알 권리가

있고, 공 자는 상품에 하여 소비자에게 알릴 권리와 동시에 알릴 의무

가 있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일반 상거래상 흔히 나타

나고 있는 표 이고 공통 인 사항만을 추출하여 행 유형별로 16개 항

목을 나 어 부당 고행 의 유형 기 을 제시하고 있다. 즉, (1) 사업

자 자신에 한 표시 고, (2) 가격에 한 표시 고, (3) 원재료, 성분에

한 표시

181) 이동규,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법률 개론, 행정경 자료사 592면 내지 597면

182) 박해식, 게 논문, 6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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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4) 품질, 성능, 효능 등에 한 표시 고, (5) 규격, 용량, 수량 등에

한 표시 고, (6) 제조자, 유효기간 등에 한 표시 고, (7) 제조방법에

한 표시 고, (8) 특징에 한 표시 고, (9) 원산지, 제조자에 한 표시

고, (10) 보증에 한 표시 고 (11) 용기, 포장에 한 표시 고, (12)

추천, 권장 등에 한 표시 고, (13) 용도,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에 한

표시 고, (14) 경쟁사업자 경쟁 계상품에 한 표시 고, (15) 락,

은폐 등에 의한 기만 인 표시 고, (16) 기타의 거래내용 거래조건에

한 사항의 표시 고로 분류한 다음 각 사항에 한 부당한 표시 고의

유형과 기 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 원회는 부당한 표시 고행 의 유형 기 을 제시하

고, 심의시 구체 기 으로 삼기 하여 분야별로 지침들을 제정․시행하

고 있는데, 주유소등석유 매업에있어서의공 자에 한부당한표시 고행

의유형 기 고시(고시: 제1999-12호), 환경 련표시 고에 한심사지침,

은행등의 융상품표시 고에 한심사지침, 주택의표시 고에 한심사지침,

상가등의분양 임 표시 고에 한심사지침, 수상인증등의표시 고에 한

심사지침, 보험상품표시 고에 한심사지침, 통신 매표시 고에 한심사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다.

이들 고시는 법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법원은 공정거래 원회

의 불공정거래행 의유형 기 에 한고시 제9조가 임입법의 한계를 벗

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시한 바 있다.183)

공정거래 원회가 처리한 부당 고사건의 상세한 내용은

http://www.ftc.go.kr/자료실/심결자료에 게재되어 있다.

(3) 허 ․과장의 표시․ 고

허 ․과장의 표시․ 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 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 고하는 것을 말한다 (표시․ 고의공정화에

한법률 제3조, 동 시행령 제3조 제1항). 례는 허 는 과장의 고

에 의한 불공정거래행 에 해당하기 해서는 사업자, 상품 는 용역

에 한 고의 내용이 허 이거나 사실을 과장한 것이어야 하고, 그러

한 고가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그러한 고

가 공정한 거래를 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184)

183) 법원 1998. 3. 27. 선고 96 5636 결, 공1998상, 1211

184) 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4187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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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입장에서 례는 다음과 같은 경우 부당 고라고 시하 다.

주택할부 융회사들이 주택할부 융상품을 안내 단 형식으로 고함에

있어서 여신거래기본약 에 따라 일정한 경우 외 으로 리가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이 “소비자

의 구매결정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고의 내용이 허 라거나 과장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

다고 한 사례( 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4187 결)

유리병에 한 로 크게 ‘천연사이다’라고 표시하면서 다른 에 작은 한

문자로 ‘泉淵’이라고 기재하여 쉽게 볼 수 없도록 한 것은 다른 특단의 사

정이 없는 한 그것이 천연 으로 생산된 사이다라고 오해되기를 바라고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서울고등법원, 1990. 11. 7. 선

고 (주) 정약수의 부당표시 등 시정조치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

“참나무통 맑은 소주”라고 고함에 있어 ‘희석식 소주’임을 명기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랜딩하는 내용물을 숙성시킨 소주원액으로만 표 하

고 있어 일반소비자들로서는 본건 제품이 숙성된 소주원액이 일부만 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숙성된 소주원액들로만 혼합되어 있는 것으

로 오인할 가능성이 많아 부당한 고라고 단된 사례(1996. 11. 30. 공정

거래 원회 (주)진로의 부당한 표시․ 고행 결정)

(4) 기만 인 표시․ 고

기만 인 표시․ 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 고하는 것을 말한다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항). 기만성의 단

기 에 하여 일반 불법행 에서 생각되는 일반 평균인이 단하는 바

와 달리, 고의 경우에는 그보다 낮은 수 의 소비자를 표 으로 하여

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185)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있어서 요하다고 생

각되는 본질 사실에 한 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거나 묵비(黙秘)

되는 경우에는 기만 이라고 단될 수 있다. 즉, 당해 상품의 구성요소

를 고함에 있어서 주된 구성요소만을 언 하고 거래에서 마찬가지로

문제되는 요한 다른 구성부분에 하여는 묵비하는 경우 그것은 기만

인 고에 해당한다.186)

185) 박해식, 게 논문, 655면

186) 박해식, 게 논문 6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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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백화 의 입 업체들이 이미 시 에 출하된 상품의 경우에는

종 매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하여 할인 매를 가장한 정상 매를

하거나 할인율을 기만하고, 새로이 출하하는 신상품의 경우에는 당 제품

을 출하할 때부터 제조업체에서 실제로 매를 희망하는 가격을 일단 할

인 매가격으로 표시하고, 여기에 제조업체가 임의로 책정한 할인율을 감

안하여 역산․도출된 가격을 할인 매가격과 나란히 표시함으로써 마

치 와 같이 역산․도출된 가격이 종 매가격 내지 정상 매가격인

것 같이 꾸며 백화 의 각 매장에 진열하고 매장의 고 에 두 가격

을 비교한 할인 매율을 표시함으로써, 당해 상품들이 종 에는 높은 가격

으로 매되던 것인데 할인특매기간에 한하여 특별히 폭 할인된 가격으

로 매되는 것처럼 고하고, 할인 매기간이 끝난 후에도 매가격을 환

원하지 아니하고 할인특매기간 의 가격으로 매를 계속하는 이른바 ‘변

칙 세일’ 방법은 물품구매동기에 있어서 요한 요소인 가격조건에 하여

기만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사술(詐術)의 정도가 사회 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어서 법성이 있다고 시하 다( 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2665 결(공1993하, 2417)).

백화 의 식품매장에서 당일 매되지 못하고 남은 생식품들에 하여

그 다음날 아침 포장지를 교체하면서 가공일자가 재포장일자로 기재된 바

코드라벨을 부착하여 재 매하는 행 내지 매기법은 제품의 신선도에

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배신하고 그들의 생식품 구매 동기에 있어서

요한 요소인 가공일자에 한 착오를 이용하여 재고상품을 종 가격에

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 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기만행 에 해당한다( 법원 1995. 7. 28. 선고 95도

1157(공1995하, 3039))

국내 12개 휴양 콘도미니엄 사업자들이 이용회원을 모집함에 있어서 실

제로는 단순히 일정 기간 이용권을 주는 이용회원을 모집하는 것임에도

“OO콘도 분양”, “정식 콘도회원 모집” 등의 문구를 사용해 진흥법상

소유권 지분등기를 해주는 공유제 회원을 모집하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스

키장이 없으면서도 사진을 합성해 콘도가 스키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고하는가 하면 스키장 회원을 모집하면서 있지도 않은 콘도나 호텔 사

진을 곁들인 사안에서 공정거래 원회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고임

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법 반사실 신문공표명령을 내렸다.(공정거래

원회 1999. 11. 4. 결정, 콘도 사업자 부당 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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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2부는 2002. 8. 31. 개그맨 김모(42)씨와 짜고 허 로 다이

어트 식품 고를 한 의(식품 생법 반)로 장모(46)씨를 구속․기소하

고 김씨 등 5명을 벌 200만 원 내지 1천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이 H다이어트 식품으로 감량한 일이 없는데도 장씨 등

과 짜고 2002. 2.부터 4.까지 모 일간지와 지역TV 성방송을 통해 H식품

으로 32㎏을 뺐다고 허 고를 한 의다.(개그맨 허 증언 고 사건,

[ 앙일보] 2002. 8. 31 10:41 입력)

(5)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고는 비교 상 기 을 명시하지 아니

하거나 객 인 근거없이 자기 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

업자 는 사업자단체나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과 비교하여 우량

는 유리하다고 표시․ 고하는 것을 말한다(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

“비교 고란 객 으로 측정할 수 있는 특성이나 가격에 하여

체 랜드와 비교하고 한 명칭, 삽화, 기타 특색 있는 정보에 의하여

체 랜드를 식별할 수 있는 고”187) 는 “비교 고란 경쟁자 는

경쟁자에 의하여 제공된 상품 는 서비스를 명시 는 묵시 으로

평가하는 고”188)라고 정의된다.

종 에 연 고 비교 고(bezugnehmende und vergleichende

Werbung)는 원칙 으로 법하다고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비교 고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옹호하고 그 정 기능이 알려짐에 따라 일정한

요건하에서 차 허용되는 과정을 밟게 되었다.

미국의 연방거래 원회는 이미 1979. 7. 27. ‘비교 고에 한정책지침

서’(Statement of Policy Regarding Comparative Advertising)에서 비교 고는

그것이 진실하거나 기만 이지 않은 경우에는 비교 고로 인하여 소비자는 구

매결정에 있어서 요한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제공받게 되어 합리

인 상품의 선택이 가능하게 되는 한편, 비교 고로 말미암아 사업자 상호간

의 경쟁으로 상품에 한 개발이 진되어 상품의 가격이 렴하

187) 1979. 7. 27. ‘비교 고에 한 FTC의 정책지침서’

188) 비교 고에 한 EU지침 제3조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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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될 수 있다는 에서 비교 고를 장려한다는 기본 입장을 천명한 바 있

었다. 그 후 1988년 개정된 랜햄법에 의하면 공정한 사용인 한 자신의 경쟁사

업자에 한 상품 등의 비교가 허용되게 되었다(Lanham Act Sec. 43(a), 15

U.S.C. Sec. 1125(a)).189)

EU지침 비교 고에 한지침 제3조a는 비교 고의 허용범 에 하여

경쟁상품 는 서비스가 실질 이고, 련 있고, 실증가능한, 그리고 공평하게

선택된 특징을 객 으로 비교하는 것으로 기만 이지 않고, 오인을 야기하지

않고, 경쟁자 는 경쟁상품의 신용훼손, 명성이용을 목 으로 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고 규정한다.190)

독일의 경우 표 의 자유에 한 연방헌법재 소의 1958년 결191)의 향

을 받아 일반법원의 례는 1961년 이래 비 인 비교 고를 일정한 요건하

에서 허용하고 있다. 즉, 연방통상재 소는 비 인 비교 고는 그 언 에 충

분한 이유가 있고, 그 메시지의 태양과 정도가 필요한 범 를 넘지 않은 경우

에는 허용된다고 하는 공식을 일 되게 용하고 있다.192) 그러나 비교 고나

그 밖에 타 경쟁자에 한 언 은 필요한 범 를 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공

격 인 표 형식을 취했다거나 총체 으로 부정 인 평가를 한 경우에는 허용

되지 않는다.193) 필요한 방어 내지 정당방 (Notwehr)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

우에만 명백한 표 이 허용되는 것이다. 비교가 경쟁자의 성과에 의존하려는

경우에는 필시 경쟁자의 성가(gute Ruf)를 이용하려하거나 그에 기생(寄生)하

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한계를 갖게 된다.194)

부당한 비교 고가 되려면 첫째, 먼 경쟁 계에 있는 사업자나 그의 상

품이 명시 으로 거론되거나, 어도 묵시 으로 암시되거나 체 으로 보

아 간 으로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소비자의 입장에서 사업자가 거

론하는 경쟁자나 그의 상품을 식별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195) 비교 고를

실시하려면 필연 으로 경쟁사업자의 상표나 상호를 사용하게 된다.

둘째, 비교 상 기 을 공정하고 하게 선정․제시하지 아니하는

189) 박해식, 게 논문, 680면

190) 박해식, 게 논문, 682면

191) 뤼트 보이콧 결, BVerfGE 7, 198

192) NJW 61, 1916 - Betonzusatzmittel-Entscheidung

193) Wenzel, a.a.O. S. 204

194) BGH GRUR 72, 553

195) 박해식, 게 논문, 6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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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즉 자신이나 자신의 상품에 하여 경쟁사업자나 그의 상품과

비교함에 있어 동일한 조건하에서 비교하지 않고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

만을 발췌하여 비교하거나 사업자 는 상품의 일부에 하여 비교하면

서 마치 체에 한 비교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비

교 고는 허용되지 아니한다.196)

셋째, ‘객 인 근거 없이’ 자기 는 자기의 상품을 다른 사업자나

그의 상품과 비교하여 우량 는 유리하다고 주장할 것을 요한다.

이에 해당하는 유형으로서 독일의 례는 총체 으로 부정 평가를

행하는 고를 지한다. 즉, 논쟁의 기 가 되는 사실 계에 한 인식

할 수 있는 합리 인 근거를 제시함이 없이 타방에 해 총체 인 부정

평가를 하거나 경쟁자를 깎아 내리는 고는 지됨이 원칙이다

(Verbot auf pauschale Abwertung). 컨 , “다른 양치물들은 한 숟가

락이 필요하고 그럼에도 정말로 소독하는 효과가 없음에도 Odol은 몇

방울만으로 족한 강력한 양치물이다” 는 “다른 맥주는 고에 투자하

지만 우리는 맥주 자체를 좋게한다”는 등의 고문구는 허용되지 않는

다. 이와 같은 총체 인 부정 평가의 고는 가치 하만을 목 으로

그에 해 가가 지불되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자에 해서는

참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197)

(6) 비방 인 표시․ 고

비방 인 표시․ 고는 다른 사업자 등 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 등

에 하여 객 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 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 고하여 비방하는 것을 말한다(동법 시행령 제

3조 제4항).

비방 고는 특정되어 있거나 특정할 수 있는 다른 사업자나 그의 상

품에 하여 직 비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

의 이익을 침해하는 이상으로 다른 사업자의 업상의 이익을 침해하고

부당하게 자

196) 박해식, 게 논문, 678면, 법원 2003. 2. 26. 선고 2002다67062 결, 법률신문

입력 날짜 : 2003-03-07

197) Wenzel, a.a.O. S.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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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경쟁상의 지 를 확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무 뜨린다는

에 특징이 있다. 이것은 특히, 비교 고보다도 특정성이 훨씬 강하기 때

문에 다른 사업자나 상품의 업상 손실은 물론 명 와 신용에 상당한

타격을 수 있다는 에서 그를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198)

비방 고의 한 유형으로 논의되는 것이 소 인 (人的) 고 내지

인 선 (persönliche Werbung)이다. 인 선 이란 어느 업자가 그

의 선 에서 부 그 자체에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경쟁자를 오

하거나 불신하기에 합한 경쟁자의 인 (人的) 속성 는 일신 (一身

的) 속성(屬性)을 지 함으로써 경쟁자의 인격을 비 방법으로 비교

하는 것을 말한다.199) 컨 , 경쟁자가 외국인이나 외국회사라거나, 다

른 인종이나 다른 지역 출신이라거나, 과자라거나, 경쟁자에게 문

자격이 없다고 언 하거나, 산에 직면했다는 사실 등을 지 하는 내

용의 선 고를 말한다.200)

이 인 선 은 자신의 업목 을 달성하기 하여 부당하게 경쟁자

의 인격과 신용 명 를 훼손하는 것으로 원칙 으로 선량한 풍속에

반하기 때문에 지 하는 사항이 객 진실이냐의 여부를 불문하고 비

방 고로서 허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행 를 구

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방어의 에서 컨 산자가 자신의

산에 해 침묵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고객을 오도하는 경우에는 경

쟁자인 산자의 산을 지 하는 경우는 외이다.201)

[사례] SKT-KTF 비방 고 사건(2002)

공정거래 원회 2002. 10. 25. 의결 2002 고0912 SK텔 콤(주)의 부당한

표시․ 고행 에 한 건

이 사건은 우리의 공정거래 원회가 비교 고에 하여 비방 고를 인정

한 첫 번째 사례이다. 이 사건에서는 국내의 선두그룹에 속하는 이동통신사

198) 박해식, 게 논문, 684

199) 박해식, 게 논문, 685

200) Wenzel, a.a.O. S. 204f

201) 박해식, 게 논문, 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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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F가 외국 자료를 인용하여 자신이 기통신 분야에서 세계 1 기업

임을 주장하자 SKT가 그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응 고를 하면서 주장한

내용이 문제되었다.

미국의 경제주간지 Business Week지가 2002. 6. 24.자 발행기사에서 4개

의 평가항목(매출액/매출성장률/자기자본수익율/주식투자수익율)별 순 를

종합하여 선정된 세계 100 IT기업을 발표하 는데, 이

Telecommunications 분야에서는 (주) 이티 리텔(“KTF”)과 SK텔 콤주식

회사가 각각 1 , 3 로 선정된 사실이 있었다. KTF는 이를 고로 활용하

기 해 2002. 7. 3.부터 앙일보 등에 “KTF가 세계1 의 이동통신기업으

로 선정되었습니다”, “BusinessWeek 선정 ‘세계 100 IT기업’ 이동통신분

야 세계 1 KTF”라는 등의 내용으로 고를 게재하 다.

이에 SK텔 콤은 2002. 7. 5. 동아일보 등 4개 앙일간지에 “KTF 세계

1 , 믿을 수 있습니까? 왜곡된 자료를 이용한 세계 1 , 그것이 KTF 인

생각입니까?”라는 제목 하에 “KTF의 작 인 자료제출에 의해 어처구니없

는 순 가 산정되었습니다”, “2001년에는 한솔엠닷컴 합병 후의 매출액을 제

시하여 매출성장률을 교묘하게 부풀림”, “타 이동통신회사보다 과장된 수치

제출” 등의 내용을 담은 고를 게재하 다.

이에 KTF는 SK텔 콤을 상 로 서울지방법원에 5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서울지방검찰청에 SK텔 콤을 명 훼손 업무방해

의로 고소했다. KTF는 고와 련하여 SK텔 콤을 표시 고의공

정화에 한법률과 공정거래에 한법률 반 의로 공정거래 원회에 신고했

다.

공정거래 원회는 SK텔 콤의 고행 가 표시․ 고의공정화에 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부당 고 행 에 해당한다고 단하고, 2002. 10. 25.

반행 의 지와 공정거래 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

하는 동시에 20억 8천만 원의 과징 을 부과하 다.

그 의결이유에 의하면 SK텔 콤의 고행 에 하여 그 일부는 허 ․

과장 고에, 다른 일부는 비방 고행 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KTF가 작 인 자료와 과장된 수치를 제출하여 어처구니없는 순

가 산정된 것처럼 표 한 SK텔 콤의 고행 는 KTF가 비즈니스 크지

에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작 으로 허 의 자료를 제출하여 평

가결과를 왜곡시키고 어처구니없는 순 가 산정되게 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

인시킬 우려가 있어 허 ․과장 고로 인정된다.

둘째, 본건 SK텔 콤의 고에서 KTF의 고가 “왜곡된 자료를 이용한”

“ 속임이나 억지”라고 주장한 에 하여, KTF가 Telecommun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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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 1 인 것은 비즈니스 크 보고서 내용으로 보아 사실이고, KTF

가 고에서 이동통신사내 순 임을 밝혔으며, 한 고하단에 4가지 평가

지표를 명시하 으므로 KTF가 세계 100 IT기업 Telecommunications

기업을 골라 4개 항목의 종합순 를 고에 표 한 것이 자료를 왜곡되게

인용한 것이라 볼 수 없고, 본건 SK텔 콤의 응 고가 정당하려면 고에

서 비지니스 크지가 발표한 내용과 SK텔 콤이 본 KTF 고내용의 문제

을 논리 으로 지 하여야 하나, SK텔 콤은 내용을 생략한 채 곧바로

고하단에 “작 인 자료제출,” “합병 후의 매출액을 제시,” “과장된 수치

제출” 등의 표 과 함께 와 같이 표 하 기에 체 으로 고표 은

KTF가 직 비즈니스 크에 왜곡된 자료 등을 제출하여 세계 1 가 된 부

도덕한 회사인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와 같이 표

한 행 는 객 근거 없는 허 의 내용으로 KTF가 왜곡된 자료 등을

제출하여 세계 1 가 된 부도덕한 회사인 것처럼 KTF의 이미지를 크게 훼

손시킴은 물론, KTF를 실제보다 히 열등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비방 고행 로 인정된다.

SK텔 콤은 의결에 하여 이의신청하 으나, 공정거래 원회는 이를

기각하 다(2003. 2. 15. 재결 2002심삼1825 SK텔 콤(주)의 이의신청에

한 건).

한편, (주)KTF가 SK텔 콤(주)를 상 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합

43207)에서 서울지법 민사16부는 2003. 10. 16. SK텔 콤은 KTF에

7,559,700,000원을 지 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결을 내렸다. 재 부는 SK

텔 콤의 비방 고로 KTF가 고를 못해 1천억 이상 손해를 봤다는 주장은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이를 배척하고, 국내 시장 유율 등을 반 한 자료

70억원과 신문에 게재한 고비용 405,000,000원 TV에 방 키 해 제작

했다가 방 하지 못한 고 제작비용 154,000,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인용하

다.(법률신문 입력 날짜 : 2003-10-17 오이석 기자 hot@lawtimes.co.kr)

다. 표시․ 고의 내용에 한 극 규제

표시․ 고법은 부당 고를 사 에 방하기 하여 공정거래 원회

에 의한 요사항의 공개를 한 고시제도와 고실증제도를 규정하고,

임시 지명령제도를 통하여 부당 고를 일시 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요사항의 공개를 한 고시제도와 고실증제도 임시 지명

령제도는 1999년 표시․ 고법의 제정과 더불어 부당 고에 한 규제

의 실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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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기 하여 채택된 새로운 제도이다.

(1) 요사항의 공개를 한 고시제도

요사항의 공개를 한 고시제도란 상품이나 거래분야의 성질에 비

추어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하여 필요한 요

사항에 하여 그 고사항에 포함시킬 사항을 공정거래 원회가 고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가 고행 를 하는 경우에는 고시된 고사

항이 포함되도록 하게 하는 제도이다(표시 고법 제4조 제1항, 제3항).

상품에 한 표시․ 고는 소비자가 상품의 구매를 선택함에 결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이 부분이고, 특히 상품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한

계 등이 고되지 아니하여 소비자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 경우

가 생길 우려가 있다. 더욱이 사회에서 생산자의 상품이 소비자에

게 이르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상품에 한 정보는 거의

부분 생산자가 독 으로 보유하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이것을 알

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것이 일반 이다. 그러므로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요한 사항 등에 하여는 고에 개시(開示)하게 하는 법 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두되게 되었고 표시․ 고법은 외국의 선례를 받아

들여 소비자주권을 확인하는 제도로서 이를 법제화하게 되었다.202)

표시․ 고법은 공정거래 원회는 상품 등이나 거래분야의 성질에 비

추어 소비자보호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하여 필요한 요사항

으로서 그 사항이 표시․ 고사항에 포함되지 아니할 경우 그로 인하여

문제가 생길 우려가 크다고 단되는 때에는 그 표시․ 고사항에 포함

시킬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동법 제4조 제1항 본문).

동조는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 어

규정한다.

① 소비자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피해의 사후구제가 곤란하

게 되는 문제 : 약품의 부작용 등이 이러한 경우에 속하는 사례이다.

② 소비자가 상품 등의 한 결함 는 기능상의 한계 등을 정확히

알

202) 박해식, 게 논문, 6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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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게 되고 그 알지 못한 사정이 구매선택의 단에 결정 인

향을 미치게 되는 문제 :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결정 인 향을 미치는

경우란 구매결정에 요한 제품가격, 내용, 거래조건 는 기타 비본질

사실에 한 불개시가 실질 으로 소비자를 오도하는 것을 말한

다.203) 이에 따라 고주는 소비자의 상품선택에 필요한 요정보를 반

드시 고에 포함해야한다. 를 들면, 백화 은 세일 고시 할인되는

제품과 할인율에 해 정확하게 표시해야하고, 패키지 해외여행을 고

할 때는 식사제공 여부와 횟수, 숙박시설 등 등을 표시해야 한다.

③ 기타 공정한 거래질서를 히 해하는 문제

다만, 다른 법령에서 표시․ 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에 하여

는 이러한 공개 고시제도가 용되지 않는다 (동법 제4조 제1항 단서).

다른 법령이 있는 경우로는 를 들면, 할부거래에 한법률은 할부목

물의 가격, 할부가격 등을 표시하게 하고 있고(동법 제3조), 방문

매에 한법률은 상품 는 용역의 종류 는 용역의 내용, 매가격

는 가, 는 가의 지 시기, 인도시기 는 제공시기 등을 표

시하게 하고 있으며(동법 제18조), 부동산 개업법은 개업자는 개업

의 등록번호와 개업자의 성명 는 사무소의 명칭을 명기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28조).

공정거래 원회가 규정에 의하여 고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계 행정기 의 장과 의하여야 하며, 공청회를 개최하여 련 사업

자단체, 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동법 제4조 제2항).

공정거래 원회는 1999. 10. 23. 표시 고법 제4조 제1항에 근거

하여 요한 표시 고사항을 고시하여 2000. 4. 1.부터 시행하고 있

다(고시：1999-25). 이 고시는 목 , 표시 고에 한 기본원칙, 업

종별 요정보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목 은 소비자가

합리 인 선택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확 하여 정보부족으

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하는 데 있음을 밝히고, 우선 으로 선

정된 업종과 그 용범 요정보가 무엇인지를

203) 박해식, 게 논문,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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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 그 업종은 ① 부동산 개업종, ② 학습교재

매업종, ③ 학원운 업종, ④ 증권투자업종, ⑤ 장의업종, ⑥ 체육시

설 운 업종, ⑦ 할인카드 회원권 운 업종, ⑧ 사진 상 촬

업종, ⑨ 화물자동차운수업종, ⑩ 완구 제조업종 등이다.

표시․ 고행 를 하는 사업자 등은 와 같이 고시된 표시․ 고사

항이 포함되게 하여야 한다 (동법 제4조 제3항). 공정거래 원회는 고시

된 요사항을 고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하여 1억 원 이

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며, 법인 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는 종

업원 기타 이해 계인에 하여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표시․ 고법 제20조 제1항 제1호).

(2) 고실증제

고실증제도는 고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하여 사업자로 하여

고시에 고의 주요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을 입증하기 한 근

거를 제시하게 하는 제도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고는 그 구매결정

에 결정 인 향을 미치지만, 사후에 그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경우

사업자가 주장하는 고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입증을 하

는 것이 기술 ․법리 인 에서 지극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가 일반 인 에 비추어 사업자가 합리 근거나 객 자료 없이 사

실에 한 고를 하는 것을 방지하여 소비자 보호에 만 을 기하자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204) 이를 해 미국의 연방거래 원회(FTC)는

1971년부터 고실증 로그램을 근간으로 한 고실증제도를 운 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유통기법의 확산, 제품의 다양화와 고기술화 등 경

쟁여건의 변화로 공정한 고와 정확한 상품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증

되고, 소득수 향상에 따라 높은 수 의 품질과 안 을 요구하는 소비

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하여 고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표시․ 고를 할 때 먼 학계나 산업계에서 일

반 으로 인정된 객 이고 타당한 방법에 따라 시험․조사한 실증자

료를 갖

204) 박해식, 게 논문,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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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고 이를 근거로 상품의 성능 등을 주장해야 한다. 공정 가

고에 한 실증자료를 요구하면 기업은 실증방법과 시험․조사기 , 실

증결과를 기재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컨 , 운동기구

나 건강보조식품 같이 사용효과를 고하는 제품일 경우는 객 인 실

증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항암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면 실제 임상실험결

과가 있는지, 그 결과가 객 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등을 공개해야

한다. 자동차 엔진 오일 고에서 “엔진수명 몇만km까지 연장”같은

문구를 쓰려면 객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행 표시․ 고법에 의하면 “사업자 등은 자기가 행한 표시․ 고

사실과 련한 사항에 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동법

제5조 제1항). 공정거래 원회는 사업자 등이 부당 고로 법규정에

반할 우려가 있어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

체 으로 명시하여 당해 사업자 등에게 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동법 제5조 제2항).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 등은 요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공정거래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 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동법 제5조 제3항).

실증함에 있어서 시험이나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증에 사용

되는 시험 는 조사방법은 학술 는 산업계에서 일반 으로 인정되

는 방법 등 객 이고 타당한 방법이거나 시험 는 조사는 법령에 의

한 시험․조사기 이나 사업자와 독립 으로 경 되는 시험․조사기

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시험․조사기 는 사업자

와 독립 으로 경 되는 시험․조사기 에 의한 시험․조사가 불가능하

거나 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표

시․ 고법 제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실증을 요하는 것은 사실과 련한 사항으로서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실질 인 향을 미치는 것이다. 사실과 련한 사항이란 고에서 주

장한 내용 에서 합리 인 근거나 객 인 자료 등을 통하여 그 진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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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 가능한 내용을 말한다〔공정거래 원회의 고실증에 한운

지침(1999. 6. 30.) II. 1〕. 명시 이든 암시 이든 는 간 표 에

의한 것이든 묻지 아니한다. 감정에 호소하는 어필 고 는 이미지

고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합리 인 근거나 객 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진 여부의

단이 불가능한 주 인 주장(의견, opinion), 명백한 과장이나 허풍

(puffing) 등 사실과 련한 사항이 아닌 것은 실증을 요하지 않는다(

고실증에 한운 지침 III. 참조). 를 들면, “가슴 속까지 시원하다”(사

이다 고), “소리가 보인다”(휴 폰 고) 등과 같이 ‘사실과 련’되

지 않고 과장이 명백한 고는 실증할 필요가 없다.

실증이라 함은 표시․ 고에서 주장한 내용 에서 사실과 련한 사

항이 진실임을 합리 인 근거(reasonable basis)나 객 인 자료를 통

하여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고실증에 한운 지침 II. 2).205)

공정거래 원회는 상품 등에 하여 소비자가 잘못 아는 것을 방지하

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사업자 등이 제출한 실증자료를 비치하여 이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

게 하거나 기타 한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가 사업자 등의 업상의 비 에 해당하여 그 공개가 사업자 등의

업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5

조 제4항).

기업이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표시․ 고행 로 제

재하는 것과는 별도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라. 부당 고에 한 구제

(1) 개

부당 고는 행정 제재를 받거나 그에 의한 손해에 하여는 민사

상 구제조치가 강구될 수 있다.

205) 이에 한 상세 내용은 박해식, 게 논문, 699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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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고법에 의하면 부당 고에 한 행정 규제기 은 공정거래

원회이다. 공정거래 원회는 요사항의 공개를 한 고시제도와

고실증제도를 통하여 부당 고를 사 에 방할 수 있고, 임시 지명령

제도를 통하여 부당 고를 일시 지시킬 수 있으며, 기왕에 행하여진

부당 고에 하여는 시정조치로 당해 반행 의 지, 법 반사실의

공표, 정정 고, 기타 반행 의 시정을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당 고를 한 사업자에 하여 과징 을 부과하고 공정거래

원회의 각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하여 과태료를 부

과할 수 있다.

공정거래 원회에서의 부당한 표시 고에 한 심결 차는 직권인지

는 신고서 수→심사착수보고→조사․심사→심사조정회의 상정→심

사보고서 작성→ 원회 상정→심의․의결의 차를 거치고 있다.

특히, 요사항의 공개를 한 고시제도와 고실증제도 임시 지

명령제도는 표시 고법의 제정과 더불어 부당 고에 한 규제의 실효

성을 높이기 하여 채택된 새로운 제도이다.

(2) 임시 지명령

최근 기술 신과 유행의 변화가 심하여 상품과 용역의 순환주기(생존

기간)가 단축되고, 특히 시즌 상품이나 유행상품 등의 경우에는 통상

인 고기간도 짧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표시 고에 한 공

정거래 원회에 의한 시정조치는 사법 차를 거쳐 이루어지기 때

문에 이를 발동하는 데까지 상당히 장기간이 소요되어 부당한 표시 고

로 인하여 소비자와 경쟁사업자 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할 우려가 크다. 소비자의 경우에도 부당한 표시 고행 가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오인성이 고착화되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후에는 시장에서

의 왜곡된 정보를 제거하는 것이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있다.206)

임시 지명령제도는 이와 같이 고의 부당성이 명백히 의심되고 긴

하게 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고에 하여 공정거래 원회의

정식의결이 있을 때까지 일시(一時) 표시․ 고행 를 지시키는 제도

를 말한

206) 박해식, 게 논문, 707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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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임시 지명령제도는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서 종래 고학계로부터 기차게 그 도입이 주장되어 왔었는데, 1999

년 표시 고법의 제정과 함께 규정된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임시 지명령제도는 경쟁사업자나 소비자에 하여

미치는 효과가 큰 만큼 그 해석․ 용은 당해 표시 고행 자와 경쟁사

업자 소비자 사이의 신 한 이익형량에 의해야 한다.

행 표시․ 고법에 의하면 임시 지명령의 요건으로서 표시․ 고

행 가 표시․ 고법에 반된다고 명백하게 의심되거나, 당해 표시․

고행 로 인하여 소비자 는 경쟁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하기 한 긴 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될 것을 요한다(표시 고법 제8조 제1항, 지침 Ⅱ. 2.나).

소비자단체 기타 통령령이 정하는 기 ․단체는 사업자 등의 표

시․ 고행 가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공정

거래 원회에 당해 표시․ 고행 의 일시 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동법 제8조 제2항).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나 소비자보호원, 한국

신문윤리 원회도 부당 고에 해 공정 에 임시 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공정거래 원회의 일시 지명령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공정거래 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8

조 제3항) 일시 지명령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공정거래

원회는 지체없이 서울고등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

보를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비송사건 차법에 의하여 재 한다.(동법 제8

조 제4항)

(3) 시정조치

시정조치는 이미 행하여진 부당 고행 를 시정하기 하여 공정거

래 원회가 행하는 조치이다.

공정거래 원회는 사업자 등이 표시․ 고법의 규정에 반하여 부당

한 표시․ 고행 를 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 등에 하여 그 시정을

한 조치로서 ① 당해 반행 의 지 ② 법 반사실의 공표 ③ 정정

고 ④ 기타 반행 의 시정을 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동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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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지명령은 공정거래 원회의 직권에 의한 인지 는 신고에 의하여

조사와 심의를 거쳐 의결된다. 경쟁사업자나 소비자단체는 지명령을

신청할 권리는 없고, 단지 신고만 할 수 있을 뿐이다.

법 반사실의 공표명령은 공정거래 원회가 고주에게 당해 고가

표시․ 고법에 반되어 공정거래 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매체를 통하여 공표하게 하는 명령이다. 공정거래 원회는

법 반사실의 공표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행 의 내용 정

도, 반행 의 기간 횟수를 참작하여 공표 고의 내용 그 횟

수․크기․매체 등을 정하여 이를 명하여야 하고(표시 고법시행령 제8

조 제1항), 법 반사실의 공표를 명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자에 하여

미리 그 문안 등에 하여 공정거래 원회와 의하도록 할 수 있다(동

조 제2항). 법 반사실에 한 공표제도의 효율 인 운 과 공표효과를

제고하기 하여 법 반사실의공표에 한운 지침(지침：1999. 7. 1.)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공정거래 원회는 부당 고행 에 하여 당해

행 의 지명령과 함께 법 반사실의 공표명령을 병행하고 있는 것이

일반 추세라고 할 수 있다.207)

이러한 법 반사실의 공표명령이 헌인지 여부에 하여 법원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에서 이를 합헌이라고 본

반면,208) 헌법재 소는 법 반사실의 인정 여부에 한 형사재 이 개

시되기도 에 원회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무조건 으로 법 반을 단

정하여 그 피의사실을 리 공표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에 한 과잉

침해로서 헌법에 반된다고 시하 다.209) 다만, 헌법재 소에 의하면

‘법 반으로 인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의 방법은 합헌이라고

한다. 헌재의 결정 이후 공정거래 원회는 법 반사실의 공표명령을

행할 수 없게 되었다.

부당 고의 단순한 지만으로는 일단 이루어진 고의 효과를 완

히

207) 박해식, 게 논문, 729면, http://www.ftc.go.kr/자료실/심결자료 참조

208) 법원 1994. 3. 11. 선고 93 19719 결(공1994상, 1207)

209) 헌재 2002. 1. 31. 2001헌바43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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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할 수 없는 경우 부당 고의 효과를 제거하기 해 행해지는 조

치가 정정 고이다. 지명령이 장래의 부당 고를 방지하는 데 하여

정정명령은 과거의 부당 고의 잔여효과를 제거하기 하여 행해지는

것이다. 정정 고에는 이 의 고가 부당 고 다는 사실만의 개시를

요구하는 것과 이것에 더하여 공정거래 원회가 그와 같이 인정하 다

고 하는 것의 개시를 요구하는 것이 있다.210) 헌법재 소 례 취지

에 의하면 공정거래 원회가 행하는 정정명령은 헌으로 생각될 우려

가 크다. 실무에 있어서도 행사된 가 없다.

그밖에 반행 의 시정을 한 필요한 조치로서는 표시․ 고법의

입법취지와 용되는 공정거래법 규정(동법 제16조)을 참작하여 다양한

형태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시․ 고법 제16조

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공정거래 원회회의운 사건 차등에 한

규칙(공정거래 원회 고시 1999-11)은 시정조치로서 주의 구, 경고, 시

정권고, 시정명령 등을 규정한다. 시정조치는 그 목 이 법 반 의 경

쟁상태 즉, 질서유지의 회복에 있는 것이므로 기타 반행 의 시정을

하여 필요한 조치도 그와 같은 입법목 과 비례 형평의 원칙에 근

거를 두고 행하여져야 할 것이다. 즉,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소비자

보호라는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한 범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211)

부당 고행 를 한 사업자가 명령,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는 2년 이하의 징역 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표시․

고법 제17조 제2호, 제19조).

(4) 과징

공정거래 원회는 법 반의 표시․ 고행 를 한 사업자 등에 하여

는 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 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업수익을 말한다)에 100분의 2를 곱한 액을 과하지 아니하는 범

안에서 과징 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반행 를 한 자가 매출액

이 없거나 매

210) 박해식, 게 논문, 730

211) 박해식, 게 논문, 7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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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이거나 사

업자단체인 경우에는 5억 원을 과하지 아니하는 범 안에서 과징

을 부과할 수 있다 (동법 제9조 제1항). 공정거래 원회는 제6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반하여 사업자의 표시․ 고행 를 제한하는 행 를

한 사업자단체에 하여는 5억 원의 범 안에서 과징 을 부과할 수

있다(동법 제9조 제2항).

과징 은 일반 으로 부당이득의 국고환수 성격과 행정벌로서의 성

격을 가진다. 부당 고행 에 하여 공정거래 원회가 부과하는 과징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 은 사업자로부터 부당 고행 로 인

하여 취득한 부당이익을 박탈하여 그것을 국고로 환수하겠다는 성격이

강한 반면, 사업자단체에게 부과하는 과징 은 고제한행 반에

한 행정벌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212)

공정거래 원회가 과징 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반행 의 내용

정도, 반행 의 기간 횟수, 반행 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여러 사유를 참작하여야 한다(동법 제9조 제3항). 과징 의 부과기

은 통령령으로 정한다(동법 제9조 제5항). 공정거래 원회는 과징 부

과세부기 기타 과징 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과

징 부과세부기 등에 한고시(고시：1999-20)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

다.213)

(5) 손해배상

사업자는 부당 고행 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고(동법 제10조 제1항), 그 경

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업자는 그 피해자에 하여 고의 는 과실

이 없음을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동법 제10조 2항). 즉, 민법 제

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와 달리 당해 고행 가 부당 고에 해당한

다고 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이상 사업자는 당해 부당 고행 에 고의

는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표시․ 고법

상의 손해배상책임은 일응 무과실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212) 박해식, 게 논문, 734

213) http://www.ftc.go.kr/자료실/법령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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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은 공정거래 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가 아니

면 재 상 주장할 수 없다(동법 제11조 제1항 본문). 손해배상청구권

은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표시․ 고법 제10조).

표시․ 고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법 성질에 하여 법원은 민

법의 손해배상청구권과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별개로 존속했다가 소멸한

다는 견해를 취한다.214) 청구권은 민법 제750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

배상청구의 소를 제한하지 않는다(동법 제11조 제1항 단서). 경쟁사업자

는 물론 소비자도 손해배상청구 격을 갖는다.

(6) 형사 제재

부당 고행 를 하거나 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 이를 행하게 한

사업자 는 사업자단체의 부당 고제한행 에 한 공정거래 원회의

시정조치나 부당 고행 에 한 공정거래 원회의 시정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

(표시 고법 제17조).

214) 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2665 결(공1993하, 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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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論

人類는 그 탄생 이래 自然의 脅과 결하여 이를 開發하고 利用함

으로써 오늘날의 文明의 기 를 구축할 수 있었다.215) 그러나 科學과

技術의 발달216)에 따른 經濟成長은 그에 비례하여 自然環境의 汚染과

破壞를 가져왔다.217) 人間은 自然과의 調和를 이루면서 文明을 발 시

켜야 함에도 불구하

215) 徐燉珏, “환경법의 본질”, ｢법과 환경｣, 한국법학교수회編, 1977, 12쪽.

216) 科學과 技術이 발달함으로써 複雜․多岐化된 環境汚染의 原因을 明瞭하게 밝
주는 것은 그 장 이라 하겠다. 베토벤(Rudwig van Beethoven)의 死因이 속
에 무나 많이 오염된 물고기를 무 많이 먹어 결국 납 독 때문이라고 밝
낸 것이 그 단 인 이다. 즉, 1827년 베토벤이 56세로 사망했을 때 死因은 肝臟
病(Leberleiden)과 水腫(Wassersucht)으로 알려졌었으나, 死因은 베토벤의 장례
식 직후에 불가사의(Rätsel)를 불러 일으켰다. Chicago에 있는 한 연구소의 과학자
들은 베토벤의 15㎝길이의 머리카락 한 올을 가지고 몸 체의 DNS[Desoxyribo(se)
nukleinsäure, 디옥시리보스核酸]구조를 분석한 결과, 베토벤의 死因이 간장병이나
수종, 모르핀(Morphium)과 砒素(Arsen)를 남용한 돌팔이의사(Quacksalber) 등 때
문이 아니라 속에 무나 많이 오염된 물고기를 무 많이 먹어 결국 납 독
때문이라는 정확한 死因을 밝 내게 되었다. 산업연구(Industrieforschung)는 산업
명이 시작되던 19세기 반에 무 많은 속들이 도나우(Donau)강가에서 사
용되어졌었다고 증명하 다. Die Welt, 1999. 2. 15, 1쪽; 그러나 科學과 技術의 발
달은 한 그 폐해를 지니고 있다. Carson여사는 오늘날 환경학의 고 이 된 불후
의 명 ‘침묵의 ’(Silent Spring)에서 그 당시 과학기술의 명사라 할 수 있는
DDT의 폐해를 통렬하게 비 함으로써 1970년 미국과 유럽에서 DDT의 사
용을 규제하게 만드는데 선구자 인 역할을 하 다. 김명자, “야 스의 얼굴,
DDT”, 환경리포트, 통권 제11호, 1994년 11․12월호, 165-167쪽; 環境問題와 련
한 科學技術의 이용, 통제, 바람직한 방향제시 등에 하여는 John H. Barton,
“The Impact of Technology on Legal Systems: Thoughts For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International Academic Law Conference, 1997. 10. 11; 金文
煥, “科學技術과 법-서설-”, 인권과 정의, 1997. 10, 통권 제254호, 8-24쪽 등 참조.

217) Rachel Carson, Silent Spring, Harmondsworth, Penguin, 1965, 31-32쪽; Al.

Gore, Earth in the Balance, Houghton Mifflin Company, New York, 1992. 서문;

데오 콜본(Theo Colborn)/다이앤 듀마노스키(Dianne Dumanoski)/존 피터슨 마이

어(John Peterson Myers), 권복규 역, 도둑맞은 미래(Our Stolen Future)-환경호

르몬의 실체를 밝힌다-, 사이언스북스, 1998, 31쪽; E. Rehbinder, “Grundfragen

des Umweltrechts”, ZRP, 1970, 250쪽 이하; Jeremy Rifkin, Entropy(김명자/김건

譯, 엔트로피), 두산동아, 1998, 334쪽; 李庚熙, “과학기술법 연구의 필요성과 과제

-환경문제와 법의 역할-”, 「과학기술법연구」, 창간호, 한남 학교 과학기술법연

구소, 1995. 12, 5-10쪽; 이경희․이재곤․정상기, 「생물다양성의 환경법 보호-

자연환경 멸종 기종의 보호를 한 국내외 입법동향과 향후과제-」, 길안사,

1998, 19쪽; 韓相範, “인권으로서의 환경권의 법리”, 「고시연구」, 1981. 1, 55쪽;

朴洪佑, “환경권의 법 성질”, 「환경법의 제문제(상)」, 재 자료 제94집, 법원도

서 , 2002, 11쪽; 졸고, “독일에서의 환경보호-기본법 제20a조를 심으로-, 「헌

법논총」, 제14집, 2003, 119쪽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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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공유재218)인 環境을 근시안 인 안목219)에서 이용․소비하는 데

심을 주로 기울여 왔을 뿐 善良한 管理 의 注意義務를 가지고 環境

을 保護하는 데에는 소홀히 하여 왔다. 그리하여 地球는 生態的 循環能

力이 의심될 정도로 危殆로운 棲息處(Precarious Habitat)220)로 변하여

인류는 재 미증유의 심각한 환경악화 상태에서 신음하고 있다.221) 이

러한 은 지난 30여 년간 이른바 成長드라이 政策222)에 치 하여 壓

縮成長은 달성하 으나 環境汚染의 속한 惡化를 래한 우리나라의

경우에 더욱 분명하다.

環境汚染現象은 繼續的으로 이루어지고 環境汚染으로 인한 被害의 範

圍가 더욱 廣範圍해지고 그 被害의 內容이 複雜․多岐化되어 學際的 硏

究가 요구되는 한편, 그 被害의 原因이 明瞭하게 밝 지지 않는 경우가

증하게 됨에 따라223) 環境의 汚染과 破壞에 한 從來의 民法的 原

理는 무기력할 뿐 아니라 그 姑息的인 수정만으로는 環境問題에 積極的

으로 처할

218) 環境은 개인은 물론 세계 각국이 함께 공유하는 공유재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이익을 극 화시키려는 인간의 본성이 결국은 공멸을 래하는 ‘공유의 비극’을

가져오며 이러한 비극을 방지하기 하여 ‘동의된 강제’가 필요하다는 Hardin의

주장은 확하 다. Garrett Hardin,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Vol. 162, 1968. 12, 1243-1248쪽.

219) 이도원, 「떠도는 생태학」, (주)범양사출 부, 1997, 34-35쪽; 정회성 외 5인,

「환경행정론」, 향문사, 1998, 49쪽.

220) Melvin A. Benarde, Our Precarious Habitat, New York: Norton, 1976, 21쪽.

221) 김철수, “환경권고”, 「헌법논총」, 제6집, 헌법재 소, 1995, 52-53쪽; 홍성방,

「환경보호의 법 문제-독일의 헌법과 행정법에 있어서 환경보호를 심으로-」,

서강 학교 출 부, 1999, ⅱ; Rachel Carson, Silent Spring, Harmondsworth,

Penguin, 1965, 21-22쪽; Flournoy, Alyson C., In search of an environmental

ethic, 28 Colum. J. Envtl. L. 63, 2003, 64쪽.

222) 이것은 無意思決定理論(Non-decision Making Theory)으로 이해될 수 있다.

Peter Bachr-ach/Morton Baratz, “Two Faces Of Power”, APSR, Vol. 56, 1962,

948쪽.

223) 앞의 각주 2)에서 언 하 던 베토벤의 死因이 그 표 이다. Die Welt, 1999.

2. 15,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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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는 박한 기의식을 느끼게 되었다.224) 바야흐로 오늘날 環

境保護는 “現代國家의 宿命的 課題”(Schicksalsaufgabe des modernen

Staates)225)가 되었다. 이 듯 環境保護가 全地球的인 문제로서 두되

고 있는 상황에서, 더 나아가 環境國家226)의 두에 부응하여 환경보호

를 한 법 규율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의 환경상황하에서 통 인 國家 3요소설은 지나치게

소해 졌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생존능력이 있는 國家는 오늘날 國

民, 主權 그리고 領土 그 이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227) 한 環境法

이 여러 분야에 두루 걸쳐 있다는 특성228) 헌법구체화법으로서의 특

성이 있다는 229) 등에 비추어 볼 때 환경보호를 憲法에 명문화하는

것에 한 고려가 필수 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環境汚染과 破壞로

부터 生命과 身體의 安全을 기하고 나아가 人間의 嚴과 價値에 터잡

은 人間다운 生活을 享有할 수 있는 制度的 裝置로

224) 이러한 기의식은 과장된 것이라는 비 이 있다. Ronald Baily, “Seven

Doomsday Myths About The Environment”, The Futurist, 1995, January-

February, Vol. 29, No. 1, 14-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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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onderes Verwaltungsrecht, 9. Aufl., 1992, 3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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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국가이다. 다시 말하면 環境國家란 국가환경의 신성불가침을 국가의 課題로

하고, 국가의사결정의 척도이자 행 의 목 으로 삼는 국가를 의미한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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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loepfer(Hrsg.), Springer-Verlag, Berlin u. a., 1989, 43-44쪽; 朴秀赫, “환경국가

로 가는 길”, 환경문제연구총서(Ⅵ), 한변호사 회, 1996, 16쪽; 홍성방, 앞의 책,

155-157쪽 참조. 국가의 숙명 과제인 환경보호는 종래의 국가가 환경국가

가 되는 것만으로는 그 한계가 있다. 環境保護는 국가의 힘만으로는 실 될 수

없으며 국가와 국민, 사업자 등의 상호 력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

다.

227) 즉 국가는 자기의 계속 인 생존을 태롭게 하지 아니할 토상의 그리고

토를 둘러싼 環境을 필요로 한다. M. Kloepfer, “Auf dem Weg zum

Umweltstaat”, 39쪽.

228) 이것을 環境法의 총 규정(Querschnittsklausel) 특성이라고 한다.

229) Fritz Werner, “Verwaltungsrecht als konkretisiertes Verfassungsrecht”, DVBl.,

1959, 527-533쪽; 환경법 내지 환경행정법이 헌법구체화법으로서의 환경법이라는

을 감안하면 헌법에서 환경보호에 하여 올바로 규정하는 것이 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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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環境憲法230)을 요청하기에 이르 다.

環境保護를 憲法에 명문화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의 형태가 있다.

첫째 형태는 基本權條 으로 環境保護를 규정하는 형태이며, 둘째 형태

는 國家目標條 으로 환경보호를 규정하는 형태이다.231)

230) 여기에서는 憲法上 環境保護를 직 규정한 條 을 環境憲法이라고 새기기로

한다. 컨 獨逸에서는 종래 環境權에 한 明文의 규정이 基本法에는 존재하

지 않는 계로 기본법 제1조 제1항의 인간의 존엄에 한 규정, 제2조 제1항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 에 한 규정, 제2조 제2항의 생명․신체의 불가침에 한

규정 등이 環境權의 근거가 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基本法 제20a조만을 환경헌

법이라고 새기기로 한다. 한 韓國 憲法의 前文, 제10조, 제37조 제1항 등에

한 규정도 환경권과 련하여 고찰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제35조에 국한하여

환경헌법이라고 새기기로 한다. 權寧星,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10쪽; 洪

準亨, “한국환경법의 황과 과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행정소송법과 환경법의

황과 과제, 東ASIA행정법학회 제2회 국제학술 회, 1997. 5, 236쪽 참조.

231) Staatszielbestimmung을 國家目標規定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나 언어순화의 편의

상 國家目標條 으로 부르는 것이 더 的確하다고 생각되어, 以下에서는 國家目標

條 으로 부르기로 한다. 國家目標條 에 한 定義는 여러 가지로 갈리고 있으

나, 페터스(H. J. Peters)는 “국가활동에 일정한 과제의 지속 수와 이행을 규

정하는 구속력을 가진 헌법규범”으로 國家目標條 을 定義하고 있다. Heinz-

Joachim Peters, Umweltverwaltungsrecht, C. F. Müller Verlag, Heidelberg,

1996, 1쪽, Rn 2; 國家目標條 ․立法委任規定에 한 문가 보고서에 따르면,

“國家에 하여 구체 목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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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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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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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여하고 있는

立法綱領과 구별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國家機關을 구속할 뿐만 아니라 한

立法의 시기와 방법을 立法 에게 일임하고 있다는 에서 立法機關에게 구체 규

율정립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立法委任規定과 구별된다. 立法委任規定이란 “立法

에게 구체 規律定立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憲法規定”을 말한다.

Bundesministerien der Innern und der Justiz(Hrsg.) Bericht der Sachverständigen

Kommission “Staatszielbestimmung/Gesetzgebungsaufträge”, 1983, 5쪽, Rn. 8, 21

쪽, Rn. 7; H. H. Klein, “Staatsziele im Verfassungsgesetz, Empfielt es sich, ein

Staatsziel Umweltschutz in das Grundgesetz aufzunehmen?” DVBl., 1991, 733

쪽; Karl-Peter Sommermann, Staatsziele und Staatszielbestimmungen, Tübingen:

Mohr Siebeck, 1997, 355-373쪽; 그리고 國家目標條 은 개별 국민에게 주 권

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에서 基本權과도 구별된다. D. Rauschning, “Aufnahme

einer Staatszielsbestimmung über Umweltschutz in das Grundgesetz?”, DöV,

1986, 4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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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現代國家의 宿命的 課題인 환경보호문제를 해결하기 하

여 각국의 헌법에서 어떠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가를 표 인 형태를

심으로 고찰해 본 후 環境憲法의 규정형태에 한 경향 특성 등을

분석하고 環境憲法의 표 규정형태인 基本權條 으로서 규정하는 것

과 國家目標條 으로 규정하는 것의 비교를 통하여 헌법상 어떻게 규정

하는 것이 헌법의 規範力을 하시키지 않고 環境問題의 深化에 더 효

과 으로 처할 수 있겠는가에 을 맞추어 살펴 으로써 環境保護

에의 意志를 고취시키는데 조 이나마 기여하고자 한다.

Ⅱ. 各國 憲法上 環境條 의 形態

1. 序說

1972년 스톡홀름(Stockholm)宣 의 원칙 1항은 “人間은 嚴性과 福

祉를 유지할 수 있는 環境에서 자유와 평등 그리고 한 생활수 을

릴 수 있는 基本的 權利를 갖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 스톡홀름

(Stockholm)宣 의 원칙 1항은 1970년 반이후 채택된 많은 국가들

의 헌법에 감을 불러일으켜서 그 국가들의 헌법에 환경권을 기본권으

로 규정하게 하 다.232) 이 선언에 뒤이어 각국 정부는 現世代 뿐만 아

니라 未來世代를 해서도 環境을 보호하고 개선해야 하는 엄숙한 책임

을 지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233) 여기에서는 環境憲法에 한 이론

논의를 먼 살펴본 후에 環

232) Maguelonne Déjeant-Pons/Marc Pallemaerts,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2002, 11-12쪽.

233) 각국은 자국의 시민과 다른 국가에게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갖고 있다.

- 생태계 그리고 생물권의 기능에 핵심 인 여러 과정을 유지한다.

- 모든 식물종과 동물종의 생존을 보장하고, 자연서식지를 보존함으로써 생물종의

다양성을 유지한다.

- 생물자연자원과 생태계를 이용할 때는 최 한 지속가능한 산출이라는 원칙을

수해야 한다.

- 심각한 환경오염이나 재해를 방하거나 인다.

- 한 환경보호 기 을 정한다.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WCED), Our

Common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330-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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境保護條 을 가지고 있는 여러 國家들의 憲法條 을 國家目標條 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 基本權條 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등으로 나 어 살펴보기로 한다.

2. 環境憲法의 規定形態에 한 이론 논의

가. 基本權條 으로 규정하는 경우234)

(1) 社 的 基本權235)으로 규정하는 경우

(가) 序說

基本法에 環境保護規定을 受容하는 問題는 理論的으로236) 새로운 社

的 基本權規定, 즉 人間의 嚴에 합한 環境權의 도입 여부의 검토

로 시작되었다. 環境保護를 社 的 基本權條 으로 基本法에 규정하는

데 하여는 다음과 같은 정 측면과 부정 측면이 각각 있다. 이

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37)

(나) 社 的 基本權 方式의 肯定的 側面

첫째, 環境保護를 社 的 基本權으로 基本法에 受容하면 國民의 環境

意

234) 1996년 남아 리카공화국헌법, 1987년 니카라구아헌법, 1993년 러시아헌법, 1997

년 불가리아헌법, 1988년 라질헌법, 1978년 스페인헌법, 1984년 에쿠아도르헌법,

1989년 이란헌법, 1982년 터키헌법, 1993년 페루헌법, 1997년 포루투갈헌법, 1996

년 핀란드헌법 등이 기본권조항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http://www.oefre.unibe.ch/law/icl; Edith Brown Weiss, In Fairness to Future

Generations, New York; Transnational Publishers, 1992, 260쪽 이하.

235) 일반 으로 社 的(生存權的․生活權的) 基本權은 특정한 국가 부(環境權에

서는 人間의 嚴에 합한 環境의 창출이나 유지)에 한 개인의 직 인 청구

권으로 이해되고 있다.

236) H. Dellman, “Zur Problematik eines Grundrechts auf menschenwürdige

Umwelt”, DöV, 1975, 389쪽 이하; M. Kloepfer, Zum Grundrecht auf

Umweltschutz, Vortrag gehalten vor der Berliner Juristischen Gesellschaft am

18. Januar 1978, H. 56, DE GRUYTER․BERLIN u. a., 1978, 14쪽 이하.

237) 홍성방, 앞의 책, 135-1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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識에 鼓舞的으로 작용238)하게 된다.

둘째, 環境保護를 社 的 基本權의 형태로 基本法에 受容하게 되면

環境運動을 통합239)시키게 된다.

셋째, 環境保護를 社 的 基本權으로 基本法에 受容하게 되면 環境保

護를 강화시키게 된다.240)

(다) 社 的 基本權 方式의 否定的 側面

첫째, 環境保護를 社 的 基本權의 형태로 基本法에 受容하는 데

하여 社 的 基本權의 一般的 問題點을 제시한다. 일반 으로 社 的

基本權은 특정한 국가 부에 한 개인의 직 인 청구권으로 이해

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 기본권은 원칙 으로 그 규정으로부터 직

청구권을 근거지우기에 합하지 않으며 그 게 하기 해서는 사회

기본권을 구체화시키는 입법자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이른바 조치가

필요한 기본권, Maßgabengrundrechte)고 새기고 있다.241)

둘째, 人間의 嚴에 합한 環境이라는 保護法益은 충분히 규정될

수 없다.

셋째, 공기와 물, 自然景觀과 種多樣性과 같은 保護法益들은 個人的

法益이 아니므로 環境保護라는 課題를 主觀的 權利로써 해결하려는 것

은 잘못이다.

넷째, 環境權의 보장은 國民에게 안도감을 부여하나 충족될 수 없는

環境保護에 한 기 감은 결국 國民을 실망시킬 것이다.242)

238) H. Dellman, “Zur Problematik eines Grundrechts auf menschenwürdige

Umwelt”, 392쪽.

239) M. Kloepfer, “Zum Grundrecht auf Umweltschutz”, 34쪽.

240) M. Kloepfer, “Zum Grundrecht auf Umweltschutz”, 33쪽.

241) E.-W. Böckenförde는 사회 기본권을 이른바 조치가 필요한기본권(Maßgabengrundrechte)

으로 부르고 있다. E.-W. Böckenförde, “Die Sozialen Grundrechte im

Verfassungsgefüge”, in : Böckenförde/Jekewitz/Ramm(Hrsg.), Soziale Grundrechte,

C. F. Müller: Heidelberg/Karlsruhe, 1981, 10쪽-13쪽; 韓柄鎬, 「사회 기본권의

법 구조」, 서울 학교 법학석사학 논문, 1984, 111-112쪽; 金孝全, 「헌법논집

Ⅱ」, 민족문화, 1990, 281-293쪽 참조.

242) H. H. Klein, “Staatsziele im Verfassungsgesetz. Empfielt es sich, ein

Staatsziel Umweltschutz in das Grundgesetz aufzunehmen?”, DVBl., 1991, 738

쪽; J. Lücke, “Das Grundrecht des Einzelnen gegenüber dem Staat auf

Umweltschutz”, DöV, 1976, 291쪽; Rolf Stober, “Umweltschutzprinzip und

Umweltgrundrecht-Zum gegenwärtigen Disku-ssionsstand auch aus

ökonomischer Sicht-”, JZ, 1988. 8, 430쪽.



116

그러므로 環境保護에 한 것을 社 的 基本權으로 基本法에 明文化

하는 움직임에 해서 空想的인 것으로,243) 憲法的 敍情詩

(Verassungslyrik)244)라는 등의 형태로 표 하면서 비 이다.

(2) 防禦權的 基本權으로 규정하는 경우245)

(가) 序說

슈타이그(Heinhard Steiger) 등을 심으로 한 소수의 학자들은 防禦

權的 基本權의 형태로 環境保護를 基本法에 受容하려고 했었는데, 이

견해는 現實的이고도 直接的인 危險에 직면한 ‘ 限의 生態的 存在’를

保護하기 하여 선호되고 있다.246)

(나) 防禦權的 基本權 方式의 肯定的 側面

防禦權的 基本權의 형태로 環境保護를 憲法에 명문화하는 경우에 다

음과 같은 정 인 의미가 있다.

첫째, 基本法에 규정된 環境權이 그 밖의 自由權, 특히 經濟的 自由權

과 등하게 됨으로써 經濟的 自由權이 우선 지 를 차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둘째, 公共機關(Behörde)이 環境保護에 련된 법률을 충분히 존 하

지 않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셋째, 憲法에 受容된 環境權으로 말미암아 環境保護에 한 우선권

부여

243) H. H. Rupp, “Ergänzung des Grundgesetzes um eine Vorschrift über den

Umweltschutz?”, DVBl., 1985, 990쪽.

244) F. Ossenbühl, “Umweltschutz und Gemeinwohl in der Rechtsordnung”,

VR(Verwaltungsrundschau), 1983, 13쪽.

245) 방어권 기본권은 자유권 기본권(성격을 심으로 악)을 기능 측면에서

본 것으로 자유를 국가의 침해로부터 방어해 주는 기본권으로 새길 수 있다.

246) Heinhard Steiger, “Mensch und Umwelt-Zur Frage der Einführung eines

Umweltgrundrechts-”, Erich Schmidt Verlag, Berlin, 1975, 54쪽. Steiger는 최소

한의 생태 존재 보호는 그 동안의 환경보호 법규의 정비를 통하여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소극 인 환경방어권으로 동태 이고 극 인 환경문제에 충분히

처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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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여하게 된다.247)

(다) 防禦權的 基本權 方式의 否定的 側面

防禦權的 基本權의 형태로 環境保護를 基本法에 受容하는 경우에 다

음과 같은 부정 인 의미가 있다.

첫째, 傳統的 自由權的 基本權觀의 근거를 이루는 自由主義는 環境問

題를 거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방어권 형태의 환경보호규정은 역사성

이 결여되어 있다.248)

둘째, 消極的인 環境防禦權으로 動態的이고 積極的인 環境問題에 충

분히 처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249)

나. 國家目標條 으로 규정하는 경우250)

(1) 國家目標條 방식의 肯定的 側面

國 家 目 標 條 ․ 立 法 委 任 規 定

(Staatszielbestimmung/Gesetzgebungsaufträge)에 한 門家報告

書251)에 따르면, 國家目標條 은 “國家에 하여 구체 목표를 계속

으로 고려하거나 충족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는 法的 拘束力을 가진 憲

法 規範”이라고 定義하고 있다.252) 國家目標條 은 國家權力에게

247) M. Maus, “Individualrecht oder Staatsziel”, JA, 1979, 15쪽 이하.

248) M. Kloepfer, “Zum Grundrecht auf Umweltschutz”, 15쪽 이하.

249) Heinhard Steiger, 앞의 , 54쪽.

250) 1986년 그리이스헌법, 1983년 네덜란드헌법, 1994년 독일기본법, 1998년 북한헌

법, 1991년 스 스헌법, 1995년 아르메니아헌법, 1976년 알바니아헌법, 1993년 에

스토니아헌법, 1984년 오스트리아헌법, 1985년 인도헌법, 1999년 화인민공화국

헌법, 1978년 태국헌법, 1984년 나마헌법 등이 국가목표조항의 형태로 환경보

호를 규정하고 있다. http://www.oefre. unibe.ch/law/icl; Edith Brown Weiss, 앞

의 책, 260쪽 이하.

251) Bericht der Sachverständigen Kommission “Staatszielbestimmung/

Gesetzgebungsauftr- äge”, 21쪽.

252) 여기에 비하여 입법 임규정이란 “입법 으로 행해져야 할 여러 가지 내용의 것으

로서 헌법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입법부에 한 지시(Anweisungen)” 내지 “입법

자에게 구체 규율정립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헌법규정”을 말한다. 이러한 입법

임이 헌법에 규정되는 이유는 헌법에 속하는 규범이 견되거나 헌법제정자가 상

세하게 규정할 수 없는 법질서의 구성부분의 새로운 형성(Neugestaltungen)이 견

된다는 데 있다. 따라서 입법 임은 일반 으로 아주 특수한 규범에 지향된 세 한

내용이라는 데에 그 특성이 있으며, 그것은 보통 원칙 인 문제에 련되는 것이 아

니라, 종종 제한 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집행 헌법보완(ausführe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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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 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한 요하고 제한 인 내용을 포

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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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國家課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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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서 國家目標條 은 그 밖의 憲法規定들과 구별된다. 國家目標條 은 한

편으로는 法的 拘束力을 가지기 때문에 規範的 性格을 결여하고 있는

立法綱領(Cesetzgebungsprogramm)과 구별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國家機關을 구속할 뿐만 아니라 한 立法의 시기와 방법을 立法 에게

일임하고 있다는 에서 立法機關에게 구체 規律 定立의 의무를 부과

하고 있는 立法委任規定(Gesetzgebungsauftrag)과 구별된다.253) 그리고

國家目標條 은 個別的 國民에게 主觀的 權利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에서 基本權條 과도 구별된다.254)

環境保護를 基本法에 國家目標條 으로 成文化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

은 정 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

첫째, 環境保護 國家目標條 은 未來世代를 하여 環境保護가 지속

인

Verfassungsergänzungen)이나 입법 변경(gesetzgeberische Veränderungen)에

련되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 임의 특성은 國家目標條 과는 어느 정도 구별된다.

입법 임규정은 특수하고 구체 으로 표 되기 때문에 國家目標條 보다 더 강하

게 입법자를 구속한다. 즉, 입법 임규정은 오로지 입법자에게만 련되지만, 그것

은 아주 세 한 내용에 하여 입법자에게 임에 따른(auftragsgemäß) 실행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國家目標條 의 경우보다는 강력한 법 구속력

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입법 임규정과 國家目標條 , 로그램규정 사이에 엄

격한 경계를 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253) Bericht der Sachverständigen Kommission “Staatszielbestimmung/

Gesetzgebungsaufträge”, 5쪽, Rn. 8; H. H. Klein, “Staatsziele im

Verfassungsgesetz, Empfielt es sich, ein Staatsziel Umweltschutz in das

Grundgesetz aufzunehmen?”, 733쪽.

254) D. Rauschning, “Aufnahme einer Staatszielbestimmung über Umweltschutz in

das Grundgesetz?”, DöV, 1986, 4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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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일 뿐만 아니라 한 책임이라는 것을 환기시키는 기능을 한다.

둘째, 環境保護 國家目標條 은 立法 에게 環境問題를 지속 으로

고려하게 하는 勸告機能을 한다.

셋째, 環境保護 國家目標條 은 정치 토론과 개인에 하여 敎育的

機能을 한다.

넷째, 環境保護 國家目標條 은 미래에 생태계의 험이 더욱 증 할

경우 헌법 으로 필요한 환경보호의 상 우 를 보장하는 선구 기

능을 한다.

다섯째, 여러 개의 목표가 충돌하는 경우 그것을 해결하는 기능을 한

다. 즉 立法 가 충돌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 公共機關(Behörde)이 계획

을 수립하거나 재량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 언제나 환경에 미치는 향

이 최소한 형량되어야 하는 이해 계로 고려되게 된다.

여섯째, 조직 인 이익단체의 향력 행사와 압력에 하여 公共機關

을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

일곱째, 무분별한 自由權 행사를 生態的으로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하

는 기능을 한다.255)

여덟째, 國民이 環境保護에서 매우 요한 과제를 재발견한다는 일정

한 제하에서 憲法의 統合作用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한다.256)

(2) 國家目標條 방식의 否定的 側面

環境保護 國家目標條 에 하여는 다음과 같은 문제 들이 지 되고

있다.

첫째, 環境保護는 포 문제이기 때문에 윤곽이 모호한 自然的 生

活基盤과 같은 不確定 槪念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을

사용하면 保護客體가 무제한이 되어 법 인 義務賦課는 힘들게 된

다.257)

둘째, 그 게 되면 개별 인 경우에 그러한 내용의 國家目標條 을

최종

255) H. Soell, 앞의 , 212쪽.

256) H. H. Klein, 앞의 , 734쪽.

257) D. Rauschning, 앞의 , 491쪽; D. Murswiek, “Umweltschutz-Staatszielbestimmung

oder Grundsatznorm?”, ZRP, 1988, 16쪽; H. H. Klein, 앞의 , 7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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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결정하는 것은 司法府이기 때문에 環境政策上의 결정권이 司

法府에 넘어가는 결과가 되어 法治國家原理와 民主主義原理에 모순되게

된다.258)

셋째, 環境保護를 國家目標條 으로 基本法에 규정하는 경우 다른 國

家目標條 들도 基本法에 成文化시키지 않을 수 없다.259)

넷째, 環境保護를 國家目標條 으로 成文化시키면 이미 基本法에 규

정되어 있는 國家目標條 인 基本法 제109조 제2항의 全體經濟의 均衡

과 모순된다. 왜냐하면 兩 는 동시에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

아가서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260) 魔의 4각261)에 제5각262)을 더하

는 셈이 된다.263)

다. 구체 형태

환경헌법은 크게 국가목표조항으로 규정한 형태와 기본권조항으로 규

정한 형태로 나 어진다.

258) L. H. Michel, “Umweltschutz als Staatsziel? Zur Problematik der Aufnahme

einer Umweltstaatszielbestimmung in das Grundgesetz”, NuR, 1988, 311쪽; D.

Murswiek, 의 , 17쪽; H. H. Klein, 앞의 , 736쪽.

259) D. Rauschning, 앞의 , 494쪽. 1983년 ‘국가목표조항․입법 임규정’에 한

문가 원회 보고서에서는 노동, 문화, 개인정보보호(Datenschutz) 등을,

Rauschning은 그 외에도 내 안 의 보장, 생계보장 등을 각각 들고 있다.

260) H. H. Klein, “Staatsziele im Verfassungsgesetz, Empfielt es sich, ein

Staatsziel Umwe-ltschutz in das Grundgesetz aufzunehmen?”, DVBl., 1991, 736

쪽.

261) 基本法 제109조 제2항을 구체화한 법률인 경제안정법(Stabilitätsgesetz) 제1조

제1문은 ① 물가안정, ② 높은 취업 수 , ③ 국제수지균형, ④ 지속 인 경제성

장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것들을 이른바 魔의 4각이라고 한다.

262) 여기에서의 제5각은 환경보호를 지칭한다.

263) H. H. Rupp, 앞의 , 9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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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國家目標條 의 형태로 환경보호를 규정한 國家264)

(가) 獨逸

1994. 10. 27. 제42차 기본법 개정에서 독일 기본법은 제20a조에서 환

경보호를 國家目標條 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그 후 독일 연방의회

는 2002. 7. 26. 제50차 기본법 개정에서 종 의 “자연 생활기반”의

보호에서 “자연 생활기반과 ‘동물’ ”의 보호라고 함으로써 ‘동물’ 보호

를 명문화하기에 이르 다.265)

“국가는 한 미래세 에 한 책임을 지고 헌법질서의 범 내에서

입법에 의하여 그리고 법률과 법의 척도에 따라 집행권과 사법권에 의

하여 자연 생활기반과 동물을 보호한다.”266)

(나) 오스트리아267)

264) 1998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그 제57조에서 환경보호에

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 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 생 생활환경과 로동조

건을 마련하여 다.” 1998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 하여는

장명 , “김정일체제의 출범과 북한헌법의 변화와 망”, ｢북한정권 55년: 북한법

제의 변화와 망｣, 북한법연구회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 회 발표논문집, 2003.

11. 1., 56-64쪽 참조; 1999년 화인민공화국헌법은 그 제26조에서 환경보호에

한 규정을 두고 있다. “1) 국가는 생활환경과 생태환경을 보호․개선하고 오염

기타의 공해에 한 책을 권장한다. 2) 국가는 植樹․造林과 산림의 보호를 조

직․장려한다.”; 환경보호를 국가목표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면 계상 여기

에 소개할 수 없는 그 밖의 국가로는 1986년 그리스 헌법(제24조), 1983년 네덜란

드 헌법(제21조), 1991년 스 스 헌법(제24조), 1995년 아르메니아 헌법(제10조),

1992년 에스토니아 헌법(제53조), 1995년 인도 헌법[제48A조, 제51A조(g)], 1997년

태국 헌법(제56조), 1983년 나마 헌법(제114조, 제116조) 등이 있다.

http://www.oefre.unibe.ch/law/icl.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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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62쪽; Johannes Caspar, “Zur Einführung einer

Staatszielbestimmung “Tierschutz” ins Grundgesetz”, ZfU, 1998. 4, 177-183쪽.

266) BGBl.Ⅰ3146; M. Kloepfer, “20a GG”, Bonner Kommentar, 79. Lfg., 1997. 3, 1

쪽; http://www.oefre.unibe.ch/law/icl.

267) Ernst Brandl & Hartwin Bungert, “Constitutional Entrench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Experiences Abroad”, The Harvard

Environmental Law Review, Vol. 16:1, Harvard Law School, Cambridge, MA,

1993, 45-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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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오스트리아공화국 헌법은 그 제41조에서 國家目標條 으로 보

편 인 환경보호를 선언하 다.

“1) 오스트리아공화국은 보편 인 환경보호에 동의한다.

2) 보편 인 환경보호는 인간존재의 기반인 자연환경을 유해한 향

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보편 인 환경보호는 소음에

의하여 야기된 안온방해의 회피뿐만 아니라 깨끗한 공기, 물, 토양을 유

지하기 한 조치들로 이루어진다.”

(2) 基本權條 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268)

(가) 남아 리카공화국269)

1996년 남아 리카공화국 헌법은 그 제24조에서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다.

“1) 모든 사람은 자기의 건강과 복지에 유해하지 않은 환경에 한

권리를 가진다.

268) 우리 헌법도 기본 으로는 기본권조항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우리 1980년 헌법에서 처음으로 환경권이 도입되었는데[제33조: “모든 國民은 깨

끗한 環境에서 生活할 權利를 가지며, 國家와 國民은 環境保全을 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 이를 계승한 1987년 憲法은 環境權을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다음과 같다. “모든 國民은 건강하고 快適한 環境에서 생활할 權利를 가지며, 國

家와 國民은 환경보 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1항). 環境權의 내용과 행사에

하여는 法律로 정한다(제2항). 國家는 住 開發政策 등을 통하여 모든 國民이 快

適한 住居生活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3항).”]; 기본권조항으로 되어 있

으나 지면 계상 여기에 소개할 수 없는 그 밖의 국가로는 1987년 니카라구아공

화국 헌법(제60조), 1984년 에쿠아도르 헌법(제19조 제2항), 1993년 페루 헌법(제

123조), 1982년 터키공화국 헌법(제56조) 등이 있다. Ernst Brandl & Hartwin

Bungert, 의 , 71쪽; Weiss, 앞의 책, 302쪽, 309쪽; http://www.oefre.unibe.

ch/law/icl;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에서 헌법에 환경보호를 기본권조항의 형태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E-9{핵심 인 경제 행 자일 뿐만 아니라 환경 행 자

로 가정해 E-9라고 부를 수 있는 9개 규모 산업국가와 개발도상국들[ 국, 인

도, 유럽연합(룩셈부르크 제외), 미국, 인도네시아, 라질, 러시아, 일본, 남아 리

카]}에 속하는 러시아, 남아 리카공화국 등이 최근에 기본권조항의 형태로 규정

하는 추세이다. E-9개국의 최근의 생태 건강상태에 하여는 스터 라운

외,「지구환경보고서 2001(State of the World 2001)」, 오수길 외(역), 도요새,

2001, 25쪽, 32-33쪽 참조.

269) 남아 리카공화국 헌법은 1996년 11월에 새로이 채택되어 1997년 2월부터 효력을 발

생하 다. http://www.oefre.unibe.ch/law/icl; Yearbook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Vol. 7,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342-3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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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든 사람은 세 와 미래세 의 이익을 하여, 오염과 생태

악화를 방지하고 보 을 장려하며, 정당한 경제 ․사회 개발을 진

하는 반면에 자연자원의 생태 으로 지속가능한 개발과 이용을 확보하

는 합리 인 입법조치와 기타 조치를 통하여 환경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나) 러시아

1993년 러시아헌법은270) 제42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쾌 한 자연환경과 그 상태에 한 신뢰할 만한 정보,

환경상의 법행 로 인한 건강 는 재산상의 피해배상에 한 권리를

가진다.”

(다) 불가리아271)

1997년 불가리아 헌법은 제55조에서 환경권에 한 규정을 두고 있

다.

“국민은 설정된 기 과 규정에 상응하는 건강하고 쾌 한 환경에

한 권리를 가진다.”

(라) 우크라이나272)

1996년 우크라이나 헌법은 그 제50조에서 다음과 같이 환경권을 규정

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안 하고 건강한 환경에 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Ⅲ. 環境保護와 련된 各國憲法의 傾向

1. 序說

이상의 세계 각국의 憲法에 규정된 環境條 에 한 고찰로부터 체

으로 다음과 같은 요한 경향과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을 크

게 규범형태에 한 분석과 헌법상 사용된 표 의 분석으로 나 어 살

펴보기로 한다.

270) 러시아헌법은 1993. 12. 12. 국민투표를 통과하여 1993. 12. 25. 공고가 행하여짐

으로써 같은 日字로 발효되었다.

271) http://www.oefre.unibe.ch/law/icl.

272) Yearbook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Vol. 7,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3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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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規範形態에 한 분석

가. 國家目標條 의 형태로 규정한 國家의 특성

컨 독일과 같이 憲法의 規範力이 확보되어 있는 국가일수록 環境

保護를 環境基本權의 형태로 규정하지 않고 環境國家目標條 의 형태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환경보호를 기본권의 형태로 규정하게

되면, 첫째, 컨 魔의 4각273)에 環境保護라는 제5각을 더하게 되는

등 그 波及效가 막 할 수 있고, 둘째, 環境權은 특히 集團的 性格을 지

니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정향된 종래의 基本權의 형태로 규정하게 되면

그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基本權은 국가권력을 직

으로 구속하는데 환경보호를 기본권의 형태로 규정하더라도 국가권력

을 직 으로 구속하기가 어렵게 되고 이것은 헌법체계에 부합하지 않

아 그 解釋에 어려움이 있다. 즉 獨逸 基本法 제1조 제3항에서는 “이하

의 기본권은 직 용되는 법으로 立法, 執行, 司法을 구속한다.”고 규

정하고 있는데 환경보호를 기본권의 형태로 규정하게 되면 기본법 제1

조 제3항과 조화로운 해석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나. 基本權條 의 형태로 규정한 國家의 특성

環境保護를 基本權條 의 형태로 규정한 헌법은 80년 이후 최근에

개정 내지 제정한 아시아․아 리카․남아메리카․동구권 등을 심으

로 한 국가들의 憲法 에서 많이 발견된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의 헌

법은 規範的 憲法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본권조항의 형태로 환

경보호를 규정한다고 해서 이것이 다 실 되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

히려 象徵的․

273) 基本法 제109조 제2항을 구체화한 법률인 경제안정법(Stabilitätsgesetz) 제1조

제1문은 ① 물가안정, ② 높은 취업 수 , ③ 국제수지균형, ④ 지속 인 경제성

장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것들을 이른바 魔의 4각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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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治的 意味가 크다고 할 수 있다.

3. 憲法上 사용된 表現의 분석

가. 憲法 文 上 環境槪念

헌법 문언상 環境과 련하여 環境이라는 표 보다 自然環境이라는

표 이 더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環境의 槪念을 狹義로 악하여

自然環境 만큼은 반드시 보호하여야 하겠다는 全世界的 공감 의 헌법

수용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環境保護에 實效性을 부여하려는 각국

헌법의 意志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環境保護에 未來世代까지를 포함하는 경향

1980년 이후 최근에 憲法을 改正 내지 制定한 국가들의 環境保護條

을 살펴보면 그 일반 인 추세로서 그것이 基本權의 형태로 되어 있

건 아니면 다른 형태로 되어 있건 상 없이 現世代만을 하여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未來世代를 해서도 환경을 보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환경을 재 훼손하면 미래세 에게 까

지 엄청난 波及效果를 미칠 수 있으므로 세 는 善良한 管理 의 注

意義務를 가지고 事前配慮의 원칙에 입각해서 환경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경향이기도 하다.

Ⅳ. 環境保護에 한 國家目標條 과 基本權條 의 比

1. 序說

環境保護를 國家目標條 과 基本權條 으로 규정하는 것과 련하여

그 각각의 肯定的 側面과 否定的 側面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특히 다음

과 같은



126

것, 즉 個別的 國民에게 主觀的 權利賦 否, 國民의 環境意識의

提高, 保護의 範圍 등을 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들

사항에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個別的 國民에게 主觀的 權利 賦 否

基本權條 과 國家目標條 의 가장 큰 차이 은 개별 국민에게 주

권리를 부여하느냐 여부이다. 기본권조항으로부터는 개별 국민이

주 권리를 도출할 수 있는데 반하여, 國家目標條 으로부터는 개별

국민이 주 권리를 도출할 수 없다.274) 바로 이러한 요한 차이

때문에 독일에서 20여 년 동안 眞摯한 논의를 거듭하다가 드디어 國家

目標條 으로 규정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基本權條 의 형태로 環境保護를 규정하게 되면 과연 실효성

이 있는 권리가 될 수 있는가가 가장 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왜냐

하면 人間의 嚴에 합한 환경이라는 保護法益은 충분히 규정될 수

없고, 공기와 물, 自然景觀과 種 多樣性과 같은 環境保護 法益들은 개인

법익이 아니라 국가 체 는 인류 체 인 이해 계와 련된다는

에서 고립된 개인을 상정한 消極的인 防禦權的 基本權 條 으로 環境

保護라는 과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한계가 있고, 시민 ․정치 권리인

제1세 인권, 사회 ․문화 권리인 제2세 인권과는 달리 ‘생성 에

있는’(in fieri) 제3세 인권의 하나로서 아직도 형성과정에 있는 環境

權은 總合的․包括的 基本權275)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에서도 그 핵심

성질은 社 的 基本權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社 的 基本權의 특

성상 憲法規定만 가지고 訴求하기가 어려운 권리여서 문제이다.276)

274) M. Kloepfer, “Art. 20a,” Bonner Kommentar, 79. Lfg. 1997. 3, 33-34쪽; Thomas

Würtenberger, “Umweltschutz und Grundrechtsdogmatik”, in: Dieter Leipold(Hrsg.),

Umweltschutz und Recht in Deutschland und Japan, Heidelberg: C. F. Müller

Verlag, 2000, 3-4쪽.

275) 洪準亨,「행정법총론」, 제3 , 한울아카데미, 1997, 98쪽.

276) 여기에 하여 社 的 基本權이 複合的․多側面的 構造를 지니고 있다는 에
착안하여, 사회 기본권이 완 한 의미에서의 구체 인 권리일 수는 없다고 할
지라도 어도 일부 청구권 기본권이나 정치 기본권과 동일한 수 의 不完
全하나마 具體的인 權利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 權寧星, ｢헌
법학원론｣, 법문사, 2004, 633-634쪽; 權寧星, “社 的 基本權의 憲法規範性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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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國民의 環境意識의 提高

環境保護를 國家目標條 으로 규정하든 基本權條 으로 규정하든 國民의

環境意識을 제고하는 측면에서는 거의 같을 것이나 그 정도에 있어서 基本

權條 의 형태로 하는 것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즉 國民들에게

한 敎育的 效果나 刺戟效果를 모두 다 것이나 基本權條 의 형태가

國家目標條 의 형태보다 훨씬 더 강한 효과를 지닐 것이다. 韓國에서처럼

執權 들이 형식 으로 내지 口頭禪으로 環境保護를 외치는 상황에서는 國

家目標條 만 가지고는 곤란하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環境先進國에서는 우

리보다도 환경교육이 잘 이루어진 결과 지도자들277)과 國民들의 環境意識

이 상당한 수 이고278) 환경 계법이 잘 정비되어 있어서 구태여

법소송 실 을 한 시론-,” ｢헌법논총｣, 제2권, 헌법재 소, 1991. 12; 이 견해
에 하여 권리가 완 한 것일 경우와 불완 한 것일 경우 어떠한 차이가 있으
며 법 으로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가 밝 져 있지 않다는 비 이 있다. 鄭宗
燮, “기본권의 개념과 본질에 한 이론 논의의 개”, ｢한국에서의 기본권이론
의 형성과 발 ｣, 許營博士 華甲紀念論文集, 박 사, 1997, 24-25쪽.

277) 미국의 부통령이었던 Al. Gore는 환경문제 문가로서 환경보호를 해서 왕
성하게 활동하고 있고, 1998년 9월 실시된 연방하원선거에서 기민당․기사당
(CDU/CSU)연합을 제치고 승리한 독일의 재 집권당인 사민당(SPD)은 제42차
기본법 개정에 한 논의에서도 自然의 獨自的 權利를 인정하려고 했을 뿐만 아
니라 그 연정의 트 로 녹색당(Die Grünen)을 선택하여 그들의 야당 때 주장
이었던 ‘원자력발 소 완 폐쇄하고 새로운 원 을 건설하지 않는다’는 획기 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78) 미국에서는 1969년 캘리포니아주 산타 바바라 해안에서의 형 원유유출사고,
1979년 뉴욕주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의 매립지에서의 독성물질 침출사고, 알라스
카 해안에서의 엑슨 발데즈社의 형유조선좌 로 인한 원유유출사고 등의 일련
의 환경재앙으로 말미암아 재 다수의 미국국민들은 환경의 보호가 무
요한 과제이므로 환경규제의 기 은 아무리 높아도 상 없으며 환경개선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Robert V. Percival et al., Environmental Regulation, 2nd ed., 1996, Aspen
Law & Business, 5쪽; 독일 연방환경청의 보고서에 의하면 독일 국민의 70%가
실업구제 다음으로 효율 인 환경보호를 요한 정치목표로 꼽고 있다.
Umweltbundesamt(Hrsg.), Daten zur Umwelt 1986/87, 1986, 78쪽; 經濟成長과
環境保全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목표와 련한 우리 국민들의 價値觀의 변화
를 살펴보면 환경을 우선하는 가치가 1990년 에 들어서, 특히 90년 후반에 매
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成長優先論을 압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96년 조사와 1997년 조사를 비교하여 특징 인 것은 경제성장보다는
환경보 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식에는 변함이 없으나 이에 공감하는 비율은 이른
바 IMF사태가 발생하기 이 인 1996년과 비교하여 85.2%에서 77.7%로 약 7.5%
포인트 감소하 는 바, 이는 이른바 IMF사태와 련이 있는 것 같아 주목할 만한
상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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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基本權을 규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지만,279) 한국과 같이 압축

성장을 달려왔고 지도자들의 상당수가 환경의식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교육이 제 로 되고 있지 않는 상황280)에서는 헌법에 국가

목표로서의 환

<도표> 환경보 과 경제성장의 상 요성 (단 : %)

환경보 우선 조화 경제성장우선 모름

1982 6.6 69.9 14.3 9.1

1987 2.8 88.7 6.0 2.5

1992 51.5 29.0 19.5 -

1996 85.2 - 14.7 0.1

1997 77.7 - 22.3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문제에 한 국민․기업의식조사 결과」, 1997,

6-7쪽.

279) 비근한 로 미국에서는 헌법상 환경에 한 규정이 없지만 로마시 에 발
달했던 公共信託理論을 계승․발 시켜 세계환경의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그 좋은 이다. 公共信託理論은 자연자원 어떤 것은 공동체의 존속과 번 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므로 이를 반드시 보호하여야 한다는 신념에 기 하고 있다. 公
共信託理論은 이러한 신념에 기 하여 공동체의 존속과 번 에 필수 인 자원의
소유자에게 受託 로서의 의무를 부과하여 소 신탁자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이익
을 하여 그 소유자에게 信託되어 있다고 이론 구성한다. 컨 , 국유지인 개펄
이 우리 나라 국토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생태계의 괴를 방비하는데 필수 이라
고 단되면 비록 습지보 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개펄을 보호할 實定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소유자인 국가는 개펄의 受託 로서 일반국민을 하여 이
를 보 할 법 의무를 지게되어 이 개펄을 농지로 개간하거나 공장부지로 사용
키 하여 기 공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公共信託理論에 하여 자세한 것
은 趙弘植, “공공신탁이론과 한국에서의 용가능성”, 법조, 1997. 5, 5-43쪽;
Joseph L. Sax, “The Public Trust Doctrine in Natural Resource Law: Effective
Judicial Intervention”, 68 Michigan L. Review 471, 1970 참조.

280) 국회 환경노동 원회 방용석 의원은 1997년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의 감사를
해 교육부에서 발행한 학교 <환경>, (주) 한교과서에서 발행한 고등학교<환
경과학>,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행한 고등학교<환경과학> 등 우리 나라 ․고등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환경과목교과서 7가지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모두
101건의 오류가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교과서로 배우는 학생들의 환
경의식이 우려된다.”며 “환경 교과서들을 면 재검토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고 구했다. 컨 (주) 한교과서의 <환경과학>은 수자원이란 단원 45쪽
에서 “담수의 97.5%는 지하수이고 0.8%는 토양수분, 나머지 1.7%는 강물이나 호
수 같은 지표수로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으나, 같은 고등학교교과서인 서
울시교육청의 <환경과학> 59쪽에는 담수 지하수의 비율이 22%라고 되어 있
다. 한 서울시교육청의 <환경과학>에서는 실제 낙동강의 오염이 가장 심한데도
산강이 제일 오염되었다고 고 있다. 교과서의 오류는 첫째, 검증되지 않은 사
실을 언 한 경우, 둘째, 사진과 본문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셋째, 내용자
체가 잘못된 경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겨 신
문 1997. 10. 17. 26쪽.



129

경조항만 가지고는 환경보호에 부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국가목표조항의 형태로 환경보호를 규정할 때 불충분한 부분을 보완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281)

4. 保護의 範圍

상 이지만 환경보호를 國家目標條 으로 규정하게 되면 保護範圍

가 기본권조항보다 더 넓어질 수 있으나 막연히 무 넓게 새기게 되면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의 이론’이 용되어 그 本質的 內容조차도 보호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법원은 부산 학교 결282) 등 여러 결을 통하여 “環境

權에 한 憲法 제35조의 규정이 개개의 國民에게 직 으로 具體的인

私法上의 權利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

281) 컨 로마법에 연원을 두고 미국에서 꽃피운 공공신탁이론의 도입을 상정해

볼 수 있다. 한 不特定 多數人에게 分散된 不可量의 價値 내지 環境利益을 효과

으로 보호하기 해서는 集團訴訟制度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趙弘植,

“공공신탁이론과 한국에서의 용가능성,” ｢환경법연구｣, 제19권, 1997, 193쪽.

282) 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결(공1995하, 3399; 법원 례집, 제43권

2집, 1995, 193-195쪽); 제1심결정: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94. 12. 28.자 94카합

750; 원심 결: 부산고법 1995. 5. 18. 선고 95카합5 결[공사 지가처분이의, 하

집1995-1, 50]; 金南辰, “환경권에 의거한 건축허가의 일부취소청구,” 고시연구,

1995. 6, 121-12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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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려면 그에 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계 법령의 규정취지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 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한다.”고 일 성 있게 시하면서 保護의 範圍가 한

정되어야 함을 거듭 밝히고 있다.

특히 우리 헌법 제35조는 제3항에서 쾌 한 住居環境까지 규정하고

있어 환경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을 혼동한 것이라 여겨질 정도로 그 범

가 무 넓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통 으로 주택문제는 사회보장

의 상이 되고 환경보호와 직 련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283)

우리나라의 재의 주택문제를 고려할 때 행 헌법 제35조 제3항과 유

사한 내용의 규정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바람직한 치는 環境權을 규

정한 제35조가 아니라 사회보장의 근거 규정인 제34조 어야 할 것이

다.284)

Ⅴ. 結 論

1949년 Bonn基本法이 제정될 당시에 基本法制定過程에 참여한 학자

와 정치가들의 머리 속에는 한 아름의 장미꽃에 불과하 던 Weimar憲

法上의 基本權의 效力에 한 부정 인 경험 등 때문에 憲法을 가지고

무엇을 많이 약속하기보다는 보다 많이 지키는데 주력하고자 하여 基本

權目 을 단지 古典的인 自由權的 基本權만으로 된 17개 조항으로 규정

하 다. 그 결

283) Rauschning은 환경정책의 분야로 다음과 같은 7가지를 들고 있다. 즉 (1) 물 리

(Wasserwirtschaft), (2) 기청정도 유지(Luftreinhaltung), (3) 경 보호, (4) 자연

보호, (5) 소음, 출열, 방사선의 형태로 나타나는 에 지통제, (6) 식용품에 섞인

이물질통제, (7) 폐기물처리. D. Rauschning, “Staatsaufgabe Umweltschutz,”

VVDStRL, H. 38, 1980, 169쪽.

284) 우리 헌법 행주택 련법의 해석상 주거(택)기본권을 인정한다면 이는 환경

권의 一種으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생존권(사회권) 기본권으로 보아야 할 것

이다. 왜냐하면 주택은 환경권의 상으로서의 단순한 환경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生存의 場’으로서의 성격이 매우 강하고 최 한도의 주거장소를 확보하고

자 하는 소득층 국민의 주거(택) 부청구권은 국가의 부행정작용과 맞물려 생

활보장 성격에 가깝기 때문이다. 李殷祈, 랑스의 주거기본권실 형태로서의

사회주택에 한 법 고찰-H.L.M.( 임료주택)을 심으로-, 서울 학교 법학박

사학 논문, 1995. 8, 303-304쪽; 홍성방, ｢헌법학｣, 암사, 2004, 5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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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環境保護에 한 가치에 비 을 두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國家의 構成要素에는, 종래의 3要素에 環境이 들어가야 할 정도로 環境

이 요시되어 現代國家의 宿命的 課題는 바야흐로 環境保護가 되었다.

이와 같은 環境保護에 한 獨逸의 熱風은 기에는 基本權條 의 형태

로 環境保護에 한 규정을 하려고 하 다가 國家目標條 의 형태로 규

정하게 되었다는 은 示唆해 주는 바가 많다고 할 수 있다.285) 그러나

우리 나라의 헌정사에 있어서 憲法典에 環境保護를 도입하는 경우에 어

떠한 規範形態로 이를 도입할 것인가에 하여 독일에서처럼 진지한 논

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즉 基本權條 의 형태로 國家의

高法에 環境保護를 도입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지 그 규범력과

효를 고려하지 않고 임기응변식으로 환경권을 도입하 다고 할 수 있

다.286) 특히 人間의 嚴에 합한 環

285) 독일은 基本法에 環境權에 한 규정을 추가하려 하 으나 독일 基本法上 基本

權은 “直接的으로 효력을 갖는 法으로서 立法, 執行 司法을 구속”하는 것이므

로 環境權을 기본권으로서 명문화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등의 반론으로 권리의 형태로 규정하는 것은 단념하고 國家目標條

의 형태로서의 環境保護에 한 규정을 두게 되었는 바, 이러한 사실은 앞으로

우리 憲法改正時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국내에 좀처럼 알려지지

않은 이 사실로부터 상 으로 憲法에 환경권규정을 신설한 지 벌써 20년을 넘

어선 우리나라 헌법의 선진성을 추론하는 것은 잘못이다. 李康 , “헌법 시각에

서의 환경문제”, 「헌법논총」, 제6집, 헌법재 소, 1995, 126-128쪽, 138-142쪽;

洪準亨, 「환경법」, 박 사, 2001, 40쪽.

286) 1980년 헌법에서 처음으로 환경권이 도입되었는데, 이를 하여 政府는 1980. 1.

20.부터 법제처 내에 憲法硏究班을 설치하여 憲法에 한 연구를 추진하여 왔다.

憲法硏究班은 법학자 10인, 정치학자 6인, 경제학자 6인, 법조인 3인, 공무원 3인

계 30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憲法改正案을 마련함에 있어서 기 자료로 활

용하기 하여, 항목별로 우리 헌법제도 련 외국제도와 그 운 실태를 분

석․평가하고, 항목별로 거론 가능성이 있는 제도의 유형과 앞으로 채택하는 경

우에 상되는 장․단 보완책을 분석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 다. 憲法硏究

班은 4개 분과로 나 어 연구를 추진하여 왔으며, 제1분과는 체총 ․ 문․총

강․헌법개정에 하여, 제2분과는 정부형태․ 통령․내각․국회․선거제도․지

방자치에 하여, 제3분과는 기본권․사법제도․헌법보장에 하여, 제4분과는

재정․경제에 하여 각각 연구하 다. 1980년 헌법개정 당시의 憲法硏究班 硏究

報告書를 살펴보면 자세한 논의는 거의 하지 않은 채 環境權 강화를 한 별도

의 규정을 둘 것이냐의 문제에 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

는 정도이다.

1. 明文化 贊成意見 (1) 贊成의 根據: 環境權은 행 憲法上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은

아니나 環境汚染의 심각화에 따라 國民保健에 지 한 향이 있으므로 이를

독립된 조문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明文化의 類型에 하여는 다음과 같이

견해가 갈린다. (2) 明文化의 類型: 1) 일반 인 규정으로 “國家는 國民이 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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境이라는 保護法益을 충분히 규정할 수 없는데다가 自然景觀과 種 多

樣性과 같은 保護法益들은 個人的 法益이 아니므로 環境保護라는 國家

全體 내지 人類全體의 課題를 個人의 主觀的 權利로써 해결하려는 것은

곤란하다는 등을 고려하지 않고 基本權條 의 형태로 環境保護를 憲法

에 受容하 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환경기본권을 두고 있는

부분의 국가들도 와 같은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 헌

법개정시, 특히 통일 헌법제정시에 이러한 들을 고려하여 좀더 합리

인 규정의 형태로 환경보호가 자리매김 하게 되어 미래세 287)에게

보다 더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288)

適한 環境을 릴 수 있도록 그 보 에 노력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자는 의

견 2) “보다 이를 철 히 보장하기 하여는 일반 인 노력조항으로는 부족하

고 憲法에 규정하는 것만으로써 直接 效力이 발생하도록 法院에 出訴가 가능

하도록 하는 案이 타당하다.”는 의견

2. 明文化 反 意見의 根據: 環境權이 憲法에 규정되는 경우 國家의 人的․物的 負

擔이 많으며 배상 사태로 國庫負擔 增大 내지 산 집행상 어려움이 상되고

경제 발 이 둔화될 우려가 있다.

3. 憲法硏究班 硏究報告書의 檢討意見: “環境權에는 公害防止 뿐만 아니라 自然資源

의 보호와 개발도 포함되며, 經濟條 과의 계( 컨 土地의 公槪念 등)에서

重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을 뿐이다. 법제처, 헌법심의자료 헌

법연구반보고서, 1980. 3, ⅰ-ⅵ쪽, 155-157쪽 참조.

287) 미래세 환경권에 하여는 John Edward Davidson, “Tommrrow’s Standing

Today: How The Equitable Jurisdiction Clause of Article Ⅲ, Section 2

Confers Standing Upon Future Generations”, 28 Colum. J. Envtl. L. 185, 2003,

185-221쪽; 졸고, “미래세 의 환경권”, ｢공법연구｣, 제31집 4호, 2003. 5, 173-208

쪽 참조.

288) 살라딘은 “未來世代의 權利宣 ”을 제시하고 있다. 컨 , 未來世代가 건강한

공기, 손상을 입지 않은 오존층 지구와 우주 사이에서 충분한 열의 달이 될

것을 요구하는 權利를 가진다 라든가 未來世代는 건강하고 충분한 수역

(Gewässer), 특히 건강하고 충분한 음료수에 한 權利를 가진다 등이 있다.

Peter Saladin & Christoph Andreas Zenger, Rechte künftiger Generationen,

Helbing & Lichtenhahn Verlag AG: Basel/Frankfurt am Main, 1988, 46-47쪽;

Toronto 학교 미래학교수인 Allen Tough는 미래세 가 를 사는 사람들에게

바라는 7가지 사항을 ‘미래세 로부터 온 편지’라는 제목의 에서 그는 두 번째

사항으로 미래세 가 온 히 살 지구환경을 물려달라고 요구하는 편지를 썼다(첫

번째 사항은 평화와 안 ). Allen Tough, A Message from future generations,

The Futurist, 1995, March-April, Vol. 29, No. 2, 3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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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우리나라와 같은 경성의 성문헌법국가에서도 불문의 헌법이 있을

수 있는지 특히 그 습헌법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헌법학의

학문 논의의 면에서나 헌법재 실무의 면에서나 한번 고찰해 볼 필

요가 있는 의미 있는 주제로 생각된다.

필자의 단으로는 성문의 경성 헌법국가에서 습헌법의 인정의 문

제는 세 가지의 측면에서 실제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첫째 어느 특

정한 헌법사항이 습헌법으로서 명문의 근거가 없이도 그 헌법 합성

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생성의 문제), 둘째 만약 이러한 습헌법이 성

문헌법의 내용에 배치된다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될 것인지(인정 범 의

문제), 셋째 이러한 습헌법은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게 되는지 여부

(소멸의 문제)에 한 것이다. 첫째의 문제는 습헌법이 성문의 헌법

을 가지는 국가에서 어떠한 근거로 인정되는지 여부의 법철학 근거에

한 논의가 심이 될 것이고, 둘째의 문제는 습헌법의 인정 범 ,

즉 명문의 헌법규범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배치되는 내용의 습

헌법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논의의 심이 될 것이다. 그리

고 셋째의 문제는 습헌법의 변경, 소멸에 한 것으로서 헌법의 변천

의 문제와 논의 역을 공유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 에서는 습

헌법 일반에 한 이론의 검토를 한 다음 구체 사례를 실증해 으로

써 문제들에 한 결론을 얻어내는 순서로 살펴 보기로 한다.

2. 습헌법의 인정 여부에 하여 국내의 문헌은 이 문제를 체로

상세히 다루지는 아니하고 있다.1)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성문헌법체

제 하에서도 습헌법이 발생하고 정착될 수 있다는 은 인정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부분의 학설은 이를 인정하더라도

성문헌법의 규

1) 다만 이 습헌법의 문제를 직 다룬 논문으로, 정재황, 헌법 습과 헌법 례의

불문헌법법원성 여부, 고시계 91/10, 97-109면이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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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테두리 안에서 성문헌법의 애매한 을 보충하고 성문헌법의 실

효성을 증 시키는 범 안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습

헌법이 명문의 헌법조항 없이 헌법의 내용을 규정짓는 것이므로 이를

조건 없이 인정하는 것은 헌법 행에 의하여 성문헌법이 무제한 변

질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 이는 궁극 으로 성문헌법 을 도외시한

불문 행례가 국가생활을 압도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 때

문이다.2) 이와 같은 견해가 통설 인 것이기는 하고 성문헌법의 치를

살리면서 습헌법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에서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의 내용을 구체 으로 분석해 볼 때 이러

한 일반 견해가 과연 타당한가하는 의문이 남는다. 이 에 해서는

이후에서 살펴 보기로 한다.

Ⅱ. 습헌법의 이론 근거

- 랑스에서의 논의를 심으로 -

1. 습헌법의 법철학 분석은 랑스의 제3공화국 당시에 특히 활

발하 다. 1875년에서 1940년에 이르기까지 65년간 지속된 랑스 제3

공화국은 성문의 경성헌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내용이 비교 간결하

고 권리장 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헌법의 흠결을 메우기 하여

헌법 행에 의한 국가체제의 운 이 불가피하 으며, 그러한 가운데

습헌법론의 논의가 활발하 다.3)

이러한 랑스 인 헌법 습론의 형은 르네 카피탕(René Capitant)의

견해

2) 허 , 한국헌법론, 2004, 35면

3) 당시 공화국체제를 지향하는 헌법을 채택함에 있어서 의회내에서 입헌군주제를

옹호하는 자들의 이견이 있었으므로 공화국체제를 통일된 헌법 으로 선언하지

못하고 3개의 헌법 법률(lois constitutionnelles)을 의결하는 것으로 만족하여야

했다. 즉 1875. 2. 24.의 상원에 한 법률과 같은 달 25.의 공권력의 조직에 한

법률 같은 해 7. 16.의 공권력의 계에 한 법률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

이 1875년의 랑스헌법은 단일법 의 형태에 의한 것이 아니고 3개의 부분 헌

법 에 의한 것이지만, 이는 법률과는 다른 헌법규범이며 경성헌법에 속한다. 즉

1875년의 랑스헌법의 개정에 있어서는 단순법률의 제․개정 차와는 달리 양

원합동회의에 의한 의결을 반드시 필요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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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1929년에 발표되어 50년 후 ‘공법잡지(Revue du droit public)’에

재수록된 그의 논문 ‘헌법 습(la coutume constitutionnelle)’은 랑스의

제3공화국 당시의 헌법 실을 분석하여 습헌법의 심 역할을 도출

해 내고, 이에 따라 그 본질을 논하고 있다.4) 그의 습헌법론의 기

에는 ‘제정자에 의하여 제시된 법이 아니고, 실로 용되고 있는 법

자체가 실정법이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제되어 있다. 카피탕의 경

우, 규범의 용이라는 것은, 용자인 공권력에 의한 제재의 문제가 아

니고 용을 받는 측인 민 의 복종의 문제로서 악되어 따라서 민

의 복종이라는 것은 그들에 의한 규범의 승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실정 인 규범이라는 것은 ‘일반에 복종되고 있는 규

범’이고, ‘규범의 실정성을 만드는 것은 민 에 의한 그 규범의 승인이

고, 다수 사람들의 컨센서스이다.... 실정성이라는 것은 이 컨센서스

그 자체이다.’라는 것을 강조하 다.5) 그래서 헌법은 ‘법 과 결집의

가운데 닫 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연원으로부터 직 분출하

는 것이다’라고 하는 불문헌법론이 주장되었다. 카피탕은 습헌법의 본

질에 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습은 국민의 의식, 국민의사가 아니라면 무엇일까. 국민이 주권자

라고 한다면, 국민이 최고의 제헌자로 되기 때문에 따라서 그 모든 권

력이 필연 으로 국민에 의하여 헌법에 설정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법질서의 기반에 있는 것은 국민이 그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곳인

습이 아닐까. 그래서 습의 헌법제정력은 국민주권의 일 측면에 불

과하다. … 국민주권 는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것은… 성문법의 정립

에의 국민의 참여이다. … 그러나 법을 그 총체로서 고려해 본다면,

성문법 제정에의 인민의 참여뿐만이 아니고 성문이든 습이든 실정법

체의 정립에의 인민의 참여가 어떠한 것일까를 탐구한다면, 국민주권

의 의미는 달라진 의미의 것으로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은 주권을

요구할 필요가 없고, 모든 체제하에서

4) René Capitant, la coutume constitutionnelle, Revue du droit public, 1979, pp.

959-970

5) 口陽一, 憲法學の 象としての 憲法, 法學協 百周年記念論文集, 1983. 10. 236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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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연 으로 주권을 가지는 것이다. 국민은 문서에 의하여 그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도 여 히 의사를 가지는 것이고, 그 의사는

철되는 것이다. 국민은 어도 복종할 것인가 아닌가를 스스로 결정하

는 것이고, 따라서 법의 실정성을 좌우한다. 왜냐하면 실정성이란, 재

용되고 있는 법, 즉 그 명령이 수되어 그 규율하는 사회가 이것에

복종하고 있는 법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떠한 규율에 따르는 것

을 그치는 것에 의하여 국민은 그 실정성을 철회하고, 환언하면 그것을

폐지한다. 어떤 규율을 유효한 것으로서 승인하고 그 명령에 따르는 것

에 의하여 국민은 그것에 실정성을 부여하고, 환언하면 효력을 주는 것

이다. … 입법자의 권능이 어떠한 것일까라고 할 때 그것은 국민의 복

종이 없는 것이라면, 없는 것(rien)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국민이 주권자

이고, 국민에 의하여 직 만들어진 습은 성문법에 우월한다. 따라서

습은 보통의 입법권자를 구속하기 때문에 헌법으로서의 효력(la

valeur constitutionnelle)을 가진다. 습은 헌법개정권자- 그것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권력에 지나지 않는다-를

구속한다.’6)

이와 같은 카피탕 인 헌법 습론은 국민주권을 기 로 하여 습헌

법의 인정 범 에 제한을 두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효력에 있어서도

오히려 성문헌법보다 상 에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은 성문의

경성헌법 체제이면서도 헌법 의 내용이 지나치게 간결하여 헌법

례와 행에 의한 그 흠결의 보충이 불가피하 던 제3공화국 당시의

랑스의 헌법 실을 잘 반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그런데 1958년에 제정된 행의 제5공화국 헌법은 통치구조의 측

면에서 제3공화국 시 보다 훨씬 상세하고 완결 인 내용을 담고 있으

므로 이러한 습헌법의 생성 가능성은 극소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이 헌법하에서도 드골 통령의 극단 조치로 인하여 다시 한번

랑스에서는 습헌법 논쟁이 재연되게 되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

다.

6) René Capitant, op. cit., pp. 968-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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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골 통령은 1962년 반 가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

령직선제를 헌법에 도입하기 하여 헌법 제89조의 차에 의한 헌법개

정이 아니라 헌법 제11조에서 정한 국민투표의 방식으로 헌법개정을 할

것을 시도하 다.7) 헌법 제89조에 의하면 헌법개정은 일반법률보다 엄

격한 차에 의하여 의회를 통과하여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드

골은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헌법 제11조에 의하면 통령이 법률안

(tout projet de loi)에 하여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한 데 착안

하여 헌법개정 법률안도 하나의 법률안(projet de loi constitutionnelle)

이기 때문에 동 조항에 의거하여 헌법개정을 할 수 있다는 견해를 취하

다. 이에 하여 드골의 국민투표 회부는 헌이라는 견해가 지배

이었고 의회는 통령에 한 탄핵까지 고려하 으나 통령의 국회해

산 조치를 두려워하여 이를 감히 실행치 못하 다. 이 국민투표는 찬성

의 결과가 나왔으므로 랑스 헌법은 통령직선제로 개정이 실 되었

다. 그런데 드골은 1969년에 이르러 상원과 지방자치 제도의 개 을

하여 다시 한번 헌법개정을 시도하게 되었는데 이때에도 역시 헌법개정

차를 규정한 제89조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국민투표를 규정한 제11조

에 의거하고자 하 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 회의 경

7) 랑스 헌법 제11조와 제89조는 다음과 같다.

제11조 ① 大統領은 議 期 中의 政府의 提案 는 兩院의 共同提案에 따라,

보에 이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公權力의 機能에 하거나, 국가의 경제․사회 정책

의 개 혹은 이와 련된 공역무의 개 에 하거나, 憲法에 違反하지는 않으나

制度의 機能에 影響이 있을 條約의 批准同意를 目的으로 하는 모든 法律案(tout

projet de loi)을 國民投票에 붙일 수 있다.

② 國民投票에 의하여 法律案의 採擇이 확정된 때에는 大統領은 前案에 정하는 期

間 內에 이를 公 한다.

제89조 ① 憲法改正의 發議權은 首相의 提案에 따른 大統領과 國 議員에 競合하여

屬한다.

② 改正案은 同一한 條文으로 兩院에서 司法되어야 한다. 改正은 國民投票에서 承

認된 후에 確定된다.

③ 단 改正案은 大統領이 兩院合同 議로써 召集된 國 에 이를 附議할 것을 決定

한 경우에는 國民投票에 붙이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改正案은 表明된 投票의

5분의3의 多數를 얻지 아니하면 承認되지 아니한다. 兩院合同 議의 事務局은

國民議 의 事務局이다.

④ 領土의 保全이 侵害되는 어떠한 改正節次도 着手 는 續行될 수 없다.

⑤ 共和政體는 改正의 象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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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는 달리 제11조에 의한 국민투표의 방식으로 헌법이 개정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랑스의 헌법 습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헌이 아니라는 견해가 유력하게 제기되었다.8) 그 과정에서 헌법 습의

본질, 기존의 헌법에 배치된 습의 인정 여부, 사례의 반복이 없이 단

지 1회의 실례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습헌법이 성립될 수 있는지 여

부 등이 논의의 상이 되었다. 이 시기에 나온 주장으로서는 랑스의

표 인 공법학술지인 공법잡지에 두 편의 논문을 들 수 있는데 슈발

리에와 메스트르의 이 그것이다.9) 여기서 이들은 카피탕 인 헌법

습론이 국민주권에 기 하여 통치자가 기존의 헌법 실을 헌법의 틀을

벗어나 변경하려하는 데에 악용될 것을 고려하 음인지 헌법 습의 인

정론에 소극 인 견해를 표명하고 있는 이 주목된다.10)

8) Georges Vedel의 견해이다. 베델이 주장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62년의

국민투표의 결과( 통령 직선제로의 헌법개정에 한 찬성)는 습헌법을 창조하

면서 그 차상의 흠결을 치유한 것이다. 습법으로 인하여 합법 이지 못한 것

이 합법 인 것으로 허용되게 된다. 1962년에는 기존의 법에 반하는 습규범

(coutume contra legem)이 창조되었고 이 습규범은 그 이후부터는 헌법

역에서 존속하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습규범에 한 합의성(consensus)은 다

음과 같은 사실들에서 나온다. 1962년의 총선거에서 국민은 드골 통령에게 의석

의 다수를 획득하게 하는 승리를 주었다. 1962년 12월에 실시된 통령 직선의

선거에서 야당은 이를 보이콧하지 않은 채 선거에 참가하 고 국민도 다수가

투표하 다. 한 1965년 이후 구도 국민 직선에 의하여 선출된 드골 통령의

정당성을 공격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국민의 태도는 새로운 헌법개정 차에

한 승인으로 해석된다. 셋째, 정치 역에서는 단 일회의 실행에 의하여서도

헌법 습이 창조될 수 있다. 그 행 당시 계된 모든 당사자들이 이에 찬성

하고 컨 투표자들의 경우와 같이 그들의 태도에 의하여 이를 찬성한다는 것

을 표명한 경우에는 반복성과 항상성의 요건은 불필요한 것이다.Charles

Debbasch, Jean-Marie Pontier, Jacques Bourdon, Jean-Claude Ricci, Droit

constitutionnel et institutions politiques, 2 éd, 1986, Paris, p. 540.

9) Jacques Chevallier, La coutume et le droit constitutionnel français, Revue du droit

public, 1970, pp. 1375 et s., Jean-Claude Maestre, A propos des coutume et des

pratique constitutionnelle, Revue du droit public, 1971, p.1275 et s.

10) 드골 통령은 자신의 정통성을 강화하고 헌논란을 최소화하기 하여 동 국민

투표의 가부에 자신의 정치 신임을 걸고 부결될 경우 사임하겠다는 뜻을 명백

히 하 으나, 랑스 국민은 1969. 4. 27.의 국민투표에서 드골의 헌법개정안을

부결시킴으로써 드골을 그를 말 그 로 사임시키고 말았다. 따라서 베델의 논리

에 의하더라도 1969년의 국민투표에 의하여 일단 성립된 헌법 습규범, 즉 헌

법 제11조에 의하여 헌법개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습헌법으로서는 사멸되었

다고 단할 수 있다. Debbasch, op. cit, p.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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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습헌법의 요건

1. 습헌법의 성립요건으로는 헌법사항에 하여 ① 어떠한 행 내

지 례가 존재하고 ② 그 행은 반복되어야 하고(反復性) ③ 행의

반복은 국민이 그 존재를 인식하고 사라지지 않을 행이라고 인정할

만큼 충분한 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하고(繼續性) ④ 행은 지속성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서 그 간에 반 되는 행이나 입법이 이루어져서

는 안 되고(恒常性) ⑤ 행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정도로 모호한

것이 아닌 명확한 내용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明瞭性) ⑥ 이러한 행

이 헌법 습으로서 국민들의 승인 내지 확신 는 폭넓은 컨센서스를

얻어 국민이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고 있어야 하는 것(共通의 見解)을

일반 으로 들고 있다.11)12)

2. 그런데 앞서 열거한 습헌법의 요건들은 반드시 습‘헌법’에 국

한되어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으로 습법의 요건으로 거론되는

것이다. 그 다면 습헌법의 존부를 단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요

건들을 단하기에 앞서 먼 무엇이 ‘헌법사항’인가 하는 에 한

단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이것은 습헌법이 단순한 ‘ 습

법’이 아니라 ‘ 습헌법’으로 성립되도록 하는 징표가 어디에 있는지 하

는 것을 결정하기

11) 정재황, 게 논문, 100-101면

12) 이러한 요건에 하여 학자에 따라서는 습헌법의 요건을 두 가지로 분류하여

물 요건(corpus), 즉 사실의 존재 상태와 심리 요건(animus), 즉 주 평가

로 양분하여 보기도 한다. 여기서 물 요건으로서는 일련의 사실행 가 속

이고 일반 인 례를 형성하여야 하는 것을 요구한다. 즉, 이러한 습법은

례가 정착하기에 충분한 기간동안 이에 배치되는 실례가 개입, 차단하는 바가 없

이 동일하게 계속되어야 하며 거의 모든 법주체에 의하여 보편 으로 수되어

야 하는 것이다. 한 심 요건으로서는 객 법의 의무 인 규칙이 문제되고

있다는 수범자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 당해 례는 법 으로 강제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

헌법 은 공권력에 용되는 모든 법칙들을 규율할 수 없고 일부의 규칙들은 례

와 통에 의하여 정립되는 것이다. 이들은 헌법을 보완하면서 헌법과 동일한 법

효력(la mème force juridique)을 가진다. Jacques Chevallier, op. cit., pp.

13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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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출발 에 해당하는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이러한 습

헌법이 문제되기 해서는 단순히 ‘헌법사항’을 내용으로 한다는 것만으

로는 부족하고, 다른 일반법률에 하여 우 를 가지는 헌법에 의하여

반드시 규율되어야 할 사항, 즉 ‘헌법유보사항(Verfassungsvorbehalt)’을

그 상으로 하여 인정되는 경우에야 비로소 이는 단순한 습법률이

아닌 습헌법으로 고양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13)

이와 같이 습헌법의 확인에 있어서는 과연 그 확인되는 사항이 헌

법사항인지 여부와 헌법사항으로서 어느 정도의 요성을 가지는 것인

지 여부가 문제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여기서 무엇이 와 같은 ‘헌법

유보사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가 습법과 습헌법을 구분짓는 핵심

징표가 되는 것이다.

일반 으로 헌법사항이라고 함은 ① 국가의 기본 조직에 한 사

항, ② 최고 국가기 의 권한 구성에 한 사항, ③ 개인의 국가권력에

한 기본 지 를 말하는 것으로 설명된다.14)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일반 헌법사항 특히 일반법률에 하여 효력상 우 를 가지는 최

고규범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반드시 그러한 헌법규범으로서 규정되어

야 할 내용이 있을 것이고, 그 사항에 포함될 수 있는 것만이 ‘헌법유보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이를 달리 살펴보면 ‘헌법제정규범-헌법핵-헌법

개정규범-헌법률’의 단계 계구조에 있는 헌법질서에서15), 헌법사항

은 그 모두를 포 할 것

13) 여기서 헌법유보사항을 단지 헌법사항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으나, 내용상 일반법

에 하여 우 를 가지는 헌법으로 평가되는 사항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개념을 보다 잘 인식하기 하여 -일반 헌법사항과 구분하여 -헌법유

보사항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14) Heinrich Amadeus Wolff, Ungeschriebene Verfassungsrecht unter dem

Grundgesetz, S. 458, 랑스문헌 튀르팽은 공권력의 조직과 기능에 한 것

과 특정의 정치제도에 용되는 규범과 시민의 기본권의 보장에 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Dominique Turpin, Droit constitutionnel, 1992, p. 80 참조., 한 권

성 교수는 이를 ‘마땅히 헌법 에 규정되어야 할 필수 사항, 즉 국가 공동생

활에 한 기본 사항을 말한다. 민주국가의 헌법은 국가 공동체의 형태

와 기본질서에 한 사항,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한 사항, 그리고 정치 통치

기구에 한 사항을 3 주요 헌법사항으로 하고 있다.’고 풀이하 다. 권 성, 헌

법학원론, 2004년 개정 , 10면

15) 김철수, 헌법학 개론, 제10정정 ,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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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소 실질 의미의 헌법), 헌법유보사항은 헌법개정규범 이상의

규범에 해당하는 것만을 의미하게 된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실질 의미의 헌법’이란 내용 으로 의 일반

헌법사항을 다루는 규범을 포 하여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형식 의

미의 헌법에 치되는 것이다. 어떠한 규범이 헌법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계없이 형식 헌법 에 포함되어 규정되고 있는 경우에 이는

형식 의미의 헌법이 된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러한 실질 헌법과 형

식 헌법은 일치하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16) 그런데 헌법

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의 ‘헌법유보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부분이겠지만 이러한 헌법유보사항이 아닌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

실제로 우리 헌법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어느 헌법도 순수하게 헌법

유보사항만을 헌법 에 담고 있는 사례는 없다고까지 말하여진다.17) 그

다면 형식 의미의 헌법이 반드시 의 헌법유보사항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며, 의 실질 의미의 헌법이라고 하여도 그것이 내용상

습헌법과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실질 내지 형식 의미의 헌법의 분

류는 성문의 헌법을 제로 하여 그 헌법사항이 일반법률에도 들어

갈 수 있다는 을 설명하기 한 이론 분류일 뿐이므로 불문헌법 내

지 습헌법과는 아무런 련이 없는 것이다.18)

그 게 본다면 습헌법은 헌법사항 가장 하 에 치하는 헌법률

에 해당하는 사항을 상으로 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고 하여야 하

고, 그 이상의 것, 즉 어도 헌법개정규범에 해당하는 내용을 상으로

한 경우에만 비로소 습헌법의 성립이 가시화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

서 어느 헌법 례나 행이 습헌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우선 그것이 헌법사항에 속하는지 여부와 헌법사항에 속한다면 과연 헌

법률 이상의 헌법개정규범에 속하는 정도의 요성을 가진 규범(헌법유

보사항)인지 여부가 심사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여기서 일반 헌

법사항 어디까지가

16) Turpin, op. cit., p. 80

17) Wolff, aaO., S. 276.

18) Wolff, aaO., SS. 273 -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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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헌법유보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 으로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때 그때 개별 문제사항에서 구체 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심사에서 헌법개정규범 이상의

헌법사항, 즉 헌법유보사항에 한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그 다음

으로 습법의 일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단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3. 습법의 일반 요건은 앞 서 본 바와 같지만 이를 크게 보아서

물 요소(corpus)와 심 요소(animus)로 양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 요소에는 그 례 는 행의 존재, 그 반복성, 그 계속성, 항상

성, 내용의 명료성의 요건들이 해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물 요소

의 단에는 두 가지의 문제 이 있다고 생각된다.

(1) 첫째 요소 소 ‘반복성’에 한 부분의 의미이다. 습헌

법의 상이 되는 것은 리 일반 으로 헌법사항이기 때문에 헌법사항

반드시 헌법기 들 상호간의 행 례만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특정의 국가 주제에 하여 국민의 헌법 결단

사항에 속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국

민의 결단은 그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지 반복 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이 경우에는 다만 이러한 결단사항의 계속성과 항

상성이 문제될 뿐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반복성의 요건은 각 행 의

상에 따라서 그 특성을 고려하여 계속성의 요건과 종합하여 단되는

요건이라고 보아야 정확한 것이라고 사료된다. 결국 습헌법의 요건으

로서의 계속․반복성의 의미는 반복성 계속성의 의미가 아니라 ‘반

복성 혹은 계속성’의 의미로 악되어야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습헌법의 상이 국가기 의 일정한 행 내지 조치

로서 반복성의 심사에 합한 특성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것

이 수회 발생할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에 한 보다 깊은 단이 필요하

다는 것이다. 즉, 1회의 발생으로 성립되는 습헌법은 있을 수 없는가

하는 이다. 이 은 특히 습헌법의 주 요소의 강도와 련하여

주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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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명확히 확립된 경우에는 객 요소로서의 반복성 심사가 완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발생시킨다. 이 에 하여는 후술

하는 습헌법의 유형 ‘제정헌법 후 습헌법’의 편 말미에서 다시

살펴 보기로 한다.

4. 다음으로 주 요소의 문제이다.

(1) 일정한 헌법 주제에 하여 습헌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해서는 그에 한 행이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컨센서스(consensus)를

얻어 국민이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어야 하는 정도의 공통의 견해가 성

립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필요로 하는 공통 견해란 국민들이 당

해 행이 유효한 법이 되었다고 하는 일반 견해(opinio juris)를 가진

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드시 법 확신의 정도에는 이를 필요가 없다고

말하여진다.19) 여기서 유효한 법이라는 일반 견해를 인정하는 기 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나, 이러한 기 을 일률 으로 명확히 개

념규정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20) 이 문제는 반드시 헌법

습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습법 일반에 해당하는 법철학 문제

이므로 이러한 일반론에서 논하여지고 있는 이론 모델이 여기서도

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 헌법 습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

면 처음에는 비록 소수에게 통용되는 규범이 입법자의 의도와는 계없

이 국민 체에게 차 뿌리를 확산해 나가고 마침내 사회계층 체에

서 법 생명력을 얻어내는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헌법규범

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특정의 규범이 사회계층 체의 공통 견해로

까지 발 되어 비록 헌법 에는 들어있지 않고 일반법률 등의 형태로

산발 으로 표 되어 있으나 와 같은 국민의 승인으로 인하여 더 이

상 의회가 이를 임의로 개정할 수 없는 헌법 구속력을 가지게 될 때

성립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21)

19) Wolff, aaO., S. 446

20) 습헌법 부정론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 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

한다. 컨 Maestre, op. cit., pp. 1283 - 1285.

21) René Capitant, la coutume constitutionelle, RDP 1979, pp. 969-970.



146

(2) 그 다면 국민 컨센서스는 어떠한 기 으로 확인할 것인가.

단컨 이 문제는 일률 으로 설명하기 보다는 당해 헌법 행이 어떠한

유형에 속하는 것인지를 기 으로 하여 나 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먼 헌법 행 국가기 상호간의 계에 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그 행의 용에 이해 계가 있는 다양한 공권력들에

의하여 그것이 인정된 경우에는 이러한 컨센서스가 성립되었다고 단

하면 될 것이다.22) 물론 여기에는 일반 국민들 사이에 국가기 들 간에

합의된 이러한 행에 하여 극 이고 한 반 가 발생하지 않아

야만 할 것이 제될 것이다. 그러나 일반 으로 국가기 들 간에 와

같이 승인된다면 여론에 의한 특별한 반 가 없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국가구조와 상징에 한 기본 결단사항이나 국민과

국가 간의 계에 한 사항에 해당하는 행은 그 승인 여부를 해당

국가기 의 단이나 태도에 맡길 것은 아니다. 이 경우는 역시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국민의 승인 의사

를 확인하는 것은 국민투표에 의하는 직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아

니면 보다 종합 으로, 당해 습이 그 국가․사회에서 가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요성, 그 국가와 국민의 역사와 통에 한

연 성, 당해 습이 지속되는 동안 이와 련하여 발생한 사건과 그

논의에서 국민이 보여 태도와 반응, 헌법제정 당시 성문화되지 아니

한 사정과 이유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단하여야 한다고 사료된다.

이와 같이 습헌법의 주 요소인 opino juris는 문제가 된 개개의

행이 과연 당해 국가의 사회 계층 체에서 그것이 법 구속력을 가

지는 것이라는 보편 인식을 얻어낸 것인지 여부를 구체 으로 확인하

는 작업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22) 이는 앙드 오류의 견해이다. Maestre, op. cit., pp. 1282.에서 인용한 André

Hauriou, Droit constitutionnel et institutions politiques, 5e éd. p.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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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습헌법의 유형

불문헌법으로서의 습헌법은 ⑴ 생성에 있어서 제정헌법과의 시(時)

계, ⑵ 제정헌법 개폐력의 유무, ⑶ 그 습헌법의 내용상의 특징

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1. 제정헌법과의 시간 순서에 따른 분류

가. 제정헌법 선행 헌법 습(制定憲法 先行的 憲法慣習)

이는 제정헌법과 그 운용의 어느 측면에서 비로소 나오는 것이 아닌

‘제정헌법에 선행하는 습’을 말한다. 컨 랑스에서는 1875년 이

후 1940년까지 계속되었던 제3공화국 시 의 제정헌법인 1875년 헌법은

인권조항을 가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1789년의 랑스 인권선언’은

1875년의 헌법과 같은 규범-동 혹은 그 상 의 규범-으로서 효력

을 가진다는 주장이 헌법 습 내지 보다 히는 습헌법이라는 이름

으로 불리어졌다. 오늘날 랑스의 행헌법인 1958년 헌법에서는 그

문(前文)에서 ‘1946년 헌법 문에 의하여 확인되어 보완된 1789년 선

언에 의하여 정하여진 인권을 수함을 엄숙히 선언한다’는 문장을 둠

으로써 이러한 습헌법은 비로소 제정헌법에 언 되고 포섭되었다. 그

러나 그 다고 하더라도 랑스의 실정헌법은 구체 인 인권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여 히 1789년의 인권선언의 내용을 권리장 으

로 삼고 있고, 오늘날 랑스 헌법평의회는 1789년의 인권선언을 확고

한 헌법의 법원(法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제정헌법 (制定憲

法前的) 헌법 습’의 작용은 공권력에 의한 헌법운용에 하여 보다 큰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 되고 그러한 의미에서 ‘ 상유지 ’인 것이라고

말하여진다.23) 그리고 이러한 제정헌법 헌법 습은 후

23) 口陽一, 憲法慣習の 觀念についての 再論, 法律時報 47卷 7號(1975. 6.),

135-136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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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하는 제정헌법 후행 헌법 습에 비교하여 볼 때 일반 으로 당해

국가의 역사성 통성과 보다 히 결부되어 헌법제정자가 헌법제

정 당시 자명한 사실로서 받아들여 헌법 에는 실을 필요가 없다고

단함으로써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나. 제정헌법 후 헌법 습(制定憲法 後的 憲法慣習)

제정헌법이 발효된 이후에 형성된 헌법 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립하기 한 요건으로서 계속성 내지 반복성이 요구되고 있는 한 이

러한 습헌법도 재의 공권력에 의한 헌법 용에 있어서는 역시 제약

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컨 랑스에서는 제3공화국 시 에

법률사항을 먼 법규명령의 형태로 발령하고 그 후 이를 의회에서 법

률의 형태로 환시키거나 혹은 그 로 법규명령의 형태로 두고 운용하

는 입법 습이 형성되고 정립되었다. 소 데크 르와(décret-loi)에 의

한 입법이 그것인데, 이러한 습은 그 후 1958년 헌법에는 법률명령

(ordonnance, 오르도낭스)이라는 이름으로 명확히 제정헌법에 조항을

두게 되었다.24) 이 사례는 제정헌법이 시행된 이후 발생한 계속 행

이 헌법 습으로 되었던 경우에 해당한다.25)

다. 제정헌법 후 헌법 습(制定憲法 後的 憲法慣習)의 일회 형

성(一回的 形成)

그런데 뒤베르제와 베델 등 랑스의 일부 헌법학자들은 습헌법의

형

24) 랑스 헌법 제38조 제1항은 ‘정부는 시정방침의 수행을 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정상 으로 입법사항에 속하는 조치를 법률명령(ordonnance)으로써 정하는 승인

을 국회에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 다. 이는 ‘오르도낭스’라는 이름으로 제3공

화국과 제4공화국 시 에 헌법 습으로 인정되던 ‘데크 르와’를 헌법 내에 정

식으로 인정한 것이다.

25) 口陽一, 前揭論文, 136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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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있어서 반드시 반복성과 계속성이 필요 인 것은 아니고 단 일

회(一回)의 실례에 의하여서도 헌법 습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다는 주

장을 제기하 다. 이와 같이 제정헌법 후 인 헌법 습에서 반복 내지

계속성이 요건으로 되지 않는 것을 염두에 두는 사고방식은 1962년 드

골 통령이 추진한 국민투표에 의한 헌법개정이라는 1회의 사례의 습

성이 1969년 다시 드골이 국민투표에 의한 헌법개정을 시행하려고 하자

그에 앞서 논의된 바에 의하여 여실히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종

류의 헌법 습은 재 시 의 공권력에 의한 헌법실례에 제정헌법의 개

폐력을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보통의 습헌법의 개념과는 달리 극히

‘ 상변경 ’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특히 실례의 계속성과 반복성

이 결여됨을 보충하기 하여 주권자․제헌자로 간주된 국민의 합의와

연결됨에 따라 그 상변경 기능은 멈추기 어렵게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종류의 헌법 습은 그것이 어떤 역사구체 인 역할을 이

루는 것인가는 어떤 제정헌법의 아래에서 어떤 성격의 공권력에 의해

어떤 헌법실례가 만들어져 가는가에 의존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할 수

는 없고, 그 실천 평가도 다양하게 나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기능의 극한에서는 주권자․제헌자의 의사표시라는 결단주의

명분 아래에서 국민의 인권이라는 기본가치가 부정되는 경우도 상정된

다는 것은 측할 수 있다.26)

2. 제정헌법 개폐력의 유무에 따른 분류

가. 제정헌법규범의 흠결을 보충하고 해석하는 내용의 습헌법

아무리 정치한 성문헌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헌법사항을 모두 헌법

에 싣는 것은 불가능하고 필연 으로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완 한 헌법 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시 의 변화에 따라 흠결을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성문헌법하에서도 헌법 습의 발달은 이루어진다.

여기서 기

26) 口陽一, 前揭論文, 136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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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제정헌법규범의 흠결을 보충하는 습헌법이 성립될 수 있는 것

은 논리 으로 보아 당연한 것이며, 이 한도 내에서는 특별한 헌법

문제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27)

나. 제정헌법규범과 내용상 모순되고 이를 개폐하는 내용의 습헌

법

그러나 헌법 습은 내용상 제정헌법과는 모순․배치되는 것을 가질

수 있다. 성문의 경성헌법을 가진 국가에서 헌법 은 국가의 형성에

련된 기본사항에 한 국민들의 사회계약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헌법

에 수록된 내용은 일반 으로 타 법규범에 하여 우 를 가진 것으

로 엄격한 차에 의하여서만 개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러한 헌법 의 내용에 배되는 헌법 습을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에

하여는 단지 기존의 헌법 의 내용상 흠결을 보충하는 헌법 습의 경

우와는 달리 헌법 으로 자명한 것이 아니다. 이 에 하여는 학설의

립이 있고, 그 다수의 견해는 헌법 습의 성립을 인정하더라도 기

존의 헌법 의 내용에 배치될 수는 없으며 이에 배치되는 헌법 습은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성문헌법주의에 기 한 헌법의

체 체계를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다수의 견해는 일단 수 이 되는 것

이지만 이 문제는 습헌법론에서 가장 주요한 쟁 에 속하므로 구체

인 사례에 의하여 보다 실증 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실증 분석을 하여 성문헌법에 배치되는 헌법 습을 그 생

성과정에서의 opino juris의 정도를 기 으로 하여 단계별로 나 어 보

는 것이 편리하다. 이하에서는 이를 ① 단순한 헌행 의 반복, ② 헌

법 습률(習律, constitutional convention), ③ 헌법 습의 세 가지 형

태로 나 어서

27) 다른 법 역에서와 마찬가지로 헌법의 역에서도 습법의 인정이 필요하다. 헌

법 에 국가기 과 조직에 용될 모든 규율을 다 담겠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

유에서 장애에 부딪치게 된다. ① 그 하나는 헌법 에 그 모두를 기술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기술 이유이고, ② 다른 하나는 규정을 명문에 고착화하지 않음으

로서 명 변화를 몰고 오거나 시 에 뒤떨어진 규정의 속 반상태가 발생

하지 않게 하려는 정치 이유이다. Jacques Chevallier, op. cit., p. 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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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다.

(1) 헌행 의 반복

가장 기행 의 단계는 단순한 헌행 의 반복에 불과한 것이다.

아무리 범죄행 가 반복해서 행하여지더라도 그것은 단순한 법행 의

반복에 불과하여 결코 거기로부터 법이 나오는 것은 아닌 것과 같이,

헌법의 역에서도 헌법에 반하는 국가행 가 아무리 반복해서 이루어

지더라도 그것은 단순한 헌행 의 반복에 불과하여 결코 거기에서

습법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28)

컨 국무총리서리 제도는 우리 헌법의 역사에서 장기간 활용되어

온 것이기는 하지만 부단히 헌론이 제기되어 왔고 1991년 이후에는

거의 시행되지 아니하 으며(1997년에 한 번 다시 시행되었다가 헌법재

의 상이 되었다.), 부단히 헌논란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국무총

리서리 제도는 그것이 장기에 걸쳐서 존속해 왔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헌인 국가행 의 반복 계속 이상의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2) 헌법 습률(習律, constitutional convention)

헌의 헌법 습이 소 ‘습률’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습률은 법의 ‘ (前)단계’를 의미하는 규범을 말한다. 즉 법으로서 성숙

도에서 보면 법의 바로 앞에 있는 규범인 것이다. 이것은 법원에 의해

강제되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법이 아니라 사실상 수되고 있는 불완

한 법 규범에 불과하다. 이러한 습률의 개념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해

석에 있어서 상당한 도움을 가져오는 면이 있다. 왜냐하면 습률은 한편

으로 변화해가는 정치, 경제, 사회의 발 에 응해서 성문헌법을 다이

나믹하게 운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데 유용한 개념일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습률은 완 한 법이 아니고 따라서 성문헌법규범을 개

폐하는 힘을 가지지 않는다고 설명함에 따라서 경성의 성문헌법의 논리

와의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29)

28) 川添利幸, 憲法の變遷と憲法慣習, 法學敎室, 21面

29) 川添利幸, 前揭 論文, 21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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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 우리 헌법상 국회의 국무총리, 국무 원 해임건의 권한의 효

력, 즉 통령에 한 구속력에 한 논란은 이러한 습률 정도의 것으

로 보는 것이 가장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3) 성문헌법에 배치되는 습헌법

헌의 헌법 습이 습률을 거쳐서 더욱 발 하면 완 한 의미에서의

법으로 되는 단계를 생각할 수 있다. 이 단계의 것을 습헌법이라고

할 것인데 성문헌법에 배치되는 내용의 이러한 습헌법은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문제가 된다.

이 문제는 사실은 일반에게 습법이 성문법을 개폐할 힘을 가지는가

라는 법철학상의 기본문제를 헌법의 역에서 묻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

다. 따라서 습법의 성문법개폐력을 일반 으로 용인할 것인가 말 것

인가에 응하여 헌법 습법에 의해 성문헌법규범의 개폐력의 인정여부

도 결정되는 것이다.30)

단컨 이 문제에 근하는 방법론으로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고 생각된다. 그 하나는 이를 습헌법의 효력론의 측면에서만 고찰하

여 새로 생성된 습헌법의 효력은 이에 배치되는 성문헌법을 실효시키

는 것인지 여부를 단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습헌법의 효력론

에 성문헌법의 변천론을 가미하여 고찰함으로써 먼 성문헌법이 헌법

변천에 의하여 그

30) 이 에 하여 일반 습법의 이론을 습헌법을 논함에 있어서 그 로 용하

는데 부정 인 견해도 있다. 川添利幸, 게 논문, 22面 참조. 여기에서 川添교수

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일반 습법 이론)을 헌법의 역에 직 용할 수는 없다. 를 들

어 그러한 실효성을 가진 습규범의 용을 받는 을 보더라도 사법의 역에

서는 민 임에 반해 헌법의 경우는 반드시 민 으로는 한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가기 인 경우가 보통이다. 한편 사법의 경우는 재 소의 결에 따른 습법

의 승인을 습법 성립의 목표로 할 수 있지만, 헌법의 경우는 헌심사제가 인

정되고 있는 법제의 아래에서도 헌법규범 모두가 소송에 익숙한 것은 아니고,

한 그 결에 의한 헌법의 변천이라는 것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고려할

때 습법에 의한 성문법의 개폐를 인정하는 일반이론을 헌법의 역에 기계

으로 입하는 것은 경계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는 문제의 본질에서 공통의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어도 이

론상은 헌법 습법에 의한 성문헌법규범의 개폐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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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폐지되고 다시 이를 보충하는 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하는 두

단계에 의하여 단하는 방법이다.31) 이 두 번째의 방법은 사실은

습헌법의 성문헌법 개폐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고방식과 통한다고

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습헌법이 생성되어 성문헌법이 실효된다면 이

는 성문헌법을 기 으로 하여 보면 헌법의 변천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

이므로 여기서 습헌법의 생성과 성문헌법의 변천은 동 의 양면과 같

은 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엄 히 논리 으로 말하자면

습헌법의 생성과 그 효력론만으로 단하는 것이 족하며 여기서 두 가

지의 요건을 논할 필요는 없다고 여겨지지만, 이러한 양면 단은 성

문헌법주의의 철이라는 무시할 수 없는 장 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

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성문헌법의 변천에 의한 소멸과 습헌법의 성

립이라는 양 요건에 의하여 일응 살펴 보기로 한다.

(가) 성문헌법규범의 고사(枯死)

여기서 고사(désuétude)라고 하는 것은 성문헌법규범의 실효성을 완

히 잃어버리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실효성의 상실에 있어서는 두 개

의 경우를 구별할 수 있다.32) 그 하나는 성문규범의 내용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지만, 국가권력이 그것을 수하지 않거나 는 내용을 강제

하지도 않기 때문에 실효성을 상실한 경우이다. 그것은 소 국가권력

의 헌행 의 반복․계속에 기인하는 실효성의 상실이라고 볼 수 있

다. 이것도 일종의 실효성의 상실이라고 하겠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실

효성이 완 히 상실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의미

에서 성문법규가 고사한다면 국가권력의 자의를 규제하려 하는 성문헌

법의 규범 성격은 인정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결과가 된다. 이에 반

해, 실효성 상실의 다른 하나의 경우는 그 원인이 국가권력의 헌

의사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성문규범의

31) ‘헌법의 변천(Verfassungswandlung)’이란 헌법의 문언이 변경되지 아니하 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개정된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 헌법의 변천은 헌법문

언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에서 헌법의 개정(Verfassungsänderung)과 구별되고

헌법이 견하지 않았다는 에서 헌법의 정지(Verfassungssuspension)와 구별된다.

32) 川添利幸, 게 논문, 22面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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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불합리성에 있는 것으로 엄격한 의미에서 완 히 실효성을

잃어버리는 것을 들 수 있다.33)

(나) 헌법 습법의 성립

일반 으로 습법이 성립하기 해서는 ① 선례의 존재 ② 법 확

신이 형성되어 있을 것의 요건을 들지만 헌법 습법에 해서도 그

은 같다. 선례의 존재는 객 인 기 이라고 하더라도 법 확신의 성

립이라는 요건은 객 으로 악하기 어려운 기 일 뿐만 아니라 그것

이 승인할 수 있는 경우라는 것은 극히 희소할 것은 사실이나 그 다고

하여 이러한 헌법 사례가 있을 수 없다고 하기는 곤란하다.

3. 습헌법의 내용 특징에 따른 분류

습헌법의 내용은 헌법유보사항이며, 습헌법의 내용이 될 수 있는

헌법유보사항에는 국가목 과 국가구조의 결정, 국가상징성의 결정, 국

가기 간의 국가권력의 분립, 국민과 국가의 계의 설정에 한 기본

사항들이 해당한다. 이러한 헌법유보사항은 ① 국가의 기본구조와

상징에 한 결단사항, ② 국가기 상호간의 계에 한 사항 ③ 국

민과 국가 간의 계에 한 사항으로 별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분류에 따라 살펴보기로 한다.

33) 川添교수는 이와 같은 ‘완 한 실효성 상실’에 해당되는 사례로서 다음과 같은

들을 들고 있다.

① 1871년 독일제국헌법 제13조가 연방참사회는 매년 소집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

이다. 그것은 시 가 나아감에 따라 그일의 양 때문에 상설의 회의로 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② 그 같은 경우는, 국헌법에서 3년회기법에 해서도 그

러하다. 이 법률이 3년에 한번 개회하면 좋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는 매년 어도 1회는 소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③ 한

랑스 제4공화제의 헌법 제13조가 명문으로 입법의 임을 지하고 있지만, 사항

의 성질상 이를 엄격하게 수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외가 인정되어 버린

것도 한 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계가 있는 것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④ 한편 유명한 미국헌법의 「州際통상」에 한 연방의 권한이 그 「통상」개

념의 이상한 확 에 따라 시 의 진보에 합하도록 한 것도 넓은 의미에서 이

러한 경우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川添利幸, 前揭 論文, 22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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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구조와 상징에 한 기본 결단사항

이러한 내용에 속하는 것으로 가장 잘 인용되는 것은 국가를 상징하

는 국기(國旗)와 국가(國歌) 국가문양이다. 그리고 수도의 설정이나

이 에 한 사항도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수도의 설정은 국가상징의

하나라는 외에도 국가의 기본 조직에 련된 사항이라는 복합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한 국가생활의 가장 근본 인 문제

의 하나로서 국어 내지 공용어를 정하는 것이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단일민족국가에서는 국어를 한국어로 하는 것이

자명한 것이지만 언어가 다양하게 사용되는 다민족 국가의 경우는 공용

어의 설정이 헌법제정시부터 요한 국민 결단사항이 될 것이다. 국

가구조와 상징에 련한 이러한 내용은 원래 헌법제정시에 헌법제정자

가 확정하여 헌법 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이겠으나, 무나 자명하여

굳이 헌법 에 수록할 필요가 없거나34), 이를 헌법 에 싣는 것이 언어

기술 으로 합하지 아니하거나35), 혹은 그 나라의 정치 사회 상

황에 의하여 이러한 국가 상징을 헌법 에 명시 으로 넣어두는 것이

하지 못하거나 한 경우에는 헌법 에 싣지 않게 된다. 이러한 경우

에 이 역에서 습헌법의 존재가 확인될 소지는 높아지게 될 것이다.

34) 헌법 에는 비록 헌법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제정자나 국민의 입장에서 무나

자명한 기본 사항은 싣지 아니하는 경향이 있다. Wolff, aaO., S. 404.

35) 이는 국기나 국가를 헌법 에 싣는 에 하여 생각해 보면 드러나는 일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국기의 사항은 헌법 에서 정하 는데 이는 독일의 국기가 삼

색기로서 색깔에 의하여 쉽게 기술될 수 있는 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우리나라

의 경우 태극기는 이를 언어 으로 표 하기가 쉽지 아니하고 결국 헌법 에 넣

는다면 이를 그려서 넣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국가의

기본사항을 간결하고 함축성있는 단어로 표 하여야 하는 헌법 에 수록하기에

합하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기나 국가의 문제는 국

가의 기본 상징에 한 것으로서 헌법사항에는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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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기 간의 상호간의 계에 한 사항

입헌국가에서 보통 최고의 헌법기 으로서 의회-단원제 의회이든 양원

제 의회이든 모두 포함한다. -와 통령, 정부 최고법원이 존재한다. 그

런데 그 특히 의회와 통령 혹은 정부 상호간의 계는 정부형태를 정

하는 결정 요소가 되는 것이지만, 이를 떠나서 보더라도 언제나 그 국가

의 권력구조를 특징짓는 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여러 헌법기

특히 의회와 정부간의 사이에 생성되는 권력 계는 기본 으로 헌법이 정

한 바에 따를 것이지만 그 헌법의 운용에 따라 반드시 고정되어 있지는 아

니하고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기 상호간의 계에

한 사항에서도 습헌법의 생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성문의 경성헌법국가에서 거의 부분의 습헌법사항은 이 분야에서 집

하여 발달할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최고 국가기 간의 권력 계

는 항상 변화하는 것이며 경성헌법하에서 헌법제정자나 헌법개정자는 이와

같은 실의 흐름을 그때 그때 시에 헌법 에 반 해 나가기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시 에 뒤떨어지거나 헌법 실의 변화로 흠결이 생긴 사항에

하여는 이러한 권력기 간의 행의 축 과 법 구속력의 생성에 의하여

습헌법으로의 발 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유형의 습헌법이 생성된 실례로서는 제3공화국 시 의 랑

스의 의회제도를 표 으로 들 수 있다. 랑스 제3공화국은 헌법의 명문

조항상으로는 통령 심제 지만 실제로는 내각책임제로 운용되었다.36) 제

3공화국 시 내내 ‘국무총리(Président du conseil des ministres)’의 제도가

사실상 존재하 는데 이는 제3공화국이 끝나고 1946년 헌법이 제정되었을

때에야 동 헌법에 명문화되었다. 제3공화국 시 에 헌법규정의 내용을

월한 데크 르와(décret-loi)의 례가 확립되었는데 이는 제4공화국 때에

도 계속되었다가 제5공화국에서 헌법규정에 명문화되었다.

한 1958년에 제정된 랑스의 행 헌법에 규정된 통령제의 기능도

36) Capitant, op. cit., p. 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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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상 성문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다. 여기서 국가원수에게

부여된 역할은 정부에게 국가의 정치를 결정하고 이끌어나갈 임무를 부

여한 헌법 제20조를 실효 하 으며, 제5공화국 출범이후 통령에 의

한 총리의 해임권이 사실상 행사될 수 없는 것이 되었는데 이는 헌법규

정을 습법에 의하여 변형시킨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다.37)

다. 국민과 국가 간의 계에 한 사항

국민과 국가의 계에 한 사항 가장 요한 것은 역시 기본권의

범 와 한계의 문제일 것이다. 이 분야에서는 다수의 헌법원칙들이 헌

법 상의 명문의 규정이 없이 통용되고 있다. 컨 자기책임의 원칙

이나 무죄추정의 원칙 혹은 정보에 한 자기결정권 등도 이러한 명문

의 규정이 없이 통용되는 습헌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헌법재 에 있

어서 자주 활용되는 비례의 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 등도 엄 히 보면

불문의 헌법사항으로서 습에 의하여 굳어진 습헌법의 일부를 이룬

다고 할 수 있다.38) 한 이와 같은 기본권에 련된 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가기 의 담당자의 선출, 즉 공직선거와 련된 문제는 이

역에 속하는 것이고 여기서도 습헌법의 발 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헌법 습이 생성된 실례를 들자면, 미국의 통령 선

거에 있어서 선거인단이 특정의 후보자에 하여 투표를 하여야 할 의

무를 가지는 강제 임의 행에서 나타나는 사실상 직 선거에로의 변

형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나, 조지 와싱턴이 도입한 ‘ 통령의 재선까지

만의 허용’ 제도가 랑클린 루즈벨트의 외가 발생할 때까지 유지되

었던 것 등을 거론할 수 있다.39) 다만 후자의 제도는 랑클린 루즈벨

트의 4회에 걸친 통령직 수행이 있고 난 후 헌법개정에 의하여 명문

의 조항으로 명확히 규정됨으로써

37) Benoit Jeanneau, Droit constitutionnel et institutions politiques, 1987, p. 84.

38) Wolff, aaO, S. 449.

39) Jeanneau, op. cit., p.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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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습헌법은 성문헌법으로 변모하 다.40)

Ⅴ. 우리나라에서의 헌법 습 사례의 구체 가능성

우리나라의 헌법규범체제와 헌법의 실에서 어떠한 사항들에 하여

습헌법성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고

찰하기 하여 편의상 제정헌법 선행 습헌법의 성격을 가지는 것과

제정헌법 후행 습헌법의 성격을 가지는 것을 구분하여 보기로 한

다. 필자가 생각하기로는, 제정헌법선행 인 것으로서는 우리나라의 국

가 정체성과 상징성에 련된 헌법사항으로서 국기나 국가의 문제와 국

어를 한국어로 한 것 수도의 설정에 한 문제가 모두 이와 같은

습법 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 제정헌법 후 헌법 습으

로서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의 헌법 례가 여기에서 문제될 수 있

겠고 필자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으나, 가장 요한 것으로는 우

리 헌법상 북한이 가지는 지 와 남북한간의 합의서의 처리에 한 사

항, 조약 체결에 있어서 외교당국에 의하여 례화되어 있는 소 ‘고시

류 조약’의 존재, 그리고 국회의 국무 원에 한 해임건의의 통령에

한 구속력, 소 국무총리 서리의 문제 등이 이 유형으로 문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하에서 각 주제별로 이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40) 미국 수정헌법 제22조(1951년) : 구든지 2회보다 많이 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

으며, 구든지 타인이 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2년 이상 통령직에 있었거나

통령 직무를 행한 자는 1회보다 많이 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는 연방의회가 이를 발의하 을 때에 통령직에 있는 자에게는 용되지 아

니하며, 본조가 효력을 발생하는 동안 통령직에 있거나 통령직무를 행

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통령직에 있거나 통령 직무를 행하는 것을 방

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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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헌법 선행 헌법 습

가. 우리나라의 국어를 한국어로 하는 것

우리나라의 국어가 한국어인 은 무나 자명한 사실이어서 이를 굳

이 규범화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제 시 와 같은 외세의

령기에 한국어의 사용을 제한당한 실례도 없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이 헌법 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지는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

고 본다. 여기서 국가의 기본을 구성하는 사항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이

자명한 것은 헌법제정자가 헌법을 만들 당시 비록 명문의 조항을 넣지

는 아니하 어도 이를 헌법 으로 규율하고 확정할 의사가 분명히 있었

다고 볼 경우가 있다는 이다. 이 경우에는 비록 명문의 규정이 없으

나 헌법의 일부로서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단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헌법에 의하여 규율하는 것이나, 헌법 에 명문의 조항을 넣지는 아

니한다(gesetzt aber nicht geschrieben)’는 것이다.41) 따라서 이러한 자

명한 사항은 그것이 헌법의 일부가 되는 불문헌법사항으로 인정하는데

있어서는 습헌법의 힘을 빌 필요가 없으며, 습헌법의 요건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따져볼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명한 사항’

에 해당하는 것에는 우리나라의 국어가 한국어라는 을 가장 쉽게 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헌법 으로 자명한 사실로서 명문의 조항이 없더라

도 당연히 불문헌법사항에 포함된다고 하는 해석은 성문헌법주의에 극

단 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면을 가지고 있다.

헌법규정에 없는 것을 마치 헌법규정에 있는 것과 같이 본다는 것은 이

러한 방법이 남용될 경우 헌법규범의 안정성과 명확성을 크게 해칠 우

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나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명문의 조항

없이 불문의 헌법사항에 포함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역시 습헌법의

요건에 비추어 이를 심사하여 습헌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헌법규

범으로 해당한다고 보는

41) Wolff, aaO, S.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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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합당하고 무난할 것이다.

그 다면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언어가 한국어이고 다른 어떤 언어

도 통용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우리의 공용어가 한국어인 은 헌법상

조항의 설치가 필요없는 자명한 사실일 뿐만 아니라, 헌법제정 이 부

터 지속되어 내려오는 우리 민족의 본질 특성이며 오랜 습 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이 에 한 공통의 합의가 확고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

므로 이는 습헌법에 해당하여 우리 헌법규범의 일부를 이룬다고 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나. 국기와 국가의 결정

국기와 국가는 가장 형 인 국가상징이다. 우선 이러한 국가상징을

결정하는 것은 역시 국가의 정체성에 련된 것으로서 요한 헌법사항

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상징의 사항은 각국의 헌법을 보더라

도 반드시 헌법 에 필요 으로 넣어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사항을 헌법 에 수록하고 있지 않다.

단컨 이러한 사항은 반드시 헌법 에 들어가야 할 것도 아니지만

정부가 국민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다. 국가와

국민의 상징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국민 의견수

렴과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국민주권의 헌법원칙에 합당

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사항들은 헌법제정자가 헌법을 만들 때에 이

를 헌법 에 넣는 방식으로 결정하든지(헌법유보의 방식) 아니면 어

도 국민의 표자인 의회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의에 의하여 결

정할 사항(의회유보의 방식)이라고 하겠다. 한 제3의 방법으로 국민투

표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민 유보의 방식)

이와 같이 헌법에 의하여 명확한 방식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그 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도 그 헌법 함의를 무조건 부인할

것은 아니다. 헌법에 규정이 없고, 국회의 결정으로 명확히 되지도 못하

으며, 이 사항들을 국민들이 직 결정하기 한 국민투표도 실시

된 바가 없는



161

경우에는 다시 헌법 습에 의하여 확정된 것은 아닌지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기나 국가에 한 헌법 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문의 헌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이 될 것이다. 즉 비록 헌법 에 규

정은 없지만, 헌법제정자가 헌법제정 당시에 직 결정한 사항으로 보

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기가 태극기이고, 국가가 애국가인

것은 헌법 에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국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게

된 것도 아니므로 습헌법성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42)

단컨 태극기와 애국가에 한 사항은 건국 당시는 물론 일제 강

기부터 우리나라를 상징하기 하여 리 사용되고 그 상징성과 표

성이 인정된 것으로서 이제는 어떠한 명문의 근거가 없이도 국민들이

법 으로 공통된 견해에 도달한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사항

들에 하여서는 불문의 습헌법성이 인정되어야 마땅하다.

다. 수도의 결정

수도의 문제는 국가의 기본 조직의 장소 구성을 의미하며 이는

그 정치 공동체의 정체성에 한 요사항이 된다고 할 것이다. 여기

서 정체성이란 그 국민이나 민족의 역사와 경험, 문화, 정치와 경제, 권

력문제와 국가의 정신 상징 같은 것들로서 나타나는 그 국가와 국민

의 자기표 이다.43) 따라서 수도의 문제는 요한 헌법사항의 하나가

된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헌법유보’나 어도 ‘민 유보’의 방식에 의

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를 서울에 둔다’고 하는 은 오랜

역사를 통하여 계속되어 온 국가조직에 한 명료한 사항에 해당한

다.44) 서

42) 태극기에 한 사항은 통령령인 한민국국기에 한규정에서 상세히 규율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상징에 한 문제로서 동 규정은 헌법사항을 확인하고 있는 것

일뿐 이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국기가 태극기인 것으로 결단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3) Peter Häberle, Die Hauptstadtfrage als Verfassungsproblem, DöV, 1990. 12. S.

989 ; Manfred Wochner, Hauptstadt als Rechtsbegriff, ZRP, 1991, S. 207

44) 이것을 보통 ‘우리 나라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말로 알기 쉽게 풀어서 말할 수

있고 각국의 헌법규정도 ‘수도는 …이다’라고 일반 으로 표 한다. 그러나 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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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혹은 6‧25 쟁 등의 국난이 있었던 시 이

나 일제시 와 같이 국권을 상실한 시기에도 우리 민족의 수도로서의

상징성을 상실하지 아니하 다. 한 제헌헌법의 시행 이후에도 비록

헌법 에 명문화하지 아니하 지만 법률의 차원에서 서울은 수도인 것

을 당연히 제로 하여 행정상 특수한 지 를 가지는 것을 정하는 입법

을 시행하여 왔다. 이러한 역사 사실과 수도 서울에 한 국민 인

식을 고려할 때 우리 헌법상 ‘ 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에 둔다’고 하는

은 헌법상 자명하고 헌법에 제된 사항으로서 습헌법으로 확고히

정립된 헌법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그 다면 우리 헌법상 수도의 문제는 습헌법으로서 이미 ‘헌법

유보’의 방식에 의하여 해결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우리 헌

법상 수도의 문제는 비록 헌법 에 명문화하지는 아니하 으나 민 유

보 혹은 의회유보의 방식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며, 헌법 습규범의

형태로 결정됨으로써 ‘헌법유보’의 한 방식으로 헌법의 차원에서 해결되

어 있다고 하겠다.45)

미는 어디까지나 국가의 장소 구성에 있어 어느 지역에 수도를 둔다(설치한다)

는 의미이므로 이는 단지 사실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헌법 결

단을 담고 있는 가치 단에 해당한다.

45) 독일의 경우를 보면, 독일은 1990. 10. 3. 동서독이 통일되면서 새로이 통일독일

의 수도를 정할 필요가 생겼는바, 통일독일의 수도는 베를린으로 함을 동서독 통

일조약에 명시하 다.(통일조약 제2조 제1항) 그런데 동 통일조약은 명칭상 조약

(Einigungsvertrag)이라고 하 으나 일반 국제조약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

다. 동 조약은 그 내용에 기본법 조항의 다수가 폐지되거나 개정되는 내용을 담

고 있어서 동 조약의 발효에 의하여 독일의 헌법이 개정되는 효과를 수반하 다.

따라서 독일의 의회는 동 조약의 승인 차를 일반의 국제조약의 통과 시에 요구

되는 재 의원 과반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개정 차에 해당하는 재 의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 통과시켰다.(BVerfGE 82, 316, 320f) 이와 같이 독일

의 통일조약은 어도 그 본문은 법률에 상응하는 내용을 가진 것이 아니며 헌

법개정의 내용을 담은 소 헌법조약(Verfassungsvertrag)인 것이다. (Klaus

Stern, Einigungsvertrag, S. 39. 참조) 그리고 통일독일의 수도조항은 이 헌법조

약으로서의 통일조약 본문의 선두조항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

려하면 통일독일은 그 수도의 설정을 헌법규범 속에 담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정확하다. Häberle, aaO., S. 999. 참조



163

2. 제정헌법 후 헌법 습

가. 북한의 헌법 지 와 북한과의 합의의 구속력

우리 헌법 제3조는 ‘ 한민국의 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민국은 한반도에서 유일한 국가가 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북부지역을 토로 차지하면

서 국가로서 존재하고 있는 북한은 우리 헌법상 국가가 될 수 없다. 비

록 헌법 제4조가 ‘ 한민국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 기본질

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하고 있더

라도 이러한 평화통일의 요구만으로는 북한의 국가성을 부정하는 와

같은 우리 헌법의 입장에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재의 헌법 실은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국가로 활동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북한체제와 상하고 마치 국제조

약과 같은 성격의 합의를 체결하는 것이 례화되어 있다. 이러한 행

은 다 방면의 남북한 상이 진행됨과 아울러 외 인 수 을 넘어서

일반화되어 있으며, 일부 남북한 간의 합의서는 조약에 하는 것으로

국회의 동의 차까지 이행된 바가 있다.

그 다면 이러한 북한의 국가성의 인정, 통일을 하여 정부의 상

상 방으로서 북한 정부 당국의 인정 남북한 간의 합의에 조약성

을 부여하는 것 등은 우리의 헌법규정에 반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우

리 헌법의 실에서 법 구속력이 있는 습법으로 확립된 것으로 보

기에 충분한 상황에 이르 다고 사료된다. 이는 내용상 우리나라의

토의 통일성 내지 국가성의 기본 사항에 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당

연히 헌법유보사항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우리 헌법상

지 의 변화와 남북한 합의의 조약성의 인정은 새로 확립된 습헌법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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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시류 조약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

은 효력을 가진다고 하고 있고,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는 안 보장에 한 조약, 요한 국제조직에 한 조약, 우호통상항

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약 는 입법사항에 한 조약의 체결․비 에

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73조는 통령에게

조약체결권을 부여하고 있고, 헌법 제89조 제3호는 조약안은 국무회의

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약에 련한 우리 헌법조항의 이

와 같은 내용을 볼 때 우리 헌법은 조약을 두 가지 형태의 것으로만 분

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우리 헌법상 조약은 헌법 제60조 제1항

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同意條約’이라고 칭할 수 있

다)과 동 조항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통령이 비 (혹

은 비 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지 裁可)하고 이를 공포만

하면 되는 조약(‘非同意條約’이라고 칭할 수 있다)으로 나 고 있는 것

이다. 그러나 외교통상부의 실무 행상으로는 소 ‘告示類條約’이 존

재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요구되는 조약 체결․발효의 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외교통상부 장 의 결로 체결하는 조약을 말한다.46)

46) 외교통상부 발간 업무처리지침에서는 이 고시류조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동

지침 55-56면)

‘조약에 한 국가의 기속 동의 부여를 내부 으로 확정하기 한 국내 차로는

국무회의의 심의와 통령의 재가를 요하는 것이 일반 이나, 母條約의 실시․집

행을 하여 그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임된 범 내에서 보충 으로 체결되는

약정(각서교환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부분임) 는 국제기구에서 채택된 다

자조약으로서 그 조약 내용 의 경미한 사항을 기구의 결의를 통하여 수정하는

경우( 컨 의사국의 수를 증감하는 따 ) 등에는 복잡한 국내 차를 취하는 것

이 당하지 아니하므로 외무부장 이 계부처와 의를 거쳐 체결 차를 취하

고 그 내용을 보에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래와 같은 조약들을 실무편

의상 고시류조약이라 칭한다.

(1) 이미 체결된 조약에 규정된 내용을 실행하기 한 집행 성질의 세부사항에

한 합의

:부산시 하수도 사업에 한 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정부 간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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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고시류조약은 우리 헌법상 어떻게 평가되어야 할 것인가.

단컨 , 국민주권과 법치주의에서 나오는 법치행정의 원칙은 우리 헌

법의 기본원리이며, 이는 외교행정분야에서의 국가권력의 행사에 있어

서도 당연히 수되어야 한다. 앞서 본 헌법조항들의 내용을 볼 때

국무회의 심의와 통령의 체결행 를 거치지 아니하고 외교통상부 장

이 결로 처리하는 조약의 형태는 우리 헌법상의 명문 조항에 반하

므로 일단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록 개념상 조약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극히 실무 차원의

조약은 외교행정의 능률을 하여 헌법조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를 간편한 차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은 합리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랜 례의 집 에 의하여 그와 같은 행이 확립된 법원칙으로 인정

되는 단계에 이르 다면 이는 실정헌법조항에 배되어 헌 인 것이

라고 단하기보다 습헌법사항으로 정립된 것이어서 합헌성이 인정된

다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사료된다. 참고로 독일의 경우에도 헌법의

근거 없이 이와 같이 정부 독자 으로 체결하는 조약의 범주가 존재하

고 있다.47) 이와 같은 고

력을 한 약정(외무부고시 제1호) 모 정 : 1966년 한․독 기술 력

정

(2) 조약의 본질 내용을 변경함이 없이 이를 일부 수정하기 한 합의

: 정부간해사자문기구 약 수정(외무부고시 제11호)

(3) 조약의 유효기간을 단순히 연장하기 한 합의

: 1971년 소맥무역 조약의 제5차 연장을 한 1979년 의정서(외무부고시 제40호)

(4) 수출입상의 쿼터에 한 합의

: 한민국과 오스트리아 정부 간의 79년도분 면직물 쿼터 정(외무부고시 제16

호)

47) 독일의 경우 헌법에 근거가 없는 소 ‘정부 정’ 내지 ‘부처 정’을 살펴보면 아

래와 같다.

기본법 제59조 제2항은 조약의 국내변형 차와 련하여 “연방의 정치 계를 규

정하거나 연방의 입법사항과 련을 가지는 조약은 연방법률의 형식으로 하되

그 때마다 연방입법에 한 권한을 가진 기 의 동의나 참여를 필요로 한다. 행

정 정(Verwaltungsabkommen)에 해서는 연방행정에 한 조항이 용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조항 제1문은 소 동의법률(Zustimmungsgesetz)에 하

여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모든 조약이 동의법률의 형태에 의하여 국내변형의

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상은 ‘연방의 정치 계를 규율하거나 연

방의 입법사항에 한’ 조약에 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 헌법 제60조 제1항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을 ‘상호원조 는 안 보장에 한 조약, … 국

가나 국민에게 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약 는 입법사항에 한 조약’으

로 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있다. 양국의 사법기 에 의한 해석상 차이가



166

시류조약의 존재도 우리 헌법상 나타나는 습헌법의 한 형태가 된다

고 할 것이다.

다. 국회의 국무 원 해임건의의 구속력

헌법 제63조는 ‘국회는 국무총리 는 국무 원의 해임을 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제1항) 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 재 의원 3분의 1 이

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 제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제2

항)’고 규

있겠지만 그 규정 취지는 유사한 것으로 사료된다. 독일이 동의법률에 의한 국내

변형(transformation) 차를 취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국회의 동의를 통한 국내

수용(incooperation) 차를 취하는 차이가 있으나, 독일의 동의법률은 의회에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통과시킬 수 없고 조약 내용 체에 한 가부만

단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을 고려하면 실질 으로 우리의 국회동의와 유사하

다. 와 같은 동의법률로 변형하여야 할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

본법 제59조 제2항 제2문에서 규정한 소 ‘행정 정’으로 처리된다. 동의법률의

상이 되지 아니하는 조약, 즉 행정 정은 행정규칙이나 행정행 의 형태로 규

율될 수 있는 상을 내용으로 삼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 정은 동의법률의 형태

로 의회의 여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기본법 제59조 제1항 제2문에 의하여 역

시 연방 통령의 체결행 에 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 정은 그 내용

에 따라 법규명령, 행정규칙, 혹은 행정행 의 발령의 형태로 국내법 으로 변형

되어 발효된다.

그러나 실제로 행정 정은 기본법 제59조 제1항 제2문의 내용과는 어 나게 통령

의 비 없이 연방정부 혹은 계부처에 의하여 체결되고 있다. 실무상으로는

기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형태의 조약체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헌법

근거가 결여된 형태의 이 행정 정은 ‘정부 정(Regierungsabkommen)’과 ‘부처

정(Ressortabkommen)’으로 별되고 있다. 정부 정은 연방정부가 상 국의

정부와 체결하는 것으로서 연방정부가 체약당사자가 되며, 연방정부 표의 서명

과 상 국에 한 통지에 의하여 발효된다. 부처 정은 계부처가 체약당사자가

되며, 조약의 내용이 기본법 제65조에 의한 부처간 할범 를 기 으로 볼 때

어느 특정한 부처에 속하는 경우에 생긴다. 기본법의 규정상으로는 통령이 모

든 조약의 체결권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이러한 실무는 헌법 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 되고 있으나, 실제로 이를 헌 단한 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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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다.

여기서 헌법은 국회가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것으로 명문화하고 있

으므로 이러한 국회의 권한은 그것이 행사되더라도 통령이 반드시 따

라야 하는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함이 명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의 제도 운용에 있어서는 이러한 해임의 건의가 국회에서 의결되었을

때 통령은 그 건의를 불가피하게 수용하여 왔다. 즉, 해임건의의 의결

에 하여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이미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 에

하여는 아직 학설상 그 구속력에 하여 부정 인 견해도 있고 의견

이 나 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아직은 습법으로 될 만큼의 법 확

신이 정립되어 있지는 아니하다고 평가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몇 번의 사례에서 해임건의는 받아들여져 온 을 생각하면 습헌법

직 의 단계인 헌법 습률(習律) 정도에 해당된다고 이 상당할 것으

로 사료된다.

라. 국무총리서리 제도

통령이 국회의 동의에 앞서 국무총리의 서리를 임명하는 것이 우리

헌정에서 확립된 헌법 행으로서 습헌법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하여는 이미 헌법재 소에 그 사건이 제기되어 비록 법정의견은 아니

나 소수의견에서 이에 한 단이 내려진 바가 있다.(헌재 1998. 7. 14.

98헌라1 례집 10-2, 1, 29-30면 참조)

우리 헌정의 역사를 보면 1972년 헌법개정 이래 1991년까지 총 13회

에 걸쳐 국무총리서리가 임명된 바가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그 동

안 정착되었다기보다는 계속 헌여부가 제기되어 왔고 논란이 심화되

어 1991년 이후에는 더 이상 국무총리 서리가 임명되지 아니하 다. 따

라서 이러한 헌정사를 감안한다면 국무총리서리 제도는 헌법 습률의

정도에까지 이르 다고 하기도 어렵고 단지 단순한 헌행 의 반복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결정에서 헌법재 소의 소수의견도 이

와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다.48)

48) 이에 련된 헌법재 소의 결정이유 부분(3인의 소수의견)은 다음과 같다.

‘피청구인은 통령이 국회동의에 앞서 국무총리서리를 임명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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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습헌법의 변화

1. 이 문제를 악하기 해서는 먼 성문헌법과 불문헌법 경성

헌법과 연성헌법의 계에 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습헌법을 개

념상 포함하는 불문헌법은 일반 으로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

다. 그 하나는 성문헌법에 비되는 개념으로서 헌법이 헌법 의 형식

으로 성문화되지 아니한 채 헌법 행의 체로 성립되는 경우를 말

하고 국․뉴질랜드 등에서 이러한 불문헌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

러한 불문헌법국가의 유형에 속하는 헌법의 특이한 은 ① 의회제정법

률에 한 헌심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과 ② 특별한 헌법개정

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념필수 으로 연성헌법(軟性憲法)일 수밖에

없다는 이다.49) 그런데 불문헌법의 다른 한 가지의 의미는 우리나

라와 같은 성문헌법주의 국가에서도

에 있어서 확립된 헌법 행이고 이 사건 임명처분은 그에 따른 것이어서

법하다고 주장한다.

국무총리 임명에 한 헌법규정의 변천을 살펴보면, 제헌헌법은 통령이 국무총리

를 임명한 후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1960. 6. 15. 개정된 제2공

화국 헌법에서는 통령이 민의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하 으며, 1962. 12.

26. 개정된 제3공화국 헌법에서는 통령이 국회의 동의나 승인 없이 국무총리를

임명하게 하 다. 그러다가 1972. 12. 27. 개정된 이른바 유신헌법에서 다시 국회

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규정한 후 행헌법에 이르기까지 내용의 변경없이

존속되고 있다.

이와 같이 1972년의 헌법개정 이래 국무총리 임명에 한 국회의 동의제도가 확립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때부터 1991년까지 총 13회에 걸쳐 국무총리서리가

임명된 바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간에도 국무총리서리 임명에 하여

는 그 헌여부에 한 논의가 거듭되어 왔고, 특히 행헌법이 시행된 이후 그

헌성에 한 논란이 더욱 심하여 1991년을 끝으로 그 뒤에는 국무총리서리를

임명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그 다면 비록 국무총리서리를 임명하는 헌법 행이란 것이 과거에 있었다 하더

라도 1991년을 끝으로 그러한 행은 이미 없어진 것이고, 에서 밝힌 바와 같

이 국무총리서리를 임명하는 것은 헌법의 규정에 명백히 반되는 정치 선례

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것이 반복되었다는 만으로 이를 헌법 행이라 하

여 헌법의 명문규정에 우선하여 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49) 허 , 한국헌법론, 신정10 , 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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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규정상의 흠결 등 여러 가지의 요인에 의하여 핵심 인 헌법

사항이 헌법 에 규율되지 않고 헌법 행이나 습에 의하여 규율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에 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불문헌법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의 그것이다.50) 이러한 불문헌법은 앞서 본 보다

일반 의미의 불문헌법국가의 불문헌법에 비교하여서는 의미의 폭도

좁은 것이며, 특히 그 효과나 개폐의 문제는 그 제도의 바탕이 되는 성

문헌법의 틀 내에서 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한도 내에서 불문헌

법국가의 그것과는 구분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특히 여기서 ‘불

문헌법이나 습헌법의 경우 헌법의 하 에 있는 법률에 의해서도 이를

개정할 수 있다.’는 언 이 문헌에 자주 등장하는 것51)은 국과 같이

경성헌법을 가지지 아니한 불문헌법주의 국가에서는 그와 같은 방법으

로 헌법이 개정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잘못 일반화하면 안 되며 성문․경성의 헌법국가에서 발생하는 불

문헌법사항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용될 수 있는 의미를 가진 것은 아

님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불문의 헌법사항이 반드시 연성의 헌법이 되

지는 아니함은 랑스 제3공화국 이래 성문헌법의 체제하에서 많은

습헌법의 발 을 경험하고 이를 이론화하 던 랑스의 헌법학에서는

보편 으로 인정되는 사실이다. 즉 성문헌법이라고 하여도 연성의 것

(즉 특별히 엄격한 헌법개정 차 없이 일반법률로서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헌법)이 있을 수 있고, 반 로 불문헌법(즉, 습헌법)이라고 하여

도 경성의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역사 사례들도 시하고

있다.52)

50) 컨 랑스 제5공화국의 불문헌법의 인정 효력에 한 논쟁이 이와 같은

의미의 불문헌법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랑스 제5공화국은 헌법개정 차를 엄

격히 한 경성헌법의 성문헌법을 가지고 있다.( 랑스헌법 제89조는 통령이 헌

법개정안을 발의하면 상하양원에 의하여 가결된 다음 국민투표에 의하여 승인되

어야 확정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개정의 차가 법률 제개정의 차에 비

하여 엄격한 것임은 물론이다.)

51) 컨 허 , 게서, 37면 등

52) 이에 하여 튀르팽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특히 리 퍼져있는 오류와는 달

리, 습헌법은 반드시 연성인 것은 아니다.( 국의 를 일반화할 필요는 없는 것이

다.) 성문헌법이 필연 으로 경성인 것도 아니다. 랑스의 구제도하에서 왕은 일

반법률의 제정자 는데, 왕국의 ‘기본법(les lois fondamentales)’을 수정할 때에는 반

드시 삼부회를 소집하여야 하 다. 이와 반 로 1814년과 1830년의 헌장은 성문이

었지만 연성이었다.” Turpin, op. cit., p. 80. 참조 ; Debbasch, op. cit., p. 81.



170

2. 성문헌법체제하의 습헌법사항은 일단 앞서 본 요건을 충족한 이

상 헌법규범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성문의 헌법과 동 계(同位

關係)가 성립하는 것이다.53) 컨 1875년 출범한 랑스 제3공화국

당시 ‘1789년의 인권선언’이 습헌법으로 인정되고 이는 헌법규정과 동

의 효력을 인정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러한 습헌법

도 헌법으로서 효력을 가지며 헌법재 에서는 재 규범이 될 것이고,

한 이와 같이 정립된 습헌법이 변경되는 것은 헌법의 개정 차에

의하여 동 습헌법에 배치되는 사항을 직 헌법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이 확립된 습헌법에 하여도 이에

배치되는 입법이나 행이 새로 발생하고 이러한 사례들이 헌법 으로

문제되어서 폐기되지 아니한 채 묵인되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어 새로운

법 확신이 생긴다면 이는 당해 습헌법이 헌법의 변천에 의하여 폐

지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나 습헌법은 헌법유보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성문

의 헌법과 동 (同位)의 국가법인 것이므로 이를 하 의 법률이나 그

이하의 법형식에 의하여 개폐할 수는 없는 것이다.54) 다만 실 으로

하 의 법형식에 의하여 습의 내용에 반하는 사항이 규정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George Burdeau, droit constitutionnel, 21. éd. p.75.에서도 불문( 습)헌법이 경성

헌법일 수 있다는 을 설명하고 있다.

53) 川添利幸, 前揭 論文, 23面 ; Jacques Chevallier, op. cit., pp. 1377-78

54) 본기본법주석’에 의하면 기본법 제79조는 ‘기본법은 오직 기본법의 문귀를 명시

으로 변경하거나 보충하는 법률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제1항) … 이러한

법률은 연방의회 의원 3분의 2와 연방 참사원 표수의 3분의 2의 찬성을 필요로 한

다.(제2항)’고 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헌법개정 차의 상이 되는 ‘기본법’에는 성

문의 기본법 조항만이 아니라 불문의 내용(ungeschriebene Inhalte)도 포함되며, 여

기서 불문의 내용 에는 성문의 기본법의 흠결의 보충을 한 ‘헌법 내용의

습법의 법규범들(Rectssätze des Gewohnheitsrechts verfassungsrechtlichen

Inhalts)’이 포함된다고 하고 있다. Bonner Kommentar, Art. 79 Abs. 1 u. 2/April

1986, rdnr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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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종래까지 유지되어온 습헌법에 배치되는 새로운 헌법실례가

등장한 것을 의미하며, 동 배치되는 사례가 종래의 습헌법의 반을

이유로 헌임을 공격받아서 폐기되든지( 습헌법의 규범력 유지) 아니

면 이러한 사례가 계속 집 됨으로써 종래의 습헌법의 규범력이 고사

(枯死)하든지(헌법의 변천에 의한 습헌법의 규범력 상실)하는 과정을

밟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습헌법은 그것도 헌법규범이므로

이를 규범체계상 헌법보다 아래에 치하는 법률이나 명령, 규칙 등 그

밖의 법형식으로 변경될 수는 없고, 습헌법에 배치되는 그러한 법률

등 헌법하 의 규범은 헌법재 에 의하여 헌 여부가 문제된다면 습

헌법의 존재가 인정되는 한 헌법 반에 해당하는 것이다. 습헌법에

배치되는 법률의 제정은 그것이 습헌법의 내용을 변경하는 효력을 가

지는 것일 수 없으며 헌으로 단받아 폐기되든지, 아니면 그것은 헌

법변천을 한 하나의 시도로 밖에 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55)

Ⅶ. 결 론

이상에서 고찰한 바를 염두에 두고 이제 습헌법의 문제가 제기하고

있는 몇 가지 의문에 하여 결론 으로 정리하여 보기로 한다.

55) 이 에 하여 Wolff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어느 법규범이 습헌법으로 인정된다면 이는 그 개정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성문

의 헌법의 경우와 동일한 구속력과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 법규범은 최소한

기본법 제79조 제2항에 의거한 헌법개정의 방법에 의하여만 개정될 수 있는 것

이다. 이 경우 성문헌법의 공포가 선행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법 제79조 제1항 제

1문에 따른 법률이 기본법에 반드시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습법 법

규범의 폐지는 성문헌법의 폐지와는 다음과 같은 에서 구분된다. 성문헌법은

헌법 에서 계되는 헌법조항을 제거, 즉 삭제함으로써 폐지하는 것이지만 습

헌법은 그에 상반하는 법규범을 집어넣는 것에 의하여만 폐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형식 인 헌법개정 외에도, 습헌법은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합의성을

상실함에 의하여 그 법효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습헌법의 요건들은 그 성립의

요건일 뿐만 아니라 효력 유지의 요건이며, 그 법규범이 발효 인 헌법으로 인정

되는 동안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 하나의 요건이 상실되면 이는 습법

성격을 상실하는 것이다.“ Wolff, aaO., S.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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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 우리나라와 같은 성문의 경성헌법 체제하에서 습헌법이 과

연 허용 내지 인정될 수 있는가하는 에 하여는 이미 다수의 학설

도 인정하고 있듯이 성문헌법의 불완 성으로 인하여 습헌법의 존재

가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성문헌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체계를 감안하여

습헌법은 그것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성문의 헌법규정의 흠결을 보충

하고 보완하는데에 그치며 이에 반할 수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실례에 의한 검토에서는 그와 같은 결론에는 도달할 수 없었다. 실

제로 습헌법이 형성되는 사안은 기존의 조항의 존부 여부에는

계없이 발달하는 것이다. 북한이 우리 헌법상의 국가, 즉 한민국과

그 정부에 하여 가지는 지 에 한 사항이 그러하며(이를 남북한 간

의 특수 계라고 표 하기도 한다.), 조약에 한 행 행인 고시류

조약의 존재사실도 그러하다. 일반추상 사고에 의한 이론에 의하면

성문헌법국가주의에서는 습헌법을 명문의 헌법조항이 없는 범 내에

서만 인정하여야 타당할 것 같지만 실증 검토는 언제나 이러한 견해

를 실망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간명하다. 습헌법은

바로 국민주권의 원리에 의거하여 다수 국민의 일반 의사에 의하여

창출되는 것으로서 국민의 의사는 기존의 헌법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고

려하여 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습은 반드시 기존의 헌법

조항을 피해가면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가사 우리 헌법이 아무런

흠결을 가지지 아니하고 시 상황에 아무런 문제없이 언제나 처할 수

있는 완벽한 것으로 자부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헌

법구조하에서 발생하는 습헌법사항은 기존의 명문의 헌법규정에 배치

되는 내용을 담을 수도 있다는 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혹자에 따라서는 습헌법의 용범 가 이와 같이 확 되는 것을 피

하기 하여 그 성립의 요건 에 실례의 계속 반복이라는 객 요소

와 국민의 법 확신이라는 주 요소 외에 그 내용의 합리성 내지

정당성이라는 별도의 규범 요소를 포함시키고 이를 기 으로 한 검증

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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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의 규정에 반하는 습헌법의 생성을 제한하려는 견해도 있는 것으

로 생각되지만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도 contra legem으로서의 습헌법

의 성립을 완 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한 통설과 같은 이론 제 하

에서 습헌법에 의하여 명문의 헌법규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을 기교

으로 설명하기 하여 기존의 규정은 헌법변천에 의하여 그 효력이 자연히

소멸 내지 고사되었다고 하면서 헌법 습론에 헌법변천론을 덧붙여 이를

복합 으로 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다. 즉 기존의 규정은 헌법변천론에

의하여 소멸되는 것으로 하고, 새로운 습헌법은 헌법 습론의 틀 내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하면 습과 성문헌법의 충돌은 피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러나 이것은 다소 기교 인 해석이고 역시 본질은 성문헌법에 배치되는 내

용의 습헌법이 생성되었으므로 그 효력이 기존의 성문헌법조항을 폐지시

킨 것으로 보는 것이 사안의 실질에 부합하고 간명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결국 습헌법은 성문헌법 조항의 내용에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효력을 가

지는 것임을 부정할 수 없으며 다만 이러한 특성을 감안할 때 그러한 성문

헌법개폐 습헌법이 문제될 경우 그 성립의 요건은 보다 엄하게 따져보

아야만 할 것이다.

2. 특정의 헌법 쟁 에 하여 습헌법의 존재가 확인되는지 여부는

당해 반복계속 인 행에 하여 국민 합의에 의한 구속력이 발생하

다고 볼 것인지 여부를 개개의 구체 인 계에서 따져 보아서 그때 그때

각각 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습헌법은 습법 일반과는 달

리 다시 일반법률에 하여 우 를 가지는 보다 상 의 규범을 말하는 것

이고 어떠한 습에 이러한 강화된 효력을 부여하는 것인지는 명확히 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헌법 습론은 이론상의 논의에 불과하며 사실상 인정이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56)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 습은 그

56) 川添利幸, 前揭 論文, 23面 여기서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 습법에 의한 성문법의 개폐에 한 일반이론에서는 재 소를 그 인정권자로 할 수 있
다. 사회의 법인 습법이 재 소의 결이라는 통로를 거쳐 국가의 법이 되고 의회
의 입법이라는 형태를 취한 국가의 법과의 사이에 동 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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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헌법유보사항, 즉 법률로 개정할 수 없고 어도 헌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한정되어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구분곤란성

은 지나친 우려라고 할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일반법원의

최고법원이 헌법재 을 행하는 구조에서는 동일한 법원이 일반 습법

과 헌법 습법을 발견할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구분상

혼란의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헌법의 최종 해

석권은 헌법재 소에 별도로 부여되어 일반 습법의 발견주체라고 할

수 있는 법원과는 단주체의 면에서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

라와 같은 헌법재 소제도하에서는 그 할 구분이 명확함으로 인하여

헌법유보사항 내지 헌법개정사항을 상으로 한 헌법 습법을 일반 습

법과 구분하여 발견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게 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비록 무엇이 국민의 공통 견해로서 습법의 범주에 들 것인지 혹은

무엇이 헌법유보사항으로서 특히 헌법 습을 구성할 것인지에 한

구체 단은 용이한 것이 아니나, 이러한 종합 가치 단은 다른 헌

법 기 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것으로서 반드시 그 발견이 불가능하다

거나 곤란하다고 할 것만은 아니다.

3. 이와 같은 습헌법은 두 가지의 형태로 변모해 나갈 수 있다. 즉

동 계라면 법은 후법에 의해 개폐되기 때문에 습법에 의한 성분법의 개폐라
는 것도 재 소의 결을 매개로서 가능하다. 습법에 의한 성문법의 개폐를 일반이
론으로서는 이 게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헌법 습법에 의한 성문헌법규범의 개
폐의 경우에는 재 소에 그러한 지 를 인정하는 것은 곤란할 것이다. 이것은 재 소
의 결은 사회의 법인 습법을 법률과 동 의 국가법으로서 받아들이는 창구로는
될 수 있어도 성문헌법과 동 의 국가법으로서 받아들이는 창구로는 될 수 없기 때
문이다. 그것이 성문헌법과 동 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해서는 재 소의 결이
법률의 개정 차보다도 가 된 헌법의 개정 차에 필 할만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논증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러나 아마 그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가령 불
가능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의해 커버할 수 있는 범 는 재 의 상으로
될 수 있는 헌법문제에 한정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특히 결 결과에 의한 헌법
의 변천에 해서는 완 히 고려 상 밖에 있게 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 습법에 의한 성문헌법의 개폐의 문제는 순수하게 이론상의 가능성의 범
에 머물지 않을 수 없고 요건의 認定 를 제도의 에서 일반 으로 논의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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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헌법도 헌법의 일부로서 성문의 헌법조항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의식 인 개정’은 반드시 헌법개정 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

은 그 사항이 비록 습법에 의한 것이지만 헌법유보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나 습헌법도 습법의 일종이므로 그 구속력에

한 국민 인 승인이 존재하는 동안에만 존속하는 것이며 이를 상실하

을 때에는 어떤 형태의 다른 규범의 설정과 계없이 규범력을 상실

하고 변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습법으로서의 요건을 상실할

때에 ‘무의식 수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무의식 규범력의 상

실은 이에 반하는 법률의 제정 -혹은 그보다 하 의 명령, 규칙의 제정

-이라는 모습을 띠면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외 상으로는

당해 습헌법이 이에 배치되는 입법(법률)에 의하여 수정되었다고 말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실질은 습헌법이 존속하기

하여 필요한 국민 승인을 상실하 기 때문에 소멸하는 것이며 엄

히 말하면 법률에 의하여 수정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습헌법도

헌법유보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헌법의 일부로서 당연히 하 규범인 법

률을 구속하며 법률에 의해서는 개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국가법의

계질서에 부합하는 논리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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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 근 사법제도는 일반 으로 갑오경장으로 인하여 1894. 12. 12.

‘洪範 14조’가 도입되고 1895. 3. 25. 재 소구성법이 제정됨으로써 형성

되기 시작하 다고 볼 수 있으나,1) 現行 刑事司法制度는 와 같은 自

律的 制度가 미처 정착되기도 에 日帝의 植民支配를 공고히 하기

하여 他律的으로 도입된 ‘日本帝國主義式 職權主義’에 기 한 調書裁判

制度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악할 수 있다. 司法權의 獨立이 실

질 으로 보장되지 아니하 던 ‘日本帝國主義式 職權主義’의 核心은 法

院이 職權으로 형사소송사건을 심리․ 단한다는 것이 아니었고, 오히

려 法院의 審理節次가 行政機關인 搜査機關이 시행하 던 搜査節次의

延長線上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1945. 8. 15. 해방 이후 美軍政은 인권보장을 소홀히 하

고 있던 종래 형사사법제도의 심각한 폐단을 시정하기 한 목 으로

1945. 9. 21. 일반명령 제5호를 공포하여 수사기 의 권력남용을 사실상

허용하는 정치범처벌법, 비검속법 등과 같은 표 인 惡法을 즉시

廢止하는 등 일련의 緊急措置를 취한 다음,2) 1948. 3. 20. ‘불법체포

구 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unlawful arrest and detention)’ 등

을 입법목 으로 하는 南朝鮮過渡政府 법령 제176호(이하, 미군정법령

제176호라고 한다.)를 제정하 는바, 이로 인하여 우리 형사소송제도상

처음으로 全面的인 法官令狀制가 도입되는 등 適法節次原則을 기반으로

하는 美國式 司法制度가 우리나라에 직 으로 향을 주기 시작하

다.3)

한편 형사사법제도에 한 制憲憲法(1948. 7. 17. 제정) 형사소송법

(1954. 9. 23. 법률 제341호) 등은 모두 미군정에 의하여 상당히 변화된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형사소송 차를 토 로 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와

1) 法院史, 법원행정처(1995) 17-18면 참조.

2) 법원사 171-172면 참조.

3) 법원사, 217-219면, 문성도, 장주의의 도입과 형성에 한 연구- 1954년 형사소

송법의 성립을 심으로-, 서울 학교 학원 법학박사학 논문 (2001) 106-13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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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日本帝國主義式 職權主義’의 代案으로 제시된 ‘美國式 當事 主

義’는 피고인 등에게 각종 節次的 權利를 보장하면서 行政府로부터 완

히 독립한 法官이 中立的인 立場에서 當事 主義的 刑事訴訟節次를

주 한 다음 그 재 과정에서 형성된 결과만으로 유․무죄를 결정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헌법 등의 제정과정에 비추어 볼 때, 미국 형사사법제도

의 근본이념과 기본구조 등을 연구․검토하는 것은 우리 형사사법제도

의 과거와 재를 확인함과 동시에 바람직한 미래의 좌표를 설정하기

한 출발 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미국 연방헌법이 국의

Common Law에서 출발한 형사사법제도를 독자 인 제도로 정착시킨

과정과 그 내용 등을 먼 살펴보고, 나아가 미국의 형사사법제도가 우

리 헌법의 제정 개정 등에 미친 향을 간략하게 검토해 보기로 한

다.

Ⅱ. 미국 형사소송제도의 형성

1. 국 Common Law 제도에 근거한 형사소송제도

미국 형사소송체계의 뿌리는 세시 부터 국에서 발달한 Common

Law 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4) 국의 식민통치를 받을 당시 미국 부

분의 지역에서 원칙 으로 국 사법제도가 그 로 용되었고, 독립

이후에도 기존의 제도를 토 로 하여 이를 계속 변형․발 시켜 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국 형사소송제도의 형성과정 등을 악하기 해서는 그

배경이 되는 국의 Common Law에 하여 반 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5) 여기서는 이에 한 상세한 검토를 생략하고, 다만 先例拘束의

原則

4) Jon'a F. Meyer, Diana R. Grant, The Courts in our Criminal Justice System,

Prentice Hall, 1st edition (2002) 9면 이하.

5) 同旨 이재홍, 韓國과 美國의 刑事訴訟節次의 比 (상) (하) 「법조 39권 7호, 8

호」 (하) 76-78면. 논문에는 David A. Jones,「The Law of Criminal

Procedure」3면을 인용하면서, 국 Common Law 제도에 따른 형사 차의 반

인 모습을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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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trine of Stare decisis)을 채택하고 있는 국 형사사법체계는 13

세기 이후 재까지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함께 각 법원의 수많은

례 등에 의하여 진 으로 형성되었다는 , 원칙 으로 私人訴追制

度(private prosecution)에 근거한 當事 主義,6) 法官令狀主義, 陪審制度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는 , 미국 연방헌법의 제정에 향을 미친

표 인 제정법률로는 1215년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1688년

권리장 법(Bill of Rights Act) 등을 시할 수 있다는 만을 지 하

기로 한다.

2. 미국 연방헌법의 제정과 독자 인 형사소송제도의 형성

가. 미국 사법제도의 독자성

와 같이 미국의 사법제도는 원래 成文憲法이 존재하지 아니한 국

의 Common Law를 토 로 한 것이지만, 미국 13개주가 독립 쟁(the

Revolutionary War)을 통하여 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 다는 ,

1781년 독립 쟁이 사실상 종결되고 13개 주는 독자 인 주권

(sovereignty)을 가진 상태에서 연합규약(the Articles of Confederation)

을 통하여 느슨한 형태의 연합정부를 창설하면서 연합의회만을 설치하

는데, 이로 인하여 주에서 연합의회의 법률을 수하지 않는 경우에

도 연합정부 차원에서 그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었고,7)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6) 표성수, 미국의 검찰과 한국의 검찰, 육법사(2000) 17-32면에는 국의 통 인

私人訴追制度의 내용 그 제도가 미국에서 公的 訴追制度(public prosecution)로

변모하게 되는 과정을 개략 으로 소개하고 있다.

7) 연합규약의 경우, ‘각 주는 자신의 주권, 자유 독립을 유지하며, 이 연합에

의하여 명시 으로 미합 국 의회에 임되지 아니한 모든 권력과 할권 권

리를 보유한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연합행정부와 연합사법부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을 분명히 하 다. 한편, 그 당시 연합의회는 쟁수행권, 화폐주조권, 우체국설

립권, 아메리칸 인디언종족의 처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과세권과 주간통

상규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은 Erwin Chemerinsky,

Constitutional Law, Aspen Law & Business (1997), 8-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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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주는 다시 1787년 헌법제정회의(the Constitutional Convention)

를 개최하여 ‘최고의 입법부, 사법부로 구성되는 단일한 연방정부(a

national government)가 수립되어야 한다.’라는 결의안을 채택한 다음

연방헌법(the Original Constitution)을 제정하게 되었다는 , 한편 주정

부(州政府)의 경우도 연방헌법과 별도로 각각 成文憲法을 제정함으로써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垂直的인 權力分立(vertical division of authority)

의 원칙을 토 로 상 으로 넓은 토를 장하게 되었다는 8) 등

이 美國 司法制度가 국과 다른 독자 인 모습을 갖춘 固有한 制度로

서 성장할 수 있는 요한 배경이 되었다.

따라서 형사사법제도를 비롯한 미국의 반 사법제도의 형성과정에

련하여 미국 연방헌법의 제정 개정, 이에 한 연방 법원의 각종

례 등이 미친 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나. 1787년 제정된 연방헌법(the Original Constitution)의 성격

그런데 1787년 제정된 연방헌법 상당부분이 이에 선행하 던 역사

인 사건 국의 기존제도 등에 한 反作用(reaction)으로 규정되

었다는 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9)

(1) 英國의 旣存制度에 한 反作用

컨 , 국에서는 成文憲法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傳統的으

로 하원(the House of Commons)의 다수당 당수가 행정수반이 되고,

상원(the House of Lords)에서 최고법원의 역할을 담당하며, 최고법원

의 수장인 Lord Chancellor가 상원의 구성원으로서 정식 사에 한

실질 인 임명권을 행사하는 등(다만, 정식 사에 한 형식 인 임명

권은 국왕에게 귀속된다) 원칙 으로 議 에 모든 權力이 集中되는 制

度를 채택하고 있

8) 1787년 Original Constitution의 제정 비 과정 등에 한 좀더 상세한 내용은

Chemerinsky, 게서 9-14면 참조.

9) Chemerinsky, 게서 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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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10)

그런데, 국의 식민통치를 받을 당시 미국에서는 식민지 주민의 이

익을 변하는 정치 표를 독자 으로 선출․ 견할 수 없었기 때문

에, 와 같이 제도 으로 권력이 집 된 국정부에 한 반감이 상

으로 강할 수밖에 없었고,11) 이러한 문제 이 됨에 따라서 독립

쟁이 발발한 것이기 때문에,12) 미국 聯邦憲法의 制定 改正過程에

서 가장 으로 논의된 사항 하나는 權力分立原則을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個人의 自由와 權利를 제도 으로 보장하는 것이었다.

(2) 1787년에 제정된 연방헌법의 제정취지

미국에서 성문헌법이 제정된 것은 와 같이 바람직한 제도개선을 추

구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가 미국의

형사사법제도에 반 으로 향을 미친 것은 당연하다. 흔히 1787년에

제정된 Original Constitution의 경우 정부의 조직과 권한에 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국민의 기본권에 한 헌법규정은 1791년 일정한 기본

권의 목록을 포함한 10개조의 권리장 (the Bill of Rights)이 수정조항

(Amendment)의 형식으로 비로소 추가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13) 이

러한 논의가 Original

10) 다만, 국에서는 최근 와 같은 통 인 정부조직에 하여 사법부의 독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에 한 상세한 논의는 피하기

로 한다.

11) 컨 , 국 정부는 1765년 미국 식민지의 주민에게 직 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Stamp Act를 제정하 는데, 이러한 국정부의 조치에 반발한 미국 식민지 주민

들은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표 없이는 세 없다.)’라는 구호를

내세워서 국 정부에 의한 직 세에 하여 항운동을 하게 되었다(그 당시 미

국 주민들의 주장은 식민지의회에 의하여 세 의 부과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는 취지 다).

12) 컨 , 미국 식민지 주민의 반발로 인하여 직 세를 규정한 Stamp Act가 폐지

된 다음, 국 정부가 다시 1773년 미국에 한 세 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확인하는 Tea Act를 제정하자, 같은 해 12월 보스톤 차사건(Boston Tea Party)

이 발생하 는데, 사건이 독립 쟁의 요한 기폭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리 알려진 사실이다.

13) 이러한 설명은 형식 으로 타당한 것이고, 최근 미국 형사소송제도에 한 논의

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로 수정조항(Amendment)의 형태로 추가된 이

른바 ‘수정헌법’에 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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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itution의 제정취지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Original

Constitution의 제정당시부터 여러 주에서 이를 토 로 하는 권리장 의

추가를 강력히 주장하 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Original Constitution이 기존 제도를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했는지 등에

하여 먼 검토해 보기로 한다.

다. 司法制度에 련된 Original Constitution의 규정 등14)

(1) 聯邦政府의 創設과 權力分立

(가) 聯邦政府를 구성하는 3府(three branches)의 鼎立

Original Constitution은 단일한 연방정부를 창설하되 그 권력을 3府

에 나 어 맡기고 있는데, 연방헌법 제1조는 立法權(the legislative

power)을 창설하여 이를 연방의회에 부여하고 있고, 제2조는 行政權

(the executive power)을 통령 행정부에 귀속시키고 있으며, 제3조

는 미합 국의 司法權(the judicial power)이 연방 법원 연방의회가

창설하는 하 법원들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와 같이 Original Constitution에서 3府가 構造的으로 完全하게 獨

立된다는 을 명시한 것은 국의 경우 행정권과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 이 입법기 인 의회에 종속되거나 의회로부터 직․간 으로

향을 받게 된다는 과 비교해 볼 때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

다. 한편 연방헌법은 3府를 구성하는 공무원의 임기, 자격요건, 충원방

법 등에 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통령이나 연방 의원의 경우 직 선

거 는 간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하는 반면에, 연방법 의 경우

“연방 상원의 조언과 동의(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Senate)”를

얻어 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임기를 원칙 으로 終身職으

로 규정하고 있는바(제2조, 제3

14) 다. 항의 내용은 Chemerinsky, 게서 1-6면을 발췌한 내용과, Kermit L. Hall

표편집(James W. Ely Jr., Joel B. Grossman, William M. Wiecek 공동편집),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련 부분을 토 로 하여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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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이는 사법부의 단이 정치 상황이나 압력이 아닌 사건의 실

체(the merits of the case)에 근거하여 형성될 수 있는 토 를 마련하

기 한 것이었다.

(나) 權力分立의 機能的 役割-牽制와 均衡을 통한 制的 支配의

抑制

1) 와 같이 구조 으로 완 히 독립된 국가기 사이의 권력 배분

은 견제와 균형의 체계(a system of checks and balances)를 확립함으

로써 制的 支配의 可能性을 減 시키기 하여 고안된 것으로서, 이

는 個人에 하여 公權力을 行事하기 해서는 일반 으로 최소한 2개

의 府가 합의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컨 , 입법부의 형 업

무인 法律制定의 경우도 ① 연방의회에 의한 법률안 의결뿐만 아니라

② 통령의 서명이 있어야만 비로소 그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다

만, 연방헌법은 통령의 거부권행사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재의결에 따

라서 법률이 제정될 수 있는 외를 인정하고 있다).

2) 특히 일반 으로 個人의 自由와 權利에 하여 重大한 制限을 가

할 수 있는 刑事處罰에 련하여 ① 立法府가 사 에 제정한 법률에 근

거하여 ② 行政府가 訴追權을 행사하도록 하면서, ③ 오로지 소추된 사

안에 해서만 심리할 수 있는 消極性을 本質로 하는 司法府로 하여

그 사안의 법 여부를 獨自的으로 判斷하도록 규정함으로써, 本質的으

로 積極的으로 公權力을 行使할 수 있는 立法府 는 行政府의 意思만

으로는 個人에게 刑事處罰을 부과할 수 없는 제도를 확립한 것이다.

(다) 聯邦政府의 權限制限을 통한 個人의 自由保護

1) 서설

한편 Original Constitution에는 ‘개인의 권리에 한 규정’이 상세히

열거되어 있지 않은데, 이에 련된 유력한 해석 하나는 헌법의 기

자(framers)들이 연방정부의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개인의 권리를

하게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 에 굳이 그것을 상세히 열거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 다는 것이다.15) 이는 의회에 모든 권력이

집 된 국의

15) 를 들면, Joyce A. McCray Pearson, The Federal and State Bill of Rights: A

Historical Look at the Relationship Between America's Documents of Individual

Freedom, 36 How. L. J. 43, 56 (19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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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한 반작용으로 볼 수 있는데, 연방정부에 하여 연방헌법

에 명시 으로 규정된 制限的 權限(limited jurisdiction)만을 부여함과

동시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헌법상 개별규정을 통하여 국 정부

에서 행 으로 행사해 온 입법부의 권한 등을 추가 으로 제한하 다

는 은 매우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2) 형사처벌에 한 입법부 권한의 제한

가) 컨 , 개인에 하여 한 기본권제한을 야기할 수 있는 공

권력행사인 형사처벌에 련하여 연방헌법 제1조 제9항 제3호 제10

항 제1호는 聯邦議 州議 에서 刑事處罰에 한 遡及立法(ex post

facto law)과 法院의 裁判에 의하지 아니한 私權剝奪法(bill of

attainder) 등을 제정할 수 없도록 지하고 있다.16)

나) 먼 Ex Post Facto Law는 행 시 에는 합법 이었던 행 를

事後에 刑事處罰하도록 하는 법으로서, 연방정부 주정부가 이러한

遡及立法을 할 수 없도록 헌법 차원에서 지한 것은 刑事事件에

련하여 個人의 自由를 制度的으로 保障한 것임이 분명하다.17)

다) 더욱 주목할 것은 Original Constitution에서 명시 으로 Bill of

Attainder를 지하 다는 이다. 16세기 내지 17세기 당시 국의회에

서는 종종 특정인의 이름과 과거의 행동을 직 명시하고 이를 반역죄

로 단정한 다음 사람을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질 인 재

차 없이 사람을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법률을 제정하 는

데(이를 ‘Bills of Attainder’이라고 한다), 이러한 법률의 경우 통상 으

로 특정인에 한 사형선고의 효과를 바로 발생시킴과 아울러 그 후손

들이 특정인의 재산

16) 연방헌법 제1조 제9항 제3호 : ‘No Bill of Attainder or ex post facto Law shall

be passed.’ 연방헌법 제1조 제10항 제1호 : ‘No State shall... pass any Bill of

Attainder, ex post facto Law, or law impairing the Obligation of Contracts, or

grant any Title of Nobility.’

17) 미국 연방 법원은 Calder v. Bull, 3 U.S. 386 (1798)에서 Ex Post Facto Law

Clauses에 의하여 지된 것은 오로지 刑事處罰에 한 遡及立法만이라는 등

을 분명히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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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속할 수 없도록 하는 ‘血統의 汚染(corruption of blood)’ 이라는

법 효과를 발생시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다. 한편 그 당시 국의

회에서는 와 같이 실질 인 재 차 없이 특정인이 범죄를 지른

것으로 간주한 다음 시민으로서의 자격과 권리를 상실시키고 그 재산을

몰수하는 등의 법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을 제정하기도 하 다(이를

‘Bills of Pains and Penalties’라고 한다).18) 그런데 입법부에서 특정인

의 이름을 직 명시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거나 혹은 특정집단을

직 명시하여 그 특정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이 법원으로부터 사실상 자

동 으로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Bills of Attainder 등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권력분립원칙을 통하여 개인의 자유

를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제정취지가 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기 때문

에, 미국 연방헌법에서는 特定人을 刑事處罰하기 해서는 반드시 獨立

性이 보장된 法院에 의한 實質的인 裁判節次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을

명시 으로 규정한 것이다.19) 미국의 경우 형사처벌과 련이 없는 다

른 역에 해서는 의회가 특정인의 법률 계를 직 규율하는 이른바

‘處分的 法律(Private Bill)’을 제정할 수 있다는 미법의

18) 미국 연방 법원은 U.S. v. Lovett 328 U.S. 303 (1946)에서 權力分立原則 등에

비추어 볼 때, 연방헌법에 의하여 지된 ‘Bills of Attainder’에는 이른바 ‘Bills

of Pains and Penalties’ 가 당연히 포함된다는 등을 분명히 밝혔다. 좀더 상세

한 내용은 Hall 게서 52면 참조.

19) 이에 한 개략 인 설명으로는 Selective Service System v. Minnesota Public

Interest Research Group, 468 U.S. 841, 847 (1984)의 다음과 같은 설시내용 참조.

‘In forbidding bills of attainder, the draftsmen of the Constitution sought to

prohibit the ancient practice of the Parliament in England of punishing

without trial “specifically designated persons or groups.” United States v.

Brown, 381 U.S. 437, 447, 85 S.Ct. 1707, 1714, 14 L.Ed.2d 484 (1965).

Historically, bills of attainder generally named the persons to be punished.

However, the singling out of an individual for legislatively prescribed

punishment constitutes an attainder whether the individual is called by name

or described in terms of conduct which, because it is past conduct, operates

only as a designation of particular persons. When past activity serves as “a

point of reference for the ascertainment of particular persons ineluctably

designated by the legislature” for punishment, id., at 87, 81 S.Ct., at 1405, the

Act may be an attainder. See Cummings v. Missouri, 4 Wall. 277, 324, 18

L.Ed. 356 (1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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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이 재까지 그 로 유지되고 있다는 에 비추어 볼 때,20)

Original Constitution에서 의회가 Bills of Attainder 등의 방법으로 실

질 인 재 차 없이 특정인에 하여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는 없도록

지한 것은 權力分立原則을 토 로 하여 獨立된 司法府의 裁判節次 등

을 통하여 刑事事件에 련된 個人의 自由와 權利에 한 侵害可能性을

최 한 억제하고자 한 미국 헌법제정권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이라고 하겠다.

3) 사법부에 의한 독립 인 재

가) 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Original Constitution 司法府

에 한 제3조에서도 刑事處罰에 련하여 行政府나 立法府와 달리 積

極的으로 公權力行使를 할 수 없는 司法府의 獨立的인 裁判節次를 必

要件으로 규정함으로써 個人의 自由와 權利를 制度的으로 保障하고자

하 다는 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나) 컨 , 연방헌법 제3조 제2항 제2호는 탄핵사건의 경우를 제외

한

20) ① 재 미국 연방의회는 원칙 으로 특정인의 권리의무를 직 규율하는 Private

Bill을 제정할 수 있고(2 USCA § 190g 등 참조), 컨 公用收用의 경우에도

立法府가 법률을 통하여 특정인의 재산을 직 수용하는 것이 原則的인 方法이

고, 그 권한을 行政府에 임하는 것은 최소한 이론 으로는 例外的 收用의 형태

이기 때문에, 연방의회 는 주의회 등에서 Private Bill의 형태로 특정인의 재산

을 수용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된다.

② 이에 하여 公用收用 등을 원칙 으로 行政權의 固有權限으로 인식하는 견해는

로이센 등의 역사 통에서 비롯된 獨逸式 思 方式으로서, 행 독일기본법

제19조 제1항도 이러한 통을 이어받아서 ‘이 기본법에 따라 기본권이 법률에

의하여 는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될 수 있는 때에는 그 법률은 일반 으로

용되어야 하고, 개별 인 경우에만 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입

법부가 (형사처벌에 련된 역뿐만 아니라) 모든 역에서 處分的 法律을 제정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와 같은 기본법 제19조상의 명문규정에도

불구하고 독일연방헌법재 소는 법률에 의하여 바로 수용 상이 결정되는 이른

바 ‘立法收用’의 경우도 (비록 외 이기는 하지만) 헌법 으로 용인된다고 시

하고 있다는 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BverfGE 24, 367).

③ 한편 우리 헌법에는 독일 기본법과 달리 ‘處分的 法律’의 제정을 지하는 명문

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는 제한

그에 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23조 제3항 등에 련하여 우리 헌법재 소에서 이른바 ‘立法收用’이 헌

법 으로 허용된다고 시하고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헌재 1998. 3. 26. 선

고 93헌바12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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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범죄의 심리는 배심제에 의하고, 그 공 차는 원칙 으로 범

죄발생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21) 제3조 제3항은 ‘합

국에 한 반역죄는 합 국에 하여 쟁을 일으키거나 군에 가담하여

그들에게 원조와 편의를 제공함으로써만 성립한다. 구든지 明示的인 行爲

(外部的인 行爲, overt act)에 한 증인 2명의 증언 는 공개법정에서 자

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역죄의 유죄 결을 받지 아니한다(제1호). 연방

의회에서는 반역죄의 처벌에 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지만, 이는 당사자가

생존하고 있는 동안에만 효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범 를 넘어서

는 (친족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血統의 汚染(corruption of blood) 는 재

산몰수(Forfeiture)의 효과를 발생하지는 아니한다(제2호).’라고 규정하고 있

는데,22) 이는 권력이 집 되었던 국 의회의 권한남용으로 인한 개인의 자

유와 권리의 침해가능성에 하여 미국에서는 성문헌법에 규정된 권력분립

원칙을 통하여 이를 효과 으로 억제하고자 했다는 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다) 한 미국 독립 쟁이 발발할 당시 이미 피고인을 단순한 심문 상

으로 취 하지 아니하고 當事 로서의 權利를 보장하는 모습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던 英國式 陪審制度는 식민지 미국에서 국 정부의 억압에

한 보루로서 정치 의미를 가지게 됨으로써,23) Thomas Jefferson이 독립

21) 연방헌법 제3조 제2항 제3호 : ‘The Trial of all Crimes, except in Cases of

Impeachment, shall be by Jury; and such Trial shall be held in the State

where the said Crimes shall have been committed; but when not committed

within any State, the Trial shall be at such place or Places as the Congress

may by Law have directed.’

22) 연방헌법 제3조 제2항 : ‘Treason against the United States, shall consist only

in levying War against them, or in adhering to their Enemies, giving them

Aid and Comfort. No Person shall be convicted of Treason unless on the

Testimony of two Witnesses to the same overt Act, or on Confession in open

Court(제1호).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declare the Punishment of

Treason, but no Attainder of Treason shall work Corruption of Blood, or

Forfeiture except during the Life of the Person attainted(제2호).’

23) 컨 , 미국 최 의 정치비평지인 New York Weekly Journal을 경 하던 John

Peter Zenger는 새로 취임한 국총독인 William Cosby를 모욕하 다는 공소사

실로 1734년 기소되었다. 그 당시 William Cosby로부터 Chief Justice로 임명된

James De Lancey 사는 Zenger에 한 유죄 결을 이끌어내기 하여 노력하

지만, 유명한 변호사 던 Andrew Hamilton의 변론 등에 향을 받은 배심원

들은 무죄평결을 하 고, 와 같은 재 결과는 미국뿐만 아니라 국에까지

리 알려졌다. 와 같이 재 차를 통하여 국정부의 억압 인 식민지정책을

배척할 수 있는 배심제도의 존재로 인하여, 국 의회는 1767년 식민지정책에 항

의하는 미국 식민지 주민들을 배심재 이 인정되지 않는 해사법원(Admir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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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문(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을 작성하면서 배심재 의

요성을 강조하는 등24) 연방 헌법의 제정당시부터 형사사법제도 반

을 지배하는 核心的 價値 하나가 되었다.

(2) 국 Common Law상의 기존 사법제도를 토 로 함

(가) 다만 연방헌법을 제정할 당시 미국의 사법제도의 경우,

Original Constitution의 개별 규정 등으로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원칙

으로 종래 용되던 국의 제도를 그 로 유지한다는 것을 제로

하고 있었다는 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나) 컨 , 연방헌법 제1조 제9항 제2호는 ‘人身保護令狀(the Writ

of Habeas Corpus)에 한 특권은 내란 는 의 침입으로 인하여 공

공의 안 을 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정지할 수 없다.’라

고 규정하고 있는데,25) 와 같은 the Writ of Habeas Corpus제도는

당사자의 구속을 명하는 하 심 법원의 재 에 한 上訴制度가 아니라

당사자에

Court)에 기소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반역죄 등에 한 형사재 을 아 국

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 는바, 와 같이 미국 식민지 주민으로부

터 배심재 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법률 등은 미국 독립 쟁을 발시키는 원

인 하나가 되었다{Albert W. Alschuler & Andrew G. Deiss, “A Brief

History of the Criminal Jury in the United States”, 61 U. Chi. L. Rev. 867

(1994), 869-875면}. 원칙 으로 범죄발생지에서 구성된 배심원에 의하여 재 받

을 권리가 보장된다는 이 미국 연방 헌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명시된 것은

와 같은 역사 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24) 미국이 국으로부터 독립되기 이 에도 12개 주의 주헌법은 형사사건에 하여

피고인이 배심재 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었는데,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에는 국으로부터 독립을 필요로 하는 이유 하나로 “( 국 국왕

인 George 3세는) 수많은 사건에서 우리들로부터 배심재 의 혜택을 빼앗아 갔

다(For depriving us, in many cases, of the benefits of Trial by Jury).”라는

을 강조하 다{Alschuler 게논문 869-875면}.

25) 연방헌법 제1조 제9항 제2호 : ‘The Privilege of the Writ of Habeas Corpus

shall not be suspended, unless when in cases or rebellion or invasion the

public Safety may requir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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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체포․구속이 이루어진 차와는 완 히 분리된 別途의 節次

(collateral review)로서 國家機關이 아닌 私人에 의한 체포․구속을 포

함하여 모든 형태의 체포․구속에 하여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本質

的으로 刑事節次가 아닌 民事節次(civil procedure)로 악할 수 있는

바,26)27) 미국에서 일반 으로 연방헌법에 규정된 인신보호 장제도를

1789년 당시 국의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은

미국의 사법제도가 원칙 으로 국의 기존 제도를 토 로 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하겠다.28) 한편 미국식 Habeas Corpus제

도는 미군정법령 제176호 제17조 내지 제18조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처

음 도입되어29) 制憲憲法 제9조 제3항에

26) “Writ of habeas corpus” is civil action that provides remedy for illegal

confinement through collateral review of criminal judgments(State v. Preciose,

N.J. 1992, A. 2d 1280, 129 N.J. 451).

27) 미법상 Criminal Procedure는 수사기 이나 검사가 개시하는 刑事事件에 한

節次이고, Criminal Procedure가 아닌 모든 차는 포 으로 Civil Procedure로

보고 있다{따라서 일반 행정사건은 물론 검사(혹은 법무부)가 차를 개시하는

사건 에도 Anti-trust 사건에 한 차 등은 모두 Civil Procedure에 포함된

다.}. 그런데, Habeas Corpus 제도의 경우, ‘국가기 ’이 차를 개시하는 것이 아

니라 ‘일반 당사자(피구속자)’가 당해 차를 개시하기 때문에 당연히 Civil

Procedure의 범 에 속하게 된다.

28) The constitutional writ of habeas corpus in United States is that of England

as it was in 1789(Stidham v. Swope D.C.Cal 1949, 82 F. Supp. 931).

29) ① 미군정법령 제176호 제17조 내지 제18조에 규정된 구속 부심사제도의 개략

내용은 다음과 같다{민복기, 정윤환, 형사소송법 개설, 조선출 문화사 (1950)

2-28면, 54-61면, 108-115면 참조}.

㉮ 구속 부심사제도는 一般 刑事訴訟節次와 獨立된 別途의 節次로서, 당사자의 신

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가 개시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 모든 국가기 에 의한 구속은 물론 私人에 의한 구속의 경우에도 부심사신청

의 상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피구속자는 법원에 부심사신청을 할 수 있

었다. 다만, 피구속자가 재 소의 구속 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에는 그 장

을 발부한 재 소의 이름과 그 令狀의 瑕疵에 하여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하

다.

㉰ 재 소는 심사신청서에 한 심사단계(제1단계 서면심사)에서 그 구속이 법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却下하고, 신청서에 의하여 그 拘束이 一應

不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7일 이내의 심문기일(제2단계 실질심사)을

지정하여 구속자에게 피구속자와 함께 재 소에게 출두하여 그 구속자에 한

구속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것을 명하도록 규정되었다.

㉱ 심문기일이 지정된 경우에도 그 기일 이 에 구속자가 미군정법령 제176호 제8

조 제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법원에 의하여 발부된 구속 장을 담당 재

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구두심문을 하지 않고 신청을 却下할 수 있었다.

㉲ 재 소는 구속의 이유 피구속자의 주장 구속의 법여부에 하여 필요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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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이 규정되었고30) 행 헌법 제12조 제6항은 제헌헌법의 취지

를 사실상 그 로 승계한 것이므로,31) 우리 행 헌법 제12조 제6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미국뿐만 아니라 국의 Habeas Corpus제도까지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이에 해서는 헌재 2004. 3. 25. 선고 2002헌

바104 결정 등 참조).32)

(다) 한 Original Constitution의 제정 당시부터 미국 형사사법제도

반을 지배하는 核心的 價値로 자리 잡은 배심제도는 18세기경 피고인

에게 當事 로서의 權利를 보장하는 모습으로 정착된 국식 배심제도

를 모델로 한 것이다.33)

거를 조사한 후 그 구속이 불법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피구속자의 석방을 명하

도록 규정되었다.

② 따라서, ㉮ 미군정법령 제176호 제17조 내지 제18조에 규정된 부심사 차에서

는 와 같은 구속이 裁判所의 令狀에 근거한 경우에는, 장 자체에 하자가 존

재하는 등 例外的 事情이 없는 이상, 재 소가 서면심사단계에서 그 신청을 却下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 행 형사소송법상 부심사제도는 검사가

수사단계에서 법원의 장에 근거하여 체포․구속된 사안을 부심사청구의 주

된 상으로 하면서, 法院의 令狀에 련된 單純違法事 까지 법원에서 包括的으

로 再審査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와 ㉯ 사이에 실질 으로 상당

한 차이가 있다는 은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30) 제헌헌법 제9조 제3항 : 구든지 체포, 구 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

을 받을 권리와 그 당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보장된다.

31) 행 헌법 제12조 제항 : 구든지 체포 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32)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 직 으로 향을 미친 미국식 Habeas Corpus제도의 의

미를 검토하기 해서는 국 Habeas Corpus 제도의 연 을 살펴볼 필요가 있

기 때문이다. 성문헌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국에서는 최소한 13세기 이 부터

Common Law를 통하여 매우 다양한 형태의 Habeas Corpus 제도가 발 하 고,

그 후 1640년 The Habeas Corpus Act, 1679년 Habeas Corpus Act, 1816년 An

act for more effectually securing the liberty of the Subject, 1906년 The Crown

Office Rule 등 수 차례에 걸친 제정법률을 통하여 종래 Common Law에 의하여

정착된 Habeas Corpus 제도를 보완하 다고 한다{좀더 상세한 내용은 이 란,

구속 부심사제도에 한 연구, 서울 학교 학원 법학박사학 논문 (1987)

10-43면 참조}.

33) 국에서는 11-12세기경부터 다수의 일반 시민이 다양한 시각에서 사실문제를

단함으로써 實體的 眞實에 근하는 ‘陪審裁判制度’가 시작되었다. 그 후 헨리

7세가 1487년 신속한 재 을 실 할 목 으로 배심 없이 피고인을 규문하는 심

리방식을 채택한 성좌재 소(Court of Star Chamber)를 설치하 으나, 성좌재

소에서 피고인에 하여 自白을 强要하는 拷問을 실시한 것에 한 반작용으

로 성좌재 소는 1641년 폐지되었고, 1650년경에는 피고인에게 自己負罪免責特權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이 인정되었다. 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18

세기경에는 피고인을 단순한 심문 상으로 취 하지 아니하고 當事 로서의 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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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미국 형사소송 차의 형성․발 에 한 기본이념 등

미국의 경우 권력분립원칙 이를 통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

을 근본이념으로 한 연방헌법이 1787년에 제정됨으로써 독자 인 사법

제도의 토 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는바, 이 장에서는 와 같은 연

방헌법을 근간으로 하는 미국 형사소송제도의 형성․발 등에 한 미

국에서의 견해 립에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34)

1. 刑事訴訟節次의 基本理念

모든 국가에서 형사소송 차는 ① 社 的 安定을 하여 法과 秩

序를 維持해야 한다는 과 ② 그 과정에서 個人의 自由와 權利를 保障

해야 한다는 등을 합리 으로 조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基本理念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 차와 련된 부분의 논쟁은 사회 으로

한 해악이 되는 범죄를 효과 으로 진압함과 동시에 형사소송 차

를 통하여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는 이러한 사례의 발생을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사회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한 것이다.35)

利를 보장하는 국식 배심제도의 모습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게 되었다.

34) 아래 논의는 주로 이재홍, 게논문 (하) 88-95면의 내용을 발췌, 요약한 것을 토

로 하여 정리한 것이다. 한편 Packer, H. (1968), The Limits of Criminal

Saction, Standford, CA: Standford University Press, 153-154면에서도 같은 논

에 하여 논의하고 있다.

35) 컨 , 독일의 경우 일반 으로 형사소송의 목 은 ① 먼 국가형벌요구(국가형벌

권)를 확정하고 철함과 동시에, ② 법치국가 차를 보장함으로써, ③ 종국 으

로 법 평화를 창조하는 데 있다고 보고 있다{Werner Beulke, Strafrpozeßrecht,

2.Aufl., 1996, S.2f. “형사 차의 목 은 피고인의 처벌 여부에 해, i) 실체 으로 정

당하고( 결의 실체 정당성), ii) 차법 으로 법하게 실 된 것으로서( 차의 사

법정형성), iii) 법 평화를 창조하는 결정이다”(Claus Roxin, Strafverfahrensrecht,

24.Aufl., 1995, 2면). Roxin은 이에 덧붙여 유죄 결을 받을 자의 재사회화 효과

를 한 사회국가 요청도 소송목 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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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에서의 現實主義(保守主義)와 理想主義(進步主義)의 립

미국에서도 와 같은 형사소송 차의 기본이념에 련된 논의가 활

발한데, 체로 社 的 安定을 시하는 現實主義(保守主義)와 個人的

權益을 강조하는 理想主義(進步主義)가 계속 으로 립하여 왔다.36)

가. 現實主義(保守主義)의 立場

現實主義 들은 刑事裁判의 理想은 범죄를 지른 사람에 하여

정한 刑罰權을 행사하는 것이고, 따라서 범죄를 지른 사람을 그 로

방치하거나 풀어주는 것은 사회 불안을 가 시키고 法制度에 한 輕

視風潮를 확산시켜서 결과 으로 正義 自體가 훼손되기 때문에, 효과

인 범죄의 진압과 사회 안정을 하여 형사 차에 한 각종 규제를

되도록 완화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37)

이 견해에 하여 좀더 구체 으로 살펴보면, 형사 차에 설정된 여

러 가지 인 인 규제로 인하여 ① 사회에서 실제로 발생한 實體的 眞

實과 ② 裁判節次에서 인정되는 事實關係 사이에 實質的인 差異가 발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한데, 아래에서 살펴보는 證據排除法則에

한 Mapp v. Ohio, 367 U.S. 643 (1961)나 수사 차에서 拘禁된 被疑

등의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를 구체 으로 보장한 Miranda v.

Arizona, 384 U.S. 436 (1966) 등의 경우 통 인 Common Law 제도

에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36) Packer 교수의 게서에서는 現實主義的 立場과 理想主義的 立場을 ① Crime

Control Model과 ② Due Process Mode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논의하고 있다.

37) Goldstein,「Reflections on Two Models : Inquisitorial Themes in American

Criminal Procedure」, 26 Stanford U. L. Rev. 1009면, 이재홍 게논문 (하) 89면

에서 재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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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연방헌법에 명시 으로 규정되지도 아니한 인 인 규제를

연방 법원이 새로이 설정하 다는 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와 같은 1960년 의 연방 법원 례로 인하여 미국 형사소송 차에

서 실체 진실을 추구하는 작업이 지극히 어렵게 되었는바, 이러한 잘

못된 선례를 번복하는 것은 傳統的인 法原則으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할

뿐, 法的 安定性을 괴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이다.38)

나. 理想主義(進步主義)의 立場

理想主義 들은 형사소송제도를 운 함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

를 보장할 수 있는 節次를 遵守하는 과정에서 正義가 구 된다는 취지

로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좀더 구체 으로 살펴보면, 미국 연방헌법의 경우

1787년 제정 당시부터 權力分立原則 이를 통한 個人의 自由와 權利

의 保障 등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있었고, 그 후 Bill of Rights를 비롯

한 수정헌법조항들을 추가 으로 규정한 것은 헌법제정권자가 사법제도

반을 형성․운 함에 있어서 Due Process 원칙을 통하여 개인의 기

본권을 최 한 보장해야 한다는 을 더욱 강조한 것이므로, 형사소송

차에 해서도 이러한 헌법이념을 제 로 구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취지이다.

3. 미국에서의 논의에 한 검토

가. 서설

와 같은 근본 인 입장차이로 인하여 미국 형사소송제도에 한 입

법

38) 이는 1980년 미국의 연방 법무장 이었던 Messe의 연설문{Vanderbilt University,

School of Law Review (1987. 3.)을 이재홍 게논문 (하) 90-92면에서 재인용하여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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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나 법원의 례형성과정에서 상당한 견해의 립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는 결국 效率性의 原則(Principle of efficiency)과 正當性의

原則(Principle of legality)과의 충돌로 악할 수도 있는 것이다.

나. 미국 연방 법원의 근방식

(1) 미국에서 1787년에 이루어진 Original Constitution의 제정 자체

가 권력집 인 국의 기존제도를 극복하는 독립 쟁의 결과이기 때

문에, 연방헌법에 權力分立原則 등을 통해서 個人의 自由와 權利를 보

호하고자 하는 理想主義的 性格이 분명하게 內在되어 있다.

(2) 다만 現實社 에서의 입법과정 내지 실무운용 등에서는 2가지

입장 어느 극단을 취할 수는 없고, 따라서 요한 것은 양극단 사이

의 어느 에서 限界를 설정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귀착되는데, 이

러한 에서 미국 형사소송제도의 형성 발 과정을 살펴보면,

체로 미에서 Common Law의 형태로 오랜 세월을 통하여 정착된 當

事 主義的 刑事訴訟制度를 現實的 土臺로 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하

여 理想主義를 하게 구 하고자 하는 연방헌법 이에 한 연방

법원의 례 등을 통하여 法律制定이나 實務運用에 하여 일정한 限

界를 설정해 나가는 과정으로 악할 수 있다.

(3) 그러므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실 으로 연방 법원의 례에

의하여 구 되고 있는 연방헌법의 취지가 理想主義的 立場에 일방 으

로 경도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다. 다시 말하면,

美國의 歷史的․社 的 現像을 토 로 하여 구체 으로 발생한 형사사

건에 련하여, 效率性의 原則을 우선시하는 現實主義的 刑事實務의 運

用에 하여 어느 선에서 限界를 설정할 것인지에 한 치열한 논의결

과 형성된 것이 재 미국 연방 법원의 헌법해석이고, 이는 具體的 事

件에서 유리된 채 막연한 當爲論 내지 理想論에 근거하여 선언 으로

형성된 이론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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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컨 , 미국 연방 법원에서 연방헌법상 명문의 규정이 아니라

헌법의 해석을 통하여 拘禁된 被疑 등의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

를 보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Miranda Case의 경우 흔히 刑事司法

의 革命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하지만, 결이 선고될 당시 미국의

반 인 상황이 이러한 연방 법원의 례를 수용할 수 있는 社 文化的

基盤을 이미 갖추고 있었다는 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39)

39) 컨 , 결의 다수의견은 ‘수정헌법 제5조에 규정된 自己負罪免責特權이 법

원의 재 과정뿐만 아니라 搜査節次에 해서도 용되는 것임은 분명하고, 구

된 피의자 등에 하여 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특권

의 행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데, 그 당시 연방의회 는 주의회의

입법과정에서 다수의견이 제시한 제도 장치 이외의 다른 방법(alternative)으로

와 같은 특권을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실 으로 불가능하다고 보

기 때문에 다수의견과 같이 결하는 것일 뿐이고, 이러한 결이 향후 의회의

자율 인 제도개 노력에 하여 일정한 형식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

지로 시하 다{ 결 467면 : Today, then, there can be no doubt that the

Fifth Amendment privilege is available outside of criminal court proceedings

and serves to protect persons in all settings in which their freedom of action

is curtailed in any significant way from being compelled to incriminate

themselves. We have concluded that without proper safeguards the process of

in-custody interrogation of persons suspected or accused of crime contains

inherently compelling pressures which work to undermine the individual's will

to resist and to compel him to speak where he would not otherwise do so

freely. In order to combat these pressures and to permit a full opportunity to

exercise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the accused must be

adequately and effectively apprised of his rights and the exercise of those

rights must be fully honored. It is impossible for us to foresee the potential

alternatives for protecting the privilege which might be devised by Congress

or the States in the exercise of their creative rule-making capacities.

Therefore we cannot say that the Constitution necessarily requires adherence

to any particular solution for the inherent compulsions of the interrogation

process as it is presently conducted. Our decision in no way creates a

constitutional straitjacket which will handicap sound efforts at reform, nor is

it intended to have this effect. We encourage Congress and the States to

continue their laudable search for increasingly effective ways of protecting the

rights of the individual while promoting efficient enforcement of our criminal

laws. However, unless we are shown other procedures which are at least as

effective in apprising accused persons of their right of silence and in assuring

a continuous opportunity to exercise it, the following safeguards must be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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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론

결국 연방헌법규정 이에 한 례들은 와 같은 2가지 입장을

모두 검토한 다음, 現實主義的 立場을 土臺로 하여 미국 형사소송제도

가 지향하는 근본이념을 설정함과 동시에 형사소송 차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는 個人의 自由와 權利의 制限에 련하여 憲法上 要求되는

基本權保障에 한 限度의 要件을 明示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 刑事訴訟制度에 한 각종 節次的 基本權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이른바 ‘美國式 當事 主義’ 등과 하게 련되기 때문에,

그 기본권의 구체 내용을 살피기 에 먼 權力分立原則 등에 입각

한 ‘美國式 當事 主義’에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Ⅳ. 刑事訴訟制度에 한 美國式 當事 主義

1. 美國式 當事 主義와 人權保障

가. 刑事訴訟節次에서 職權主義的 方法을 통한 人權의 保障

刑事訴訟制度 등에 련하여 ‘職權主義’라는 용어 자체가 人權保障이라는

측면에서 항상 否定的인 意味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컨 , 독일 기본법 제104조의 경우40) 모든 종류의 ‘자유박탈의 허용과

40) 독일 기본법 제104조 (自由剝奪時 權利保障) ① 신체의 자유는 형식 법률에 근

거해서만 그리고 이 법률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서만 제한될 수 있다. 구 된 자

를 정신 으로나 육체 으로 학 하는 것은 지된다.

② 자유박탈의 허용과 계속에 해서는 으로 법 이 결정한다. 법 의 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박탈이 행해진 경우에는 지체없이 법 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경찰은 독자 인 힘으로 구도 체포된 날의 익일이 종료한 후까지 구 할

수 없다. 상세한 것은 법률로 정한다.

③ 구든지 범죄 의 때문에 일시 으로 체포된 자는 늦어도 체포된 날의 익일까

지는 법 에게 인치되어야 하고, 법 은 체포된 자에게 체포이유를 알려야 하며

그를 신문하고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법 은 지체없이 이유를 첨부

한 체포 장을 발부하거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④ 자유박탈의 명령이나 계속에 한 법 의 모든 결정은 지체없이 구 된 자의 가

족 는 그가 신임하는 사람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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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을 사만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自由剝奪’에 하여 判事의

決定을 必 要件으로 규정하면서41) 被疑 에 한 拘束에 하여는 ‘法

官 面機 ’까지 헌법 차원에서 보장하 고, 독일 형사소송법에서는

搜査機關이 피의자를 체포한 다음 그 구속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다음날이 종료할 때까지 스스로 피의자를 법원에 인치하도록 하고

(제115조, 제128조), 法院에서도 기소된 拘束被告人 등에 한 拘束의

繼續(Fortdauer der Untersuchungshaft)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職權

으로 審査(Haftprüfung)하도록 규정하고 있다.42)

와 같은 獨逸式 職權主義는 法院이나 搜査機關 등으로 하여 피의

자나 피고인의 신청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職權으로 련자의 人權保障

을 한 각종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

가 제 로 운용되는 경우 當事 主義에 입각한 刑事訴訟節次의 경우보

다 오히려 두텁게 당사자의 자유와 권리 등을 보호할 여지가 있는 것이

다.

나. 1945년 이 에 日本에서 시행되던 職權主義的 刑事訴訟制度의

性格 등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일반 으로 職權主義에 입각한

刑事訴訟制度가 當事 主義的 制度의 경우보다 당사자의 인권보장에 소

홀하다는 견해가 상당히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아래에서

살펴보

41) 그러므로 自由剝奪의 許容과 繼續에 하여는 判事만이 權限을 가지고, 헌법

차원에서 이와 同等한 行政權限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만일 例外的으로 行政權力

에 의한 自由剝奪이 先行되는 경우에도 이는 暫定的 措置에 불과하고, 필수 으

로 司法的 再審査(richterliche Überprüfung)를 통하여 判事의 承認을 얻어야만

한다. 사법 결정의 범 는 자유박탈의 허용여부와 그 계속(기간)에 한 것이

고, 그 종류와 방법에 하여 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닌데, 사법 차에

하여는 기본법에 구체 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법률에 구체 인 내용이

임되어 있다(이 란, 게 논문 102-103면).

42) 이재상, 제6 형사소송법 (박 사) 2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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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와 같이 이러한 논의가 체로 ① 1945년 이 에 日本 植民

地에서 시행되던 職權主義的 刑事訴訟制度를 ‘職權主義’의 표 유형

으로 악하고(이하, ‘日本式 職權主義’라고 한다), ② 이를 1945년 이후

에 일본 우리나라에 강하게 향을 미친 美國式 當事 主義的 刑事

訴訟制度와 서로 비교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 1945년 당시 日本의 刑事司法制度

明治憲法이 시행되던 일본의 국가체제는 ‘行政權의 優位’가 한

‘行政國家型’이었고, 행정기구인 司法省 산하에 裁判所와 檢察局이 병렬

으로 설치되는 등 刑事司法制度에서도 행정 요소가 우월하게 나타

나고 있었으며, 형식 으로는 사법 신이나 사법성의 료들이 사의

재 에 직 간섭할 수는 없으나, 행정편제상 사는 사법 신의 하

에 있는 사법 료로서 사법행정상 감독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사가

사법 신을 시한 行政權의 ‘無 의 壓力’으로부터 완 히 연할 수

있는 제도 보장은 존재하지 않았다.43) 한편 조선총독부의 사법조직에

도 일본의 사법조직의 념이 이입되어 총독부 산하의 여러 행정 청

하나로 司法部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가 행정권의 료 통제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웠고, 이로 인하여

재 의 독립이 제도 으로 보장되기 어려웠다.44) 더욱이 조선총독부는

그 당시 일본에서 용되는 刑事法規를 强壓的 形態로 변형한 惡法인

朝鮮刑事令을 시행하는 등 형 인 식민지정책을 실시하 기 때문에,

형사 차에 련하여 搜査機關이 그 權限을 濫用할 蓋然性이 일본의 경

우보다도 훨씬 더 높았다.45)

43) 橫山晃 一郞, 憲法と刑事訴訟法の交錯, 成文 (1977) 2-3면에는 이에 하여, ‘재

은 天皇의 이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그 재 을 진행하는 判事만이 天皇의

官吏가 아니라 형사재 의 원고가 되는 檢事 그 지휘하에 수사에 임하는 警

察 등도 모두 天皇의 官吏로서 동일한 권 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한 判事

는 司法省 소속의 司法官으로서 檢事 出身이 다수 던 司法大臣의 行政監督

人事監督에 복종해야 하 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4) 沈羲基, 美軍政期 南韓의 司法制度改編, 법제연구 8호, 한국법제연구원 (1995)

90-91면 참조.

45) 조선총독부는 1912년 朝鮮刑事令을 입안하면서 그 당시 일본에서 시행되는 형사
소송법을 그 로 용하지 않고, 搜査機關의 强制處分權限을 하게 강화하는
등 근 형사소송법의 원칙인 ‘法官令狀主義’ 등을 실질 으로 배제하는 일련
의 독소조항을 추가하 다. 컨 明治刑事訴訟法의 경우 공 차가 개시되기
단계에서는 豫審判事만이 심처분으로서 강제처분을 할 수 있고, 검사와 사

법경찰 은 행범 행범에 하여 속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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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45년 당시 美國의 刑事司法制度

이에 비하여 미국의 경우 연방헌법에 근거하여 司法府를 立法府와 行

政府 등으로부터 완 히 독립시켰고, 檢事에 하여 사법 의 지 를

부여한 이 없으며 오직 行政府에 소속된 순수한 行政官의 地位만을

인정하 다. 따라서 日本帝國主義가 패망한 1945년 이후 일본과 우리

나라에 진입한 미군정의 담당자에게는 사와 검사가 행정부에 함께 소

속된 상태에서 형사소송 차가 운용되는 등의 일본식 사법제도가 매우

이상한 것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었고, 미군정 당시 이루어진 일본 등의

형사사법제도에 한 개 과정에서 法院은 行政府 등으로부터 實質的으

로 獨立해야 한다는 美國式 權力分立原則 등이 지속 으로 강조된 것은

당연한 상이었다.46)

(4) 1945년 이후 일본 헌법의 면개정 이에 따른 형사소송제도

의 개

한편 일본정부에서 1946. 2. 1. 작성한 최 의 헌법개정안에는 ‘형사 차에

한 기본권’ 등을 규정하지 않았는데, 미군 총사령부는 개정안에 明治憲

法的 色彩가 강하게 남아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다음 1946. 2. 13. 새로

운 헌법개정안을 제시하 고,47) 일본정부는 1946. 2. 22. 미군 총사령부의 개

정안에 기 하여 다시 헌법 안을 마련하 으며, 미군 총사령부에서 이를 검

토한 후에 최종안이 확정되었는데,48) 1947. 5. 3. 시행된 개정 헌법

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조선형사령에서는 검사와 사
법경찰 이 행범이 아닌 경우에도 속한 처분을 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에는 스스로 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신동운, 일제하의 심제
도에 하여- 그 제도 기능을 심으로- 서울 학교 법학 제27권 제1호(통권
65호, 1986. 4.) 154면, 문 , 한국 검찰제도의 역사 형성에 한 연구, 서울
학교 법과 학 박사학 논문 (2004) 136면 이하 참조}.

46) 沈羲基, 게논문 91-98면 참조.

47) 상세한 내용은 高柳賢三 外 2人 編, 日本國憲法制定の課程 Ⅰ; 原文と飜譯, 有斐

閣(1972) 266-303면 등 참조

48)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확정된 일본의 행 헌법에는 刑事司法制度 등에 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31조 (법정 차의 보장) 구든지 법률에 정하는 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생
명 는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는 그 밖의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33조 (체포의 요건) 구든지 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사법 헌이 발부하고 한 이유가 되는 범죄를 명시한 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는 체포되지 아니한다

제34조 (억류․구 의 요건, 불법 구 에 한 보장) 구든지 이유를 즉시 하여 듣
고 한 즉시 변호인에게 의뢰할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하면 억류 는 구 되지
아니한다. 한 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구 되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으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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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토 로 하여 일본 형사소송법은 1948. 7. 10. 면개정되었다.

(5) 日本式 職權主義와 美國式 當事 主義의 槪念整理

그런데 이러한 형사소송법 개정작업을 주도한 일본의 團藤重光 교수

는 新法의 경우 개정된 헌법상 요청으로 인하여 1945년 이 의 ‘日本式

職權主義’를 극복하고 원칙 으로 ‘美國式 當事 主義’를 채택하 다고

하면서, 일본의 역사 배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양자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악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49)

(가) 日本式 職權主義의 特性

형사소송법 개정이 의 ‘日本式 職權主義’는 행정기 인 搜査機關에서

刑事被疑 에 하여 수사한 다음 檢察이 그 嫌疑가 認定된다는 이유로

법원

이유는 즉시 본인 변호인이 출석하는 공개 법정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제35조 (주거의 불가침) ① 구든지 제33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거, 서류

소지품에 하여 침입, 수색 압수를 받지 아니할 권리를 정당한 이유에 근거

하여 발부되고 한 수색하는 장소 압수하는 물건을 명시한 장 없이는 침

해받지 아니한다.

② 수색 압수는 권한 있는 사법 헌이 발부하는 개별 장에 의하여 이를 한다.

제37조(형사피고인의 권리) ①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은 공평한 재 소의 신속한

공개재 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형사피고인은 모든 증인에 하여 심문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고 한 공비로

강제 차에 의하여 자기를 한 증인을 구할 권리를 갖는다.

③ 형사피고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격 있는 변호인에게 의뢰할 수 있다. 피고인 스

스로 변호인을 의뢰할 수 없는 때에는 국가가 이를 행한다.

제38조(자기에게 불이익한 진술, 자백의 증거능력) ① 구든지 자기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② 강제, 고문이나 박에 의한 자백 는 부당한 장기억류 는 구 후의 자백은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③ 구든지 자기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가 본인의 자백인 경우에는 유죄로 되

거나 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49) 상세한 내용은 團藤重光, 職權主義と當事 主義, 刑事法講座 (5); 刑事訴訟法 (1)

有斐閣(1961. 5.) 935-94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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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搜査機關이 수집․작성한 각종 搜

査結果物을 法院이 그 로 檢討한 다음 이를 토 로 하여 당해 형사피

고인에 한 신문을 하게 되는데, ① 그 결과 법원에서 수사기 의 조

사결과를 수용할 수 있다고 단하면 그 피고인에 하여 유죄 결을

하고, ② 법원이 수사기 의 조사결과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무죄 결(혹은 공소기각이나 면소 결)을 선고하는 구조 다는 것이다.

(나) 美國式 當事 主義의 特性

그런데, 미국의 향으로 憲法이 改正된 이후 新法에서 채택한 當事

主義의 경우, 수사기 의 조사결과를 법원이 그 로 승계하는 종

제도를 구조 으로 철폐하는 것이 핵심과제 다는 것이다. 컨 , ①

新法에서는 起訴狀一本主義를 채택하여 검찰이 수사기록 일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 는데, 이는 수사기 이 가졌던 有罪의 心證

을 법원이 그 로 이어받게 되는 기존의 실무 행을 완 히 폐지하고

행정기 으로부터 명실상부하게 獨立한 法院이 豫斷을 排除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裁判結果에 따라서 刑事被告人에 한 處罰 여부가 결정되도

록 하기 한 것이었고, ② 한 법원이 실 으로 기소된 訴因과 罰

條에 해서만 한정 으로 심리․ 단하는 訴因制度의 채택 역시 동일

한 목 을 달성하기 한 것이었다는 취지이다.50)

다. 美國式 當事 主義와 日本式 職權主義의 比 檢討

(1) 美國式 當事 主義에 한 分析

그런데, 행정부에 소속된 수사기 은 국가기 으로 공권력을 행사할

수

50) 다만 團藤重光 교수는 일본의 개정 형사소송법이 원칙 으로 ‘美國式 當事 主

義’를 채택하 지만, 기존의 ‘日本式 職權主義’에 따른 제도를 補充的으로 수용하

고 있다고 하면서, 재 소가 검찰에 하여 起訴狀變更을 命하는 제도(일본 형사

소송법 제312조 제2항 : 재 소는 심리의 경과를 비추어 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訴因 는 罰條를 追加 는 變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등을 시하고 있

다( 게 논문 942-94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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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뿐만 아니라, 상 으로 많은 가용인력과 자 을 동원하여

범 하게 정보수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 차에 하여 피

의자 피고인 등에게 각종 차 방어수단을 제 로 제공하지 아니

하는 상태에서 形式的인 當事 主義만을 강조하는 것은 구조 으로 수

사기 에게 일방 으로 유리한 결과를 래할 험성이 농후하다.51)52)

그러므로 刑事訴訟節次에 하여 當事 主義를 채택한 미국 등에서 그

제도를 합리 으로 운용하기 하여 형사피고인과 피의자 등에 하여

다양한 차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며, 와 같은 헌법 기본

권보장이 결코 우연한 결과 산물이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美國式 當事 主義에 하여 ① 權力分立原則 내지 司法府

의 實質的인 獨立을 통하여 개인에 한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법

원이 中立的 決定權 (unbiased decisionmaker)의 지 에서 단할 수

있도록 보장하 다는 측면이나53) ② 당사자에게 각종 節次的 權利가 保

障되어야 한다는 측면 등을 도외시한 채, 이를 단순히 民事訴訟制度에

서의 ‘辯論主義 내지 處分權主義’와 유사한 개념으로만 악하는 것은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오히려 美國式 當事 主義의 경우 本質的

으로 積極的으로 公權力을 行使할 수 있는 立法府와 行政府의 意思만으

로는 個人에게 刑事處罰을

51) 團藤重光 교수는 이러한 문제 에 하여, ‘當事 主義下에서는 변호인의 유무․

능력에 의하여 같은 사안의 경우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피고인이 부 같

이 유능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능한 사회라면 완 한 當事 主義를 채택

하여도 좋을 것이지만, 그 지 못하는 경우 ‘法에 있어서의 平等’은 단순히 名目

的인 것이 되고 마는 것이다.’라고 지 하면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개정된 일

본 형사소송법에서 職權主義를 보충 으로 채택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게 논문 939-942면 참조).

52) 橫山晃 一郞 교수의 게서 13-14면에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 기에는 공

단계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등한 당사자로 공격방어를 행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한 것만으로 當事 主義가 제 로 구 되지는 아니하 다. 컨 수사에 임하

는 경찰 이 고문 등을 통하여 피의자로부터 자백조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서가 커다란 항 없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용됨으로써 新法上의 當事 主

義가 實質的 意味를 상실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53)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Unbiased Decisionmaker’라는 개념은 아래에서 살펴

보는 미국 수정헌법 제5조 소정의 節次的 適法節次(procedural due process)와

하게 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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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할 수 없고, 中立的이고 獨立된 消極的인 公權力機關인 법원의

심리 차를 통해서만 당사자의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을 당연

한 제로 한 다음, 全體的으로 均衡 있는 裁判節次가 이루어질 수 있

는 제반 여건을 보장하고 있다는 까지 종합 으로 고려하여야만 美國

式 刑事司法制度를 제 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54)

그리고 형사사법 차에서 추구된 이러한 권력분립원칙은 결국 주권자

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데 목 이 있는 것으로서, 사

법 차에서 민주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측면과도 하게 련된다.

미국 형사사법 차의 경우 국민이 배심원으로 차에 참여하여 유․무

죄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민주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日本式 職權主義에 한 具體的인 檢討

(가) 독일의 행 제도 등에서 본 바와 같이 형사소송 차에 련하

여 ‘職權主義’라는 용어 자체가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반드시 부정 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검찰의 공소제기와

형사재 차 등을 심으로 하는 논의과정에서는 주로 ‘日本式 職權主

義’와 ‘美國式 當事 主義’를 비교․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으로

職權主義에 입각한 刑事訴訟制度가 당사자의 인권보장에 소홀하다는 평

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

(나) 日本式 職權主義의 基本的 問題 - 搜査機關에 의하여 事實上

刑事處罰이 결정될 여지가 있는 構造的 問題點

일본제국주의시 에는 형사재 차가 제도 으로 행정부로부터 독립

되기 어려웠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과 같은 당사자의 각종

차 기본권이 제 로 보장되지 아니하 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日本

54)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刑事事件에 한 美國式 當事 主義를 제 로 운용하

기 해서는 ① 一般的 事件에 하여 警察 檢察 등의 權力濫用을 억제하는

節次的 安全裝置를 통하여 相 的 弱 인 刑事被告人 등의 능력을 보완해야 하

고, ② 檢察의 能力이 辯護人에 비하여 顯著하게 劣勢인 경우와 같이 例外的 事

件에 해서는 법원의 한 개입을 통하여 相 的 弱 인 檢察의 능력을 보완

하는 등의 방법으로 構造的인 不均衡을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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式 職權主義’의 核心은 法院이 職權으로 형사소송사건을 심리, 단한

다는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法院의 審理節次가 行政機關인 搜査機關이

시행하 던 搜査節次의 延長線上에 있다는 것이다.55)

좀더 구체 으로 살펴보면, 搜査機關은 本質的으로 行政機關이기 때

문에 스스로 積極的인 公權力行使를 발동할 수 있고 그 속성상 피의자

의 有罪를 立證하기 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에 치 하게 되는데,56) 이

러한 수사기 이 특정 개인의 의에 하여 극 으로 수사를 한 다

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자료를 범 하게 수집하여 이를 모두 법

원에 제출하고, 법원의 경우 수사기 이 작성한 수사결과 등을 통하여

수사기 이 가지고 있는 有罪의 心證까지 그 로 승계한 상태에서 재

을 개시하는 것이 日本式 職權主義의 典型的 裁判樣式이었다. 다시 말

하면 ① 법원에서는 ‘有罪가 事實上 推定된 상태’에서 재 을 개시하면

서 ② 이러한 ‘事實上 推定’을 번복할 수 있는 피고인의 ‘事實上의 抗辯’

이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는 방

55) 橫山晃 一郞 교수의 게서 1-2면에는, ‘① 일반 으로 소송구조라고 하기 해

서는 어도 정자와 당사자들 사이에 斷絶이 필요하고, 한 당사자 상호간에

최소한도의 법 평등이 요구된다. ② 왜냐하면, 정자와 일방 당사자 사이에

단 이 없는 경우 재 의 공평을 기 하기 어렵고, 더욱이 일방 당사자가 제3자

의 견제를 받지 않고 (공 외에서) 상 방 당사자를 석방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다면 공 에서의 자유로운 소송은 실질 으로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③

그런데 1945년 이 의 일본의 형사소송 차의 경우 ①과 같은 제조건을 완

히 결여하고 있었다.’ ‘구법하에서도 형사재 이 검사의 기소에 의해서 개시되

는 것은 분명했지만, 이러한 기소에는 기소장뿐만 아니라 일체의 증거물과 증거

서류들이 함께 재 소에 보내졌고, 재 은 검사의 범죄에 한 심증을 자신의

것으로 하여 공 에 임한 것이다. 행정조직면에서 재 과 검사의 일체성․미분

리 상은 같은 천황의 사법 으로서 재 과 검사 사이의 친근감을 키웠고, 나

아가 檢事의 心證을 傳達하는 의미를 가지는 公訴의 形式은 裁判官의 立場을 顯

著하게 檢事에게 偏向시키는 結果를 야기하 다.’ ‘따라서 1945년 이 에 재 을

담당하 던 재 이 “ 와 같은 상황에서는 로 재 을 함에 있어서 검찰측

에 신경이 쓰 다. 檢事로부터 강하게 非難받을 수 있는 無罪判決을 하는 데에는

人間的인 勇氣가 필요하 다는 취지의 발언은 그 당시로서 무리한 것이 아니었

다.”라고 고백한 것은 그 당시 判定 와 判定을 당하는 자 사이에 斷絶이 존재하

지 아니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56) 따라서, ① 搜査機關이나 ② 형사재 의 일방당사자인 訴追機關은 本質的으로 형

사피의자 는 형사피고인에 한 계에서 中立的인 審判 (Unbiased

Decisionmaker)가 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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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재 을 진행하게 되고, ③ 설령 당해 재 부가 수사기 의 조

사결과를 그 로 수용할 수 없다고 단하는 경우에도, 수사기 의 입

장을 그 로 승계한 재 부로서는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이 과연 유죄

인지 아니면 무죄인지 여부를 따져보기 해서 다시 職權으로 범 하

게 증거조사를 한 다음, 만일 유죄를 인정할 만한 추가 인 증거가 발

견되면 유죄를 선고하고, 궁극 으로 유죄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

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日本式 職權主義에 입각

한 형사재 차의 일반 인 모습이었던 것이다.57)

(3) 日本에서 1945년 이후에 제시된 美國式 當事 主義

와 같은 日本式 職權主義의 구조 문제 을 극복하기 하여 제시

된 美國式 當事 主義는 1945년 이후 일본 헌법 형사소송법의 개정

을 통하여 당사자에게 각종 차 권리를 인정하면서 법원을 행정부로

부터 완 히 독립시켰고, 이를 근거로 하여 法官은 완 히 中立的인 立

場에서 當事 主義的 刑事訴訟節次를 주 한 다음, 그 재 과정에서 형

성된 결과만으로 피고인의 유․무죄를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서, 이는

刑事訴訟構造에 련하여 根本的인 變化를 의미하는 것이었다.58)

57) 平野龍一, 刑事訴訟法の基礎理論, 日本評論社 (1964) 4-7면에는, ‘現行法이 法上

의 職權主義를 버리고 當事 主義를 채택한 의미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有罪의

認定을 좀더 愼重하게 함과 동시에 公正性을 확보하기 하여 事實을 判斷하는

자와 事實을 探究하는 자를 명확하게 區別하 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은

아무리 경계하더라도 「探究 라는 입장」과 「判斷 라는 입장」을 완 히 한

몸에 겸하기는 곤란하고, 두 마리의 토끼를 쫒으려고 하다가 한 마리의 토끼도

잡지 못하게 되기 쉽기 때문이다.” 라는 인식을 명확하게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1945년 이 의 구 형사소송법하에서는 검찰 이 공소제

기와 동시에 증거를 재 소에 제출한다. 재 은 이러한 증거자료를 본 다음에

공 에 임한다. 공 에서 재 은 와 같은 검찰 의 탐구결과가 맞는지 여부

를 양심 으로 검토한다. 그러나 와 같이 증거가 인계되어 있기 때문에, 裁判

所는 檢察官의 結論을 一應 前提로 하여 왔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재 은 공 에서 스스로 피고인과 증인을 신문하고 한 새로운 증거를 스스

로 수집한다. 그래서 검찰 이 생각한 사실과 어느 정도 다른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재 소는 검찰 의 탐구결과를 제로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인계받아서 스스로 계속 인 탐구를 해나간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8) 平野龍一 교수의 게서 4-5면에는 ‘ 刑事訴訟法의 原則인 職權主義는 인간이

자숙하면서 양심 으로 일을 한다면, 判斷 의 역할과 探究 의 역할을 한 사람이

하더라도 잘못이 없는 단이 가능할 것이라는 사고방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와 같이 職權主義는 “信賴의 原則”을 토 로 하고 있었는데, 新法에서

채택한 當事 主義는 “懷疑의 原則”을 토 로 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10

2. 美國式 當事 主義와 實體的 眞實發見

가. 訴訟節次를 통한 事實發見(fact-finding)의 本質的 限界

法院은 통 으로 裁判節次를 통하여 法的 紛爭을 解決하는 것을 주

된 업무로 하여 왔는데,59) 이러한 司法業務의 공정성 확보를 해서는

우선 合理的인 方法으로 法的 紛爭에 련된 事實을 發見한 다음

(fact-finding), 이에 하여 한 法律을 용해야 한다.

그런데 被告人에 한 有․無罪를 결정하는 형사소송 차는 過去에

발생했던 事件에 련된 것이고, 소송 차에서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

의 사건을 그 로 재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 으로 어떠한 형사소

송구조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訴訟節次에서 모든 實體的 眞實을 완벽하

게 밝 내는 것은 本質的으로 不可能하다.60)

따라서 現代 訴訟節次에서의 事實發見作業은 일반 으로 相 的인 價

値觀에 입각한 立證責任에 한 규칙 등이 포함된 證據法則에 따라 진

행되고

59) 이에 련하여 미국에서는 判事가 재 받는 당사자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刑事

處罰 는 適切한 額數의 賠償判決을 하기 하여 정 한 을 가진 울로

서로 立하는 主張과 證據들을 比 ․衡量하는 正義의 分配 로 묘사되어 왔다

{Robert F.Peckham, The Federal Judge as a Case Manager: The New Role in

Guiding a Case from Filing to Disposition, 69 Cal. L. Rev. 770(1981) 참조}.

60) 이에 련하여 변종필, 刑事訴訟에서의 眞實槪念과 刑事訴訟構造, 형사정책연구,

7권 3호(27호), 207-254면 212-213면에는 ‘認識主體의 인식을 가능 하는 요인

들이나 인식에 향을 미치는 제반 요소들에 의한 매개를 거치지 않은 이른바

‘존재하는 그 로의 실’을 의미하는 實體的 眞實이라는 개념은 형사소송에서

그 로 원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에 하여 “① 사실상 인간의 주

측면과 무 한 실체인식은 애당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② 형사소송에서 최

종 인 결정권한을 가진 법 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진실개념은 용될 여지

가 거의 없고, ③ 事實確定에 내재되어 있는 이러한 不可能性은 마치 歷史家가

원래 歷史的 事件에 接近할 수 있는 길이 鎖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라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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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이는 ‘訴訟’이라는 것이 本質的으로 不確實性(doubt)을 리하는

체계로서 모든 裁判節次는 本質的으로 絶 的 眞實(truth) 보다는 相

的 公正性(fairness)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61)

나. 美國式 當事 主義에 입각한 事實發見(fact-finding)

그런데, 미국에서는 刑事司法制度에 한 當事 主義가 個人의 人權

을 保障함과 동시에 刑事事件에 련된 事實關係를 效果的으로 發見하

는 제도라는 견해가 지배 이다.

(1) 法院의 職權證據調査를 강조하는 모델(The Inquest Model

of Proof)에 한 검토

좀더 구체 으로 살펴보면, 미국에서도 법원이 형사사건에 련된 증

거자료에 하여 극 으로 심리․검토하는 The Inquest Model of

Proof의 장․단 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주로 배심원이 참여하는

통 인 Jury Trial에 비하여 사가 단독으로 소송 차를 진행하는

Nonjury Trial의 경우 상 으로 職權主義的 性格이 부각될 수 있다는

측면과 련하여 양자의 장․단 등을 비교․검토하고 있는 것이다.62)

(2) 當事 에 의한 證據調査를 강조하는 모델(The Contest

Model of Proof)에 한 검토

와 같이 法院의 職權이 상 으로 부각되는 Nonjury Trial에 한

연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재까지

민․형사사건에 련하여 가장 실한 이해 계를 가진 당사자들로 하

여 사실의 주장과 증거의 제출을 주도하도록 하고 각자 상 방의 증

거를 탄핵하도록

61) Stephen C.Yeazell, Civil Procedure 714 {4th ed. Little, Brown and

Company(1996), Geoffrey C.Hazard, Jr., Res Nova in Res Judicata, 44 S. Cal.

L. Rev. 1036, 1042(1971)를 재인용함}.

62) Sean Doran, John D. Jackson, Michael L. Seigel, Rethinking Adversariness in

Nonjury Criminal Trials,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The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1995) 13-4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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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訴訟節次에서 가장 效果的으로 事實을 發見함과 동시에 당

사자의 인격을 존 하고 자유를 보장하는 原則的 方法이라는 에 하

여는 별다른 異見을 찾기 어렵다.

權力分立原則 등을 천명한 미국 연방헌법에 비추어 볼 때 刑事事件에

련하여 行政府가 주도하게 되는 搜査節次가 아니라 소추기 과 피고

인 등이 등한 지 에서 공방을 벌일 수 있는 司法府의 裁判節次가 事

實發見 刑罰決定 등의 심이 되어야 한다는 에 하여는 異見이

있을 수 없고,63) 한 傳統的으로 Common Law 제도에서는 當事 主

義에 입각한 訴訟構造를 각종 법 분쟁을 해결하는 適의 수단이자

事實關係를 확정하는 차에 참여하는 각 當事 의 能力을 極大化하는

가장 理想的 節次로 악하여 왔기 때문이다.64)

(3) 소결론

따라서 미국의 경우 刑事訴訟節次에 련하여 當事 主義를 토 로

하여 法院에 의한 職權審理의 範圍와 限界 등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여부에 한 연구․검토는 비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美國式

當事 主義가 效果的인 事實發見을 한 原則的 方法이라는 을 부정

하거나 이러한 원칙을 폐지하고 면 인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

하는 견해를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다.65)

63) Doran & Jackson & Seigel, 게논문 22면 참조.

64) Doran & Jackson & Seigel, 게논문 22면 참조.

65) 컨 미국에서는 刑事事件의 事實關係에 한 搜査結果를 재 부가 그 로 승

계하는 것을 제로 하는 ‘日本式 職權主義’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 등은 찾아

볼 수 없다. 오히려 연방 법원은 증인신문에 한 조서(transcript)를 공 차에

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피고인이 증인을 질하여 반 신문

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수정헌법 제6조를 반하는 것이라고 시함으

로써[Pointer v. Texas, 380 U.S. 400 (1965)], ‘日本式 職權主義’의 특징인 調書裁

判制度가 원칙 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을 명백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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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當事 主義에 입각한 事實發見에 련된 問題點 策

(1) 當事 主義를 原則으로 하는 民事訴訟에서의 事實發見에

한 논의

미국에서 當事 主義를 토 로 하여 각종 證據法則에 따라서 이루어

지는 民事訴訟에서의 事實發見作業을 통하여 絶 的 眞實을 완벽하게

밝힐 수 없다는 本質的 限界에 련하여 Yeazell 교수는, “우리가 와

같은 接近方式(當事 主義에 기 한 訴訟節次에서 證據法則에 따라 事

實을 發見하는 接近方式)에 하여 무 회의 일 필요는 없다. 숙련된

찰자들(experienced observers)은 와 같은 근방식이 사람의 힘으

로 可能한 範圍 내에서 眞實에 가장 接近하는 結果(a judgment that

comes as close as humanly possible to the truth)를 낳을 수 있다고

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요한 것은, 合理性을 추구하는 와

같은 근방식이 당사자에 의하여 증거가 제출되는 當事 主義의 基本

原理를 충분히 반 하고 있어야 한다는 이다. 雙方 當事 는 배심원

의 선정 기피신청 차, 각 당사자가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설득력 있

는 증거를 제출하는 차 등에서 同等한 機 를 제공받아야 한다. 그들

은 자신들의 주장을 교 로 개진하고, 한 증인들에 하여 主訊問

反 訊問을 교 로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雙方 當事 에게

主張 證據를 提出할 機 를 充分히 保障함으로써, 全體的으로 均衡

있는 裁判節次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하다.”라고 주장하

고 있는데,66) 이러한 주장은 ‘適正한 事實發見’이라는 논 에 련하여

當事 主義를 토 로 한 모든 訴訟節次의 一般的인 長點을 잘 지 하고

있다.

(2) 美國式 當事 主義를 토 로 한 刑事事件에서의 事實發見에

한 논의

같은 맥락에서, 刑事事件에 한 미국에서의 논의는 雙方 當事 에게

實質的으로 同等한 機 를 제공하는 경우 一般的으로 사람의 힘으로 可

能한

66) Yeazell, 게서 71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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範圍 내에서 眞實에 가장 接近하는 結果에 도달할 수 있다는 當事

主義를 原則으로 상정한 다음, 全體的으로 均衡 있는 裁判節次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하기 하여 구체 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지에 하여 집 으로 검토하고 있다.

(가) 雙方 當事 에게 實質的으로 同等한 機 를 提供하는 문제

컨 , 미국에서는 刑事事件에 련하여 當事 主義를 토 로 한 節

次的 公正性(fairness)과 裁判結果의 正確性(accuracy)을 보장하기 하

여 수많은 차 안 장치(procedural safeguards)를 마련하게 된 가장

근본 인 이유에 하여, ① 통상 으로 경찰과 검찰은 行政權이라는

公權力을 배경으로 하여 여러 가지 可用資源(resource)을 활용할 수 있

다는 에 비추어 볼 때, ② 만일 와 같은 안 장치가 설정되지 아니

하면 必然的으로 刑事被疑 는 被告人에게 一方的으로 不利한 構造

가 될 수밖에 없고, ③ 특히 刑事事件의 경우 ㉮ 잘못된 有罪判決로 인

하여 일방 당사자인 被告人이 입게 되는 不利益과 ㉯ 잘못된 無罪判決

로 인하여 타방 당사자인 檢事가 입게 되는 不利益을 구체 으로 比

․衡量하는 경우 일반 으로 前 의 危險性이 훨씬 더 하다는

까지 고려한다면, 와 같은 安全裝置의 不存在는 深刻한 構造的 不均

衡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등을 지 하고 있다.67)68)

(나) 각종 證據排除法則(exclusionary rule) 등에 련하여

한편, 미국식 당사자주의의 경우 재 차에서 실질 으로 등한

방 당사자의 공방을 통하여 適正한 事實發見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기 해서는 事實認定 (trier of fact)가 당해 재 차가 아닌 다른 경

로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에 의하여 부당한 향을 받지 않도록 투입

(input) 부분을 통제해야 하는데,69) 이러한 통제구조는 실 으로 여러

가지 증거배제법

67) Doran & Jackson & Seigel, 게논문 16, 23면 등 참조.

68) 변종필, 게논문 228-229면에는 刑事訴訟에서 소송당사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이

불가피하다는 에 련하여, ‘刑事節次에서는 訴訟關聯 들(법 , 검사 피고인

을 비롯한 소송참여자들) 사이의 顯著한 힘의 不均衡으로 眞實糾明과 終判決에

不合理한 影響이 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69) Doran & Jackson & Seigel, 게논문 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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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을 통하여 구 된다.

그런데, 와 같은 증거배제법칙은 체로 ① 피고인 등에 하여 일

방 인 偏見을 야기할 수 있는 증거(prejudicial evidence)를 배제함으로

써 극 으로 實體的 眞實發見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칙과,70) ② 가혹

행 등을 통하여 자백을 받는 것과 같이 搜査機關이 權力을 濫用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수사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칙 등 2가지로

별할 수 있는바, 實體的 眞實主義 ‘消極的 實體的 眞實主義’의 측

면 등까지 종합 으로 고려한다면71) 와 같은 Exclusionary Rule도 형

사소송 차에서 방 당사자에게 실질 으로 등한 지 를 제공함으로

써 個人의 人權을 保障함과 동시에 형사사건에 련된 事實關係를 效果

的으로 發見하는 제도를 정립하는 제도 장치로 볼 수 있는 것이다.72)

70) 이에 하여 Doran & Jackson & Seigel, 게논문 24면에는 피고인의 前科에

한 증거를 直接的인 事實認定資料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법칙이나 일반 으로

信憑性을 담보할 수 없는 傳聞證據(hearsay)를 배제하는 傳聞法則 등을 시하고

있다.

71) 일본의 鈴木茂嗣 교수는 이에 련하여, ‘實體的 眞實主義에는 ① 범인을 한사람

이라도 빠뜨리지 않고 처벌하기 해서는 진실해명이 필수 이라고 보는 積極的

眞實主義의 측면과, ② 무고한 자는 한사람이라도 처벌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사

실을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消極的 眞實主義의 측면이 있다. 종래 형사소송

에서 실체 진실주의를 강조하면서 ①의 積極的 眞實主義만을 강조하 기 때문

에 이는 사실상 “必罰主義의 완곡한 표 ”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러나 실체 진

실주의 ②의 消極的 眞實主義를 측면을 고려하게 되면 필연 으로 “ 정

차(due process)”의 원리가 강조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鈴木茂嗣, 適

正手續․實體的眞實主義․當事 主義, 法學セミナー, 1982年11月, 106-110면, 鈴

木茂嗣, 適正手續と訴訟モデル, 刑事訴訟の基本構造, 成文 , 昭和55年(1980年),

1-20면 참조}.

72) 이에 하여 변종필 게논문 247-253면에는 이상 화상황에 근거하여 도출

되는 ‘形式的 眞實槪念’의 경우 진실에 한 소송상의 조나 조작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Klaus Volk의 비 (Klaus Volk, Wahrheit und materielles Recht im

Strafprozess, S.15ff.)에 한 반론으로서, ‘폴크의 언 처럼 물론 조작은 의사소

통의 왜곡을 래한다. 그러나 조작은 피고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

다. 搜査機關이나 檢察에 의한 造作可能性도 무시할 수 없다. 오히려 한 개인의

거짓말보다는 강력한 權力을 등에 업고 자행되는 國家機關에 의한 組織的 造作

은 人權保護의 側面에서 훨씬 더 범 하고 심각한 弊害를 래한다. 역사는 국

가, 특히 수사기 이나 사법부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일정한 조작이나 기만행

를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로부터 볼 때 인식론 측면에서 실체 진실

발견이 애당 불가능하다는 은 차치하더라도, 이러한 조작가능성 때문에 이른

바 (실체 ) 진실에 이르는 길은 항상 험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역으로 실체 진실추구에 한 몰입이 형사소송상 일정한 조작 는 조작가능

성을 배태한다는 도 부인 할 수 없다. 그 다면 이러한 조작가능성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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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美國式 當事 主義에서 발생하는 事實의 歪曲 등에 한 논의

1992. 4. 발생한 로드니 킹 사건과 련하여73) 美國式 當事 主義에

서 발생할 수 있는 事實의 歪曲이나 公正性의 毁損 등에 한 批判이

많이 제기되었다.

그 당시 비 의 주된 내용은 그 당시 여러 가지 소송기술을 능수능란

하게 구사하 던 辯護人團에 비하여 檢察은 차 으로 흠결이 많은 공

소를 그 로 유지하는 등 顯著한 劣勢를 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mismatched attorney), 事實關係 등이 歪曲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서, 비 론자들은 와 같이 雙方 當事 의 能力 등에 하여 顯著한

不均衡이 존재하는 경우 法院이 職權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여 相

的 弱 의 能力 등을 보완함으로써 構造的인 不均衡을 다소나마 시정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와 같은 비 론자들은 全體的으로 均衡 있는 裁判節次가 이

루

는 배제하기 해서라도 형사소송에서 왜곡된 의사소통에 한 분석과 진단이

필요하다. 이 에서도 이상 화모델은 왜곡된 실상황에 한 규제 개념기

제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73) 이는 미국의 법학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미국 형사사법제도에 하여 불

신하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되었고 흑인들의 폭동을 유발할 정도로 후유증이 컸던

사건으로서, 구체 인 사건경 는 다음과 같다. ① 미국 로스앤젤 스시 경찰서

소속 백인 경찰 들 4명이 1991. 3. 흑인인 로드니 킹을 구타하 고 그 장면은

비디오 테이 에 담겨 미국 세계에 방송되었는데, 캘리포니아주 배심은

피해자를 구타한 백인 경찰 4명을 폭행과 직권남용으로 기소하 으나, 재 은

로스엔젤 스 법원의 이송 결정에 따라 백인들 퇴역경찰들이 주로 거주하는

벤투라카운티 시미밸리의 법원에서 열리게 되었다. ② 1992. 4. 29. 열린 재 에

서 주로 백인으로 구성된 배심은 4명의 구타 경찰 에 한 공소사실 피해자

를 가장 심하게 구타한 1명의 직권남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의에 하여 무

죄평결을 하 고, 유죄평결을 받은 1명의 피고인에 해서도 석방을 명하 다.

③ 이에 격분한 흑인들이 로스앤젤 스와 일부 도시에서 3일간 폭동을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52명이 사망하 다. ④ 인종차별에 한 세계 우려가 계속되자 미

국 연방검찰은 구타 경찰 4명을 연방법 반 등의 공소사실로 1992. 8. 연방법

원에 기소했으며 로스앤젤 스 소재 연방법원은 1993. 4. 구타 경찰 4명 2

명에 하여 유죄 결을, 2명에 하여 무죄 결을 선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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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경우 美國式 當事 主義가 效果的으로 事實發見作業을 할 수

있다는 大原則에 원론 인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비 을 제기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訴訟節次에서의 全體的 均衡이 실질 으로 깨진 경우에

야기되는 部分的인 問題點을 극복하기 하여 일정한 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악할 수 있다.

라. 소결론

결국 刑事事件에 한 事實發見에 한 미국에서의 논의는 방 당사

자에게 實質的으로 等한 地位가 보장되는 경우 節次的 公正性 뿐만

아니라 裁判結果의 正確性까지도 보장될 수 있다고 보고, ① 一般的 事

件에 해서는 警察 檢察 등의 權力濫用을 억제하는 節次的 安全裝

置를 통하여 相 的 弱 인 刑事被告人 등의 능력을 보완해야 하고, ②

다만 檢察의 能力이 辯護人에 비하여 顯著하게 劣勢인 경우와 같이 例

外的 事件에 해서는 법원의 한 개입을 통하여 相 的 弱 인 檢

察의 능력을 보완하는 등의 방법으로 構造的인 不均衡을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악하고 있는 것이다.

3. 결어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刑事訴訟制度에 한 ‘美國式 當事 主義’는

최소한 ‘日本式 職權主義’보다는 個人의 人權을 效果的으로 保障하는 제

도라고 할 수 있고, 한 방 당사자에게 실질 으로 동등한 기회가

제공되는 등 全體的으로 均衡 있는 裁判節次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충족되는 경우 裁判節次를 통한 ‘實體的 眞實發見’이라는 측면에

서도 결코 손색이 없는 제도라고 하겠다.

그런데 ① 와 같은 ‘美國式 當事 主義’를 실질 으로 뒷받침하는

큰 기둥 하나인 權力分立原則 등을 규정한 Original Constitution에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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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미 에서 살펴 본 바가 있으므로, ② 다음 장에서는 다른 하나

의 주축인 각종 節次的 基本權 등을 규정한 수정헌법에 련된 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Ⅴ. 형사사법제도에 련된 수정헌법의 내용 주요 례 등

1. 수정헌법의 개정경 등

가. 수정헌법 제1조 내지 제10조(Bill of Rights)의 추가

1787년 제정된 미국 연방헌법의 경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상세하게

열거하지 아니하 는데, 그 제정당시부터 여러 주에서 Original

Constitution을 비 하면서 동시에 권리장 (Bill of Rights)을 추가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 다.74) 그리하여 연방의회가 첫 번째 회기를 개시

한 다음 James Madison이 바로 수정헌법(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의 기 작업에 착수하 고, 모두 17개의 수정조항이 연방

하원을 통과한 다음 연방상원에서 그 12개를 승인하 는데, 1791년

까지 10개의 조항만이 주의 비 차를 완료함으로써 흔히 ‘Bill of

Rights’라고 불리는 수정헌법 제1조 내지 제10조가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75)76) 한편 수정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미국

74) John P. Kaminski, Restoring the Grand Security: The Debate Over a Federal

Bill of Rights, 1787-1792, 33 Santa Clara L. Rev. 887 (1993) 참조,

Chemerinsky, 게서 8면에서 재인용.

75) 연방상원의 승인을 받은 12개 조항 1791년까지 비 되지 아니한 것은 ① 연

방하원의 의원정수배분(apportionment)을 한 기 에 한 조항과, ② “연방 상

원의원과 하원의원의 직무에 한 보수를 변경하는 법률은 그 효력발생에 앞서

연방하원의원 선거가 있기 이 에는 효력을 발할 수 없다.”라는 조항 등 2개의

조항이었는데, ②의 경우 1789년과 1791년 사이에 5개 주만이 비 을 하 고,

그 후 1973년에서 1992년 사이에 33개의 다른 주들이 이 조항을 비 함으로써,

주의 비 차에 회부된 시 으로부터 200년 이상이 경과한 이후인 1992년에 마

침내 수정헌법 제27조로 연방헌법 에 편입되었다.

76) 한편 이러한 헌법개정당시 일부에서는 연방헌법에 개별 권리를 열거하는 경우

마치 다른 자유의 존재를 묵시 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음을

우려하 기 때문에, 수정헌법 제9조는 “일정한 권리를 헌법에 열거하는 것이 인

민이 보유하는 다른 권리를 부인하거나 경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

다(The enumeration in the Constitution, of certain rights, shall not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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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는 연방헌법에 의하여 명시 는 묵시 으로 부여된 制限

된 權限(limited jurisdiction)만을 행사할 수 있다.77)

나. ‘Bill of Rights’ 이후에 추가된 수정헌법의 내용

한편 ‘Bill of Rights’가 연방헌법에 편입된 이후에도 노 제도 강

제노역을 지한 수정헌법 제13조, 인종이나 피부색 는 과거의 신분

을 이유로 투표권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한 수정헌법 제15조 등 요한

내용의 헌법개정이 이루어졌지만, 형사소송 차에 련된 개인의 자유

와 권리를 보장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 인 역할을 한 것은 연방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근본 인 권리들(fundamental rights)을 이른바 ‘適法

節次條 (Due Process Clause)’을 통하여 주와 지방자치단체에 해서

도 그 로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편입시킨(incorporate) 수정헌법 제14

조이다.78)

2. 수정헌법에 근거한 기본권보장의 특징

미국 연방헌법의 경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construed to deny or disparage others retained by the people.).”라고 선언하고

있다.

77) 수정헌법 제10조 : “The powers not delegated to the United States by the

Constitution, nor prohibited by it to the States, are reserved to the States

respectively, or to the people.” 따라서 살인, 강도, 도, 상해, 주거침입 등과 같

은 일반 인 형사사건은 부분 주법원이 할하고, 조직범죄나 출입국 리사범과

같이 연방법에 규정된 일부 범죄에 하여만 연방법원이 할권을 행사하며, 외

으로 연방법원과 주법원이 동시에 재 할권을 행사하는 범죄도 있다.

78) 수정헌법 제14조 제1항 : ‘… nor shall any State deprive any person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nor deny to any person

within its jurisdiction the equal protection of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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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國家行爲의 法理(state action doctrine)

먼 연방헌법에 규정된 개인의 자유보장은 오로지 공권력행사기 에

해서만 용되고, 私人의 行爲는 일반 으로 연방헌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다(다만, 노 제도 강제노역을 지하는 수정헌법 제13조는

외 으로 私人의 行爲까지도 직 규율한다.).79)

나. 根本的權利(fundamental rights)에 한 編入法理(incorporation

doctrine)

한편, 처음에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Bill of Rights의 규정들이

연방정부에 해서만 용되고 주 는 지방자치단체(local

government)에 하여는 용되지 않는 것으로 악하는 견해가 지배

이었는데,80) 그 후 연방 법원에서 Bill of Rights Fundamental

Rights에 한 규정들이 수정헌법 제14조의 Due Process Clause를 통

하여 주와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용된다고 시한 것은 20세기에 들어

와서이다.81)

3. 형사소송 차에 련된 수정헌법의 규정

미국 수정헌법 형사소송 차상의 기본권에 련된 규정은 체로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4조 등인데, 그 제14조는 주로 연방헌

법상의

79) 와 같이 ‘연방헌법은 오로지 공권력행사기 만을 규율할 뿐이다.’라는 원칙을

통상 으로 “國家行爲의 法理”(state action doctrine)라고 부른다.

80) Barron v. City of Baltimore, 32 U.S. 243 (1833) 참조.

8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방 법원은 “選別的 編入”(selective incorporation)의

근방식을 채택하 는데, 이에 의하면 수정헌법 제14조는 Bill of Rights의 모든 권

리들을 편입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근본 (fundamental)이라고 간주되는 권리

들만을 편입한다는 것이다. 그 지만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장 의 부

분의 권리가 수정헌법 제14조에 의하여 주 는 지방자치단체에 하여 용되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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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 권리를 주 지방정부에 해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를 가진다.

가. 수정헌법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의 규정내용

(1) 수정헌법 제4조 : 신체, 가택 서류 재산의 안 을 보장받

는 국민의 권리는 비합리 인 체포, 수색 압수에 의하여 침해될

수 없다. 체포, 수색 압수의 장은 상당한 이유에 근거하여 선

서 는 확약에 의하여 확인되고, 특히 수색장소와 피체포자 는

압수품을 기재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발할 수 없다.82)

(2) 수정헌법 제5조 : 구든지 배심에 의한 고발 는 기소

없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 는 기타 렴치죄에 한 심리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육군 는 해군에서 시사변에 있어서 복무 에

발생한 사건에 하여는 외로 한다. 구든지 동일한 범죄에

하여 재차 생명이나 신체에 한 을 받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

사사건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이 되도록 강요받지 아니한다.

구든지 법률에 정한 정당한 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생명, 자유

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하며, 정당한 보상 없이 사유재산을 공

공의 목 을 하여 수용당하지 아니한다.83)

(3) 수정헌법 제6조 : 모든 형사사건의 피고인은 범죄가 행하여

진 주와 지구(이 지구는 법률에 의하여 미리 지정된다)의 공정한

배심에 의한

82) 수정헌법 제4조 : ‘The right of the people to secure in their persons, houses,

papers, and effects, against unreasonable searches and seizures, shall not be

violated, and no Warrants shall issue, but upon probable cause, supported by

Oath or affirmation, and particularly describing the place to be searched, and

persons or things to be seized.’

83) 수정헌법 제5조 : ‘No person shall be held to answer for a capital, or otherwise

infamous crime, unless on a presentment or indictment of a Grand jury,

except in cases arising in the land or naval forces, or in the Militia, when in

actual service in time of War or public danger; nor shall any person be

subject for the same offense to be twice put in jeopardy of life or limb; nor

shall be compelled in any criminal case to be a witness against himself, nor

be deprived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nor shall

private property be taken for public use, without just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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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공개재 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피고사건의 성질과 기소

이유에 한 통고를 받고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과 면하고 자기의

이익을 하여 강제 차에 의하여 증인을 요구하고 한 자기방

어를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84)

(4) 수정헌법 제8조 : 과다한 보석 을 요구하거나 과다한 벌

을 부과하거나 잔인하고도 비정상 인 처벌을 하는 것은 지된

다.85)

나. 州政府에 해서까지 주장할 수 있는 基本權(Incorporated

Rights)

연방헌법에 규정된 형사소송제도와 련된 기본권 수정헌법 제14

조에 의하여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주정부에 해서까지 주장할 수 있

는 기본권은 다음과 같다.

(1) 수정헌법 제4조

(가) 相當한 理由에 근거한 令狀主義의 原則과 非合理的인 搜索

押收 禁止(warrants upon probable cause & prohibition against

unreasonable searches and seizures)

(나) 證據排除法則(exclusionary rule) : 비합리 인 수색ㆍ압수

강제 인 자백 등 수정헌법 제4조, 제5조, 제6조에 반하여 얻어진 증

거는 證據能力이 부정된다는 법칙

(2) 수정헌법 제5조

(가) 節次的 適法節次(procedural due process)

84) 수정헌법 제6조 : ‘In all criminal prosecutions, the accused shall enjoy the

right to a speedy and public trial, by an impartial jury of the State and

district wherein the crime shall have been committed, which district shall

have been previously ascertained by law, and to be informed of the nature

and cause of the accusation; to be confronted with the witnesses against him

; to have compulsory process for obtaining witnesses in his favor, and to

have the assistance of Counsel for his defence.’

85) 수정헌법 제8조 : ‘Excessive bail shall not be required, nor excessive fines

imposed, nor cruel and unusual punishments infli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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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二重危險禁止(bar against double jeopardy)

(다) 自己負罪免責特權(privilege against forced self-incrimination)

(3) 수정헌법 제6조

(가) 陪審員에 의한 재 을 받을 권리(right to a jury trial)

(나) 公開裁判을 받을 권리(right to a public trial)

(다) 迅速한 裁判을 받을 권리(right to a speedy trial)

(라) 증인을 質할 수 있는 권리(right to confront witness)

(마) 증인을 確保할 수 있는 권리(right to compulsory process to

obtain witness)

(바)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수 있는 권리(right to the assistance of

counsel)

(4) 수정헌법 제8조

잔인하고 비정상 인 형벌의 지(prohibition against cruel and

unusual punishment)

다. 州政府에 해서는 주장할 수 없는 基本權

(Rights not incorporated)

수정헌법에 규정된 기본권 다음의 권리는 연방정부만을 구속할 뿐

이고, 일반 으로 주정부에 하여는 용되지 아니한다.

(1) 수정헌법 제5조에 규정된 大陪審 起訴(grand jury)

수정헌법 제5조 大陪審에 의한 起訴制度(right to indictment by a

grand jury)에 한 부분은 주정부를 구속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상당수

의 州에서는 大陪審制度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수정헌법 제8조에 규정된 過多保釋金 禁止(prohibition

against excessive bail)

이 규정부분이 주정부를 구속하는지 여부에 해서는 연방 법원이

분명한 결을 하지 않았는데, 부분의 州는 過多한 保釋金을 지하

는 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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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을 채택하고 있다.

4. 형사사법제도와 련된 수정헌법에 한 구체 인 검토

형사소송 차에 련된 Original Constitution상의 규정이 체로 입

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이라면, 수정헌법상의 규정 이에 한

연방 법원의 례는 체로 Due Process 원칙을 구체 으로 실 하기

하여 搜査機關 등의 權限濫用을 抑制함과 동시에 각 단계에서 當事

의 節次的 權利를 보장하는 것으로 악할 수 있다.

가. 압수․수색 등에 하여

(1) 수정헌법 제4조의 경우 수사기 등이 개인의 신체 등에 하여

합리 인 이유 없이 압수ㆍ수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에

서는 개인을 체포하는 것(arrest)을 ‘公權力에 의한 身體의 押收(seizure

of person)’라고 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해서도 압수ㆍ수색에

한 수정헌법 제4조가 용되는 것이다.

(2) 특히 수정헌법 제4조 후단의 취지는 Common Law상 ‘法官令狀

主義’의 통에 따라서 수사기 등이 압수ㆍ수색을 하고자 하는 경우

原則的으로 법원으로부터 장을 발부받아야 하고, 이러한 장청구는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을 명시한 것이다.

이러한 Probable Cause의 요건은 ‘경찰 이 知得한 사실 정황과 신

빙성 있는 情報(facts and circumstances within the officers'

knowledge and reasonably trustworthy information)’가 ‘신 한 사람으

로 하여 당해 피의자가 범죄를 질 거나 지르고 있다고 믿게 하

기에 충분한 경우(sufficient to warrant a prudent person to believe

that the suspect [has] committed or [is] committing an offense)’에 비

로소 충족되는 것이다{Beck v. Ohio, 379 U.S. 89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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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 으로 미국에서는 ① 경찰 이 법원으로부터 사 에 장

을 발부받아서 체포ㆍ압수ㆍ수색을 행하는 경우 보다는 ② 오히려 행

범체포 등과 같이 장주의의 외를 인정할 만한 합리성

(reasonableness)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수사기 이 법원의 장 없이 피

의자를 체포하는 등의 사례가 훨씬 더 많다.86)

그러나 수정헌법 제4조의 규정취지상 ①의 방식이 原則이라는

은 명백하기 때문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②와 같은 例外的 方式

에 따른 체포ㆍ압수ㆍ수색에 해서는 相 的으로 嚴格한 司法審査

(judicial review)를 하고 있고, 이러한 사후 인 사법심사를 헌법 요

건으로 악하는 경우도 있다. 이하에서는 수정헌법 제4조상 原則과 例

外에 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가) 컨 , 미국에서는 搜査機關이 刑事被疑 를 逮捕한 다음 지체 없

이 判事의 面前에 出頭시키는 제도(Initial Appearance :형사피의자의 청구

가 없는 경우에도 수사기 이 체포된 피의자를 당연히 사에게 인치하도

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체포된 모든 피의자에게 ‘법 면기회’가 제도 으

로 보장된다.)가 범 하게 정착되어 있으나, 와 같이 체포된 모든 피의

자에게 ‘법 면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 차원에서 보장된 것은 아니

고 입법자가 정책 으로 피의자에게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 다만, 연방 법

원에서는 만일 수사기 이 법원으로부터 사 장을 받지 아니하고 피의

자를 체포한 다음 그로 인한 신체자유의 제한을 지속하기 해서는 반드시

당해 피의자에게 법 을 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이른바,

‘Gerstein hearing’), 이러한 차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4조

에 반된다고 시하고 있는바,87) 이는 와 같은 例外的 方法으로

86) 다만, 연방 법원은 수사기 이 被疑 의 住居에서 피의자를 체포하기 해서는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사 체포 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와 같
은 사안에 해서까지 수사기 으로 하여 사 체포 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한 New York 주법률은 연방헌법에 배된다고
시하 다{Payton v. New York, 445 U.S. 573 (1980)}.

87) ① 미국 연방 법원은 Gerstein v. Pugh 420 U.S. 103 (1975)에서, ‘우리는 수정
헌법 제4조가 당사자를 체포한 다음 지속 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기 해서는
사법 차에 따라서 ‘Probable Cause’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을 요구하
고 있다고 결한다(We hold that the Fourth Amendment requires a judicial
determination of probable cause as a prerequisite to extended restraint of liberty
following arrest.). 당해 체포가 ㉮ 법 의 장(warrant) ㉯ 는 배심에 의한
기소(grand jury indictment)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상, 구속의 방법으로
피의자에 한 신체의 자유가 持續的으로 制限되기 이 에(prior to being
detained) 법 이 ‘Probable Cause’ 를 결정하는 차(Gerstein hearing)가 반드시 실
시되어야 한다(The accused is entitled to a Gerstein hearing prior to being
detained without bond or otherwise experiencing a significant restraint of liberty
unless the arrest is supported by a warrant or a grand jury indictment.)’라는 취



226

체포가 이루어진 경우 사후 으로 강화된 사법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을 분명히 한 것이다.

(나) 같은 맥락에서 미국 연방 법원은 법원으로부터 사 에 발부받

은 체포 장에 의한 체포를 단히 선호하고 있는데, 이는 체포를 정당

화하는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는가에 한 단을 립 이고 편견이 없

는 사법기 이 하도록 함으로써 ① 한편으로는 수사에 한 열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수사기 의 권한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② 다른 한편으로는 잘못된 단에 한 책임으로부터 수사

기 을 면책시켜 수 있는 한계를 설정한다는 정책 이유에서 비롯

된 것이다.88) 따라서 연방 법원이 Katz v. United States, 389 U.S.

347 (1967)에서 법원의 사 승인 없이 행해진 체포(searches outside

the judicial process,

지로 시하 다.
② 그런데, 미국법상 ㉮ 법 의 장발부 차 ㉯ 는 배심에 의한 기소 차에는

원칙 으로 당사자의 출석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정헌법 제4조가 체포

된 모든 피의자 등에 하여 ‘법 면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법

의 장이나 배심에 의한 기소가 先行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법 이 주재하는

별도}, 다만 법 의 사 장 없이 例外的 方式으로 체포된 피의자 등에 해서

만 헌법 차원에서 사후에 ‘법 면기회’를 보장한다는 을 쉽게 알 수 있다

{Robert Leary Moore, Thirty-First Annual Review of Criminal Procedure Ⅱ

Preliminary Proceedings, Preliminary Hearing, Georgetown Law Journal, May

2002, 1295, 1296면 결의 주석 18, 19 등 참조}. 결국, 개별 법률에서 법

의 사 장 등에 근거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해서도 지체 없이 법 에게 인

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입법자가 수정헌법 제4조의 요구조건을 과(상회)

하여 ‘법률 차원’에서 피의자 등에게 ‘법 면기회’를 추가로 제공한 것일 뿐

이다.

88) United States v. Watson, 423 U.S. 411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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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out prior judicial process)의 경우 상세한 요건을 명시한 외

상황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수정헌법 제4조 소정의 ‘합리성’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시한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 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違法證據排除法則에 련하여,

수사기 이 법원으로부터 장을 받아서 피의자를 체포한 사안에서는

법원이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면 “善意의 信賴(good faith)”라는 논거로

법원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외 인 사례가 있는 반면에, 수사기 이

장 없이 체포한 사안에서는 원칙 으로 와 같은 善意의 信賴를 인

정하지 아니하고 이에 한 事後的 司法審査를 강화하고 있다는 도

수정헌법 제4조에서 규정한 原則과 例外에 한 법리가 미국 형사사법

제도의 실무에 그 로 반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연방 법원

은 수사기 이 법원에 하여 범죄 의에 한 선서진술서나 고발장 등

을 제출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의 체

포 장을 발부받은 이상, 나 에 피의자가 그 장의 발부가 법하지

않다고 다투기 해서는 명백하고 확신을 주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에 의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함을 입증해야 한다고

시하 는바{Illinois v. Gates, 462 U.S. 213 (1983)}, 이는 수사기 으

로 하여 실무 으로 어려움이 없는 이상 법원으로부터 사 장을 발

부받는 원칙을 수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인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것

으로 악할 수 있다.

(4) 한편 수사기 은 압수ㆍ수색을 하여 법원에 令狀을 청구하는

경우, 宣誓 는 確約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압수ㆍ수색 상을 특정하여 記述하여야

하기 때문에(particularly describe what is to be searched and seized),

이러한 수정헌법 제4조에 배되는 이른바 ‘一般令狀’은 허용되지 않는

다.

나. 證據排除法則(exclusionary rule)에 하여

‘證據排除法則’은 수사기 이 수정헌법 제4조, 제5조, 제6조 등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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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방식으로 확보한 증거에 하여 證據能力(admissibility of

evidence)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원칙이다.89) 일반 으로 違憲的인 방법

으로 수집된 당해 증거뿐만 아니라 오염된 증거를 통하여 취득하게 된

추가 증거들의 증거능력도 부정되지만{통상 으로 이를 毒樹毒果의

法理(tainted-fruit-of-the-poisonous-tree doctrine)이라고 한다},90) 피고

인은 ‘(타인이 아닌) 자신의 헌법상 권리’가 침해되어 수집된 증거에

해서만 증거배제법칙의 용을 주장할 수 있다.91)

(1) 미국 연방헌법에 근거한 Common Law 원칙의 수정

국 Common Law의 일반원칙은 “당사자가 증거를 얻은 수단의

법성은 증거의 내용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서, 설령 법원

에 제출된 증거가 비윤리 이거나 불법 인 방법을 통하여 취득된 것이

라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에 하여 련성(relevancy)을 인정할 수 있고,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합성 요성(competency and materiality)

을 인정할 수 있

89) 다만, 증거배제법칙은 원칙 으로 수정헌법 제4조, 제5조, 제6조에 련된 피고인

등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사안에 비로소 용되는 것으로서, 수사기 이 단순한

규칙(regulation)이나 법률(statute)을 반하여 증거를 수집한 경우 등에까지 포

으로 용되는 것은 아니다. 컨 , 연방 법원은 U.S. v. Caceres, 440 U.S.

741 (1979)에서 국세청(IRS)이 (녹음을 하기 해서는 국세청 내부의 결제, 승인

을 얻어야 한다는) 자감시에 한 내규를 반하여 납세자가 국세청 직원에게

뇌물을 주려고 하는 내용의 화를 녹음하 다고 하 다는 사정만으로 그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시하 다.

90) Silverthorne Lumber Co. v. U.S., 251 U.S. 385 (1920), Nardone v. U.S., 308

U.S. 338 (1939) 등 참조. 임의성 없는 자백을 기 로 하여 추가로 수집된 증거에

한 증거능력을 배척한 결로는 Escobedo v. Illinois, 378 U.S. 478 (1964) 참

조.

91) U.S. v. Salvucci, 448 U.S. 83, 86-87 (1980); Rakas v. Illinois, 439 U.S. 128,

134 (1978) 등 참조. 컨 연방 법원은 Minnesota v. Carter, 525 U.S. 83, 91

(1998)에서 다른 사람의 아 트에 코카인을 포장하기 한 목 으로 잠시 방문하

다가 수사기 에 의하여 코카인을 압수당한 피고인의 경우, 아 트에 련

된 라이버시에 한 정당한 기 가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와 같이 압

수된 코카인에 한 증거배제를 주장할 수 있는 청구 격이 없다고 시하 다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held that defendants, who were in another

person's apartment for a short time solely for the purpose of packaging

cocaine, had no legitimate expectation of privacy in the apartment, and, thus,

any search which may have occurred did not violate their Fourth Amendment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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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었다.92) 그런데 미국 연방 법원은 수

정헌법 제4조, 제5조, 제6조 제14조 등의 해석을 통하여 종래의

Common Law 원칙을 폭 으로 수정한 새로운 증거배제법칙을 채택

하 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한 표 인 례를 살펴보면, 연방 법원은 Boyd v. U.S.,

116 US. 616 (1886)에서, “수정헌법 제4조와 제5조를 종합하면, 피고인

에게 불리한 부당한 압수행 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증인이 되는 것을

강요받는 것과 실질 으로 동일하므로, 연방법원에서는 수정헌법 제4조

에 반하여 압수된 증거에 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시하 고, Weeks v. U.S., 232 U.S. 383 (1914)에서 “수정헌법

제4조에 배되는 방법으로 압수된 물건을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용인한다면 불합리한 압수·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를 시

민에게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4조가 무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그 증거능

력을 부정하는 것이 헌법 요구라는 ”을 명시하 으며, Mapp v.

Ohio, 367 U.S. 643 (1961) 결에서 수정헌법 제14조의 해석상 와 같

은 증거배제법칙이 주법원 할사건에 해서도 그 로 용된다고

시하 다.

(2) 理論的 論據

① 증거배제법칙의 논거로 처음 제시된 것은 법원에서 불법을 범한

자를 처벌하기 한 것이라는 명목으로 수사기 등의 다른 불법행

동에 근거한 증거를 용인할 수 없다는 이른바 ‘司法의 廉潔性理論

(judicial integrity theory)’이었는데, ② 최근에는 법원이 불법 인 수사

를 통하여 취득된 증거를 배척한다면 향후 수사기 에서 아무런 효용성

이 없는 헌 행동을 하려고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제하에, 수사

기 의 헌법 반행 를 억지하기 하여 증거배제법칙이 필요하다는 이

른바 ‘抑止理論(deterrent theory)’ 등이 주류 인 논거로 제시되고 있다.

92) 김진환, “ 미법상 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 한변호사 회지 통권142호, 46면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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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證據排除法則에 한 例外

따라서 연방 법원은 법수집증거를 배제하는 방법으로 ‘수사기 에

의한 헌법 반행 에 한 억지’라는 목 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안 등

에서는 證據排除法則에 한 例外를 인정하고 있다.

(가) 毒樹毒果의 法理에 한 例外

1) 獨立出處에 의한 例外(Independent Source Exception)

먼 연방 법원은 Trial에서 헌법 반행 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 자체

가 필연 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일 “사실”에 한 정보

가 ( 헌 행 가 아닌) 독립 인 출처에 의하여 취득되었다는 이 인정

된다면, 소추기 이 그 독립 증거로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시

하 다.93)

이러한 외의 인정은 수사기 이 불법수사로 인하여 이득을 얻는 것은

불합리하지만, 같은 맥락에서 그러한 법행 가 없었더라면 수사기 이 가

질 수 있었던 입장보다 불리한 지 에 처하게 되어서도 안 된다는 사고에

기 를 두고 있다.

2) 必然的인 發見에 의한 例外(Inevitable Discovery Exception)

이는 독립출처에 의한 외이론과 한 계가 있는 것으로서, 헌

으로 수집된 생증거라도 그러한 불법과 계없이 법한 수사에 의하여

그 증거를 “필연 으로” 얻을 수 있었던 사안에서는 毒樹毒果의 法理가

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94) 와 같은 외를 인정받기 해서는 검사가

93) Silverthorne Lumber Co. v. U.S., 251 U.S. 385 (1920) 참조. 컨 , 경찰 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불법 으로 침입한 사안에서도, 연방 법원은 ① 그 당시 수

색 장을 발부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 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②

법원으로부터 장발부를 받기 까지는 본격 인 수색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증거의 멸실을 방지하기 한 소극 인 감시만 하고 있다가, ③ 장이 발부된

이후에 본격 인 수색작업을 통하여 증거를 수집한 경우, 와 같은 증거에 하

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시하 다〔Segura v. U.S.., 468 U.S.

796(1984)〕.

94) 수사기 이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여 불법 으로 살

인 피해자의 시체가 있는 장소 등에 한 정보를 알아냈고, 피고인은 와 같은

피해자의 시체에 련된 모든 증거를 배제하여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사건인

Nix v. Williams, 467 U.S. 431, 446-47 (1984)에서 연방 법원은 ‘시체의 발견

당시 이미 200여명의 자원 사자들이 잘 짜여진 계획에 따라서 그 시체를 찾고

있었고, 그 계획에는 그 시체가 발견된 장소도 포함하고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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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수단을 사용하 더라도 해당 증거가 필연 으로 발견되었을

것이라는 을 입증해야 한다.

3) 稀釋( 는 汚染性의 純化)에 의한 例外(Attenuation Exception)

연방 법원은 Wong Sun v. U.S., 371 U.S. 471 (1963)에서 경찰 의

불법 인 행 가 없었더라면 발견되기 어려운 증거라고 할지라도 그 불

법 수사와 증거획득 사이의 인과 계가 충분히 희석된 경우에는 해당

증거에 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시하 다. 이는 최 의 불

법수사와 최후에 이루어진 증거발견 사이에 충분하고 독립 인 추가

인 요소가 개입된 사안에서는 毒樹毒果의 法理가 용되지 않는다는 취

지로서, Brown v. Illinois, 422 U.S. 590, 603 (1975)에서는 외인정

여부에 한 법원의 참고사항으로서 ① 경찰 의 불법 인 행 와 당해

증거의 획득 사이에 경과된 시간, ② 그 사이에 개입하는 개별 환경

인 요소, ③ 경찰 행 의 의도와 그 해악의 정도 등을 시하 다.

(나) 證據排除法則의 適用範圍를 制限하는 방식의 例外認定

1) 附隨的 使用의 例外(Collateral Use Exception)

증거배제법칙은 원칙 으로 “검사가 형사재 에서 공소사실에 한

입증을 하여(prosecution's case-in-chief)” 헌 으로 수집된 증거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컨 검사는 미란다 원

칙을 반하여 취득한 피고인의 자발 인 자백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한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이를 피고인의 법정증언을 탄핵하기

한 목 으로 이를 사용할 수는 있는 것이다.95)

다만 비자발 인 자백(involuntary confession)은 탄핵목 을 포함한

어떠한 목 으로도 사용될 수 없고,96) 한 법증거를 피고인이 아닌

피고

하여 시체가 필연 으로 발견되었을 것이라고 단하고, 必然的 發見에 의한

例外理論에 근거하여 시체에 련된 증거에 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시

하 다.

95) Harris v. N.Y., 401 U.S. 222 (1971), Michigan v. Harvey, 494 U.S. 344, 346

(1990) 참조

96) Mincey v. Arizona, 437 U.S. 385 (197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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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측 증인의 진술을 탄핵하기 하여 사용할 수도 없다.97)

2) 善意의 信賴에 의한 例外(Good Faith Exception)

연방 법원은 U. S. v. Leon, 468 U.S. 897 (1984)에서 (사후 인 사

법심사기 에 비추어 볼 때) 종국 으로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를

인정하기 어려운 수색 장이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獨立的이고 中立

的인 法院에 의하여 발부된 수색 장을 경찰 이 법한 것으로 믿고

수색하여 증거를 취득한 경우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시

함으로써, 증거배제법칙에 한 주요한 외법칙인 “善意의 信賴(good

faith)”의 例外法則을 설정하 다.

이는 경찰 이 의존한 장이 나 에 기술 흠결이 있는 것으로

명된 사안,98) 장 없는 수색을 허용하는 법규정에 하여 나 에 헌

결이 선고된 사안,99) 체포 장의 존재에 한 잘못된 경찰기록을 경

찰 이 신뢰한 사안100) 등에 용되는바, 경찰 으로서 자신의 행 가

헌법에 배되지 않는다는 객 ․합리 인 신뢰가 있는 경우까지 해

당 증거를 배제하는 것은 헌법 반행 에 한 억지효과를 기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론 인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수사기 이 형식

으로 장을 발부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항상 이러한 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컨 수사기 에서 선서진술서(Affidavit)가 허 정보에

근거한 것이라는 을 알고서도 이를 근거로 장을 발부받은 사안 등

에서는 와 같은 외법칙이 용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 으로 해당

증거는 배제된다.101)

97) James v. Illinois, 493 U.S. 307, 314 (1990) 참조

98) Massachusetts v. Sheppard, 468 U.S. 981 (1984)

99) Illinois v. Krull, 480 U.S. 340, 349-50 (1987)

100) Arizona v. Evans, 115 S. Ct. 1185, 1193-94 (1995)

101) 연방 법원은 Massachusetts v. Sheppard, 468 U.S. 981 (1984) U.S. v.

Leon, 468 U.S. 897 (1984)에서, 경찰 이 장이 정당하게 발부되었다고 믿는

데에 합리 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善意의 信賴’의 例外法則이 용되지 아니

하고 해당 증거가 배제되는 사안으로서, ㉮ 선서진술서를 작성한 경찰이 허 정

보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 는 한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경우, ㉯ Magistrate가 립 이지 않고 수사기 의 일원이 되는 것과 같이 사

법 인 임무를 완 히 버린 것을 경찰 이 알고 있었던 경우, ㉰ 압수하거나

수색할 물건, 장소를 특정하는 기재가 없어 장이 외견상 결함이 있어서

(defective on its face) 합리 인 경찰 이라면 이를 유효한 것으로 생각할 수 없

는 경우, ㉱ 선서진술서가 상당한 이유에 한 소명이 무나 부족하여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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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害)가 없는 잘못된 법증거 채택(Harmless Error Test)

형사재 차에서 헌법 반행 를 통하여 얻은 법증거가 채택되어

피고인이 유죄 결을 받은 사안에서, 만일 당해 법증거가 없더라도

유죄 결이 선고될 수 있는 경우라면 법증거가 채택되었다는 사실만

으로 항소법원이 그 유죄 결을 기하지는 않는다. 와 같은 법증

거의 채택은 해가 없는 잘못(Harmless Error)으로 악할 수 있는바,

항소심에서 이러한 외에 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부과된다.102)

다. 節次的 適法節次(procedural due process)에 하여

(1) 수정헌법 제5조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하는

경우 반드시 차 법 차를 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구

체 으로 어느 정도의 차 보장이 헌법상 요구되는지에 하여 연방

법원은 ① 련되는 私的 利益의 重要性, ② 당해 私益을 잘못 박탈

할 경우의 험성에 련하여 追加的인( 는 代替的인) 節次的 保障

(procedural safeguard)을 하는 경우 얻을 수 있는 價値(value, 험에

한 회피가능성), ③ 추가 인( 는 체 인) 차 보장을 하기

해서 필연 으로 수반하게 될 재정상․행정상 부담 등을 고려한 政府의

利益(governmental interest) 등을 구체 으로 比 ․衡量하여야 한다고

설시함으로써{Mathews v. Eldrige, 424 U.S. 319 (1976) 등 참조}, 사안

에 따라서 헌법 보장의 방법과 정도 등이 달라진다는 을 분명히 밝

히고 있다

(2) 컨 , 연방 법원에서는 ① 차 법 차원칙이 용되는

모든 사안에서 中立的인(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決定權

(unbiased decisionmaker)가 주 하는 公正한 節次(fair procedure)를 통

하여 이익박탈

이유의 존재에 한 경찰 의 신뢰가 매우 비합리 인 경우 등을 시하 다.

102) Chapman v. California, 386 U.S. 18 (1967); Milton v. Wainwright, 407 U.S.

371 (19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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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에 한 결정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② 통상 으로

당사자에게 事前通知를 하여 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는 것(an opportunity to respond before termination of the interest)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③ 사안이 비교 경미하거나 본질 으로 긴

을 요하는 경우에는 事後的 聽聞節次(post-termination hearing)만으로

도 헌법 요건이 충족된다고 시하고 있다.

(3) 한편 와 같은 차를 주 하는 Unbiased Decisionmaker가 항

상 判事일 필요는 없고 사안에 따라서는 사가 아닌 다른 中立的 人物

이 그 차를 주 할 수도 있지만, 刑事處罰은 本質的으로 個人의 自由

와 權利에 하여 重大한 制限을 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해서는 가장 嚴格한 意味의 Procedural Due Process가 용된다. 따라

서 수정헌법 제5조는 의를 스스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개인에 하여

형사처벌이 부과되기 해서는 ① 헌법 차원에서 中立性과 獨立性이

보장되는 判事가 주재하는 ② 事前的 聽聞節次(prior hearing)를 통하여

유죄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4) 형사사법 차에 하여 中立的 審判 를 요구하는 節次的 適法

節次의 法理는 공 차 뿐만 아니라 장발부 차에도 용되는데, 연

방 법원은 Connally v. Georgia, 429 U.S. 245 (1977)에서, 장 사건을

처리하는 치안 사(justice of the peace)가 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만

여를 지 받고 장청구를 기각하면 여를 지 받지 못하도록 규정

한 Georgia 주법률에 련하여, 치안 사는 그 사건의 처리결과에

직 ․개인 ․실질 인 이해 계(a direct, personal,

substantial, pecuniary interest)를 갖고 있기 때문에 헌법상 요구되는

公正하고 中立的인 審判 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와 같은 치안 사

가 발부한 장은 中立的이고 獨立된 法官(a neutral and detached

magistrate)이 발부한 장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수정헌법 제4조에

반된다는 취지로 시하 다.103)

103) 형사공 차에 해서는 Tumey v. Ohio, 273 U.S. 510 (19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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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二重危險禁止의 原則(prohibition of double jeopardy)에 하여

二重危險禁止의 原則은 하나의 범죄(a single criminal offense)에

하여는 한 차례의 起訴 는 處罰만이 허용된다는 원칙으로서, 미국에

서는 원칙을 규정한 수정헌법 제5조로 인하여 제1심 법원에서 선고

된 무죄 결(acquittal)에 하여 검사의 항소는 헌법 차원에서 허용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마. 自己負罪免責特權(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에 하여

(1) 용범

수정헌법 제5조에 근거한 ‘自己負罪免責特權’은 모든 형사사건의 상황

에 용되는 것은 아니고, ① 당사자의 진술이 증언으로서의 성질

(testimonial in nature)을 가져야 하고(따라서 당사자의 액 지문

등의 채취문제는 수정헌법 제5조의 규율 상이 아니다.), ② 당사자의

답변(response)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취지이어야 하며

(incriminating), ③ 그 진술이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사

안이라는 (the testimony may be used against the defendant) 등의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 한하여 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컨 당

사자에게 免責特權(immunity)이 있거나 공소시효가 경과된 형사사건에

하여는 와 같은 원칙의 용이 배제된다. 이 원칙은 크게 ‘强制自白

禁止의 原則’과 ‘미란다 원칙’ 등으로 별할 수 있다.

(2) 强制自白排除의 原則

(가) 이는 수사기 이 피의자에게 자백하도록 강요하여 취득한 진술

(involuntary confession)의 경우 證據能力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

라 다른 증거에 한 탄핵증거 등과 같은 다른 목 으로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엄격한 증거배제법칙으로서,104) 수정헌법 제5조에서 도출

된 원칙이다.

104) Mincey v. Arizona, 437 U.S. 385 (197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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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편 ① 自己負罪免責特權에서 비롯된 미국 형사 차상의 黙秘

權(the right to remain silent)의 경우 ㉮ 피의자가 원하지 아니하면 수

사기 에 의한 피의자신문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고, ㉯ 나아가 법원이

공 차에서 피고인에 하여 신문을 하는 차는 애당 존재하지 아

니하며, 다만 피고인이 자발 으로 증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한하

여 증인신문이 이루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에, ② 륙법계

형사사법 차에서의 黙秘權은 ㉮ 법원이나 수사기 등이 피고인( 는

피의자)의 의사와 계없이 피고인신문(혹은 피의자신문)을 하는 것 자

체는 허용되고, ㉯ 다만 피고인 등이 개별신문에 하여 진술을 강요받

지 아니하고 黙秘權을 행사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보장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실질 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3) 미란다 원칙(Miranda Rule)

(가) 미국 연방 법원은 Miranda v. Arizona, 384 U.S. 436 (1966)

사건에서, ‘수정헌법 제5조에서 규정한 自己負罪免責特權은 自白의 證據

能力(admissibility)에 한 단의 근거가 되는데, 나 에 형사피고인이

된 사람이 拘禁된 상태에서 행한 陳述(custodial confession)에 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해서는 Miranda Rule에 따른 警告 이에

한 有效한 抛棄(Miranda warnings and a valid waiver)가 제조건이

된다.’라고 시하 다.105)

(나) 따라서, 수사기 에서는 拘禁된 사람에 하여 被疑 訊問을 하

기 에 ① 黙秘權(the right to remain silent)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② 피의자가 행하는 모든 진술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③ (피의자신문과정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고, ④ 만

일 私選辯護人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의자의 청구에 따라서 國選辯

護人이 선

105) In Miranda v. Arizona, 384 U.S. 436 (1966), the Fifth Amendment privilege

against compelled self-incrimination became the basis for ruling upon the

admissibility of a confession. The Miranda warnings and a valid waiver are

prerequisites to the admissibility of any statement made by the accused

during custodial interro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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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될 것이라는 을 분명하게 고지하여야 한다.106)107)

바.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에 하여

(1) 수정헌법 제6조의 개정경 등108)

(가) 미국이 국의 식민통치를 받고 있을 당시에는 英國의

Common Law상의 행에 따라서, ① 輕罪(misdemeanor) 혹은 重罪

(felony) 반역죄 는 반역범은닉죄로 起訴된 被告人(the accused)은

私選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수 있었고, ② 반역죄 는 반역범은닉죄로

起訴된 被告人에게 辯護人이 없으면 請求에 의하여 國選辯護人의 助力

을 받을 수 있었으며,109) ③ 그 밖의 重罪事件에서는 ‘法院의 裁量’에

의하여 法律問題에 해서만 私選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

었다.

(나) 이러한 상태에서 Pennsylvania 등 일부 州에서 국의 기존 제

도보다 다소 진보 으로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던 1791년 수정헌법 제6조가 신설되었는데, 이러한 사정은 수정헌

법 제6조에 의하여 ‘그 당시 보호받아야 할 權利는 刑事被告人이 (법원

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私選辯護人을 選任할 수 있는 權利 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다) 다만, 미국 연방 법원은 Powell v. Alabama, 287 U.S. 45

106) A person in custody must, prior to interrogation, be clearly informed that :

① He has the right to remain silent ;

② Anything he says can be used against him in court ;

③ He has the right to the presence of an attorney ; and

④ If he cannot afford an attorney, one will be appointed for him if he so

desires.

107) Miranda 원칙은 수정헌법 제5조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연방의회가 법률제정

을 통하여 Miranda Case에서 시한 憲法的 要件을 제거할 수 없다{Dickerson

v. U.S., 530 U.S. 428 (2000)}.

108) 이에 한 상세한 내용은 박홍우, 被疑 被告人의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

利, 1986. 서울 학교 학원 법학박사학 논문 8-11면 등 참조.

109) 그 당시 반역죄 는 반역범은닉죄의 경우 부분 死刑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

에 해당하 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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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에서 ‘辯護人을 選任하지 못하고 死刑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

(강간죄)로 被告人이 起訴된 사건에서, 法院이 피고인에게 效果的인 도

움을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것은 연방헌법에 반된다.’

라고 시한 이후,110) 와 같은 수정헌법 제6조 등의 해석을 통하여

刑事被告人의 國選辯護權을 헌법 으로 보장하는 범 를 조 씩 확 하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해서는

주법원에 기소된 형사피고인의 경우에도 수정헌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연방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Gideon v.

Wainwright, 372 U. S. 335(1963)].

(2) 수정헌법 제6조에 한 일반원칙 연방 법원의 례 등

(가) Trial 단계와 Nontrial 단계의 實質的 差異

수정헌법 제6조는 정식 차가 개시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핵심

형사기소 차(critical stage of the proceedings)에 용된다.111) 다만,

① 공 차(trial)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행사가 거부되는

경우에는 有罪判決이 自動的으로 破棄되는 반면에(per se rule), ② 공

차가 아닌 경우(nontrial)에는 결과에 실질 인 향을 미친 경우에

만 비로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에서(harmless error test),112) ①

②의 경우는 實質的으로 상당한 差異가 있다.

110) 알라바마 주법에 의하여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강간죄의 기소에 련하여, 제1

심 법원이 경험이 부족한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공 비를 효과 으로

도와주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것은 適法節次에 배되는 것이다(In prosecution

for rape, a capital offense under Alabama laws, failure of trial court to make

effective appointment of counsel to assist defendants in preparation for, and

conduct of, trial held denial of “due process of law”, where defendants were

young, ignorant, illiterate, and surrounded by hostile sentiment.)

111) 따라서 피고인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생명이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는

critical stage of proceedings( 컨 , preliminary hearing, indictment, information,

arraignment 등)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Johnson v. Zerbst,

304 U.S. 458, 463, (1938)}.

112) The Sixth Amendment right applies at all critical stages of a prosecution after

formal proceedings have begun. If the right to counsel is denied at trial, a

conviction will automatically be reversed. For nontrial denials, the harmless

error test is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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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rial 단계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컨 , 피고인에게 실제로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

의 명시 인 권리포기가 없는 이상, 당해 Trial에 변호인이 존재하지 아

니하 다는 것 자체가 헌법에 반되는 것이지만(이는 per se rule로서,

항소심에서는 자동 으로 유죄 결을 기해야 한다),113) 해당 범죄에

한 법정형이 징역형 는 벌 형인 사건에서 법원이 유죄 결을 하면

서 벌 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었

다는 사정만으로 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다시 말하면 당해 사건에서

징역형 선고의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변호인 없이 진행된 공

차에서 벌 형을 선고 것이 헌법 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114)

2) Nontrial 단계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반면에 기소이 의 단계(pre-trial)의 경우 모든 피의자에게 수정헌법

제6조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으로 Initial Appearance 이후에 비로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

리가 인정되며,115) 한편 이러한 권리가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경우에도

Pre-trial에서는 ‘per se rule’이 용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해당

Pre-trial 차에 변호인이 참여하지 아니하 다는 사정만으로는 헌이

라고 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당사자의 公正한 裁判을 받을 權利가 毁

損될 蓋然性이 있다는 까지 인정되는 경우에 限하여 헌이 된다.116)

113) Right to counsel at trial: The right to counsel exists in criminal prosecutions if

actual imprisonment, however short, is ultimately imposed. [Argersinger v. Hamlin,

407 U.S. 25 (1972); Scott v. Illinois, 440 U.S. 367 (1979)]

114) M.L.B. v. S.L.J., 519 U.S. 102, 112-13 (1996).

115) 따라서, ① 공식 인 고발이 (Pre-charge)의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의자

에 한 선별 차{Pre-charge or investigative lineups, Kirby v. Illinois, 406

U.S. 682 (1972)}, ② 액검사{Blood sampling, Schmerber v. California, 384

U.S. 757 (1966)}, ③ 필 는 음성검사{Taking of handwriting or voice

exemplars, Gibert v. California, 388 U.S. 263 (1967)]}; ④ 배심 차 등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헌법 차원에서 보장되지는 않는다.

116) Right to counsel in nontrial proceedings : The defendant is entitled to the

assistance of counsel at any critical stage of the proceedings, any time when

the absence of counsel “might derogate from his right to fair trial.” {Gilbert

v. California 388 U.S. 263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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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辯護人이 選任된 사건에서 그 助力이 不充分하여 違憲이 되는 경

우

한편 변호인이 실제로 변론을 한 사안에서도 被告人 등은 例外的으로

변호인의 조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자신의 防禦權이 侵害되었다는 주

장을 할 수 있다. 이에 하여 연방 법원은 이러한 주장의 핵심은 피

고인과 검사 사이의 審的 均衡(adversarial balance)이 무 져서 trial

이 不公正하게 진행됨으로써 신뢰하기 어려운 재 결과가 나왔다는 것

이기 때문에, 그 주장이 인용되기 해서는 ① 변호인의 변론이 객

으로 합리성을 구비하 다고 보기 어렵다는 과 ② 와 같이 문가

라면 범하기 어려운 변호인의 실수(unprofessional error)가 없었더라면

당해 재 결과가 달라졌을런지도 모른다는 합리 인 가능성(reasonable

possibility)이 존재한다는 {즉, 변호인의 잘못이 피고인에게 실질 인

불이익(actual prejudice)을 야기하 다는 } 등이 모두 입증되어야 한

다고 시하 다.117)118)

117) Kimmelman v. Morrison, 477 U.S. 365, (1986). The essence of an

ineffective-assistance claim is that counsel's unprofessional errors so upset

the adversarial balance between defense and prosecution that the trial was

rendered unfair and the verdict rendered suspect… In order to prevail, the

defendant must show both that counsel's representation fell below an

objective standard of reasonableness, and that there exists a reasonable

probability that, but for counsel's unprofessional errors, the result of the

proceeding would have been different.... Where defense counsel's failure to

litigate a Fourth Amendment claim competently is the principal allegation of

ineffectiveness, the defendant must also prove that his Fourth Amendment

claim is meritorious and that there is a reasonable probability that the

verdict would have been different absent the excludable evidence in order to

demonstrate actual prejudice. Thus, while respondent's defaulted Fourth

Amendment claim is one element of proof of his Sixth Amendment claim,

the two claims have separate identities and reflect different constitutional

values.

118) 한편 연방 법원은 Strickland v. Washington, 466 U.S. 668 (1984)에서, (구체

사정에 따라서 변론방식의 합리 인 선택가능성이 매우 다양하고, 따라서 법원

이 사후 으로 구체 인 변론내용의 정성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기 때문에) 법원은 변호인이 문가로서 합리 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재량범

내에서 변론활동을 하 다고 강하게 추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구체 인 사건

에 련하여 이러한 추정을 번복해야만 그 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시하

다(Court must indulge strong presumption that counsel's conduct falls

within wide range of reasonable professional assistance; that is, defendant

must overcome presumption that, under those circumstances, challe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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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國選辯護人 制度

법원은 Initial Appearance 차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피의

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충분히 고지해 주어야 한다.

한편 피의자가 지나치게 무지하거나 경험이 없는 것이 아닌 이상, 와

같은 법원의 고지내용을 숙지한 피의자의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明示的으로 抛棄하고 혼자서 형사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헌법

권리가 있다.119)

한편 일반 으로 법원은 Initial Appearance 차에서 변호인을 선임

하지 아니한 빈곤한(indigent) 피의자를 하여 국선변호인(public

defender 등)을 지정하게 되는데, 당해 피의자가 빈곤한지 여부와 같은

국선변호인의 선임필요성의 존부, 어떠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것인지

등에 하여 단, 결정하는 것 등은 법 의 재량사항이다.

(3) 수정헌법 제5조에 근거한 ‘Miranda Rule’과의 계

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수정헌법 제6조 소정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

을 권리’의 경우 당사자의 구 여부와 계없이 용되지만, 당사자가

행사할 수 있는 구체 권리의 성격과 내용은 ㉮ 형사 차의 진행단계,

㉯ 선고되는 형량 등에 따라서 달라지고, ㉰ 個別 犯罪에 응하는 성

격(offense-specific)을 가지는 반면에,120) ② Miranda Rule에 근거한 권

리의 경우 구 된 피의자 등에 해서만 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

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하여는 용이 없지만, 개별 범죄에 응하는

성격의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당해 구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수사기

의 추가 인 모든 신문 차에 포 으로 용된다.121)

action might be considered sound trial strategy).

119) United States v. Wade, 388 U.S. 218 [1967]; Faretta v. California, 422 U.S.

806 [1975].

120) 이에 하여는 McNeil v. Wisconsin, 501 U.S. 171 (1991) 등 참조.

121) Miranda rule은 offense-specific하게 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컨 피의

자가 주거침입 도죄(burglary)로 체포된 다음 Miranda rule에 근거하여 그 피

의자신문 차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수사기 에 요청한 경우,

수사기 은 체포된 피의자의 변호인이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Burglary와

계 없는 범죄에 해서도 피의자에 한 추가 인 조사를 할 수 없다

{Arizona v. Roberson, 486 U.S. 675 (1988)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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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迅速한 公開裁判을 받을 權利에 하여

(1) 迅速한 裁判을 받을 權利(right to a speedy trial)

모든 형사피고인(criminal defendant)은 신속한 재 을 받을 헌법상

권리를 가지고, 만일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법원은 당해 기소를

却下해야 한다[Strunk v. U.S., 412 U. S. 434 (1973)].

(2) 公開裁判을 받을 權利(right to a public trial)

(가) 의의

미국에서는 형사피고인에 한 공개재 의 성격과 련하여, ① 형사

피고인의 경우 수정헌법 제6조에 근거한 主觀的인 權利를 가지는 것이

고{Gannett Co., Inc. v. DePasquale, 443 U.S. 368; 따라서 형사피고인

이 이러한 주 인 권리를 소송 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하면 실권하게

된다. U.S. v. Kobli, 172 F.2d 919 (3rd Cir. 1949)}, ② 論機關을 비

롯한 제3자의 경우 수정헌법 제6조에 의한 권리가 아니라 수정헌법 제1

조에 근거한 ‘표 의 자유’에 련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악하고 있

다{Rovinsky v. McKaskle, 722 F.2d. 197(5th Cir. 1984) 등 참조122)}.

(나) 형사피고인의 주 권리에 한 연방 하 심법원의 례들

따라서 연방법원은 체로 강간범에 한 형사재 에 강간에 한 상

세한 내용이 진술되면 피해자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안{Harris

v. Stephens, 361 F. 2d 888(8th Cir. 1966)}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123) 재 부가 一時的으로 방청객 등을 퇴정시키는 것은 와 같은 피

122) 다만 최근 형사재 에 련하여 공개재 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일반

공 에 해서까지 확장된다는 견해를 취한 것으로는 Commonwealth v. Horton,

434 Mass. 823, 753 N.E. 2d 119 (2001) 참조.

123) 컨 , ① 방청객 일부가 주요 증인(principal witness)이 증언하는 것을

축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U. S. v. Herold, 386 F. 2d 187(2d Cir. 1966)}, ② 증

인의 감정 인 혼란을 방지하기 한 경우{U.S. v. Eisner, 533 F.2d 987 (6th

Cir. 1976)}, ③ 공개법정에서 증언하기를 두려워하는 증인을 보호하기 해서

필요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U.S. ex rel. Smallwood v. Lavalle, 377 F. Supp.

1148 (E.D.N.Y. 1974)}, ④ 비 정보요원(undercover law enforcement officer)

등을 보호하기 해서 필요한 경우{U.S. ex rel. Maisonet v. La Vallee, 405 F.

Supp. 925 (S.D.N.Y. 1975)}, ⑤ 미성년자 증인을 보호하기 한 경우

{Beauchamp v. Cahill, 297 Ky. 505, 180 S.W.2d. 423 (1944)} 등의 사안에서 하

심 법원은 이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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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주 권리를 헌 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악하고

있고, 다만 이러한 퇴정조치는 공정한 재 을 하기 한 것으로서 재

부의 좁게 재단된(narrowly tailed) 단에 근거해야 하고, 한 재 의

과정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재 을 공개하지 않으면 수정헌법 제6조에 반된

다고 보고 있다{Butler v. Smith, 416 F. Supp. 1151 (S.D.N.Y. 1976)}.

(다) 제3자의 ‘표 의 자유’에 하여

한편 법원이 재 차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언론매

체(media) 등 제3자의 ‘표 의 자유’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는데, ① 제3자의 경우 Pre-trial Hearing에서는 헌법상의 권리도 갖고

있지 아니하지만, ② Trial 단계에서는 공정한 재 을 해하지 아니하

는 범 내에서 원칙 으로 재 과정을 취재할 수 있는 ‘표 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다.

아. 陪審員에 의한 裁判을 받을 權利에 하여

(1) 용범

모든 형사피고인은 연방헌법 제3조 제2항 제2호 수정헌법 제6조에

근거하여 陪審裁判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right to jury trial)를 가지고

있는데, 연방 법원은 Duncan v. Louisiana, 391 U.S. 145 (1968)에서,

형사사건에 하여 수정헌법 제6조에 의하여 보장된 배심재 을 받을

권리는 수정헌법 제14조에 의하여 주법원에 해서도 용된다고 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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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 범죄(serious crime) 사건

한편 연방 법원은 경미한 범죄(petty crime)에 해서는 통 으로

배심원 없이 사에 의한 재 이 이루어졌다는 역사 행 등을 근거

로 하여, 수정헌법 제6조는 오로지 한 범죄(serious crime)에 해

서만 배심재 권을 보장하는 취지라고 시하고 있다.124)

범죄의 성 여부를 별하는 기 은 원칙 으로 법률이 규정한 법

정형으로서, 연방 법원은 일반 으로 피고인에게 부과될 법정형이 6월

이하인 사건이나, 그러한 공소사실 여러 개가 병합 기소된 사건의 경우

배심공 을 받을 권리를 인정되지 않는다고 시하 다.125) 한편 벌

형만 규정된 범죄에 하여 배심재 을 받을 권리를 주장하기 해서는

그 벌 이 상당히 고액이어야 하는데,126) 다만 법정형이 한 범죄와

경미한 범죄를 구분하는 핵심 요건 하나이지만, 이를 인 구

별기 으로 볼 수는 없다.127)

124) Duncan v. Louisiana, 391 U.S. 145, 160(1968); Cheff v. Schnackenberg, 384

U.S. 373, 379(1966); District of Columbia v. Clawans, 300 U.S. 617, 624(1937);

Schick v. United States, 195 U.S. 65, 69-71 (1904) 참조.

125) 연방 법원은 Lewis v. United States, 518 U.S. 332 (1996)에서, 법정형이 6개

월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두 개의 공소사실이 병합되어 기소된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배심재 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시하 다.

126) 컨 연방 법원은 Muniz v. Hoffman, 422 U.S. 454 (1975)에서 모욕죄로

10,000달러의 벌 형에 처해진 노동조합의 경우 배심재 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시한 반면에, International Union, UMW v. Bagwell, 512 U.S. 821 (1994)에

서는 6,400만 달러 이상의 벌 형이 선고된 피고인의 경우 배심재 을 받을 권

리가 있다고 시하 다.

127) 미국에서 배심재 을 받을 권리에 련하여 한 죄(serious crime)와 경미한

죄(petty crime)를 획일 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컨 연방 법원은 ①

District of Columbia v. Clawans 300 U.S. 617 (1937), District of Columbia v.

Colts 282 U.S. 63 (1930)에서, “범죄의 본질(the nature of the offense)”을 검토

하고, 범죄행 에 한 법정최고형(the maximum authorized penalty)을 기 으

로 하여 구분해야 한다고 일반론을 제시하 고, ② Baldwin v. New York 399

U.S. 669 (1970)에서는 6개월을 과하는 구 형이 선고될 수 있는(the possible

penalty) 범죄는 한 죄라고 시하 으며, ③ Blanton v. City of North Las

Vegas, Nev. 489 U.S. 538 (1989)에서는, 비록 6개월 이하의 구 형만 선고될

수 있는 범죄행 라도 하더라도 부가형이 가혹할(severe) 경우에는 한 범죄

에 해당한다고 시함으로써, 법정형(the possible penalty)은 한 범죄와 경

미한 범죄를 구분하는 핵심 요건 하나이지만, 기 이 되는 것은 아

니라는 을 분명히 하 다.



245

(3) 배심재 을 받을 권리가 용이 되지 아니하는 사건

소년범죄 사건,128) 군사법원의 사건,129) 부 사(magistrate)나 치안

사(justice of the peace)에 의해 심리되는 경죄사건, 법정모욕사건130)

등에서는 원칙 으로 배심재 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연방 법원은 2년 이상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법정모독 사건의 경우에

는 형이 하다는 이유로 배심재 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131)

(4) 피고인의 선택권 보장

통 인 Common Law 원칙은 한 범죄에 해서는 일반 으로

배심재 을 통하여 심리한다는 것이었는데, 연방 법원은 Patton v.

United States, 281 U.S. 276 (1930)에서 ‘연방 죄 사건(federal felony

cases)에 하여 배심재 을 받을 권리는 강제 인 것이라기보다는 선

택 인 것’이라고 시하 는바,132) 이로 인하여 미국에서는 Felony

Case에 하여 사에 의한 재 (bench trial)이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일상화되었다.133)

자. 起訴의 理由를 알 權利 등에 하여

수정헌법 제5조 등으로 인하여 소추기 등은 被告人이 재 에

히 비할 수 있도록 起訴의 이유를 충분하고 상세하게(sufficient

detail) 告知하여야 하는데, 구체 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공개

할 의무(duty to disclose favorable evidence)와 잘못된 증거를 제출하

지 아니할 극 인 의무(affirmative obligation to avoid use of false

evidence) 등을 부담하고

128) Mckeiver v. Pennsylvania, 403 U.S. 528 (1971).

129) Mendrano v. Smith 797 F.2d 1538 (10th Cir., 1986).

130) Green v. United States, 356 U.S. 165 (1958); Cheff v. Schnackenberg, 384

U.S. 373 (1966).

131) Bloom v. Illinois, 391 U.S. 194 (1968).

132) 연방 법원은 Singer v. United States, 380 U.S. 24 (1965)에서 피고인이 사

검사의 동의 하에 배심재 을 받을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고 시하 다.

133) Sean Doran et al., Rethinking Adversariness in Nonjury Criminal Trials, 23

Am. J. Crim L.1(1995), 1-10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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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러한 제도 역시 ‘美國式 當事 主義’와 하게 련된다.

(1) 檢事의 證據開示義務

컨 , 피고인이 소추기 등이 보유하고 있는 증거 에서 자신의

유ㆍ무죄 입증에 련된 증거로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특정하여 소

추기 등에게 제출을 요구한 경우 소추기 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고,

만일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5조 제14조

에 규정된 Due Process를 반하는 것이며{Brady v. Maryland, 373 U.

S. 83(1963)}, 피고인이 ‘Brady Rule’에 따라서 요구한 증거를 소추기

이 제출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그 증거가 결에 향을 수 있을 정

도로 요한 증거(material information)인 경우에는 그 有罪判決은 破

棄된다{U. S. v. Agurs, 427 U.S. 97(1976)}.

한 연방 법원은 United States v. Bagley, 473 U.S. 667 (1985)에

서, ‘피고인의 신청 유무, 증거개시 신청범 의 특정 여부와 계없이

요한(material) 증거의 개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법

차권이 침해된 것이다.’ 라고 시하 고, 나아가 Kyles v. Whitley, 514

U.S.419 (1995)에서는, ‘검찰이 소지하거나 리하고 있지 않은 증거라

고 할지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극 으로 찾

아서 개시해야 한다.’라고 시하 다.

(2) 被告人의 證據開示義務(證據開示의 相互化)

와 같이 1960년 이후 피고인의 검찰에 한 증거개시청구의 범

가 계속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에 상응하여 피고인의 검

찰에 한 증거개시의무에 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

서는 ① 일반 으로 형사재 차에 련된 形式的 均衡을 모색하고 實

體的 眞實을 추구하는 형사소송의 이념과 부합한다는 정 인 측면과,

② 自己負罪免責特權 등과 같은 헌법상 요구와 충돌될 우려가 있다는

부정 인 측면 등이 종합 으로 비교․분석되고 있다.



247

차. 證人을 採擇ㆍ 質할 수 있는 權利에 하여

(1) 證人 採擇權

피고인은 자신에 유리한 증인을 채택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right

to compulsory process for obtaining witness in his/her favor)를 가지

는데, 이는 검사가 증인을 채택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상응하는 동

일한 권리를 피고인에게 부여하기 한 것이다.

따라서, 컨 法廷에서 사가 피고인측의 증인을 하는 발언

(threatening remarks)을 하여 결과 으로 당해 증인이 증언을 포기하

다면, 이는 피고인의 증인채택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Webb v.

Texas, 409 U.S. 95(1972)}.

(2) 證人 質權

증인을 質할 수 있는 권리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포함된다.

(가) 피고인이 法廷의 재 과정에 직 참석할 수 있는 권리(right

of the accused to be physically present) : 다만 피고인이 경고에도 불

구하고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불손한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 권

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재 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

(나) 검사가 신청한 증인의 성명 주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right to identify prosecution witness) : 검사가 신청한 증인의 인

사항은 증언의 탄핵을 한 반 신문에 필수 이기 때문이다. 다만

박, 모욕, 개인 곤경 등을 방지하기 하여 匿名(pseudonym)이 허

용될 수 있다.

(다) 검사가 신청한 증인뿐만 아니라 자신이 신청한 증인에 하여

反 訊問을 할 수 있는 권리(right to cross-examination) : 와 같은

반 신문은 효과 일 정도로 충분하게 허용되어야 하고, 피고인은 자신

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이 편견(possible bias)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자료를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Davis v. Alaska,

415 U.S. 308 (1974)}. 그리고 비심문 차(preliminary hearing)에 피

고인의 변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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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와 같은 비심문 차에서 이루어진 증인신

문에 한 조서(transcript)를 공 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피고인이 증인을 질하여 반 신문을 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는 수정헌법 제6조를 반하는 것이다{Pointer v. Texas, 380

U.S. 400 (1965)}.

5. 미국 형사사법 차의 흐름에 따른 종합 검토

가. 憲法原則과 刑事訴訟의 目的과의 調和

와 같이 형사사법에 한 수정헌법은 체로 一般的 刑事事件에서

Due Process 원칙을 실질 으로 구 하기 하여 搜査機關 등의 權力

濫用을 抑制함과 동시에 각 단계에서 當事 의 節次的 權利를 보장하는

취지로 악할 수 있다.134)

그 지만, 이러한 憲法原則들이 適正한 事實發見의 제조건인 全體

的 均衡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 장치라는 도 간과할 수 없는바, 아

래에서는 美國式 當事 主義에 입각한 陪審裁判에서 와 같은 憲法原

則이 ‘實體的 眞實發見’과 ‘人權保障’이라는 형사소송의 목 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나가고 있는지에 하여 살펴본다.

나. 當事 主義에 입각한 陪審裁判에서의 ‘實體的 眞實發見’과 ‘人權

保障’

미국에서도 실 으로 배심재 에 의해 처리되는 형사사건은 그다지

많지 않지만, 다수의 一般 民이 다양한 시각에서 事實判斷을 함으로써

實

134) 컨 , ‘法官令狀主義’의 원칙을 천명하면서 非合理的인 逮捕 등을 지하고 있

는 수정헌법 제4조, 自己負罪免責特權 등을 명시한 수정헌법 제5조 여기에서

생된 Miranda Rule, 公正한 陪審에 의한 公開裁判을 받을 권리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권리 등을 규정한 수정헌법 제6조 등이 被告人 등의 人權을 保障

하는 데에 지 한 공헌을 하 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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體的 眞實에 接近하는 陪審裁判은 미국 형사 차 반을 지배하는 헌

법 가치로서, 當事 主義的 訴訟節次에서 법률 문가가 아닌 배심원

이 올바른 단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바,

이에 한 憲法原則 등을 구체 으로 검토하면 ‘美國式 當事 主義’의

根本理念과 基本構造를 확인할 수 있다.

(1) 法官令狀主義와 不拘束裁判의 原則

컨 , 수정헌법 제4조는 수사기 등이 피의자를 체포하고자 하는

경우 原則的으로 法院으로부터 의에 한 Probable Cause에 근거한

令狀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을 명시하고 있다(法官令狀主義). 비록 실

무 으로 수사기 이 사 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가 부분

이지만, 이러한 경우 체포한 피의자를 지체 없이 법 에게 인치하여 계

속 구 할 것인지를 심리하도록 하고(Initial Appearance), 만일 그 단계

에서 Probable Cause가 인정되지 아니하면 즉시 석방조치하는 것은 물

론이고, 설령 Probable Cause가 인정되더라도 보석 차 등을 통하여

부분의 피의자를 석방함으로써 불구속 상태에서 자유롭게 증거를 수집

하여 재 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不拘束裁判의 原則’을 철하는 것이

法官令狀主義의 基本趣旨인 것이다.

(2)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

아울러 Initial Appearance에서 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의자가 법률 문가인 변호인을 선임하여 효

과 으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피의자로 하여 검

사와 등한 입장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한 다음 립 인

사나 배심원로부터 유․무죄 단을 받게 하도록 함으로써 被疑 등

의 人權을 保障함과 동시에 當事 主義的 訴訟構造에서 適正한 事實發

見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3) 證據開示制度(Discovery)

한편 Discovery의 경우 수사․소추의 과정을 통하여 소추기 에 집

되는 자료나 정보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에 필요한 증거의 개시를

요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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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도 일정한 증거를 검사에게 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체로 월등한 증거수집능력으로 부분의 증거를 독 하는 檢

事와 被告人 사이에서 實質的 均衡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능

을 하고 있다. 이에 련하여 연방 법원에서 ‘검사가 보유하고 있는 피

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헌법상 Due Process 원칙에 반된다.’라고 시

함으로써 Discovery가 檢事의 證據隱蔽로 인한 事實歪曲을 억제하는 역

할을 한다는 을 분명히 하 다.

(4) 公正한 陪審構成

刑事節次에 해서는 가장 嚴格한 意味의 Procedural Due Process가

용되기 때문에 사실심리를 통하여 유․무죄를 단하는 배심원이 中

立的 決定權 (unbiased decisionmaker)이어야 한다는 것은 節次的 公

正性을 확보하기 한 필수요소이고, 따라서 미국에서의 배심제도에

한 논쟁은 부분 배심원의 표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지에 하여 집 되어 왔다.

(5) 각종 證據法則 등

미국에서 헌법원칙을 토 로 하여 정치하게 발달한 각종 證據法則도

人權保障과 適正한 事實發見을 동시에 달성하기 한 제도 장치로 볼

수 있다. 일반 으로 證據法則은 ① 傳聞法則 등과 같이 신뢰성이 부족

한 증거를 배제함으로써 實體的 眞實發見에 극 으로 기여하는 법칙

과135) ② 자백의 강요와 같이 搜査機關이 權力을 濫用하여 인권을 침해

하는 수사를 하는 것을 억제하고자 하는 違法證據排除法則 등 2가지로

별할 수 있지만, 搜査機關의 權力濫用으로 인하여 證據가 造作․歪曲

될 수 있다는 에 련된 ‘消極的 實體的 眞實主義’의 측면까지 고려한

다면 배심원들이 법증거에 의하여 사실인정을 할 수 없도록 하는 ②

와 같은 법칙 역시 適正한

135) 컨 傳聞法則은 ① 原陳述 의 진술내용이 법정에 정확하게 달된다는 보

장이 없고, ② 반 신문이 쇄되며, ③ 사나 배심원이 진술자의 태도를 찰

하여 신빙성을 따질 기회가 없으며 ④ 僞證罪의 부담이 없어서 信賴性을 보장

하기 힘든 傳聞證據에 하여 원칙 으로 證據能力을 否定하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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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實關係를 發見하는 제도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6) 合理的 事實認定의 範圍를 벗어나는 有罪評決에 한 安全

裝置

배심원이 참여한 공 기일에서 증거조사가 종료된 경우, 사는 事實

認定의 合理性을 도모하기 하여 배심원들에게 법률문제에 한 지시

를 해야 하고(jury instruction), 그 시 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

분한 증거가 없다고 단되는 경우 배심원의 평결을 기다릴 것 없이 무

죄 결을 할 수도 있으며, 배심원의 유죄평결이 이루어진 사안에서도

합리 인 사실인정범 를 벗어나는 등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사가 그 유죄평결 로 결을 선고하는 것을 보류하고 독자 으

로 무죄 결을 선고할 수도 있다(judgement as a matter of law).136)

나아가 배심원의 유죄평결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당해 Trial에서 증거

능력이 없는 법증거가 배심원에게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는 등 공

차에 법이 있다고 단되면 사는 나 에 피고인의 “새로운 공 을

한 신청(new trial motion)”을 인용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법원은

새로운 배심원을 구성하여 다시 공 을 진행하게 된다.

다. 소결론

에서 본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실 으로 高規範인 憲法의 解釋

에 한 연방 법원의 례를 통하여 각종 憲法原則이 형성되고 있다.

그런데 연방 법원의 헌법해석은 미국의 歷史的․社 的 現像을 토 로

하여 具體的으로 발생한 刑事事件에 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具體

的 事件에서 유리된 채 막연한 當爲論 내지 理想論에 근거하여 선언

으로 형성된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와 같이 형성된 각종 憲法原則이

‘實體的 眞實發見’과 ‘人權保障’이라는 형사소송의 목 과 조화를 이루면

서 刑事司法制度의 반

136) 다만 Judgement as a matter of law는 매우 외 사안에서 선고되는 것이고,

실무 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가 배심원의 평결을 그 로 수용하는

행이 형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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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과정을 실질 으로 규율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刑事司法制度에 한 憲法의 實效性을 확보하기 해서

는 먼 우리 헌법과 형사사법제도의 歷史的 背景 등에 하여 연구하

고 具體的 事件의 內容과 社 的 意味 등을 충분히 악한 다음, 우리

헌법제정권자가 설정한 全體的인 司法制度와 調和를 이룰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이러한 측면에 하

여 살펴보기로 한다.

Ⅵ. 우리 憲法 刑事訴訟法에 한 美國憲法 등의 향

1. 近代司法制度의 他律的 入

우리나라에서는 甲午更張으로 인하여 洪範 14조가 도입되고 1895. 3.

25. 재 소구성법이 제정됨으로써 비로소 中央部處의 수 에서 행정부

로부터 독립된 근 사법기구(한성재 소, 고등재 소 등)가 등장하

으나, 각 지방의 재 소에 해서는 ‘당분간’ 지방 이 재 을 겸임하

는 체제가 그 로 지속되었으며(재 소구성법 부칙 56조),137) 이러한 自

律的 制度가 정착되기 에 일본의 침략으로 인하여 日帝의 植民地로서

西歐의 司法制度를 繼受한 日本의 司法制度를 他律的으로 入하도록

强要받았다.

2. 우리 憲法의 制定과 刑事訴訟制度와의 關聯性

가. 미군정 당시 이루어진 刑事司法制度의 改善

그런데, 에서 본 바와 같이 明治憲法하에서의 일본 국가체제는 ‘行

政權의 優位’가 한 ‘行政國家型’이었기 때문에, 형사재 에 련하여

재 의

137) 문 , 게 논문 95-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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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이 제도 으로 보장될 수 없었다. 더욱이 朝鮮刑事令은 일본 형

사소송법상의 令狀主義原則 등을 철 히 왜곡하여 搜査機關 등이 恣意

的으로 人身拘束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군정당시

우리 나라에서 이루어진 형사사법제도에 한 개 과정에서 權力分立原

則과 法官令狀主義 등이 강조되면서 수사기 의 수사결과 이에 따른

유죄의 심증을 법원이 그 로 승계하여 형사재 을 진행하는 日本式 職

權主義의 문제 등을 극복하기 한 노력 등이 계속되었음은 당연한

것이었다.

좀더 구체 으로 살펴보면, 미군정은 1945. 9. 21. 조선민 을 비인간

인 법 굴종상태에서 해방시키고 조선인에게 ‘법앞에서의 공평한 정

의’를 확립한다는 명목으로 일반명령 제5호를 공포함으로써 종래 일제

의 법령 정치범처벌법(1919. 4. 15.), 비검속법(1925. 5. 8.), 치안유지

법(1925. 4.), 출 법(1910. 2.), 정치보호 찰령(1936. 12.), 神社法(1919.

7.) 등의 법령을 폐지하고, 경찰서장의 범죄즉결처분권한을 즉시 폐지하

는 등의 일련의 緊急措置를 취하 고,138) 그후 일제시 의 형사사법제

도의 문제 을 근본 으로 시정하기 하여 법원, 검찰청, 미국인

고문(길리엄) 등이 작성한 각종 ‘ 안’을 바탕으로 하여 1948. 3. 20. 미

군정법령 제176호를 제정하여 1948. 4. 1.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 는

바, 미군정법령 제176호는 수사기 에게 강제처분권을 범 하게 인정

하고 있었던 朝鮮刑事令 일부 규정을 폐지하고(제24조), 인신구속 혹

은 압수수색에 하여 원칙 으로 재 소의 장이 필요하다고 규정하

는 등(제3조, 제5조) 형사소송 차에 련하여 美國式 司法制度를 도입

하는 요한 계기가 되었다.139)

나. 제헌헌법 형사사법제도에 련된 규정

(1) 한편, 와 같은 역사 ․사회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1948. 7.

17. 제정된 制憲憲法은 刑事司法制度 등과 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

하 다.

138) 沈羲基, 게논문 89-91면 참조.

139) 문성도, 게논문 106-13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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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

포, 구 , 수색, 심문, 처벌과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체포, 구 , 수색에는 법 의 장이 있어야 한다. 단, 범죄의 행․범인

의 도피 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 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에 장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구든지 체포, 구 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그 당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보장된다.

제22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한 법 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 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3조 모든 국민은 행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

에 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하여 두 번 처벌되지

아니한다.

제24조 ①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 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형사피고인으로서 구 되었던 자가 무죄 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의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76조 ① 사법권은 법 으로써 조직된 법원이 행한다.

② 최고법원인 법원과 하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써 정한다.

③ 법 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77조 법 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 한다.

제78조 법원장인 법 은 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9조 법 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되,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제헌헌법 규정에 한 검토

(가) 權力分立原則을 통하여 ‘日本式 職權主義’의 극복

일제시 에 식민지 조선에서 실시되던 형사소송 차에서는 사가 재

을 함에 있어서 그 당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수사기 이나 행정

권의 료 통제로부터 상당한 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에 비추

어 보면, 司法府를 行政府로부터 완 히 분리하여 中立的 審判

(unbiased decisionmaker)의 지 를 확실하게 보장함과 동시에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 하는 法官으로 하여 刑事裁判을 하도록

하면서, 일제시 에는 形骸化되었던 ‘法官令狀主義’의 原則을 강조하고

있는 (1)항과 같은 刑事司法制度에 한 制憲憲法의 규정들은 權力

分立原則을 통하여 ‘日本式 職權主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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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단을 시정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도 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우리 헌법의 제정취지는 權力分立原則을 통

하여 공권력기 사이에서 實質的인 牽制와 均衡을 이루고자 했던 美國

聯邦憲法의 制定趣旨와 상당히 類似한 것으로 악할 수 있다.

(나) 美國式 當事 主義의 향

나아가 불구속피의자 등과는 달리 자신의 防禦權을 제 로 행사하기

어려운 ‘逮捕․拘禁된 사람에 한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 등을 명

시한 제헌헌법의 규정 역시 미국 연방헌법 이에 한 연방 법원의

결 등에서 확립된 美國式 當事 主義의 향을 강하게 받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140)141) 나아가 우리 헌법의 제정과정에 깊이 여하

던 유진오 박사가 제헌헌법 제22조에 한 헌법해석에 련하여,

‘본조는 국민의 재 청구권을 규정하 는데, 이는 2분하여 설명

할 수 있다. 1은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한 법 에 의하여서만 재

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인데, 재 은 법률이 정하는 자격이 없

으면 이를 임명할 수 없으므로 만일 국가가 그러한 자격이 없는 자

를 재 으로 임명하여 재 을 하고 할 때에는 국민은 그를 거

하고 정당한 재 에 의한 재 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

나 배심원이 재 에 여하는 배심재 은 배심원이 사실의 단에

여하는 정도이면 본조에 반된다고 할 수 없다.’

140) 박홍우 부장 사의 게논문 29-30면에는 ‘우리 헌법이 제정될 당시, 선진제국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를 (법률 차원이 아닌) 憲法上 國民의 基本權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던 나라는 美國과 日本뿐이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와

같이 우리 제헌헌법에서 체포․구 된 사람에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헌법 차원에서 명문으로 보장하게 된 것은 (제2차 세계 이

후 미군정시 에 면 인 헌법개정이 이루어진 일본과 유사하게) 미국 헌법

연방 법원 례 등을 통하여 확립된 美國式 當事 主義의 향을 강하게 받은

결과라는 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41) 이에 련하여 변종필 교수는, 순수한 의미의 당사자주의는 민사소송에서 발견

할 수 있지만, 우리 형사소송 차에 련된 당사자주의는 처분권주의나 변론주

의로 상징되는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주의와 동일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미

국법의 향 아래 들어온 각종 인권보장규정과 증거법 방어 참여권의 확

를 꾀하는 제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악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게논

문 72-7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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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142) 제헌 헌법이 美國式 陪審裁判까지

도 수용할 수 있다는 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한 법 의 임기를 10년으로 규정한 제헌 헌법 제79조에 하여 유

진오 박사는,

‘司法權의 獨立을 보장하려면 法官의 身分을 保障하는 것이 특히 필요한

데, 그 때문에 종래 각국은 개 법 은 終身官으로 규정하 으며 우리 나

라 헌법에서도 차조에서 특히 그 신분을 보장하는 규정을 설치하 다. 그

러나 法官의 任期를 무조건 終身으로 하면 法官이 官僚化하고 時代의

進運에 뒤떨어져서 民意에 어그러지는 재 을 하게 될 우려가 있으며 그

러한 것은 법 의 신분을 보장하는 본래의 취지에 도리어 배치되는 바이

므로, 본조는 法官의 身分을 保障하는 동시에 司法의 民主化하는 一手段으

로 法官의 任期를 十年으로 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連任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法官의 任期를 十年으로 하는 것은 司法의 民

主化하는 一手段은 될지언정 그로 인하여 司法權의 獨立에 不美한 影響을

주어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 法官은 十年의 任期가 지나도 特別한 過誤가

없는 한 連任될 수 있도록 法律로써 法官 職의 事由를 明確히 정할 必

要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143) 와 같은 법 의 신분과 임기보장이나 외국

에서 체로 법 을 ‘終身官’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의 설명 등은 미

국 연방헌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단된다.144)

(다) 刑事司法制度에 한 獨逸 基本法과의 差異

반면에 ‘職權主義’를 토 로 하여 名譽法官(參審員)이 職業法官( 任

法官)과 동등하게 사실 법률 단에 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형사

재 제도를 운 하고 있는 독일의 기본법은 우리 제헌헌법의 련 규정

과 완 히 상이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① 먼 독일 기본법 제104조의 경우 신체의 자유의 보장에 련하여

142) 유진오, 新稿憲法解義, 일조각 (1954) 89-90면 참조.

143) 유진오 게서 245-246면.

144) 미국 연방헌법 제3조 제1항 : …The judges, both of the supreme and inferior

courts, shall hold their offices during good behaviour, and shall, at stated

times, receive for their services, a compensation, which shall not be

diminished during their continuance in office.



257

수사기 법원 등 국가기 의 職權에 의한 人權保護를 강조하고

있다는 은 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145) ② 같은 맥락에서 독일 기본

법에는 당사자에게 節次開始權을 인정하는 拘束適否審査請求權(the

Writ of Habeas Corpus)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한 명

문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③ 한편 독일 기본법 제92조, 제97조, 제

98조 등은146) 법 의 독립을 강조하면서도, 우리 헌법과는 달리 법 의

임기 등을 기본법에 명시하지 아니한 채 이를 법률에 임하고 있고,

④ 나아가 독일 기본법 제97조 제2항의 경우 (名譽法官과 구별되는)

任法官(正規法官)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기본법을 시행함에 있어

서 통 인 參審制에 의한 재 제도의 운 을 제하고 있음을 시사하

고 있다는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독일의 형사사법제도에 하여 비교, 검토하는 경

우,

145) 독일 기본법 제104조 (自由剝奪時 權利保障) ① 신체의 자유는 형식 법률에

근거해서만 그리고 이 법률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서만 제한될 수 있다. 구 된

자를 정신 으로나 육체 으로 학 하는 것은 지된다.

② 자유박탈의 허용과 계속에 해서는 으로 법 이 결정한다. 법 의 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박탈이 행해진 경우에는 지체없이 법 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경찰은 독자 인 힘으로 구도 체포된 날의 익일이 종료한 후까지 구

할 수 없다. 상세한 것은 법률로 정한다.

③ 구든지 범죄 의 때문에 일시 으로 체포된 자는 늦어도 체포된 날의 익일까

지는 법 에게 인치되어야 하고, 법 은 체포된 자에게 체포이유를 알려야 하며

그를 신문하고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법 은 지체없이 이유를 첨

부한 체포 장을 발부하거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④ 자유박탈의 명령이나 계속에 한 법 의 모든 결정은 지체없이 구 된 자의 가

족 는 그가 신임하는 사람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146) 독일 기본법 제92조(裁判機關) 사법권은 법 에게 맡긴다. 사법권은 연방헌법재

소, 이 기본법에 규정된 연방법원 지방법원에 의하여 행사된다.

제97조(法官의 獨立) ① 법 은 독립되어 있으며 오직 법률에만 따른다.

② 임으로서 그리고 정규의 정원으로서 종국 으로 임용된 법 은, 법원의 결에

의하여 법률에 규정된 이유와 방식에 의해서만 그 의사에 반하여 임기 에

면되거나 계속 는 일시 으로 정직 되거나 보 혹은 퇴직될 수 있다. 입법

으로 정년의 연령을 정하고, 정년에 달한 종신법 을 퇴직시킬 수 있다. 법원의

조직이나 구역이 변경될 경우에는 법 을 다른 법원에 속시키거나 퇴직시킬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의 액을 계속하여 지 하여야 한다.

제98조(法官의 法的 地位) ① 연방법 의 법 지 는 특별한 연방법률로 규정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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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양국 헌법규정의 차이 등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컨 , 우리나라에 獨逸式 名譽法官制度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

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법 의 임기조항 등과 같이 독일 기본법과

다른 구조를 취하고 있는 우리 헌법규정과 충돌하지 않는지 여부 등에

해서도 면 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 헌법개정과 형사소송법과의 계 등

(1) 1954년 형사소송법의 제정

형사사법제도에 한 제헌헌법의 규정이 그 로 존속하고 있는 상태

에서147) 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형사소송법이 제정되었으므로, 그

기본구조는 제헌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 당

시 입법자는 형사소송구조에 한 입법례를 크게 미법계와 륙법계

등 2가지로 별한 다음 어느 구조를 취할 것인지에 하여 정책 선

택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논의를 거듭하 는바, 다음과 같은 제정형사

소송법안 제1독회가 개최된 국회 정기회 제18차 회의에서 이루어진 법

제사법 원장 김정실의 발언내용에서 입법자의 고민을 확인할 수 있

다.148)

원래 형사소송제도는 일반 으로 구라 륙법계와 미법계의

두 가지 형태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다면 행 형사소송법이나

안은 자에 속합니다. 양법계의 특색을 요약하면, 륙법계는 사

건의 심리에 있어서 법원이 극 으로 소송에 여하여 직권주의

가 지배 입니다. 그리고 당사자 검사라는지 피고인은 법원의 심리

에 력하는 지 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반 로 미법계

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에 의하여 차가 진행되기 때문

에 법원은 극 으로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의 변론

을 듣고 재 을 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변론주의라고 할 것입니다.

147) 1952. 7. 7. 헌법개정의 경우 형사사법제도에 한 헌법규정이 개정되지는 아니

하 다(이는 통령 선출방식을 국회 간선제에서 국민 직선제로 개정한 이른바

‘拔萃改憲’이다).

148) 형사소송법 제정자료집,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1), 391-3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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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우리 입법자는 형사소송법의 제정당시 ‘日本式 職權主義’ 내지

이를 토 로 하여 미군정법령 제176호를 통하여 상당히 변화된 1954년 당

시의 형사소송법을 大陸法系 職權主義로 악하면서, 이에 비되는 英美法

系 刑事司法制度를 當事 主義로 악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형사사법제도에 한 헌법개정의 주요내용

제헌헌법 이후 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친 헌법개정이 있

었지만 형사사법제도 등에 한 헌법의 기본골격은 체로 그 로 유지되

고 있다.

(가) 權力分立原則과 獨立的인 法官에 한 身分保障

를 들어, 司法府를 行政府나 立法府로부터 構造的으로 분리하고, 사법

부 소속의 법 에게 憲法的 次元에서 10년의 任期를 보장하고 법률이 정하

는 바에 따라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中立的 審判 의 地位를

명시한 다음,149)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刑事裁判을 하도록 하는

149) 다만 법 의 임명 차에 련하여 제헌헌법 제78조는 법원장인 법 에 해

서만 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다른 법 에 해서는 헌

법에서 직 규정하지 아니하 는데, 1962. 12. 26. 제3공화국 헌법 제99조의 경

우 법원장과 법원 사 일반법 을 구분하여 비교 상세하게 규정하

다{제99조 ① 법원장인 법 은 법 추천회의의 제청에 의하여 통령이 국회

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통령은 법 추천회의의 제청이 있으면 국회에 동의

를 요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임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 사인 법 은

법원장이 법 추천회의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고 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에 제청이 있으면 통령은 이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법원장과 법원 사가

아닌 법 은 법원 사회의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임명한다. ④ 법 추천

회의는 법 4인, 변호사 2인, 통령이 지명하는 법률학교수 1인, 법무부장 과

검찰총장으로 구성한다. ⑤ 법 추천회의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

다.}

그러던 유신헌법 제103조는 법원장이 아닌 다른 모든 법 을 통령이 직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司法府構成에 한 大統領의 權限을 폭 强化하

으나{제103조 ① 법원장인 법 은 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②

법원장이 아닌 법 은 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통령이 임명한다. ③ 법

원장인 법 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 법원장이 아닌 법 의 임기는 10년으

로 한다. ⑤ 법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될 수 있다. ⑥ 법 은 법

률이 정하는 연령에 달한 때에는 퇴직한다.}, 유신헌법상 司法府에 한 大統領

의 權限이 무 强力하여 司法府의 獨立을 毁損할 危險性이 있다는 비 에 따

라서, 제5공화국 헌법 제105조는 법원장 법원 사가 아닌 일반법 의 임

명권을 법원장에 귀속시키는 식으로 헌법을 개정하 고{제105조 ① 법원장

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통령이 임명한다. ② 법원 사는 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통령이 임명한다. ③ 법원장과 법원 사가 아닌 법 은 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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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權力分立原則을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도 으로 보장하

고자 하 던 우리 헌법의 제정취지는 크게 변동되지 아니한 것이다.

(나) 당사자의 節次的 基本權을 강화한 1962. 12. 26. 제3공화국 헌법

나아가 제3공화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拷問을 받지 아니하고

刑事上 自己에게 不利한 陳述을 强要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제2항),

刑事被告人에 한 國選辯護人制度 등을 명시하는 등(제4항) 형사피의

자 피고인의 節次的 防禦權을 강화하 다는 을 주목할 필요가 있

다.150)

(다) 搜査段階에서의 令狀申請主體에 한 헌법규정의 변천

다만 제3공화국 헌법 제10조 제3항은 ‘逮捕․拘禁․搜索․押收에는

檢察官의 신청에 의하여 法官이 발부한 令狀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犯하고 도피

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장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수사단계에서 법원에 하여 令狀請求를 할 수 있는

主體를 ‘檢察官’으로 명시하여 경찰 이 독자 으로 장청구를 할 수

없도록 변경하 는데, 와 같이 令狀請求主體를 檢事로 제한하는 규정

내용은 행 헌법 제12조 제3항에 이르기까지 실질 으로 그 로 유지

되고 있다.

(라) 逮捕․拘束適否審査에 한 헌법규정의 변천

한편 제3공화국 헌법 제10조 제5항은 미의 the Writ of Habeas

Corpus 제도의 성격을 충실하게 반 하여 ‘ 구든지 逮捕·拘禁을 받은

때에는 適否의 審査를 法院에 請求할 權利를 가진다. 私人으로부터 身

體의 自由의 不法한 侵害를 받은 때에도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救

濟를 法院에 請求할 權利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私人으로부터 身

體의 自由를 침해받은 경우에도 법원에 부심사청구가 가능하도록 명

시하 다가, 유신헌법의 경우 체포․구속에 한 부심사청구권에

한 규정 자체를

이 임명한다.}, 그 기본골격이 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그 로 유지되고 있다.

150) 이러한 헌법규정은 에서 살펴본 미국 수정헌법 제5조 제6조의 향을 받

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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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 히 삭제하 는데, 1980. 10. 27. 제5공화국 헌법 제11조 제5항에

서 ‘ 구든지 체포․구 을 당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부심사

제도가 부활되어 행 헌법 제12조 제6항에 이르기까지 유지되고 있

다.151)

(3) 형사사법제도에 한 주요한 법률개정

(가) 1960년 반에 이루어진 형사소송법의 개정(當事 主義의 强

化)

1961년에 이루어진 형사소송법 개정의 주된 입법목 은 형사소송의

기본구조를 英美法系 當事 主義로 환하는 것인데, 이러한 입법 의도

는 다음과 같은 각종 문헌을 통하여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① 1961. 9. 1. 제39차 국가재건최고회의 상임 원회 회의록 : “증인신문

의 방식을 교호신문방식으로 한다. 피고인 신문방식을 교호신문방식에

한다.”

② 법무부, 1961년도 법무연보, 55면 : “무능부패로 은폐되었던 형사사건

을 군사 명 직 에 비하여 84.5% 작년에 비하여 약 100% 증가 검거하여

처단함에 있어 인권침해를 우려 비하여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당사자

등주의의 철 를 기한 미법계 형사소송체제로 환하고, …”

③ 국가재건최고회의 한국군사 명사편찬 원회, 한국군사 명사 제1집

(1963), 895면 : “종래의 륙법 구조에서 미법 구조로 옮아갔다. 당

사자 심문권을 부여하게 되어 당사자주의 구조로 각각 변경한 것이다. 이

는 상호심문권을 부여함에 따라 당사자 등주의를 채택한 것이고 일면

사건의 신 처리와 당사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함으로써 진실발견에의

최 한의 노력을 꾀한 것이라 하겠다.”

와 같은 입법목 에 따라서 형사소송법에 한 제1차 개정(1961. 9.

1. 법률 제705호) 제2차 개정(1963. 12. 13. 법률 제1500호) 당시에는

美國式 當事 主義를 토 로 한 각종 제도를 도입․강화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확 하는 법률개정이 이루어졌다.152)

151) 다만, 행 헌법 제12조 제6항에 규정된 체포․구 에 한 부심사청구권은

원래 Criminal Procedure가 아닌 Civil Procedure의 성격을 가지는 英美의 the

Writ of Habeas Corpus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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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신헌법 제5공화국 헌법의 시행당시 刑事司法運營의 문제

반면에 유신헌법 제5공화국 헌법이 시행되면서, 소추기 인 검찰

의 권한을 폭 으로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한

편,153) 그 당시 권 주의 정권의 향으로 인하여 主要 刑事事件에

하여는 불구속재 의 원칙이 철되지 아니하고 事實上 拘束搜査

拘束裁判이 原則이 되다시피 함으로써, 당사자주의에 기 한 형사사법

제도가 성공 으로 운 되기 한 필수조건인 피의자․피고인의 각종

차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이 하게 축되었다.

따라서 그 당시에는 형사사법제도의 운 에 련하여 수사기 내지

소추기 과 피의자 내지 피고인 사이의 實質的 均衡이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形式的으로 當事 主義에 기 한 형사재 이 진행되는 경우, 사

건에 따라서는 피의자 피고인에게 顯著하게 不公正한 裁判結果가 발

생할 수 있는 構造的인 問題點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 행헌법 형사사법제도에 련된 규정

(1) 형사사법제도에 한 행 헌법의 구체 규정내용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법한

152) 그 당시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공 조서의 녹취제도 신설(제56조의2),

② 증인에 한 交互訊問方式의 채택(제161조의2), ③ 피고인신문방식을 재 장

이 직 신문하는 방식에서 검사․변호인의 신문을 원칙으로 하고 재 장의 신

문은 보충 으로 실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제287조), ④ 문증거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傳聞法則에 한 규정을 명시하는 것(제310조의2 등), ⑤ 항소

심 구조를 복심제(覆審制)에서 사후심제로 변경(제364조) 등을 시할 수 있다.

{이태섭, 사법연구보고서 형사공 심리제도 개선(2001), 80-81면 참조}.

153) 컨 유신헌법의 제정이후 이루어진 형사소송법에 한 제3차 개정(1973. 1.

25. 법률 제2450호)의 경우, ① 구속 부심사제도의 폐지(제201조), ② 보석허가

결정․구속취소결정․구속집행정지결정에 한 검사의 즉시항고권 인정(제97조,

제101조), ③ 재구속 지의 완화(제208조), ④ 긴 구속요건의 완화(제206조),

⑤ 수사상 필요한 참고인에 한 제1회 공 증인신문제도 신설(제221조의2),

⑥ 수사단계에서의 감정유치 허용(제221조의3), ⑦ 재정신청 상의 축소(제260

조), ⑧ 검사의 형집행장제도 신설(제473조) 등과 같이 검사의 권한을 일방 으

로 강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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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

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는 수색을 할 때에는 법한 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 이 발부한 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

에 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구든지 체포 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구든지 체포 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 구든지 체포 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는 기망 기타의 방

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는 정식재 에 있어서 피고

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

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소 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 가 아닌 친족의 행 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 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 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 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한민국의 역안에서는 한 군사상 기

․ 병․ 소․유독음식물공 ․포로․군용물에 한 죄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 을 받지 아니한다.

③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 을 받을 권리를 가진

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 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 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법원과 각 법원으로 조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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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법 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 한다.

제104조 ① 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통령이 임명한다.

② 법 은 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통령이 임명한다.

③ 법원장과 법 이 아닌 법 은 법 회의의 동의를 얻어 법원장이

임명한다.

제105조 ① 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임할 수 없다.

② 법 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법원장과 법 이 아닌 법 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행 헌법에 한 검토

제헌헌법과 행헌법의 규정내용을 서로 비교하여 보면, 權力分立原

則 내지 司法府의 獨立을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도 으로 보

장하겠다는 헌법제정권자의 의지가 변동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행 헌법 제12조 제1항은 ‘ 구든지... 法律과 適法한 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處罰․保安處分 는 强制勞役을 받지 아니한다.’라

고 명시함으로써 미국 수정헌법 제5조에서 규정한 ‘Due Process 원칙’

을 명시 으로 수용하 으며, 나아가 제12조 제5항의 경우 1960년 이

후 미국 연방 법원에 의하여 형성된 ‘拘禁된 사람에 한 辯護人의 助

力을 받을 權利’에 한 Miranda Rule 일부 내용을 명시하 다는

등에 비추어 볼 때, 행 헌법은 미국 연방헌법의 제정취지 뿐만 아니

라 ‘美國式 當事 主義’에 입각한 司法的 正義의 實現을 한 비교 최

근의 변화까지 극 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행 헌법이 시행된 이후 이루어진 주요한 법률개정 등

(가) 형사소송법에 한 제6차 개정(1987. 11. 28. 법률 제3955호)

와 같은 법률개정 당시, 검사인지사건 등에 한 구속 부심사청구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범죄에 하여 구속 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

도록 하고(제214조의2), 변호인선임권을 행범으로 체포된 경우에도 인

정하며(제213조의2), 범죄피해자의 재 상 진술권을 보장하는 등(제294

조의2), 반 으로 당사자의 차 기본권을 확 , 강화하는 법률개정

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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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나) 국제인권규약의 발효와 拘束前 被疑 審問制度의 도입 등

한편 1966. 12. 16. 뉴욕에서 채택되어 1976. 3. 23. 발효된 시민 정

치 권리에 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은 우리나라에서 조약 1007호로 1990. 7. 10. 발효되었는데,154) 法律

的 拘束力이 있는 국제규약은 피의자에 한 구속 차에서 법 면기

회를 보장하는 拘束前 被疑 審問制度를 신설한 형사소송법에 한 제8차

개정(1995. 12. 29. 법률 제5054호) 등에 직 인 향을 주었다{ 국제규

약 제9조 제3항과 제4항을 비교해 보면, ‘Initial Appearance’와 ‘the Writ

of Habeas Corpus’가 별개의 제도라는 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155)}. 비록

행 제도는 그 용범 가 제한됨으로써 국제규약 제9조

154) 다만 우리 나라는 1990. 4. 10. 가입당시 제14조 제5항, 제7항, 제22조, 제23조 제

4항, 제41조를 유보하 다가, 1991. 3. 15. 제23조 제4항에 한 유보를 철회하고,

1993. 1. 21. 제14조 제7항에 한 유보를 철회하 다.

155) 국제규약 제9조 ①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 에 한 권리를 가진다.

구든지 자의 으로 체포되거나 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Everyone has the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No one shall be

subjected to arbitrary arrest or detention. No one shall be deprived of his

liberty except on such grounds and in accordance with such procedure as

are established by law.).

③ 刑事上의 罪의 嫌疑로 逮捕되거나 는 抑留된 사람은 法官 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헌에게 迅速히 回附되어야 하며, 한
그는 합리 인 기간내에 재 을 받거나 는 석방될 권리를 가진다. 재 에 회
부되는 사람을 억류하는 것이 일반 인 원칙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석방은 재
기타 사법 차의 모든 단계에서 출두 필요한 경우 결의 집행을

하여 출두할 것이라는 보증을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Anyone arrested or
detained on a criminal charge shall be brought promptly before a judge or
other officer authorized by law to exercise judicial power and shall be
entitled to trial within a reasonable time or to release. It shall not be the
general rule that persons awaiting trial shall be detained in custody, but
release may be subject to guarantees to appear for trial, at any other stage
of the judicial proceedings, and, should occasion arise, for execution of the
judgement.).

④ 逮捕 는 抑留에 의하여 自由를 剝奪당한 사람은 구든지, 法院이 그 抑留의

合法性을 지체 없이 決定하고, 그의 억류가 합법 이 아닌 경우에는 그의 釋放

을 命令할 수 있도록 하기 하여, 法院에 節次를 취할 權利를 가진다(Anyone

who is deprived of his liberty by arrest or detention shall be entitled to take

proceedings before a court, in order that court may decide without delay on

the lawfulness of his detention and order his release if the detention is not

law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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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의 규정취지를 완 히 반 하 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제도의 개선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마. 결어

(1) 형사소송제도에 한 우리 헌법의 규정은 우리 刑事司法制度의

基本構造와 그 根本理念을 설정함과 동시에 형사소송 차에서 불가피하

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個人의 自由와 權利의 制限에 련하여 그 基本

權保障에 한 限度의 要件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을 천명하고 있

기 때문에, 련 입법 실무운용에 있어서 단히 요한 의미를 가

진다.

(2) 그런데 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의 구조

개 에 련하여, 다소 원론 이기는 하지만 미국에서 발 하여 우리

헌법에 도입․정착된 權力分立原則 등이 公權力行使機關 사이에서 實質

的인 牽制와 均衡을 통하여 制的 支配의 可能性을 抑制하기 하여

고안된 것이라는 을 우선 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가) 刑事司法節次에 련된 立法府와 司法府의 役割

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 연방헌법에서 의회가 Bills of Attainder

등을 통하여 실질 인 재 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특정인을 형사처벌

할 수 없도록 지한 것은 權力分立原則을 토 로 하여 독립된 사법부

의 재 차 등을 통하여 형사사건에 련된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침

해를 최 한 억제하고자 한 것으로서, 이는 형사사건에 련하여 本質

的으로 積極的인 公權力行使를 할 수 없는 司法府가 어떠한 역할을 담

당해야 하는지에 하여 강력한 시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제헌헌법 이래 행헌법에 이르기까지 美國式

權力分立原則을 천명하고 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 으로 Bill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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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inder에 해당하는 반국가행 자의처벌에 한특별조치법이 1977.

12. 31. 법률 제3045호로 제정되었다가156) 立法府가 權力分立原則 등을

반하여 司法作用을 침해하 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재 소로부터 헌

단을 받은 바 있다(헌재 1996. 1. 25. 선고 95헌가5 결정 참조). 이러

한 헌결정은 행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에 한 논의에서 개인의 자유

와 권리를 제도 으로 보장하기 하여 權力分立原則 등이 實質的으로

遵守되어야 한다는 을 강조하는 논거가 결코 구태의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 나라에서 아직도 실 으로 必要한 命題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

인하고 있다고 본다.

(나) 刑事司法節次에 련된 行政府와 司法府의 役割

같은 맥락에서 제헌헌법 이래 확립된 權力分立原則은 刑事裁判節次에

하여 ① 行政府로 하여 구체 인 법률에 근거하여 訴追權을 행사하

도록 하고, ② 당사자가 신청한 사안에 해서만 심리할 수 있는 消極

性을 본질로 하는 司法府로 하여 그 사안의 법 여부를 獨自的으로

判斷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積極的으로 公權力을 行使할 수 있는

行政府의 意思만으로 개인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없는 제도를 천명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형사소송제도에 련된 제헌헌법의 규정들은 일제시 에 식민지

인 우리 나라에 용되었던 ‘日本式 職權主義’의 여러 문제 등을 극복

하기 하여 규정된 것이었는데, 행 헌법 제12조 제1항은 더 나아가

서 형사처벌 등에 련하여 ‘Due Process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더욱

이 행 헌법 제27조 제3항의 경우 ‘刑事被告人은 有罪의 判決이 確定

될 때까지는 無罪로 推定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법원에서는 검사의 공

소제기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事實上 有罪의 心證(豫斷)을 가지고 형

사재 을 개시하는 것을 憲法的 次元에서 禁止하고 있다. 이는 우리 헌

법제정권자가 불행했던 과거시 에 우리 나라에 용되었던 ‘日本式 職

權主義’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

156) 법률은 사실상 特定人(김형욱)을 상으로 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궐석상태에서 법원으로 하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형을 선고하도록 규

정하 고, 나아가 형의 선고와 함께 被告人의 全財産에 한 沒收刑을 선고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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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을 분명하게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나라에 형사사건에 한 사실인정 등이 獨立된

司法府가 주 하는 재 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行政機關인

搜査機關의 調査結果 등을 법원이 그 로 수용하는 방식의 ‘日本式 職

權主義’의 잔재가 남아 있다면, 이러한 형사소송구조 내지 실무 행은

權力分立原則이나 適法節次原則 등에 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

히 행 헌법의 경우 刑事訴訟制度에 한 ‘美國式 當事 主義’를 실질

으로 뒷받침하는 큰 기둥 하나인 각종 節次的 基本權에 련하여

비교 최근에 이루어진 미국 연방 법원의 례 일부내용까지 명시

으로 수용하 다는 등에 비추어 볼 때, 행 헌법의 개정취지는

刑事訴訟節次에 련된 搜査機關 등의 權限濫用을 억제하고자 하는 취

지로 악할 수 있으므로, 우리 형사소송 차에 한 법률 실무 행

등이 이러한 憲法精神에 어 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무나 자명한

것이라고 하겠다.157)

Ⅶ. 결 론

에서 본 바와 같이 美國式 刑事司法制度의 核心은 피의자 피고

인 등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과 같은 각종 節次的 基本權을

보장함으로써 행정부 소속인 수사기 소추기 에 하여 효과 으

로 항할 수 있는 지 를 부여하고, 證據開始制度를 통해 소추기 이

가진 공격수단에 하여 한 防禦 策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다음,

이러한 제도를 토 로 하여 소추기 과 피고인이 배심원 는 사에게

각종 證據法則에 의하여 정선된 증거를 제출한 다음 유․무죄 등에

한 단을 받도록

157) 이에 하여 ① 법원은 1960년 이후 개정된 우리 刑事司法制度의 基本構造

를 ‘當事 主義’로 악하고 있고( 법원 1973. 4. 27. 선고 73도286 결, 1979.

4. 24. 선고 75도2047 결, 1983. 3. 8. 선고 82도3248 결, 1983. 8. 23. 선고 83

도1632 결, 1984. 6. 12. 선고 84도796 결, 2000. 6. 15. 선고 99도1108 원합

의체 결 등 참조), ② 행 헌법에 근거하여 1988년 헌법재 소도 우리 刑事

司法制度의 基本構造를 원칙 으로 ‘當事 主義’로 악하고 있다(헌재 1995. 11.

30. 92헌마44 ; 헌재 2001. 8. 30. 99헌마496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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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와 같이 實質的인 審構造를 토 로 하여 當事 主

義와 公判中心主義를 구 하고 있는 미국의 형사사법제도가 實體的 眞

實에 근하면서 피고인 등의 基本的 人權을 保障하고자 하는 형

사소송 차의 기본이념을 실 함과 동시에 다양한 인종 , 문화 갈등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미국에서 국민을 통합하고 사회를 효율 으로 조

정하는 정 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은 우리에게 매우 많은 것을 시

사하고 있다.

재 형사사법제도에 한 개선노력을 하고 있는 세계 각 국에서는

체로 미국식 제도에 하여 심도 있는 연구와 비교법 검토를 하고

있다. 와 같이 범 한 연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실 으

로 미국이 경제력, 군사력 문화 향력 등 여러 측면에서 강

국의 지 를 독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미국의 형사사법제도 자체가 상당한 장 을 가지고 있다는

역시 연구검토의 주요 동기가 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 형사사법제도에 한 개선작업에 련하여 미국의 형사소

송제도를 제 로 이해하고 필요한 부분의 도입을 극 으로 검토하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형사사법제도와 우리 제도를 구

체 으로 비교․검토함으로써 우리 제도의 내용을 한 단계 상향시킬 수

있는 출발 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刑事司法制度에 한 우리 憲法은 美國 聯邦憲法 이에

한 연방 법원의 례들의 내용 상당부분을 그 로 수용하 다는

은 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 다면, 행 형사소송제도가 우리 헌법

을 제 로 구 하고 있는지 여부를 실질 으로 검토하기 해서는 미국

연방 법원의 례들이 그 헌법이념을 실 으로 어떻게 구 하고 있

는지 여부를 연구할 필요성이 실하다고 본다.

이러한 미국 헌법 등에 한 연구는 우리의 실을 무시하거나 도외

시하고 막연한 當爲論이나 理想論을 논의하기 한 것이 아니다. 오히

려 우리 刑事司法制度의 現實을 토 로 한 다음, 이에 한 입법과정

실무운용에 있어서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個人의 自由 權利

에 련된 限度의 要求 등이 제 로 구 되고 있는지 여부를 實質

的으로 검토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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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취지인 것이다. 단계에서 미국식 형사사법시스템을 우리나라

에 면 으로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어도 憲法原則에 근거

한 美國式 當事 主義를 제 로 이해한 다음 그 基本理念 등을 우리 형

사 차에 구 하기 하여 실무 으로 최선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미국 형사사법제도 이에 한 미국 연방헌법 등에 한 연

구검토는 우리의 高規範인 憲法이 우리 刑事司法制度를 實效性 있게

規律해야 한다는 大命題, 즉 ‘憲法이 支配하는 刑事司法制度’를 실 하

기 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271

補償規定 없는 財産權制約法律에 한

憲法的 審査

金 顯 哲

憲法硏究官

- 目 次 -

Ⅰ. 서 론 ································································································273

Ⅱ. 미국ㆍ일본ㆍ 랑스의 경우··························································275

1. 미국 ··································································································275

2. 일본 ··································································································278

3. 랑스 ······························································································279

Ⅲ. 독일에서의 논의·············································································281

1. 독일기본법상의 재산권보장과 불가분조항·································281

2. 불가분조항에 한 독일 민사법원의 례와 입법실무············284

3.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 :

“ 庭園(Kleingarten)” 결 ·······························································287

4. 보상의무 있는 내용규정 : “출 물 의무납본” 결·················290

5. 재산권보장규정에 한 새로운 해석의 확립 :

“자갈채취” 결 ·················································································293



272

6. 보상(조정)조치의 내용 : “문화재보호법” 결 ··························300

7. 평가 ··································································································302

Ⅳ. 한국에서의 논의·············································································310

1. 우리헌법상 재산권조항의 변천과정············································310

2. 재산권의 보호범 와 재산권에 한 제한의 허용정도············315

3. 우리나라 행헌법상 불가분조항의 채택 여부·························318

4. 분리이론의 수용 여부···································································323

Ⅴ. 결 론 ································································································344



273

Ⅰ. 서 론

우리나라 제헌헌법의 모델인 1919년 바이마르헌법(Weimar

Verfassung)의 재산권조항인 제15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1)

[제1항] 재산권(Das Eigentum)은 헌법에 의해서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해진다.

[제2항] 공용침해(Eine Enteignung)2)는 공공복리를 해서 그리고 법

률의 근거하에서만 이루어진다. 공용침해는 제국법률이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상당한 보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보상액에 한 다툼이

있는 경우 제국법률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일반법원에 제소할 수 있

다. 제국에 의한 주,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에 한 공용침해는 보상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3항] 재산권은 의무를 진다. 그 행사는 公共善에 이바지해야 한다.

이 조항의 특징은 수용과 보상이 완 히 결합되지 않았고, 보상 여부

액수에 하여도 법률로써 달리 정할 수 있었다는 이다. 이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제국재 소는 공용침해(Enteignung)의 개념을, 이미 경찰

국가 시 부터 습법상으로 혹은 실정법상으로 인정되어 온 희생보상

(Aufopferungsentschädigung)의 법리,3) 즉 “수인하라, 그리고 보상받으

1) 정연주, “우리 헌법상 재산권이론의 형성과 발 ”, 「한국에서의 기본권이론의 형

성과 발 (정천허 박사 화갑기념논문집)」(박 사 1997), 336-337면.

2) 여기에서의 공용침해(Enteignung)는 과거 19세기에는 주로 철도사업시행을 한

토지소유권의 강제취득, 즉 오늘날의 ‘공용수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Enteignung 개념은 바이마르헌법을 거쳐 Bonn기본법에 이르기까지 그 개념과

상이 확장되었으나 후술하는 독일연방헌법재 소의 1981. 7. 15.자 “자갈채취”

결에 의하여 다시 통 인 의의 수용개념으로 회귀하 다. 이와 련하여 독일

기본법상 Enteignung을 우리나라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표 되고 있는 공공필요

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ㆍ제한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견해로 김경

재, 도시계획에 의한 재산권제한, 「공법연구 제2집」(한국공법학회 1972), 83면이

하; 계희열, 「헌법학(中)」(박 사 2002), 520면의 주) 109 참조. 이 에서도

Enteignung의 번역에 있어 ‘공용침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되, 필요에 따라 ‘수

용’ 는 ‘공용수용’이라는 용어도 사용하 다.

3) 희생보상이론은 의 법체계가 갖추어지지 아니한 18세기의 자연법사상에 근거

하고 있다. 당시 주가 공공필요를 하여 재산권에 한 침해를 할 경우에 희생

보상법리에 기 하여 손실보상이 행해졌고, 1794년 로이센일반주법 제74조와 제

75조에 의해서 명문화되었다. 강 호, “한국헌법 제23조와 독일기본법 제14조의 해

석”, 「토지공법연구 제18집」(한국토지공법학회 2003. 6), 82면의 주)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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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Dulde und liquidiere!)는 법리의 연장선상에서 넓게 보았다. 구체

으로 보면, 첫째 공용수용(공용침해)의 객체가 토지소유권뿐 아니라

동산 기타 모든 재산가치 있는 사권(청구권ㆍ조합권 등)에까지 확장되

었고, 둘째 법률에 의한 수용(입법수용)이 인정되었으며, 셋째 공용수용

은 재산권의 반 혹은 부분 박탈뿐만 아니라 리 재산권의 단순

한 제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4) 보았다.5)

이 경우 무엇이 특별희생인가를 단함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제한과

수용은 엄격히 단 된 것이 아니고, 상 인 것에 불과했던 것이다(경

계이론). 그런 상태하에서 법원은 보상을 정한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도

직 보상을 단하 다. 우리 제헌헌법의 수용ㆍ사용ㆍ제한 개념은 바

로 독일의 례법과 학설을 받아들여 좁은 의미의 수용에만 한정하지

않고 더 넓게 공용침해조항을 마련한 것이라 볼 수 있다.6) 그런데 독일

연방헌법재 소는 1981. 7. 15. 유명한 “자갈채취” 결을 통하여 보상

규정 없는 재산권제약법률에 한 연방민사법원의 직 보상 경향에

한 경종을 울리면서 종래와 같은 의의 수용개념을 의의 수용, 즉

고 인 수용개념으로 회귀하 다(분리이론). 이러한 독일연방헌법재

소의 결은 우리나라에도 향을 미쳐 우리 헌법재 소는 1998. 12.

24. 선고한 89헌마214등 사건에서 이른바 “분리이론”을 명시 으로 받

아들 고,7) 이러한 태도는 그 이후의 일련의 결정8)에서 반복되고 있다.

4) 컨 제국재 소는 “Hamburg 기념물” 결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사인의 건축

물을 기념물보호 장에 등록하도록 하는 재산권의 처분자유에 제한을 가하는 행

정조치를 ‘공용수용’이라고 시하 다(RGZ 116, 268). 정하 , “헌법상의 재산권보

장체계에 있어서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서강법학연구 제5권」(서강 학교법학

연구소 2003.5), 61면.

5) 김문 , 「사회ㆍ경제질서와 재산권」(법원사 2001), 334면.

6) 이명웅, “헌법 제23조의 구조”, 「헌법논총 제11집」(헌법재 소 2000), 323-324, 332면.

7) 한수웅, “재산권의 내용을 새로이 형성하는 법규정의 헌법 문제”, 「 스티스 제

32권제2호」(한국법학원 1999.6), 35면.

8) 헌재 1999. 4. 29. 94헌바37등, 례집 11-1, 289; 1999. 10. 21. 97헌바26, 례집

11-2, 383; 2003. 4. 24. 99헌바110등, 례집 15-1, 371; 2003. 8. 21. 2000헌가11

등, 례집 15-2상, 186; 2003. 11. 27. 2001헌바35, 례집 15-2하, 222 등.



275

이러한 우리 헌법재 소의 입장에 하여는 독일연방헌법재 소가 취

한 분리이론 자체에 한 비 에서부터 독일기본법(제14조)과 우리헌법

(제23조)상 재산권조항의 차이를 간과한 것이라는 비 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보상규정 없는 재산

권제약법률에 한 헌법 심사의 문제에 있어 먼 독일 이외의 국가

미국ㆍ일본ㆍ 랑스의 입법례 례를 살펴보고(Ⅱ), 독일에서의

논의과정을 개 해 보며(Ⅲ), 우리나라에서도 독일과 같이 분리이론이

타당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후에(Ⅳ), 이 의 마무리를 해 보기로 한다

(Ⅴ).

Ⅱ. 미국․일본․ 랑스의 경우

1. 미국

가. 미국연방헌법에는 우리나라의 헌법 제23조 제1항, 제2항에 해당하

는 규정은 없고,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뿐이다. 즉, 연

방헌법 수정 제5조는 “… 구든지 정당한 보상 없이는 공공필요를

해 사유재산을 수용당하지 아니한다”9)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 수

용조항(Takings clause)은 수정헌법 제14조를 통하여 州에도 용된

다.10) 통상 수용조항과 련한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의 4가지 을 살

핀다. 즉, ①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수용에 해당하는가(“Is there a

‘taking’?”) ②그 상이 재산에 해당하는가?(“Is it ‘property’?”) ③공공

목 이 존재하는가?(“Is the taking for ‘public use’?”) ④정당한 보상이

있는가?(“Is ‘just compensation’ paid?”)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11)

9) “; nor shall private property be taken for public use, without just compensation.”

10) Chicago, Burlington & Quincy Railroad v. City of Chicago, 166 U.S. 226

(1897).

11) 사법연수원, 「미국헌법 (2002)」, 98면; Erwin Chemerinsky, Constitutional Law,

New York: Aspen Law & Business, 2002, 615-61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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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상이 필요없는 단순한 규제와 보상을 요하는 규제형 수용의 구

분은 매우 요한 문제이다. 이 차이는 그 규제의 정도의 문제이다. 그

러나 어떤 경우에 보상을 요하는 “수용”에 이르는지에 하여는 확립된

기 이 없었다. 일반 으로 규제형 수용을 포함하여 보상을 요하는 수

용의 기 으로 연방 법원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12)

(1) 실제 인 소유권박탈 는 물리 인 유침탈은 보상을 요한다.

개인이 설작업 등을 통해서 바다에 통하는 水路를 만든 것에 하

여 국가가 일반공 이 근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13) 임 용아 트

소유자로 하여 이블TV를 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을 내어

주도록 요구하는 시조례,14) 재산의 상속이나 증여를 지하는 법률15)은

보상을 요하는 수용이다.

그러나 수용이 쟁시 등 비상의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면 개인재산의

괴나 실제 인 유가 있었더라도 보상을 요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연방 법원은, 염성이 높은 삼목부식병(cedar rust)이 돌자 인근의 많

은 사과 과수원을 보호하기 하여 수많은 붉은 삼목(cedar trees)의

기를 명한 버지니아주의 조치,16) 제2차 세계 당시 정유시설이 군

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하여 그 시설을 괴한 정부의 행 17)는

보상을 요하지 않는다고 결하 다.

(2) 사용제한(Use Restrictions)의 경우

만약 정부의 규제조치가 토지소유자가 그의 토지를 경제 으로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을 완 히 빼앗는 결과가 된다면, 그 규제 당시 토지

를 소유하고 있던 자에게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18) 이 사건에서 연방

법원은,

12) Constitutional Law, BAR/BRI, 2002, 56-58면.

13) Kaiser Aetna v. United States, 444 U.S. 164 (1980).

14) Loretto v. Telepromter Manhatten CATV Corp., 458 U.S. 419 (1982).

15) Hodel v. Irving, 481 U.S. 704 (1987).

16) Miller v. Schoene, 276 U.S. 272 (1928).

17) United States v. Caltex, Inc., 344 U.S. 149 (1952).

18) Lucas v. South Carolina Coastal Council, 505 U.S. 1003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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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규제조치로 인하여 재산이 경제 으로 가치있게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침해가 아무리 고 공공목 이 아무리 크

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요한다고 시하 다.19)

그러나 컨 , 최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제 사용을 지하는

경우와 같이 정부의 규제가 재산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데 불과한 경우

에는, 경제 사용의 여지가 남아 있는 한 반드시 보상이 필요한 수용

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 때 법원은 이익형량을 한다(Balancing

Test). 법원이 고려할 사항으로는 ①그 규제로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

목 의 달성이 가능한지, ②소유자의 재산가치의 감소의 크기, ③소유자

가 그 재산의 사용과 련하여 합리 으로 기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지 여부 등이다.

(3) 구제 조치

재산의 소유자가 정부의 규제를 다투면서 손실보상청구 소송을 제기

하고 법원이 그에 하여 “수용”임을 인정하는 경우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즉, 첫째 그와 같은 수용에 하여 정당한 보

상을 지 하거나, 둘째 그 규제를 단하고 규제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단시 까지의 손해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20) 후자를 “일시 ㆍ잠정

수용에 한 보상(temporary taking damages)”이라고 한다.

다. 이상 본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는 보상을 요하는 “수용”에 해당

하는지 여부가 쟁 이고, 그에 한 단은 법원이 한다. 즉, 보상법률

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보상이 필요한 수용인지 여부에

하여 법원은 비교 재산소유자의 입장에 비 을 두는 것 같다. 컨

1992년의 Lucas 사건에서와 같이 재산을 경제 으로 사용

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침해가 아무리 고 공공목 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요한다고 시함으로써 앞으로는 긴 한 상황

에서의 외가 극히

19) 사법연수원, 게서(2002), 99면.

20) First English Evangelical Lutheran Church of Glendale v. County of Los

Angeles, 482 U.S. 304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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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될 것으로 상된다.21)

2. 일본

가. 일본국헌법 제2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항] 재산권은, 이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제2항] 재산권의 내용은, 공공복지에 합하도록 법률로써 이를 정한

다.

[제3항]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하에, 이를 공공을 하여 이용할 수

있다.

나. 헌법 제29조 제3항의 “공공을 하여 이용할 수 있다”의 의미에

해서는 재산권의 박탈의 경우뿐만 아니라 리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

우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 이다. 특히 실정법상에는 보상규정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도 직 헌법 제29조 제3항에 근거하여 손실보상

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직 효력설)이 통설․ 례의 입장이다.

일본에서는 이를 ‘補償請求權發生說’이라고 한다. 즉, 법률에 기한 수

용 등 행 자체는 그 법률에 보상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ㆍ유효

한 것으로 보고, 별도로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을 받은 자에게는 직

헌법 제29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견해이다. 최

고재 소는 河川阪近地制限令違反 사건에서 “동령 제4조 제2항에 의

한 제한에 해서 同條에 보상에 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 동조가 모든

경우에 해서 일체의 손실보상을 완 히 부정하는 취지로까지 해석할

수 없고, 본건 피고인도 그 손실을 구체 으로 주장ㆍ입증하여 별도로

직 헌법 제29조 제3항을 근거로 하여 보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다.”고

시하 다.22)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고 시는 비록 방론이었지만

이러한 시는 최고재 소의 례로 받아들여졌다.23) 그러나 손실보상

청구권의 근거가 헌법 제29조 제3

21) 사법연수원, 게서(2002), 99면.

22) 高裁判 1968. 11. 27. 刑集 제22권 제12호, 1402면.

23) 高一 判 1975. 3. 13. 判時 제771호, 36면; 高二 判 1975. 4. 11. 判時 제777

호,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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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 으로 법률상 보상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 제29조 제3항이 요구하는 손실보상을 구체 ㆍ 차 으로 구체화

한 것이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그 차에 의해서 보상청구를 하여야 한

다.24)

어떠한 재산권제한의 경우에 손실보상을 요할 것인가에 하여 지

까지 많은 학설들이 주장되어 왔다. 그리하여 아직까지 정설이 있는 것

은 아니지만, 결국 “특별한 희생”의 유무를 손실보상 요부의 기 으로

삼고 있는 것이 일반 이다. 손실보상을 요하는 특별한 희생인지의 여

부에 한 단기 으로 ①경찰제한․공용제한 구분설, ②사회 제

약․본질 제한 구분설, ③형식 기 ․실질 기 구분설 등이 있

다.

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도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재산권제한에 하여는 보상이 필요하나, 헌법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때 보상법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어서 법원이 보상액을 정할

수 있다는 에서 미국의 경우와 같다.

3. 랑스

가. 1958년에 제정된 랑스의 행 제5공화국헌법은 본문의 몇몇 단

편 인 개별 기본권조항을 제외하고는 체계 인 권리장 을 포함하지

않고 있고, 단지 前文에서 “ 랑스국민은 1789년의 인권선언에 의하여

확인되고, 1946년헌법의 前文에 의하여 확인ㆍ보충된 인권 국민주권

의 원리들에 한 랑스국민의 집념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1789년의 인권선언 제2조는 “所有權은 인간의 자연

인 불멸의 권리”라고 하 고, 제17조는 “불가침 이고 신성한 권리인

소유권은 합법 으로 확인된 공공의 필요가 명백히 요구하고, 한 정

당한 사 의 보상에 의하

24) 동경고등재 소 1985. 8. 28. 判時 제1177호, 49면. 高剛 (김창조 譯), “土地利用

規制와 高裁判所判決”, 「행정상 손실보상의 주요문제 (박윤흔 編)」(박 사

1997), 765-7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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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한 침해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개인의 소유권, 특히 부동산

소유권을 헌법상 보장하고 있다.25) 이 조항을 포함한 랑스인권선언은

재도 살아있는 헌법임이 헌법평의회의 결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

다.26)

나. 그러나 오늘날 재산권은 상당히 범 한 제약을 받고 있다. 재산

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필요에 따라 수용도 가능하

다.27) 그리하여 행정주체가 사 재산의 소유권 는 사용권을 강제로

이 시키는 차(收用ㆍ徵用 등)를 정하는 법률은 재산을 침탈당하는

소유자에게 지불할 보상 결정 수용시의 소유권이 의 실행에 하

여 일반법원의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이 행정주체에 의한 사소유권침

해 에서도 가장 요한 것은 “不動産收用”의 경우이다. 부동산수용이

란 행정주체에 의하여 일시 는 항구 으로 이루어지는 사 부동산

에 한 일체의 유침탈을 말한다. 이러한 유침탈이 법률에 기하여

행해진 경우에는 법한 것이 되며, 이 경우에 법률은 보상 결정에

하여 일반법원의 할을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법률이 보상

결정에 하여 명문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사소유권에 한 법

한 침해가 없는 한 보상에 한 사항은 행정법원의 할에 속하게 된

다. 한편, 행정주체에 의한 유침탈이 법률의 근거없이 행해진 경우에

는 법한 부동산수용이 되고, 이에 한 “損害賠償”은 법률의 규정이

없더라도 일반법원이 당연히 할권을 갖게 된다.28)

다. 이상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랑스의 경우, 법률에 근거한 토지수

용의 경우에 보상에 한 규정이 있으면 일반법원이, 보상에 한 규정

이 없으면 행정법원이 보상 을 결정하게 되므로 보상규정이 없는 법률

에 한

25) 권형 , “ 랑스헌법상의 부동산소유권보장”, 「부동산법학의 제문제 (석하김기수

교수 화갑기념논문집)」(박 사 1992), 89ㆍ90면.

26) 학선, “ 랑스 공용수용에 있어서 보상액 산정”, 「토지공법연구 제9집」(한국

토지공법학회 2000.2), 134면 참조.

27) 성낙인, 「 랑스헌법학」(법문사 1995), 812면.

28) 권형 , 게논문(1992), 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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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여부의 문제는 없다. 이는 랑스의 경우 1789년의 인권선언

이래 법률을 “國民總意”의 표 이라고 간주해 왔기 때문에 통 으로

법률에 한 사법심사가 배제되어 왔고, 다만 법률의 공포 에 헌법평

의회(Conseil constitutionnel)에서 이루어지는 소 “ 방 규범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과도 연 이 있다고 하겠다.

Ⅲ. 독일에서의 논의

1. 독일기본법상의 재산권보장과 불가분조항

가. 1949년에 제정된 독일기본법(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의 재산권조항인 제14조(財産權, 相續權 公用侵害)는 다

음과 같다.29)

[제1항] 재산권과 상속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

다.

[제2항] 재산권은 의무를 수반한다. 동시에 그 행사는 공공복리에 기

여하여야 한다.

[제3항] 공용침해(Eine Enteignung)는 공공복리를 해서만 허용된다.

공용침해는 보상(Entschädigung)의 종류와 범 를 정한 법률에 의하여

는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행하여진다. 보상은 공공의 이익과 계자의

이익을 공정하게 衡量하여 정해져야 한다. 보상액 때문에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일반법원에 提訴할 길이 열려 있다.

29) Art. 14 (Eigentum, Erbrecht, Enteignung)

(1) Das Eigentum und das Erbrecht werden gewährleistet. Inhalt und Schranken

werden durch die Gesetze bestimmt. (2) Eigentum verpflichtet. Sein Gebrauch

soll zugleich dem Wohle der Allgemeinheit dienen. (3) Eine Enteignung ist nur

zum Wohle der Allgemeinheit zulässig. Sie darf nur durch Gesetz oder auf

Grund eines Gesetzes erfolgen, das Art und Ausmaß der Entschädigung regelt.

Die Entschädigung ist unter gerechter Abwägung der Interessen der

Allgemeinheit und der Beteiligten zu bestimmen. Wegen der Höhe der

Entschädigung steht im Streitfalle der Rechtsweg vor den ordentlichen

Gerichten offen.



282

독일기본법은 바이마르헌법상의 수용과 보상의 느슨한 계를 헌법

으로 개선하고 보상을 불공정하게 정하는 법률의 입법을 불식시키기

하여 不可分조항(結付조항 는 附帶조항, Junktim-Klausel)의 원칙, 즉

“수용은 보상과 결합되어야 하며 따라서 보상을 미해결인 채로 두거나

다른 법률로 규정할 수는 없다”는 원칙을 명시 으로 채택하 다(제14

조 제3항).30)

나. 독일기본법상의 재산권보장조항은 기본 으로 바이마르헌법 제

153조에 그 토 를 두고 있지만 손실보장규정에 하여는 본질 인 수

정이 가하여졌다. 즉, 독일기본법 제14조 제3항 제1문에서는 공용침해는

공공복리를 하여만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제2문에서는 공용침해는 반

드시 보상의 방법과 범 를 정하는 법률(입법수용)31) 법률에 근거하

여(행정수용) 행하도록 하고, 제3문에서는 보상은 공공과 계인의 이익

을 정당하게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다. 이와 같이

공용침해는 반드시 보상의 방법과 범 를 규정한 법률 법률에 근거

하도록 하는 이른바 “불가분조항”이라고 불리우는 제14조 제3항 제2문

에 따라, 만일 공용침해근거법(Enteignungsgesetz)에 보상이 규정

되지 않거나 는 보상이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제3문의 요건을 충족시

키지 않는 경우 동 법률은 헌무효가 되어 더 이상 보상없는 공용침해

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바이마르시 의 재산권보장체계의 흠결을 보완

하 다.32)

이와 같은 불가분조항에 하여 독일의 실무계와 학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미와 기능을 부여하 다.33)

첫째, 불가분조항은 공용침해와 보상의 필연 인 입법 결합을 통하

여 입법자에 한 경고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즉, 입법자로 하여 자신

이 규

30) 이명웅, 게논문(2000), 324면.

31) 이는 바이마르 헌법시 에 례에 의해 인정되던 “법률에 의한 수용”이 명문으로

기본법에 규정된 것이다. H. P. Ipsen, Enteignung und Sozialisierung. VVDStRL

10, S. 78. 김문 , 게서(2001), 335면.

32) 정하 , “독일 Bonn기본법 14조상의 부 조항의 의미와 한국헌법 23조 3항의 해

석 (上)”, 「사법행정」(한국사법행정학회 1992.9), 36면 참조.

33) 정하 , 게논문(1992.9), 3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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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하려고 하는 사실 계가 기본법 제14조 제3항에서 말하는 공용침해

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 경우 국가의 재정에 한 부담을 의미하는 보

상에 하여 미리 사 에 검토하게 하는 기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둘째, 불가분조항은 국가의 재정을 보호하며 재정정책에 있어 국회의

특권을 보호한다. 즉, 와 같이 입법자로 하여 다양한 이해 계를 고

려하여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로 보상액을 부여할 것인가에 하

여 궁극 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규범 명령은 다른 국가기 , 특히 법

원이 국가재정지출을 결정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회의 산심의에

한 특권을 지키고 그로 인하여 국가의 재정도 보호하는 기능을 갖는

다.

셋째, 불가분조항은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보상의 여부와 방법이 미리 규범 으로 확정되어야만 비로소 공용침해

가 가능하게 되므로 헌법 으로 강제된 “공용침해와 보상의 결합”은

련된 국민의 권리구제를 한 법치국가 인 차 보장의 의미를 갖고

있다.

다. 개인의 권리구제를 보다 완벽하게 하기 하여 법치국가의 요소

로서 도입된 불가분조항은 독일의 재산권 해석체계에 있어서 가장 요

하고도 어려운 문제가 되어 왔으며, 아울러 입법자에게는 거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제기하 다. 입법자는 통 인 의미의 공용침해, 즉 도

로법ㆍ토지수용법ㆍ철도법 등에서와 같이 특정한 부동산(토지)의 권리

를 국가나 공기업에 이 시키는 이른바 “고 인 공용수용”(klassische

Enteignung)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 없이 불가분조항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산업사회에 있어서 국가의 기능이 경제ㆍ사회

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속히 확 됨에 따라 국가는 언제 자신의

행 가 재산권의 사회 기속성의 한계를 넘는 재산권의 침해행 가 되

어 이에 따라 보상의무를 발생시키는지 측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어려움은 재산권침해의 경우 보상의무를 발생시키는 ‘공용침해’

와 보상없는 수인의무를 발생시키는 재산권의 ‘사회 기속’과의 구별기

에 하여 일반 으로 타당한 구별기 이 아직 설정되지 못한데서 더

욱 증가되었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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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가분조항에 한 독일 민사법원의 례와 입법실무

가. 독일의 민사법원은 통 으로 침해된 법익의 종류에 따라 재산

권에 한 침해의 경우에는 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수용보상

(Enteignungsentschädigung)청구권”으로, 생명ㆍ신체ㆍ자유 등 비물질

법익에 한 침해의 경우에는 세이래 습법 효력을 갖고 있는

“희생보상(Aufopferungsentschädigung)청구권”으로 한계를 설정하 다.

그리고 민사법원은 1952. 6. 10. 선고된 “주택국의 조치와 공용침해”

결35) 이래 수용근거법에 보상규정이 없는 계로 침해행 가 법하게

된 경우에도 제14조 제3항을 유추 용하여 소 ‘수용유사 침해’36) 라

는 명칭하에 보상을 부여하 다. 민사법원은 더 나아가 1950년 말부

터는 손실보상의 요건에서 종 까지 유지하고 있었던 공권력에 의한 재

산권침해에 있어서 ‘의도 이고 목 지향 인 침해’의 개념을 포기하

다. 즉, 의도 으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고권 행 라고 할지라도

행 의 부수 결과로 개인에게 뜻하지 않은 재산상의 특별희생을 야기

한 경우에도 ‘수용 침해’의 법리에 의하여 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의

거하여 손실보상이 지 되었다.37) 이른바 “境界理論”38)이라고 명칭되는

이러한 민사법원의 재산권보장체계는

34) 정하 , 게논문(1992.9), 36ㆍ37면.

35) BGHZ 6, 270 : 무주택자의 강제배정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원고들에
게 수용유사침해이론에 의한 보상을 인정하 는데, 법한 재산권의 침해가 보상
된다면 법한 침해에 해서는 당연히 보상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강 호, 게
논문(2003), 78면.

36) 민사법원은 수용유사 침해의 처음 단계에서는 법한 침해가 법한 경우로
간주될 때 사회 기속을 넘어서는 수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상을 인정하
으나, 1960년 이후에는 단지 재산권침해의 법성을 이유로 하는 보상을 인정
하여 수용유사 침해를 國家無過失責任제도로 발 시켰다. 정하 , 게논문
(2003), 61면의 주) 11.

37) BGHZ 37, 44; 48, 46; 48, 58; 54, 332; 55, 229; 57, 370.

38) 이와 같이 경계이론(Schwellentheorie) 는 환이론(Umschlagtheorie)이란, 독
일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공용침해(공용수용)와 제14조 제1항 제2문의 ‘내용
한계규정’ 내지 제2항의 ‘사회구속성’은 본질에 있어 다르지 않고 재산권자에
한 효과, 즉 침해의 정도에 따라 구별된다고 보고,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규정이
특별희생을 주는 경우에도 수용이 된다고 보는 이론으로 독일연방최고법원
(Bundesgerichtshof, BGH)의 례를 통해 발 한 이론이다. 김문 ,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고시연구 제360호」(고시연구사 2004.3), 25면. ‘경계이론
(Schwellentheorie)’이라는 용어는 J. Lege가 Enteignung und ‘Enteignungen’, in:
NJW 1990, S.864 (865f.); ders., Wohin mit den Schwellentheorien?, in: JZ 1994.
S.431ff.에서 처음으로 고안하 다. 최갑선, “헌법 제23조 1항 2문에 의거한 재산
권의 내용 - 한계규정”, 「공법학의 지평 (심천계희열박사 화갑기념논
문집)」(박 사 1995), 279면의 주)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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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약을 넘는 모든 재산권침해에 하여 보상을 마련하 다는

에서 재산권의 가치보호의 에서 한 기여를 하 다.39) 즉, 여

기에서는 발생된 재산권침해에 하여 사후에 보상을 지불하는 재산권

의 “價値保障”에 그 이 놓여 있었다.40)

따라서 이러한 입장에서는 불가분조항은 실무상 큰 의미가 없었다.

결국 민사법원은 실질 으로는 바이마르헌법 제153조 제2항을 직 인

수용보상청구권의 근거로 본 제국재 소의 례를 그 로 답습하여 기

본법의 변화된 헌법조문(불가분조항)의 내용과 의미를 무시하 다는 비

을 받았다.41)

나. 경계이론에 기 한 민사법원의 재산권보장체계는 지 않은 문제

을 내포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공용수용과 사회 제약의 구별에

련하여 일반 으로 타당한 기 의 결여로 인하여 례는 일 성을 상

실하 다(법 불안정성). 많은 경우에 법원의 결정은 공정한 결과에 도

달하기 한 가치 단의 결과에 해당되었다. 실제로 개인의 재산을 침

해하는 수많은 국가작용 에서 법원이 어떤 경우를 단순한 재산권의

사회 제약으로 정할 것인지 는 어떤 경우를 공용수용으로 정할

것인지는 거의 사 에 측하기가 힘들 정도로 례는 명확한 윤곽을

상실하 다.42)

다른 한편, 불가분조항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법률은 헌무효라

는 연방헌법재 소의 결43)에 따라 입법자는 자신이 규율하려는 사실

계에

39) 정하 , 게논문(2003), 61ㆍ62면.

40) 최갑선, 게논문(1995), 280면.

41) Rüffner, in : ErIchsen/Martens,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8. Auf., S. 550.

정하 , 게논문(1992.9), 42면.

42) 정하 , 게논문(2003), 62-63면.

43) BVerfGE 4, 219 [233]; 24, 367 [418] : “Nach Art. 14 Abs. 3 Satz 2 GG muß das

Enteignungsgesetz Art und Ausmaß der Entschädigung regeln. Ein Enteignungsgesetz,

das eine solche Regelung nicht enthält, ist verfassungswidr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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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재산권의 사회 제약과 공용침해의 경계 역에 있어 자신의

오 에 한 험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즉, 입법자가 공용침해를

의미하는 사실 계를 재산권의 사회 제약이라고 오 하여 보상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다든지 는 공용침해라고 정확하게 단하 지만

보상의 정도를 무 낮게 책정한 경우 근거법률은 헌 결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반 로 헌 결의 험을 피하기 하여 사실상 재산권의

사회 제약에 지나지 않는 제한에 하여 보상규정을 마련한다면 이는

헌법 근거가 없는 자선 부를 개인에게 부여함을 의미하며

나아가 국가재정의 문란을 래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와 같은 딜

마를 해결하기 하여 입법실무는 각 개별법규에 “이 법률에 근거한 행

정처분이 공용침해를 의미한다면 보상은 으로 지 한다” 라는 소

‘구제 보상규정’(salvatorische Entschädigungsregelung)이라고 불리우

는 백지 임 형식의 입법형태를 취하기 시작하 다.44) 이는 보상에

한 궁극 인 결정을 법 에게 임하는 결과를 가져와 불가분조항의 의

미와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45) 이러한 이유로 독일 학계에서는 이를 비

하고 있다.46)

44) 연방최고법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구제 보상조항의 합헌 여부는 요한 문제

가 아니었는데, 그 이유는 수용의 합법성은 원래 보상의 제가 아니었기 때문이

다. 김문 , 게서(2001), 336-337면.

45) 즉, 구제 보상규정은 연방최고법원의 확장된 수용개념에서 비롯된 것이며, 헌

법규정과 실제상의 어려움 사이의 탈출구 역할을 하나 불가분조항과는 맞지 않

다고 할 수 있다. 김문 , 게논문(2004), 26면의 주) 2.

46) 컨 Weyreuther, Über die Verfassungswidrigkeit der salvatorischer

Entschädigungsregelung im Enteignungsrecht, 1980, S. 7ff.; Papier, in :

Maunz/Dürig/Herzog/Scholz, Art.14GG., Rdn. S. 111ff.; Leisner, DVBL 1981,

974. 정하 , 게논문(1992.9), 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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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 : “ 庭園

(Kleingarten)” 결47)

가. 연방헌법재 소(제2재 부)는 1979. 6. 12. 선고한 소 ‘ 庭園

결’48)에서 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문에서 규정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규정과 기본법 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공용침해(공

용수용)와의 구별에 한 헌법상 법리를 개한 후, “1944. 12. 15. 공포

된(제국법령 보 I, 347) ‘해지보호 소정원의 기타 권리에 한 법규

명령’과 1969. 7. 28. 공포된(연방법령 보 I, 1013) ‘소정원의 권리에

한 규정들을 변경하고 보충하기 한 법률’( 庭園法)은, 사 인 임 자

가 소정원에 한 법규정에 의거하여 임차료 가액구속을 받고 무기한으

로 임차되어 있는 소정원 임 차 계를 오로지 1944. 12. 15.자 법규

명령 제1조와 1969. 7. 28.

47) BVerfGE 52, 1. 「독일연방헌법재 소 례번역집」(헌법재 소 2003), 3. “소형

정원” 결정(최갑선연구 번역부분), 79면이하 참조.

48) 헌제청신청법원 차의 당해사건 원고들은 뮌휘베르그(Münchberg) 시에 소재하

고 있는 10,000 평방미터에 달하는 형 토지의 소유권자들인데, 이 토지는 1929

년부터 ‘쉬 버정원연합’ 뮌휘베르그 지부의 회원들에 의해서 소정원으로 사용되

고 있었다. 그리고 토지는 1972. 7. 27.자 지구정비 건축계획의 용 역내에

치하고 있고 “장기 정원토지”로 지정되어 있었다. 토지에 인 하고 있는 토

지는 순수한 주거지역으로 사용하게끔 지정되어 있었다. 원고들이 1953. 1. 쉬

버정원연합과 체결한 임 차계약에 근거하여 토지는 이 재 당시에도 사

용되고 있었다. 임 차계약 계는 우선 1961. 9. 30.까지 유효하고 그 이후에

는 계약당사자 일방이 1년의 기간을 두고 해지하지 않는 한 1년마다 연장되

도록 되어 있었다. 임차료는 500 마르크에 달한다. 1957. 2. 원고들은 1961. 9. 30.

이후로는 임 차계약의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을 임차인인 쉬 버정원연합에

통보하 다. 쉬 버정원연합은 이 사건 ‘해지보호법’ 규정을 근거로 하여 토지

에서의 철수를 거 하 다. 할 행정청은 원고들이 임 차계약의 해지를 승인해

주도록 요청하는 신청을 법률이 허용하는 해제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하 다. 원고들이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해서 제기한 소송은 제1심법

원에서 기각되었다. 바이에른 행정최고법원은 항소심 재 에서 재 을 정지시키

고, 1969. 7. 28. 공포된(연방법령 보 I, 1013) “ 庭園의 권리에 한 규정들을

변경하고 보충하기 한 법률” 제2조와 1944. 12. 15. 공포된(제국법령 보 I,

347) “해지보호 소정원의 기타 권리에 한 법규명령” 제1조가 기본법 제14조

와 합치되는지 여부에 해서 연방헌법재 소에 헌심 제청신청을 하 다

(BVerfGE 5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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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소정원법 제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

범 내에서, 기본법과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하 다(주문 제1항).49)

나. 먼 연방헌법재 소는 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공용침해’ 내지는

‘공용수용’과 제14조 제1항 제2문에서 말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50) 내지는 ‘내용규정’을 구분하고, 이 사건 심 상규정은

자의 문제가 아니라 후자의 문제라고 하 다.

즉, 기본법 제14조 제3항에서 의미하는 공용수용(Enteignung)은 개인

의 재산권에 한 국가의 침해를 말한다. 그 목 에 의거해서 살펴볼

때, 공용수용은 “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1문에 의거하여 보장된 구체

인 주 법 지 를 완 히 는 부분 으로 박탈하는 것”을 목 으

로 하고 있다. 그런데 소정원법에 의거하여 체결한 임 차계약을 해지

하는 것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법률을 근거로 행정처분에 의하여 공

용수용을 하는 것”(행정수용)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여기서는 법률

에 의한 공용수용(입법수용)도 배제되는데, 그 이유는 입법수용은 “법률

자체가 지 까지 용되는 법률에 의거하여 특정 개인들이나 특정 개인

집단들에게 귀속된 사 인 권리를 법률의 효력발생과 함께 추가 인 집

행행 없이 직 으로 박탈하거나 축소시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

다. 이와는 달리 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문에서 의미하는 내용규정

(Inhaltsbestimmung)은, “헌법상 재산권으로 이해되는 법 재화들에

한 권리와 의무를 입법자가 추상 이고 일반 으로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문에 의거한 내용규정은, 법률의 효력

발생시 부터 미래로 재산권의 ‘내용’을 규정하는, 객

49) 그 밖에 주문 제2항은 다음과 같다: “1944. 12. 15. 공포된(제국법령 보 I, 347)

‘해지보호 소형정원의 기타 권리에 한 법규명령’ 제1조 제1항과 1969. 7. 28.

공포된(연방법령 보 I, 1013) ‘소정원의 권리에 한 규정들을 변경하고 보충하기

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기본법에 반되므로 무효이다.”

50) 재산권의 내용- 한계규정은 ‘내용규정’과 ‘한계규정’으로 나 수 있다. 자는

기본권 재산권보장의 보호를 받는 새로운 재산권을 제정하는(기본권형성유보)

반면에, 후자는 종 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재산권에 그 한계를 설정한다(기본권

침해유보). 이와 같은 내용상의 차이 을 가진 “내용 - 한계규정”은 양자의 종

합을 의미하는 “내용규정”으로 약칭하여 불려지기도 한다. 최갑선, 게논문

(1995), 277ㆍ2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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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법규정의 제정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정은 형식 인

법률로 제정되기 때문에 헌법상 존재근거를 가질 뿐만 아니라, 실질

인 에서도 기본법과 합치되어야 한다. 재산권의 내용을 규율하는

와 같은 법규정이 헌법상 주어진 한계를 일탈하는 경우에는 ‘무효’(

헌)가 되며, 기본법 제14조 제3항에서 의미하는 공용수용이 되는 것이

아니다. 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문에서 의미하는 내용규정과 기본법

제14조 제3항에서 의미하는 공용수용은, 각각 주어진 헌법규범의 조건

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즉, 헌 인 내용규정

(verfassungswidrig Inhaltsbestimmung)은 공용수용으로 환될 수 없

으며,51) 헌법 반은 법률상 규정되지 아니한 보상(Entschädigung)을 부

여함으로써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52)

다. 이어서 연방헌법재 소는, 소정원법의 입법취지ㆍ연 과 세월이

흐르면서 달라진 소정원의 운 실태 등을 설명하면서 “비례의 원칙”을

심사기 으로 하여 헌 여부를 논증한 끝에, 소정원법은 한편으로는

계약기간의 기한설정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해지의 가

능성을 매우 좁게 제한하고 동시에 통상 인 것보다 매우 낮은 임차료

를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소정원법의 규율체계는 기

본법 제14조 제1항 제2항에서 허용하고 있는 재산권의 내용규정의

한계범 를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헌이기는 하나, 와 같이 제기되

는 헌법상의 문제 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입법자 스스로가 결정

해야 하는 문제이고, 시간 으로 무기한 인 계약에 있어서 토지재산권

자가 자기수요 외에 소정원용 토지를 다른 형식으로 이용하려는 이익을

해지의 사유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어느 정도와 어떠한 조건하에서

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한 결정도 입법자가 스스로 내려야 할 사

항이라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선언에 이르고 있다.53) 하지만 이 결까

지만 해도 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문에 따른 ‘내

51) 이는 민사법원의 ‘경계이론’을 배척하는 시이다.

52) BVerfGE 52, 1 [27f.]

53) BVerfGE 52, 1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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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규정’의 경우에도 헌법 한계를 넘는 때에는 “보상의

무”(Ausgleichpflicht : 조정의무)54)가 있을 수 있다는 시는 아직 없었

고, 이는 아래에서 논하는 ‘출 물 의무납본’ 결에 이르러 비로소 나

타나고 있다.

4. 보상의무 있는 내용규정 : “출 물 의무납본” 결55)

가. 헤센 州는 1958. 11. 20. 개정된 ‘출 의 자유와 권리에 한 법

률’(LPrG, GVBl. S. 183) 제9조 문화부장 이 1977. 3. 21.자로 발령

한 ‘출 물의 납본에 한 명령’(PflEVO, GVBl. S. 146)에서 의무납본에

해 다음과 같이 규율하고 있었다.

“LPrG 제9조 : 문화부장 은-그 명령을 통하여-이 법률의 용을

받는 모든 출 물에 해 비용변상없이(kostenlos) 1부씩 그가 지정하는

도서 에 제출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56)

후술하는 자갈채취 결의 바로 날인 1981. 7. 14. 선고된 이 결

에서 연방헌법재 소(제1재 부)는 “1958. 11. 20. 개정된 헤센 州의 ‘출

의 자유와 권리에 한 법률’ 제9조는 동 법률의 용을 받는 모든

출 물에 해 외없이 비용변상(Kostenerstattung: 비용의 返濟)57) 없

는 납본제출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헤센 주 문화부장 에게 수권

하는 한도에서 기본

54) 여기서의 보상(Ausgleich)이란 ‘정책 ㆍ조 보상’의 의미이므로 공용침해의

경우에 있어서의 보상(Entschädigung)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박상희, “보상의무

있는 내용규정에 한 법 검토”, 「공법학연구 창간호」( 남공법학회 1999.3),

8면의 주 10. 그리하여 이를 ‘보상의무’라는 표 보다 ‘조정의무’라고 표 하는 견

해도 있다. 김문 , 게논문(2004), 28면.

55) BVerfGE 58, 137. 「독일연방헌법재 소 례번역집」(헌법재 소 2003), 7. “의

무납본” 결정(김하열연구 번역부분), 163면이하 참조.

56) 이 조항에 근거하여 발령된 PflEVO 제1조 제1항은 “헤센 주 안에서 출간되는

모든 출 물에 하여 출 업자는- 제3조에 의해 면제되지 않는 한 - 1부를 보상

없이(unentgeltlich: 공짜로) 그리고 자기비용으로(auf eigne Kosten) 출 장소에

서 가까운 도서 들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와 같은 의무납본은 특별한 요건없이 배포시작과 동시에 즉시 제출되어야 한

다.

57) 연방헌법재 소는 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보상(Entschädigu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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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 제1항 제1문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하 다.

나. 연방헌법재 소는, LPrG 제9조에 의거하여 보상없는 납본제출

(vergütungsfreien Ablieferung eines Belegstücks)을 명하는 것은 출

업자가 발간한 출 물에 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이 규정은 따

라서 기본법 제14조의 보호 역에 편입되며 그 내용에 하여는 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문58)에서 말하는 규율을 하도록 수권하고 있다고 보았

다. 연방헌법재 소는 나아가, “제출의무는 비록 개개의 납본에 한 것

이기는 하지만, 기본법 제14조 제3항에서 말하는 공용침해(Enteignung)

가 문제되지는 않는다. 조항은 개별처분을 통하여 필요로 하는 특정

한 재산객체를 취득하도록 행정부에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ㆍ추상 방법으로 ‘기부’라는 형식으로 당연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

다. … 출 물에 한 재산권은 발생에서부터 납본제출이라는 의무를

지고 있다. 출 업자가 동일한 발행기회에 출간된 것 하나의 특정한

출 물을 선택하여 제출하는 것은 일반 으로, 그리고 처음부터 부담하

는 의무를 실 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의무납본 규율은 출 물에

한 재산권의 내용을 모든 출 물에 한 체 규율로서 일반 형태

로 정하는 객 ㆍ법 인 규정이다.” 라고 하면서,59) 결론 으로 LPrG

제9조는 일반 납본제출의무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한 소량만 발

행되는 출 물에 해서도 일률 으로 비용변상 없는 납본제출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에서 규율의 결함(잘못)이 있고, 부담

의 정도와 부담의 정당화에 동원되는 근거의 요성을 형량할 때, 소량

발행되는 고가의 출 물의 경우에 비용변상없는(kostenlose)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출 업자의 재산권에 한 비례 이고 감내할 수 있는

내용확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며, 나아가 일반 인 무보상

(Vergütungsausschluß)을 수반하는 일률 인 납본제출의무는 그 실제

작용에 있어서는 같은 출 업자라 할지라도 부담의 정도에 있어

단히 다른 결과를 래할 수 있다는 에서 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문

의 범 에서

58)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59) BVerfGE 58, 137 [14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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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여야 하는 평등원칙에도 된다고 시하 다.60)

다. 연방헌법재 소는 이 의무납본 결문에서, “연방헌법재 소는 많

은 결을 통하여, 입법자는 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문에서 의미하는

규율을 함에 있어 동항 제1문에 규정된 사 재산권에 한 근본 승

인뿐만 아니라 동조 제2항의 사회 요청 한 동등하게 고려하여야 한

다고 밝 왔다.”고 말하고 있듯이,61) 비록 그 이 에도 유사한 례가

존재하지만, 한편 “여기에서 입법자는 이해당사자의 보호가치 있는 이

익들을 정당하게 조정하고 형평성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재산권자에게

헌법이 부과하고 입법자에 의해 실 되는 구속의 정도와 범 는 본질

으로, 재산권의 객체가 사회 련성과 사회 기능성을 가지는지

어느 정도 가지는지에 달려 있다. 그에 상응하려면 재산권의 기속은 항

상 비례 이어야 한다. 재산권 객체의 사회 련성과 사회 기능을

고려하고 규율의 목 에 비추어 볼 때, 재산권의 기속은 특히 과 한

부담이 되어서는 아니되고 재산법 역에서 재산권자로 하여 감내하

기 어렵도록 취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아가 일반 인 법치국가 원리

로서 평등원칙이 수되어야 한다.”고 시함으로써,62) ‘보상의무 있는’

내용규정의 출생시 으로 일반 으로 인정되고 있다.63) 즉, 당시 연방헌

법재 소가 이 결을 통하여 새로운 법리를 창설하고자 의도했는가에

해서는 의문이 없지 않으나, 그동안 문법원의 례와 학설에 의해

받아들여짐으로써 결국 새로운 법리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연방

헌법재 소는 이러한 손실보상청구권의 가능성을 후술하는 ‘자갈채취

결’ 등 극소수의 에서만 재확인하 으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상당수

의 연방행정법원과 연방(민사)법원의 례가 이를 수용하 다.64)

60) BVerfGE 58, 137 [149ff.]

61) BVerfGE 58, 137 [147].

62) BVerfGE 58, 137 [147f.].

63) 박상희, 게논문(1999), 9면; 한수웅, 게논문(1999), 34면의 주) 15; 홍 형,

「행정구제법 제4 」(한울아카데미 2001), 314면; 정남철, “재산권의 사회 구

속과 수용의 구별에 한 독일과 한국의 비교법 고찰”, 「공법연구 제32집제3

호」(한국공법학회 2004.2), 379면.

64) Maur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2.Aufl., 1999, §26 Rn. 80. 홍 형, 게

서(2001), 317면의 주)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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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산권보장규정에 한 새로운 해석의 확립 : “자갈채취”

결65)

가. 재산권해석에 있어서 재산권의 “가치보장”에 최우선 인 가치를

두고 있던 독일민사법원의 례는 재산권의 “존속보장”을 우선시킨 연

방헌법재 소에 의하여 근본 인 수정을 받게 된다. 연방헌법재 소는

1960년 반부터 몇 개의 례를 통하여66) 재산권해석에 하여 자신

의 입장을 밝 나가기 시작하 으며 특히 제1재 부의 1981. 7. 15. 소

“자갈채취 결”을 통하여 자신의 견해(分離理論)67)를 궁극 으로

철시켰다.68)

이 사건은 연방최고법원의 재 정지 헌법률심 제청 결정에 따

른 사건으로서 1976. 10. 16. 개정ㆍ공포된(BGBl. I S. 3017) ‘수자원

리규정을 한 법률’(수자원 리법) 제1조a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6호, 제6조 제17조가,69) 지하수채굴에 한 수자원법

상의 허가나

65) BVerfGE 58, 300. 「독일연방헌법재 소 례번역집」(헌법재 소 2002), 3. “자

갈채취” 결정(최갑선연구 번역부분), 43면이하 참조.

66) 컨 에서 본 ‘소정원 결’(BVerfGE 52, 1) 등.

67) 연방헌법재 소는 이 자갈채취 결에서 종래 연방최고법원(BGH)의 례가 취해

온 입장을 부인하고, 재산권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내용 한계규정”도 ‘수

용’으로는 환되지 않고 “ 헌 인” 내용 한계규정으로 남는다는 입장을 취

하 다. 즉, 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문의 내용 한계규정 내지 제2항의 사회

구속성과 같은 조 제3항의 “수용”을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 이해하

다. 이를 분리이론(Trennungstheorie)이라 한다. 김문 , 게논문(2004), 27면.

‘분리이론(Trennungstheorie)’이라는 용어도 J. Lege가 Enteignung und

‘Enteignungen’, in: NJW 1990, S.864 (865f.)에서 처음으로 고안하 다. 최갑선,

게논문(1995), 280면의 주) 45.

68) 에서 본 불가분조항에 따라 입법자는 공용수용을 하여 근거법률에 보상규율

을 마련하여야 하며 보상규율이 없는 경우 는 보상이 있더라도 불충분한 경우

에 그 근거법률은 헌이며 이에 근거한 침해행 는 법하게 된다. 보상규율이

없기 때문에 법한 재산권침해에 하여 민사법원은 “수용유사 침해”의 법리

하에 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유추 용하여 보상을 하여 왔다. 한 민사법원은

입법자가 사 에 보상규율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비의도 침해의 경우

에는 “수용 침해”라는 명칭하에 보상을 부여하여 왔다. 이러한 민사법원의 수

용유사 침해 수용 침해제도가 연방헌법재 소의 자갈채취 결에서 심

에 오르게 된 것이다. 정하 , 게논문(2003), 69면.

69) 다만, 제3조 제1항 제6호 제17조는 연방헌법재 소가 직권으로 심 상으로

추가하 다(BVerfGE 58, 300 [318ㆍ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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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거부를 보상없이(ohne Entschädigung) 허용하고 있는 한, 기본

법 제14조 제3항 제2문과 불합치하는지 여부가 쟁 이었다.70) 결론 으

로 심 상조항들은 재 원일치의 의견으로 모두 기본법과 합

치한다는 결이 선고되었지만, 이 결은 결론보다는 그 시를 통하

여 소 ‘분리이론’을 확립하 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나. 이 결에서 연방헌법재 소는, “기본법 제14조 제3항 제4문은 기

본법 제14조 제3항 제2문에 규정된 보상(Entschädigung)의 합법률성 원

칙을 소송법 으로 보충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소구할 수 있는 보상청

구권(Entschädigungsanspruch)의 내용과 범 를 결정하는 것은 법률이

다. 일반법원은 피수용자에게 법률상의 규정들에 부합하는 보상이 지

되었는지 여부를 단한다. 일반법원의 권한은 이 에 국한된다. 일반

법원은 입법자가 청구권의 근거를 제정하지 않은 경우 수용보상을 인정

할 수 없다. 따라서 규범통제의 에서 볼 때 요한 것은 기본법 제

14조 제3항 제2문에 부

70) BVerfGE 58, 300 [327f.]. 당해사건의 원고는 뮌스터란트(Münsterland) 북부에서

자갈채취업을 운 하고 있었다. 자갈채취시설이 치하고 있는 토지는 그의 재산

이다. 1936년 이래로 이 공장은, 원고가 한 농부로부터 이를 목 으로 하여 임차

한, 인 한 두 필지를 지하수 역까지 굴착하여 모래와 자갈을 채취하고 있었다.

그 채취장은 Rheine 가 설치한 상수도시설의 보호구역의 III A에 치하고 있

었다. 이 지역은 1968. 2. 6. 우선 임시 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뒤, 1973. 10.

24.의 시행령을 통해 수질보호구역으로 확정되었다. 1965. 2. 원고는 자갈채취를

계속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수자원 리법에 따른 허가를 내달라고 신청하 다.

1973. 10. 할행정청은 자갈채취 장소와 상수도시설의 우물시설간의 거리가 부

분 으로는 120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자갈채취로 인한 웅덩이의 오염이 우물

에까지 이를 수 있고, 공용음용수 공 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신청을

거부하 다. 원고의 이의제기는 성공하지 못했다. 원고는 허가처분발 이행의 소

를 제기하지 않고 보상 (Entschädigung) 지 신청을 하 는데 이 신청도 거부

되었다. 이에 해서 원고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 州를 상 로 - 액산정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 보상 지 의 소를 제기하 다(원고는 사 에 토

지소유자, 즉 자신의 임 인으로부터 만일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보상청구권

을 양도받았다). 원고는 자갈채취에 한 허가 거부는 자신이 설치해서 운 하는

업과 토지소유권에 한 수용침해라고 주장하 다. 州법원은 이 소송이 근본

으로 정당하다고 하여 원고승소 결을 선고하 다. 이에 하여 제기된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이에 하여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자 연방최고법원(BGH)은

재 을 정지하고 연방헌법재 소에 헌제청을 하 다(BVerfGE 58, 300 [309]).



295

합하는 수용법률이 소송의 기 를 이루고 있는지 여부이다. 이 규정

은 보상의 종류와 범 를 규정한 법률을 근거로 한 수용만을 허용한다.

이러한 요청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법률은 헌이다(불가분조항). 따라

서 제청 차에서 제기될 수 있는 법 문제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이

다. 첫째, 행정청의 처분과 보상청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기본법 제14

조 제3항 제2문에서 의미하는 수용규범(Enteignungsnorm)인지71) 여부

의 문제와, 둘째, - 수용규범인 경우 - 그 법률이 동시에 보상을 규정

하고 있는지(불가분조항) 여부의 문제이다. 그러한 한, 우선 확실히 해

야 할 것은 심 상규정이 어떠한 요건하에서 지하수이용이 허용될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다는 이다. 이 에 해서는 그러나 일반법원

이 단할 필요가 없다. 더 나아가 기본법 제14조 제3항 제4문에 따른

소송의 해결은, 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문에 따라 재산권의 내용과 한

계를 규정하는 법률이 헌법과 합치하는지 여부에 의해 좌우될 수 없다.

그러한 문제제기는 어떠한 경우에도-그 규정들이 유효한 경우이든 무

효인 경우이든-보상의무(Entschädigungspflicht)를 발생시키는 수용을

인정하는 결과로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수용법상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이다. 사회 구속성을 넘어서면 보상청구권(Entschädigungsanspruch)

을 발생시킨다는, 제청결정에 인용된 항소법원의 견해는 기본법과 합치

하지 않는다.” 라고 하여 종 민사법원의 ‘경계이론’을 명백히 거부하

고,72) “내용을 정하는 규정은 그것이 헌인 경우에도 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문에서 의미하는 규정으로서의 법 성격을 계속 유지하고,

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요청하에 있는 수용규범으로 변하지 않는다. 법

률규정이 헌인 동시에 합헌이 될 수는

71) 컨 지방자치단체가 사기업인 Daimler-Benz AG사의 자동차검사소 설치를

하여 동 사업에 필요한 농업용 임업용 토지의 소유권을 회사에 이 하도

록 하는 내용의 ‘기업경지정리’를 명한 것은, 비록 동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입

법자는 그와 같은 목 의 공용수용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한 것이다

(BVerfGE 74, 264).

72) 즉 “受忍하라, 그리고 補償받으라”(Dulde und liquidiere !)는 명제는 공식 으로

부인되었다. 정하 , 게논문(2003), 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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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따라서 행정청이 그러한 규정을 용하는 것은 보상의무를 지

는 행정수용이 될 수 없고, 언제나 법 수단을 통해 다툴 수 있는 단

순한 법률집행이 된다. 무효인 규범의 수범자에게 어떤 결과제거청구권

(Folgenbeseitigungsanspruch)73)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기본법 제14조

제3항 제4문에 따른 (보상청구) 차에서는 단되지 않는다.”고 하여74)

소 ‘분리이론’을 제시하 다.

그리하여 연방헌법재 소는 “수용침해의 당사자인 시민에게는 기본법

제19조 제4항 제1문과 행정소송법 제40조에 의해 행정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행정법원은 … 그 침해가 기본법 제14조 제3

항 제1문의 헌법 요건들과 비례의 원칙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심사

해야 한다는 을 제외할 때, 특히 그 처분이 합헌 근거에서 취해진

것인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침해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지 할 보상

의 종류와 범 에 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여기

에 포함된다. 이 요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법률은 헌이므로, 행정법

원은 그러한 법률을 용해서는 안된다. 행정법원은 오히려 기본법 제

100조 제1항에 따라 연방헌법재 소에 그 규범의 효력에 한 심 을

제청하여야 한다. 그 규범이 헌으로 선언되면, 그에 입각한 행정행

는 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1문으로부터 나오는 당사자의 기본권(재산

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 다.75) 다시 말하면,

헌 인 ‘공용수용’의 효과는 보상이 아니라 침해행 의 취소라는 것이

다(가치보장보다 존속보장의 우 ). 나아가 연방헌법재 소는 기본법 제

14조 제3항 제4문에 따른 보상청구 차에서 일

73) 결과제거청구권이란 행정청의 공권력 작용으로 인하여 조성된 법한 결과의 제

거를 청구하는 일종의 ‘원상회복청구권’이다. 결과제거청구권이 의도하는 권리구

제의 형태는 공권력행사 이 의 상태를 복구하여 침해가 없었던 것과 같은 원상

을 회복하는 것이다. 자갈채취 결에서 나타난 연방헌법재 소의 “권리구제수단

의 단계구조”는, 우선 권리가 침해된 자는 행정쟁송을 통하여 그 법을 시정하

여 원상회복을 구하고, 그것이 여의치 못한 경우 그 결과의 제거를 청구하며, 만

약 이러한 방법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손해의 보를 구하

게 되는 것이다. 김성수, 「일반행정법」(법문사 2004), 697-698면.

74) BVerfGE 58, 300 [319f.]

75) BVerfGE 58, 300 [32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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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사)법원이 갖는 재 권한과 련하여, “시민이 자신에게 취해진

처분을 ‘수용’으로 본다면, 그는 법률에 청구권의 근거가 있을 때에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보상청구권의 근거가 없다면, 그는 행정법원에

그 침해행 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가 침해행 의 취소

청구를 포기하고 법률이 자신에게 인정하지도 않은 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 법률에 근거가 없다면 민사법원도 보상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

다. 따라서 당사자는 법률상 보상규정의 결여로 인하여 법한 ‘수용’으

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것인지, 아니면 직 보상을 청구할 것인지 여부

를 선택할 수 없다. 그가 침해행 의 취소를 청구하지 않는다면, 그의

보상청구소송은 기각된다. 기본법이 자신에게 부여한, 합헌 상태 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활용하지 않은 자는 자기 스스로에

의해 래된 법 손실을 이유로 공공기 에 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시하 다.76)

다. 연방헌법재 소에 의하면 입법자는 기본법 제14조의 범 안에서

세 가지 방식으로 재산권 련 규정들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한다. 첫째,

재산권은 일정한 법익을 일정한 권리주체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서 그

것이 법 생활에서 실용가능성을 띠기 해서는 반드시 법 인 구체

형성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문은 재산권의 내

용과 한계를 규정할 과제를 입법자에게 임하 다. 그러한 규범들은

일반 ㆍ추상 으로 재산권자의 권리와 의무, 즉 재산권의 ‘내용’을 규

정한다. 따라서 입법자는 객 법의 차원에서 재산권자의 법 지

를 창설하고 구체화하는 법규범들을 제정한다(내용규정:

Inhaltsbestimmung). 그 법규범들은 私法의 성

76) BVerfGE 58, 300 [324]. 그러므로 자갈채취허가신청을 거부한 행정행 의 취소를

청구하지 않고 바로 민사법원에 보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당해사건은 부 법한 청

구여서 이 사건 심 제청이 재 의 제성이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이에

하여 연방헌법재 소는, “ 거부처분 당시에 이미 연방최고법원이 다른 비슷

한 사안에서 -수자원 리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을 근거로 -자갈채취가 지된

토지소유자의 수용보상 지 청구권을 인정한 상태 고, 당해사건에서 비로소 그

견해를 바꾸어 이 사건 심 제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헌법이 요구하는 보상규정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허가거부처분의 취소를 행

정법원에 청구할 이유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 제청의 법성을 인정하

다(BVerfGE 58, 300 [32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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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띨 수도 있고 公法의 성격을 띨 수도 있다. 둘째, 입법자는 기본

법 제14조 제3항 제2문( 단)에 따라 법률을 통해서 일정한 는 특정

가능한 인 집단으로부터, 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문에서 의미하는

일반 효력을 갖는 법률에 근거하여 법하게 취득한 구체 재산권을

박탈할 수도 있다(입법수용: Legalenteignung). 셋째, 입법자는 마찬가지

로 기본법 제14조 제3항 제2문(후단)에 따라 개인의 구체 재산권을

박탈하도록 행정부에 임할 수도 있다(행정수용:

Administrativenteignung). 이러한 법률에 근거한 행정수용은, 입법수용

과는 달리 법 수단을 통해 다툴 수 있는 행정청의 집행행 를 필요로

한다.77) 연방헌법재 소는, “입법수용과 행정수용은 상호 배타 이다.

이미 입법자에 의해 박탈된 법 지 가 다시 행정행 를 통해 폐지될

수는 없다. 하나의 동일한 규정이 입법수용을 래하는 동시에 행정부

에 수용조치를 임할 수는 없다. … 내용규정, 입법수용 그리고 행정수

용은, 기본법이 명확하게 서로 구별하고 있는, 각각 독자 인 법제도들

이다. 그러나 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문에서 의미하는 앞으로 용될

새로운 객 법 규정이 개인이 구법에 근거하여 행사한 주 권리를

박탈하는 한, 그것(내용규정)은 동시에 입법수용을 래할 수도78) 있

다.”79)고 한다.80)

77) BVerfGE 58, 300 [330f.]

78) 이 경우에도 재산권에 한 사회 제약의 범 내라면 보상이 없더라도 합헌

단을 받을 수 있고(후술하는 한국헌법재 소의 1998. 3. 26. 선고 93헌바12 결정

2003. 8. 21. 선고 2000헌가11등 결정 참조), 보상 내지는 비용변상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술한 독일연방헌법재 소 1981. 7. 14. 선고 ‘출 물의무납

본’ 결 참조). 그러나 후자의 경우라도 이는 기본법 제14조 제3항상의 공용수용

이 아니라 “보상을 통하여 합헌성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내용규정이다.

79) 이러한 취지의 시는 이미 에도 있었다(BVerfGE 45, 297 [332]; 52, 1 [28]).

즉, 하나의 규율이 내용제한규정인지 아니면 입법수용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경

우에 그 단은 련된 규범의 수범자에게 달려 있다. 컨 소유권자에게는

입법수용인데 반해 新소유권자에게는 내용규정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방

헌법재 소는 1991년 례에서 토지개 법의 이 성격과 작별을 고하고, 재산

권을 새로이 정의하고 있는 개 법을 외없이 내용제한규정으로 악하 다

(BVerfGE 83, 201 [211f.]). 정남철, 게논문(2004), 380면.

80) BVerfGE 58, 300 [331f.]. 이 같은 체계에 의하면 심 상규정들은 수용규범이

아니다. 그 규정들은 자갈채취를 원하는 재산권자의 토지소유권에 한 제한을

행정부에 임하고 있지도 않으며(행정수용 아님), 법률에 의한 수용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입법수용 아님). 이 규정들은 오히려 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문

에서 의미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내용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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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헌법재 소는 이 결에서, “어떤 법 사건이 (보상을 요하는)

공용수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단하기 해서는 우선 그 제한의 시

에 당사자가 收用가능한 법 지 를 갖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

야 한다.”고 하면서,81) “수자원 리법이 시행될 당시 원고의 법 지

82)를 결정한 것은 1913년의 로이센 수자원법이고 동법은 제196조

이하에서 지하수에 한 법률 계를 규정하고 있었는바, 토지소유자에

게 지하수이용권을 원칙 으로 인정하 다. 즉, 토지소유자에게는 자갈

채취의 경우 지하수 역을 채굴할 권리가 인정되었다. … 그러나 이 사

건 수자원 리법은 지하수이용을 원칙 으로 토지소유권의 내용에서 제

외시키고 있다. 이 때 그 이용이 지하수이용 그 자체를 목 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 을 한 작업수행에 부수 으로 동반되는 부

담 상일 뿐인지 여부는 요하지 않다. 토지소유권은, 허가를 받아

행하는 지하수이용의 범 안에서만 실 될 수 있는 토지이용권은 포함

하지 않는다. 자갈이 지하수 속에 있는 한, 그것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

는 수자원법상의 허가가 있을 때에만 소유자에게 인정된다. 따라서 이

러한 에서 보더라도 수자원법상의 허가 거부는 권리박탈이 될 수 없

다.”고 하여,83) 이 사건 심 상규정들이 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입법

수용도 행정수용도 아닌 제14조 제1항 제2문에서 의미하는 ‘내용규정’임

을 확인한 후에, ‘비례의 원칙’과 ‘평등원칙’을 심사기 으로 동 규정들

의 기본권 합치 여부를 단한 끝에 합헌의 결론에 이르고 있다.

81) BVerfGE 58, 300 [332]

82) 1936년이래 지하수 역에서 모래와 자갈을 채취해 왔음.

83) BVerfGE 58, 300 [348ㆍ309ㆍ349ㆍ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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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상(조정)조치의 내용 : “문화재보호법” 결84)

가. 연방헌법재 소(제1재 부)는 1999. 3. 2. 선고한 문화재보호법

결에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에서 재산권자에게 수인불

가능한 부담을 주는 경우에 이러한 규정의 합헌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

른바 보상(조정)조치의 내용에 하여 모범 인 지침을 밝혔다.

이 사건의 청구인은 19세기의 고귀한 별장유형, 즉 기업가정신

(Unternehmergeist)과 술보호(Mäzenatentum)를 표하는 궁정양식의

건물의 소유자 다. 이 건물은 할 청으로부터 문화재로서 보호 상

으로 지정되었다. 련 법규정에 의하면 보호받고 있는 문화재의 철거

는 개조는 청의 허가를 통해서만 허용되었다. 청구인은 수년 동안

이 건물을 임 하려고 하 으나 실패하 고, 한 매년 30만 마르크에

달하는 고액의 에 지비용과 유지비용을 국가가 떠맡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국가에 하여 이 건물을 박물 으로 사용하도록 제의하 으나 역

시 성공하지 못했다. 이에 청구인은 이 건물에 한 업 는 사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철거허가를 신청하 으나 할 청은 이

건축문화재의 철거허가를 거부하 다. 이에 한 행정소송에서 행정법

원과 고등행정법원은 청구인에 하여 패소 결을 내렸고 이에 청구인

은 헌법소원을 제기하 는바, 이에 하여 연방헌법재 소는 이와 같이

보호받고 있는 문화재에 한 개조 등에 할 청의 허가를 요한 라인

란트-팔쯔 란트의 문화재보호 리법(1978. 3. 23.자 DSchPflG, GVBl.

S. 159) 제13조 제1항 제2호는 기본법 제14조 제1항과 합치하지 않는다

는 결을 선고하 다.85)

나. 연방헌법재 소는, 와 같은 문화재보호는 정당한 입법목 임을

확인하고 보호받고 있는 문화재의 개조 는 철거에 한 허가의무는

법률의

84) BVerfGE 100, 226. Otto Depenheuer, Interessenabwägung im Schutz des

Eigentums (재산권보장에서의 이익형량 : 김명용 옮김),「공법연구 제29집제3호」

(한국공법학회 2001.5), 1면이하 참조.

85) BVerfGE 100, 226 [22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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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을 실 하기 하여 합하고 필요한 수단이라는 도 인정하

다. 즉, 재산권보장은 재산의 최 한의 수익 사용을 보호하는 것이 아

니기 때문에 소유자는 자신의 재산을 최 한 수익 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기해야 함을 원칙 으로는 수인해야 한다고 하 다. 그러나 보호받고

있는 건축문화재가 철거 개조 지를 통하여 더 이상 의미있는 사용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즉 소유자가 사 사용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가능성 없이 공익만을 하여 존재해야 한다면 사정은 다르다

고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산권의 핵심 즉 본질 인 부분이 침해된다

는 것이다.86)

연방헌법재 소에 의하면,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이라

도 와 같은 제한의 경우에 그 자체로서는 수인불가능하지만 입법자가

보상조치(Ausgleichsmaßnahmen)를 마련하고 있다면 그러한 재산권제

한규정들은 외 으로 재산권보장과 합치될 수 있다.87) 그런데 이러한

보상조치 내지 조정조치가 반드시 지 (Geldzahlungen)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반 로 재산권의 존속보장(Bestandsgarantie)으로부터 볼

때, 재산권자의 과도한 부담을 실질 으로 방지하고 가능한 한 그의 사

이용을 유지하게 하는 방안이 먼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정조

치의 로서 연방헌법재 소가 들고 있는 것은 경과규정

(Übergangsregelungen), 외 면제규정(Ausnahme- und

Befreiungsvorschriften), 행정 는 기술 방조치(administrativer

und technischer Vorkehrungen)의 마련이다. 다만, 구체 인 사안에서

이와 같은 물 보상 혹은 물보상(Real- oder Naturalausgleich)이 불

가능하거나 과도한 비용으로써만 가능하다면 보상(finanzieller

Ausgleich)이 고려될 수 있다고 한다. 이 경우에 재산권자는 거래가격

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그 건물을 매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매수청구권)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88)

결론 으로, 국가는 보상(조정)조치라는 유연한 수단을 통해서 개인

86) BVerfGE 100, 226 [242f.]

87) BVerfGE 100, 226 [244]

88) BVerfGE 100, 226 [24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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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과 공익을 형량함에 있어서 구체 사안에서 발생하는 재산권자

에 한 과도한 부담을 피하고 그럼으로써 재산권내용규정의 합헌성을

체 으로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89)

7. 평가

가. Jarass 교수는 종래 연방민사법원 연방행정법원이 채택한 ‘경

계이론’에 비하여 연방헌법재 소가 “자갈채취” 결을 통해 정립한 ‘분

리이론’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90)

첫째, 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단지 (좁은 의미의) 공용수용에 해서

만 용된다. 유사한 효력을 갖는 행 , 특히 수용유사 침해 수용

침해에 한 유추해석에 의한 동 조항의 용은 배제된다.91) 둘째,

‘하나의 행 ’에 이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배제된다. 따라서 하나의

규율은 모든 용사례에 있어서 “내용규정”이나 “공용수용” 어느 하

나에 해당한다.92) 셋째, 공용수용과 기타 소유권침해간의 구별은 더 이

상 특별희생의 성격(특별희생설) 내지 소유권자에 한 침해의 정도(침

해 성설)에 좌우되지 않는다. 한 내용규정은 그것이 법하거나 수

인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공용수용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에

도 그것은 내용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93) 넷째, 손실보상 는 매

수 청구권(Entschädigungs- und Übernahmeanspruch)이 규정되어 있다

는 상황도 그것이 곧 공용수용을 정하는 징표라거나 는 내용규정의

존재를 부정하는 징표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94)

89) Depenheuer, 게논문(2001), 15ㆍ28면.

90) Hans D. Jarass, Verfassungsrechtlicher Enteignungsbegriff und Planungsrecht, in:

『PLANUNG』(C.H.Beck 2000) 신 기 번역 : “수용개념의 이해”, 「토지공법연구

총서 Ⅴ」(한국토지공법학회 2001.8), 650면.

91) 따라서 연방최고법원(BGH)은 수용유사 침해 수용 침해 제도를 일반법

(einfaches Recht)에 의지하고 있다.

92) BVerfG(Kammer), NJW 1998, 368에서 이를 명백히 하고 있다.

93) BVerfGE 79, 174 [192]; BVerwGE 84, 361 [367]; BGHZ 100, 136 [144].

94) BGHZ 121, 328 [331]; BVerwGE 94, 1 [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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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헌법재 소의 ‘자갈채취 결’ 이후 연방민사법원과 연방행정법원

은 과거의 경계이론에 따른 구분을 포기하고 분리이론을 수용하 고,

이로써 한 “보상의무(조정의무) 있는 내용규정”(ausgleichspflichitige

Inhaltsbestimmung)의 법제를 인정하 다. 보상의무있는 내용규정의

로서는 자연보호법ㆍ문화재보호법ㆍ풍치보호법 등에서의 사용제한,95)

도시계획법상의 사용제한,96) 공법상의 상린 계,97) 그 밖에 소 개

법률(법률개정으로 인하여 구법하에서 형성된 구체 인 권리가 폐지되

는 경우)98) 등을 들 수 있다.

95) 연방최고법원과 연방행정법원은 연방헌법재 소의 분리이론을 수용하여 자연보

호법이나 문화재보호법상의 사용제한을 최근 1990년 부터 으로 재산권 내

용규정으로 단하 고, 재산권의 사용제한이 과거의 경계이론에 따라 ‘수용’으로

단될 정도의 강도를 가진다면 그러한 ‘수용 효과’는 기본법 제14조 제3항상

의 수용이 아니라 보상을 통하여 합헌성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내용규정이라고

시하 다(연방최고법원 BGHZ 121, 73 [78]; 123, 328 [331]; 123, 242 [244];

126, 378 [381]; 연방행정법원 BVerwGE 84, 361 [368ff.]).

96) 와 같은 자연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역에 있어서 보상의무가 있는 내용규

정에 한 민사법원의 례는 곧 계획법 역으로 확 되었다. 종 에 ‘희생수용

(Aufopferungsenteignung)’으로 간주되어 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

이 주어졌던 용도지역이나 지구의 지정 등 ‘건축상세계획’상의 사용제한은 보상

의무가 있는 내용규정으로 단되었다. Battis, NVwZ 1982, 585; Breuer, in:

Schrödter, Baugesetzbuch, 1992, § 39. 정하 , 게논문(2003), 72면.

97) 공공시설ㆍ철도ㆍ도로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해로운 향(매연ㆍ소음 등 공해)으

로 인하여 일정한 한계를 넘는 과도한 침해를 받는 건물주의 보상청구권을 ‘보상

의무(조정의무) 있는 내용규정’의 한 용례로 보고 있다(BVerfGE 79, 174

[191f.]).

98) 연방헌법재 소는 1991년의 결에서, “재산권의 내용을 새로이 규율하는 개정법

률은 외없이 내용규정일 뿐이며, 입법자가 일정 역을 면 으로 새로이 규

율하는 과정에서 종래 존재하던 권리( 산법상 존재하던 先買權)를 폐지하는 경

우에도 헌법 제14조 제3항의 수용규정은 용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입법자는

물론 재산권을 새로이 형성함에 있어서 구법상의 이미 존재하던 권리를 존 해

야 하므로, 구법상의 권리에 한 침해는 비례의 원칙을 고려하 을 때 공익상의

이유로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시하 다(BVerfGE 83, 201 [211ff.]). 즉, 구법상

의 권리박탈의 문제는 收用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존속에 한 신뢰보호의 문제

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 법률에서의 입법자는 공용수용에 있어

서의 입법자보다 자유롭다. 입법자는 경과규정에서 보조 지 , 기간설정, 보

상 등 여러 가지 조정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서 ‘ 보상’이란 단지 기득

권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침해를 비례 으로 하기 한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

는다. 정하 , 게논문(2003), 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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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분리이론에서도 ‘언제 수인의 정도를 넘는 과도한 침해가 존

재하는가’의 문제는 마찬가지로 제기되므로, 종래의 경계이론에 있어서

재산권내용규정과 공용침해를 구분하는데 사용된 기 (형식 기

설,99) 실질 기 설100), 충설)은 연방헌법재 소의 분리이론에서는

‘보상이 필요없는 재산권내용규정’과 ‘보상의무(조정의무) 있는 재산권내

용규정’을 구분하는 기 으로서 여 히 그 의미와 효용성을 가지고 있

다.101) 그런데 이 은 분리이론의 약 으로 지 되기도 한다. 즉, 독일

에서 형식 의미의 공용수용 개념이 등장하게 된 주 원인은 사회 제

약과 특별희생의 구별의 어려움을 발생하는 불명확성과 이에 따른 법

불안정성에 있었다. 연방헌법재 소의 재산권해석(분리이론)에 따르면

형식 의미의 공용수용에 해당하지 않는 여타의 재산권침해, 이른바

과거의 희생수용(Aufopferungsenteignung)에 속하 던 역은 재 재

산권의 내용규정인 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문의 보상의무가 있는 내용

규정에 속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언제 재산권의 내용을 형성하는 법률

이 헌법에 합치하도록 하기 하여 보상규율이 필요한지에 하여는 다

시 통 인 사회 제약과 공용수용의 한계설정의 기 에 따라 단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계이론에서 나타나는 법 불안정성은 여

히 분리이론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102)

나. 연방헌법재 소는 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공용침해를 “제14조 제

1항 제1문에 의하여 보장된 구체 이고 주 인 개인의 재산 권리에

한 완 한 는 부분 인 고권 박탈을 목 으로 하는 과정”으로 정

의함으로써 침해형태를 ‘의도 ’ 는 ‘목 지향 ’으로 악하 다.103)

이와 같이

99) “특별한 희생”에 을 맞춤(特別犧牲論). 연방민사법원의 입장.

100) “침해의 성”에 착안함(侵害重大性論). 연방행정법원의 입장.

101) 한수웅, 게논문(1999), 34-35면. 반면에, 보상이 필요없는 ‘사회제약’과 보상을 요하

는 ‘공용침해’를 구분하는 기존의 각종 공용수용이론(Enteignungstheorien)들은 분리

이론하에서 침해조치를 구분하기 한 방법으로는 그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못

하게 되었다는 견해로는 최갑선, 게논문(1995), 282면.

102) 정하 , 게논문(2003), 81면.

103) BVerfGE 52, 1 [27]; 58, 300 [33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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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헌법재 소는 공용침해의 개념을 형식 의미로 악하여 재산

가치의 의도 이고 목 지향 인 박탈만을 제14조 제3항의 공용침해로

이해함으로써(‘고 수용개념’104)으로의 회귀), 입법자를 불가분조항으

로부터 발생되는 어려움105)으로부터 해방시켰다. 즉, 기본법하에서 이제

연방헌법재 소는 ‘수용’개념을 “국가가 구체 인 공 과제를 이행하기

하여 이미 형성된 구체 인 재산권 지 를 의도 으로 면 으로

는 부분 으로 박탈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한정하 다.106) 침해의 강

도(Intensität)나 질(Qualität)이 아니라 그 형식(Form)과 목

(Zweckrichtung)이 수용의 개념 기 이 된 것이다.107) 그 지만 양자

를 구별하는 결정 인 기 은 그 ‘일반추상성’과 ‘개별구체성’의 짝이라

고 할 수 있다.108) 그러므로 컨 , 입법자가 일반 인 법률개정을 통

하여 기존의 권리를 폐지한 경우에도 이것은 수용의 ‘개별구체성’을 결

여하므로 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용 상이 아니며, 일반ㆍ추상 법

개정을 통해 재산 지 를 면 으로 박탈해도 그것은 수용이 아니라

재산권의 내용 한계에 한 규정의 결과로 보는 것이다.109)

이 게 불가분조항이 용될 가능성을 가능한 축소시킴으로써,110) 그

조

104) 19세기 후반까지의 고 ( 통 ) 의미의 수용개념은 ①그 상이 토지에 제한

되어 있었고, ②그 법 과정에 있어서도 새로운 권리주체에게 재산권이 이 되

어야 하 으며, ③그 법형식도 행정행 (법률에 근거하여 발 된)에 의해서 이

루어졌고, ④수용목 으로서 공익에 기여하는 구체 사업에 한 필요를 요구

하 다. 이와 같이 통 의미의 수용개념은 매우 좁게 이해되었다. 정남철,

게논문(2004), 371면.

105) 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공용수용의 경우 술한 “구제 보상조항”으로는 충분

하지 못하다. BVerfGE 84, 361 [366ff.]. Jarass, 게논문(2001), 648면.

106) BVerfGE 58, 300 [330f.].

107) Maurer, 게서(1999), §26 Rn. 27

108) S. Detterbeck, Salvatorische Entschädigungsklauseln vor dem Hintergrund der

Eigentumsdogmatik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DöV 1994, S. 275.

109) 홍 형, 게서(2001), 289면.

110) 기본법 제14조 제1항ㆍ제2항의 내용규정에 있어서는 원칙 으로 특별한 사례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재정 인 조정부담이 주어지게 된다. 따라서 공용수용에서와

는 달리, 소유권에 한 제약이 정도를 과하는 경우에는 반 으로 볼 때 그

에 하여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구제 보상조항”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

분히 그 보상근거가 된다. BGHZ 126, 379 [381]. Jarass, 게논문(2001), 648면.

이와 다른 견해로는 Wieland, in: Dreier(Hrsg.), Grundgesetz, Bd.Ⅰ, 1996, Art.

14, Rn.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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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이 가지는 력 즉 수용에 해당되면 반드시 보상규정을, 다른 법률

이 아닌 당해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엄격한 요구를 완화시킬 수 있

는 효과가 있다. “개별 , 구체 이고 의도 인 재산권 박탈”만을 수

용으로 으로써 입법자가 상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인한 불가분조항

의 용을 배제하게 되어, 입법자의 험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111)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민사법원은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제14조 제3항

을 유추 는 근거로 하여서는 소 收用類似侵害112)와 收用的 侵害113)

라는

111) 이명웅, 게논문(2000), 332면.

112) 收用類似侵害(enteignungsgleicher Eingriff) 이론이란 재산권에 한 법 침

해라도 그것이 법률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가정할 경우에 그것의 내용 효과

에 비추어 볼 때 공용침해를 의미하고 련 개인에게 특별한 희생을 강요할 때

에는 공용침해와 같은 것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이론을 말한다(따라서 수용유사

침해와 본래 의미의 공용수용과는 오로지 ‘침해의 법성’이란 면에서만 구별

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컨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재산 침해로서 그 실

질 내용에 있어서는 수용 효과를 가져 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독일에

서는 1952. 6. 10. 선고된 BGHZ 6, 270 [290] 이래 확립된 례이다. 그러나 우

리나라 법원의 경우 ‘수용유사침해’ 이론을 “국가 기타 공권력의 주체가 법

하게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 고 그 효과가 실제에 있어서

수용과 다름없을 때에는 법한 수용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이 그로 인

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서도 아직까지는 이를

극 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6409 결, 공

1993.12.15.(958), 3173}, 오히려 재산권에 한 공권 침해가 법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문제로 보고 있다{ 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40807 결, 공

2000.1.1.(97), 46}. 박균성, 「행정구제법 (제2 )」(박 사 2002), 118면 참조. 다

만 동 책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원 1999. 11. 23. 선고 98다11529 결은 수용유

사침해의 사례가 아니라 후술하는 수용 침해의 사례로 보아야 할 것이다.

113) 收用的侵害(enteignender Eingriff) 이론이란 그 자체로서 합법 인 행정행 가

래하는 외 이고 기치 못한 부수 효과로 인한 재산권의 침해에 하여

는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이론을 말한다. 컨 합법

인 도로공사로 인하여 고객이 상 에 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쇄되는 경

우에 상 주인이 입는 재산 손해가 이에 해당한다(BGHZ 57, 359 [366]). 우리

나라 법원도 법한 공권력 행사가 원인이 되어 발행한 손실(간 손실 내지는

수용 침해)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한 손실보상의 상이 된다고 보고 있

다{ 법원 1999. 10. 8. 선고 99다27231 결, 공1999.11.15.(94), 2299; 법원

1999. 11. 23. 선고 98다11529 결, 공2000.1.1.(97), 1}. 박균성, 게서(2002),

11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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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하에 개인에게 보상을 부여할 수 없게 되었다. 결과 으로 수용

유사 침해114) 는 수용 침해115)는 자갈채취 결 이후에도 존속은

되었으나116) 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역에서 추방되었고 아울러 그 법

근거도 종래 독일에서 습법 효력117)을 갖고 있던 희생보상의 기

본원칙으로 바 었다. 즉, 민사법원은 “연방헌법재 소의 결은 기본법

제14조에 의거한 의의 수용에 한해서만 용되는 것”이라고 하여 수

용유사침해를 기본법 제14조 의의 수용개념으로부터 분리시켜 ‘

례법’을 통해 형성된, 1794년의 로이센일반란트법총칙(Einl. ALR) 제

74조118) 제75조119)에

114) 1984. 1. 26. 결, BGHZ 90, 17 [29ff.] : “모래채취(Sandabbau)” 사건. [원고는

자신의 모래언덕에 치한 토지로부터 모래를 채취하고자 하 다. 행정청은 자

연 풍치보호의 차원에서 모래언덕에 한 모래채취를 하는 가처분을 하

다. 그러자 원고는 수용보상을 요구하 다. 연방최고법원은 수용유사침해가 존

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강 호, 게논문(2003), 82면.

115) 1984. 3. 29. 결, BGHZ 91, 20 [26ff.] : “정화시설(Kläranlage)로부터의 임미씨

온” 사건. [원고는 지구상세계획상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자신의 토지에 주택을

소유한 자인데, 인근에 시의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 동 시설의 확장

을 한 허가가 나자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 으나, 정하게 운 되고 보수되는

하수처리시설은 악취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그러자 원고는 손실

보상청구를 하 다. 연방최고법원은, 연방헌법재 소의 자갈채취 결은 의의

의미의 수용에만 해당되며, 수용 침해에 하여는 합하지 않다고 시하

다]. 강 호, 게논문(2003), 83면.

116) 독일에서 수용유사침해, 수용 침해 보상이론은 사양길에 어들기는커녕 여

히 규범력을 발휘하고 있는데{Maurer, 게서(1999), §26 Rn. 34}, 이 이론이 연

방헌법재 소의 례에도 불구하고 좌 되지 아니하고 계속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실 으로 유용한 문제해결을 가능 했기 때문이다.

홍 형, 게서(2001), 279면.

117) 그러나 이와 같이 연방법원이 이끌어낸 습 인 통이란 실은 순수한 의미의

습법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 례법”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118) §74 Einl. ALR : “국가구성원의 개별권리와 이익이 공공복리와 실 으로 모순

되는(충돌하는) 경우에는 공공복리를 우 에 두어야 한다.” [원문: Einzelne

Rechte und Vorteile der Mitglieder des Staates müssen den Rechten und

Pflichten zur Beförderung des gemeinschaftlichen Wohls, wenn zwischen

beiden ein wirklicher Wiederspruch (Kollision) eintritt, nachstehen.]

119) §75 Einl. ALR : “국가는 공동체의 이익을 해 그 특별한 권리와 이익의 희생

이 요구되는 자에게 보상을 명할 수 있다.” [원문: Dagegen ist der Staat

denjenigen, welcher seine besonderen Rechte und Vorteile dem Wohle des

gemeinen Wesens aufzuopfern wird, zu entschädigen gehalten.] 이상 정남철,

게논문(2004), 371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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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희생의 념에 이식시킴으로써 수용유사침해의 법리를 구출하고자

하 다.120) 한편, 연방헌법재 소도 - 비록 방론이기는 하지만 - 이른바 ‘수

용유사침해’ 는 ‘희생유사침해’를 결과제거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실정법상

규정된 불법행 의 책임요건(국가책임법)을 보충하기 하여 민사 례에 의

하여 발 된 ‘공 이고 법 인 제도’121)로 인정하고 있다.122)

다. 연방헌법재 소의 례에 따라 재산권에 한 제약을 종래처럼 “보상

을 요하지 않는 재산권의 내용규정”(내재 제약)과 “보상을 요하는 특별희

생”(공용수용 는 수용유사침해)의 양분법에 의하여 악하는 것은 더 이

상 통용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형식화되고 의화된 공용수용”123)

과 “보상없이 수인해야 하는 재산권내용규정”124) 그리고 “재산권내용규정이

헌법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125)의 3가지 재산권침해유형이 성

립하는 결과가 되었다.126) 이와 같은 재산권보장체계에 한 연방헌법재

소의 새로운 해석, 즉 재산권의 내용규정과 공용침해를 별개의 제도로서 명

확하게 구별하는 것(분리이론), 공용침해의 형식화, 재산권의 가치보장보다

존속보장의 우 성127) 등은 학계의 많은 지지를 받았다.

120) 다만 이 경우에도 연방헌법재 소의 “1차 권리구제 우선원칙”에 따라, 피해자

가 법한 침해에 하여 방어수단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해태한 경우

에는 “과실상계”의 원칙에 따라 보상청구권은 기각 는 감액되었다. 정하 ,

게논문(2003), 70면.

121) “Die richterrechtlich entwickelten Staatshaftungsinstitute, namlich der enteignungsgleiche

Eingriff, der aufopferungsgleiche Eingriff und der Folgenbeseitigungsanspruch, …

als das Staatshaftungsgesetz die von der Rechtsprechung entwickelten öffentlich-

rechtlichen Institute des enteignungsgleichen und aufopferungsgleichen Eingriffs

sowie den Folgenbeseitigungsanspruch (in sich aufgenommen hat).”(BVerfGE 61,

149 [160fㆍ203])

122) 홍 형, 게서(2001), 282-283, 303면 참조.

123) 기본법 제14조 제3항. 법하므로 수용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

124) 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문, 제2항. 법하며 사회 기속의 범 내이므로 보상

없이 수인해야 한다.

125) 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문, 제2항. 이는 법하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

다(수용보상 불가). 다만, 보충 으로 다른 법규정이나 법원칙에 의한 보상은 가

능할 수 있다.

126) 홍 형, 게서(2001), 284면 참조.

127) Battis, NVwZ 1982, 585; J. Ipsen, DVBL 1983, 1021; Rittstieg, NJW 1982,

582. 홍 형 교수는 독일연방헌법재 소의 자갈채취 결의 이론 기둥으로

①수용개념의 축소, ②재산권내용규정과 수용의 별, ③취소소송 등 1차 권리

보호와 보상간의 선택권 부정 등을 들고 있다. 홍 형, 게서(2001), 3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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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독일연방헌법재 소가 자갈채취 결에서 확립한 분리이론에

하여는 일부 학자들의 비 도 있다. 즉, “보상을 요하는 재산권내용규

정”이라는 법리는 연방헌법재 소의 례가 고수한 분리이론을 보완해

주고 공익을 한 재산권에 한 제약을 달성하면서 그로 인한 특별한

부담을 보해 수 있는 탈출구를 제공해 주는 기능을 수행했으나,

결국 보상없는 재산권내용규정에 의한 제약과 보상을 요하는 수용의

별론(분리이론)을 다시 완화하고 상 화하는 자가당착 인 결과를

래했다는 것이다. 요컨 “보상을 요하는 재산권내용규정”의 법리와

련하여, 연방헌법재 소의 례에 의해 종래 민사법원의 의의 수용개

념이 형식 으로는 포기되었지만 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문에 의하여

실질 으로 부활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한 연방헌법재 소가

수용개념을 엄격히 제한한 결과 오히려 다른 법 근거에 의한 손실보

상청구권, 특히 수용유사 침해나 수용 침해에 한 손실보상청구권

이 성립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역설 인 결과를 래했다는 지 이

다.128) 이와 련하여 Maurer는 다음과 같이 지 하 다. “기본법 제14

조 제3항의 법률유보는 명백히 수용보상에 해서만 용되는 것이지

만, 그 밖의 법 근거에 의하여 손실보상청구권이 성립하는 것을 막지

는 않는다. 한 다른 경우나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시민의 보호를 목

으로 해야 할 법률유보가 시민의 손실보상청구로부터 국가를 보호함으

로써 시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용된다면 이는 괴이한 결과일 것이

다.”129)

128) Maurer, 게서(1999), §26 Rn. 32ㆍ35ㆍ81ㆍ96. 홍 형, 게서(2001), 290면; 그 밖

에 Detterbeck, 게논문(1994), S. 273.; Ossenbühl, Staatshaftungsrecht, 8.Aufl.,

1991, 217ff.; Hermes, NVwZ 1990, 733f.

129) Maurer, 게서(1999), §26 Rn. 96. 홍 형, 게서(2001), 292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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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에서의 논의

1. 우리헌법상 재산권조항의 변천과정

우리나라의 헌법은 1948년의 제1공화국 제헌헌법에서부터 1987년 제6

공화국 행헌법에 이르기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개정이 행하여졌다.

그 에서 재산권의 기본조항은 제1공화국헌법의 제15조이며, 그 후 제

3공화국헌법의 제20조, 제4공화국헌법의 제20조, 제5공화국헌법의 제22

조, 그리고 제6공화국헌법의 제23조에 이르기까지 제2공화국을 제외하

고 새로운 공화국의 수립시에 모두 4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

다.130)

가. 제헌헌법의 재산권조항

우리나라 제헌헌법(1948. 7. 17. 헌법 제1호 제정)의 재산권조항인 제15조

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①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內容과 限界는 법률로써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公共福利에 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公共必要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는 제한함은

法律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相當한 補償을 지 함으로써 행한다.

제헌헌법 제15조의 규정형식과 내용은 독일 바이마르헌법 제153조의 그

것과 매우 유사하며, 따라서 그의 지 한 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131)

제15조 제3항은 보상을 지 하는 경우에만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는 제한할 때에는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여도 상

130) 박창석, “한국헌법상 보상규정의 변천에 한 연구”, 「공법연구 제32집제5호」

(한국공법학회 2004.6), 586면.

131) 제헌헌법의 안작성에 여하 던 유진오 박사는 제15조가 바이마르헌법 제

153조를 모델로 하 음을 밝혔다. 유진오, 「헌법해의」(일조각 1954), 77-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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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 같은 오해를 할 우려가 있지만, 후자의 경우에도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헌법에서 재산권을 보장한 이상 당

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132) 법원도 징발에 한 법률( 통령긴 명

령 제6호 징발에 한특별조치령)이 제정되기 이라도 條理에 따라 징

발을 할 수 있다는 국가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우리나라 헌법이 재산

권의 보장을 명시(제헌헌법 제15조)하 는 만큼 제헌후 아직 징발에

한 법률이 제정되기 에 6.25 사변이 발발되었고 그로 인한 사실상의

긴 한 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는 사용하게 되었던 것

이라 할지라도 그 수용 는 사용이 법률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인 경

우에는 그것을 재산권자에 한 계에 있어서는 불법행 라고 하지 않

을 수 없다.”고 시하 다.133)

나. 제3공화국헌법의 재산권조항

제3공화국헌법(1962. 12. 26. 헌법 제6호 문개정)의 재산권조항인 제

2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었다.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

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는 제한은 법률로써

하되 正當한 補償을 지 하여야 한다.

제3공화국헌법 제20조 제3항은 제헌헌법의 재산권조항에 비추어 제1

항과 제2항은 동일하고, 제3항을 비교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지 하도록 했던 부분이 빠졌다. 따라서 공용침해의 근거

법률에 보상규정이 반드시 필요한지 는 헌법규정을 근거로 바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당시 법원은 “헌법 제20조 제3항은

… 보상의 시기ㆍ방법 등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것

132) 유진오, 게서(1954), 79면.

133) 법원 1966. 10. 18. 선고 66다1715 결, 집14(3)민,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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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고 풀이하여야 된다. … 그 다면 징발법부칙제3항에의한

징발재산의보상에 한건 제2조의 ‘구 법령에 의하여 징발된 재산에

한 보상 은 1965년부터 1974년까지 매년 산의 범 안에서 지 한

다’ 라는 규정은 어도 헌법 제20조 제3항에 되는 규정이라고 보

지 아니할 수 없다.”134)고 하여 이른바 ‘直接效力說’135)을 취하 다. 한

편, 헌법재 소는 헌법조항의 개정취지는 종 과 달리 정당한 보상

을 지 할 의무를 새로이 강조함에 있을 뿐, 보상에 한 종 의 입법

임규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시하 다.136)

다. 제4공화국헌법(유신헌법)의 재산권조항

제4공화국헌법(1972. 12. 27. 헌법 제8호 문개정)의 재산권조항인 제

2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었다.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

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는 제한 그 補償

의 基準과 方法은 法律로 정한다.

제4공화국헌법상의 재산권조항은 손실보상규정(제3항)에서 근본 인

변경을 가져왔다. 이 변경으로 인하여 보상의 기 과 방법은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졌으며, 따라서 개인은 개별법규에 보상규정이 마련되어 있

는 경우에만 국가에 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었다.137) 이는

구헌법 당시 보상의 시기ㆍ방법 등에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하는 규정을

한 징발법 보

134) 법원 1967. 11. 2. 선고 67다1334 결, 집15(3)민, 271.

135) 直接效力說 : 보상을 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더라도 헌법 제23조 제3항을 직

인 근거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

136) 헌재 1994. 12. 29. 89헌마2, 례집 6-2, 395, 411.

137) 정하 , “독일 Bonn기본법 14조상의 부 조항의 의미와 한국헌법 23조 3항의

해석 (下)”, 「사법행정」(한국사법행정학회 1992.10),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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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련 법령이 헌 결138)을 받았기 때문에, 개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었다. 법원은 새 헌법규정에 따라 종 의 직 효

력설을 부인하면서 ‘方針規定說’139)을 취하 다. 즉 1976. 10. 12. 선고

76다1443 결에서, “ 어도 1972. 12. 27. 개정헌법 시행 후에 있어서는

그 개정 헌법(1962. 12. 26. 개정헌법) 제20조 제3항의 경우와는 달리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면 그 손실보상의 기 과 방법을 정한 법률에 의하

여서만 가능하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시하 다.140)

라. 제5공화국헌법의 재산권조항

제5공화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 문개정)의 재산권조항인 제

22조는 보상규정만이 개정되었을 뿐 나머지 부분은 구헌법(유신헌법)과

동일한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

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는 제한은 법률로써

하되, 보상을 지 하여야 한다. 補償은 公益 關係 의 利益을 정

당하게 衡量하여 法律로 정한다.

독일의 Bonn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모델로 하여 규정된 제22조 제3항은

제4공화국헌법 제20조 제3항의 손실보상조항을 근본 으로 개선시켰다. 즉,

첫째 공용침해에 하여는 반드시 보상을 지 하도록 함으로써 독일기본법

과 같이 보상이 없는 공용침해를 배제시켰으며, 둘째 보상은 공익 계

자의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독일기본법과 같이

138) 법원 1967. 11. 2. 선고 67다1334 결, 집15(3)민, 271 이를 따르고 있는

법원 1970. 2. 24. 69다1769 결, 집18(1)민, 129 참조.

139) 方針規定說 : 헌법 제23조 제3항은 손실보상청구권의 직 인 근거가 될 수 없

고 이 조항에 따라 보상을 정하는 법률의 명시 규정이 있어야 손실보상을 청

구할 수 있다는 견해.

140) 집24(3)민, 120, 공1976.11.15.(548), 9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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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인 보상의 기 과 방법을 반드시 입법자가 정하도록 하여 법원

은 법 인 보상근거 없이 스스로의 단으로 보상을 지 할 수 없도록

하 다.141)

마. 행헌법의 재산권조항

행헌법상(1987. 10. 29. 헌법 제10호 문개정)의 재산권조항인 제23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

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는 제한 그에

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 하여야 한다.

행헌법 제23조는 구 헌법상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보상규정에

하여-구헌법 제22조 제3항이 “… 보상은 공익 계자의 이익을 정

당하게 형량하여 보상의 기 과 방법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 데

하여-제3항에서 “…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체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

고 보상의 근거법률이 마련되지 않았을 경우 보상청구권의 행사가능성

그 근거와 련하여 方針規定說, 直接效力說, 違憲無效說,142) 間接效

力說( 는 類推適用說)143) 등 네 가지 학설이 립하고 있다.

한편, 행법상 보상기 에 한 일반법으로는 2002. 2. 4. 법률 제

6656호로 제정되어 2003. 1. 1.부터 시행된 ‘公益事業을 한土地등의取得

補償에

141) 정하 , 게논문(1992.10), 33면.

142) 違憲無效說 : 보상을 정한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재산권침해법률은 헌무효이고 따라서 국가배상으로 해

결해야 한다는 견해.

143) 間接效力說 는 類推適用說 : 공용침해에 한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헌법 제

23조 제1항 제11조에 근거하고 헌법 제23조 제3항 계규정의 유추해석

을 통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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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法律’이 있는데, 동법은 종 에 ‘토지수용법’(강제수용)과 ‘공공용

지의취득 손실보상에 한특례법’( 의취득)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공익

사업 용지의 취득과 손실보상에 한 제도를 통합한 것이다.144) 즉, 동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의 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

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 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정한 보호를 도

모함”을 목 으로 하고 있다(제1조). 동법은 보상액의 산정은 의에 의

한 경우에는 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 으로 하도록 정함으로써 ‘時價補償原則’

을 채택하고(제67조 제1항), 구체 으로 동법 제70조 제1항은 “지가공시

토지등의평가에 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 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 일부터 가격시 까지의 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

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산

정된 비율을 말한다)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하여 ‘公示地

價制’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토지에 한 보상액은 가격시 에

있어서의 실 인 이용상황과 일반 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 상황

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 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는 계인이

갖는 주 가치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제로 한 경우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開發利益還收制’를 규정하고 있다.

2. 재산권의 보호범 와 재산권에 한 제한의 허용정도

가.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산권은 국민이 헌법에 합치하는

법

144) 공익사업을 한토지등의취득 보상에 한법률의 내용 문제 에 한 헌법

검토에 하여는 정연주, “공익사업을 한토지등의취득 보상에 한법률에 한

헌법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16집제2호」(한국토지공법학회 2002.12), 1면이

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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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이 정하는 범 내에서 구체 재산권을 보유하여 이를 자유롭게 이

용․수익․처분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145) 사법상ㆍ공법상의

경제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하며, 민법상의 소유권 기타 물권ㆍ

채권 특별법상의 여러 권리, 컨 업권ㆍ어업권146)ㆍ특허권ㆍ

작권, 공법 성격을 가진 수리권ㆍ하천 유권 등을 모두 포함한다. 주

식147)ㆍ퇴직연 수 권148)ㆍ의료보험수 권149) 등도 재산권의 보호 상

이 된다.150)

헌법재 소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경제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사법상의 권리를 뜻하고, 그 재산가액의 다과를 불문한다.

이 재산권의 보장은 재산권의 자유로운 처분의 보장까지 포함한 것

이다.” 라고 하 으며,151) 구체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한 기회 등은 헌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재산권보장의 상이

되지 않는다고 시하 다.152) 그리하여 헌법재 소가 재산권의 객체가

아니라고 본 사례로는, ‘약사의 한약조제권’은 법률에 의하여 약사의 지

에서 인정되는 하나의 권능에 불과하다고 하 고,153) 염 리법이 정

한 ‘廢田지원 ’은 경제

145) 헌재 2004. 6. 24. 2002헌바104, 공보 94, 655, 663.

146) 한편 법원은, “어업허가는 일정한 종류의 어업을 일반 으로 지하 다가 일

정한 경우 이를 해제하여 주는 것으로서 어업면허에 의하여 취득하게 되는 어

업권과는 그 성질이 다른 것이기는 하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에 따라

해당 어업을 함으로써 재산 인 이익을 얻는 면에서 보면 어업허가를 받은 자

의 해당 어업을 할 수 있는 지 는 재산권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하

다{ 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6450 결, 공1998.4.1.(55),891; 1999. 11. 23.

선고 98다11529 결, 공2000.1.1.(97), 1}.

147) 정리회사의 주식이라 해도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객체가 된다(헌재 2003.

12. 18. 2001헌바91등, 례집 15-2하, 406, 413).

148) 퇴역연 수 권은 사회보장수 권과 재산권이라는 양 권리의 성격이 불가분

으로 혼화되어 있으므로 체 으로 재산권 보호의 상이 되면서도 순수한

재산권만은 아니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헌재 1999. 4. 29. 97헌마333, 례집

11-1, 503, 512-513; 2003. 9. 25. 2001헌가22, 례집 15-2상, 231, 245; 2003. 12.

18. 2000헌바94등, 례집 15-2상, 254, 261).

149) 의료보험수 권은 재산권으로 보장받는 공법상의 권리이다(헌재 2003. 12. 18.

2002헌바1, 례집 15-2하, 441, 450).

150) 김철수, 「헌법학개론」(박 사 2004), 618면.

151) 헌재 1992. 6. 26. 90헌바26, 례집 4, 362, 372.

152) 헌재 1996. 8. 29. 95헌바36, 례집 8-2, 90, 104; 1997. 11. 27. 97헌바10, 례집

9-2, 651, 664.

153) 헌재 1997. 11. 27. 97헌바10, 례집 9-2, 651, 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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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조조정 등을 목 으로 사기업에게 지 되는 것으로서 부행정

의 일종인 보조 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재산권의 제한이나 그에

따른 손실보상의 문제는 없으며,154) 재담당공무원이 국유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는 재산권의 보호 상이 될 수 없고,155) 自然海沒

地를 법률로써 재산권으로 보호할지 여부는 일차 으로 입법자의 입법

형성권에 달려 있는바 우리나라의 행 법체계상 (이 사건 포락토지와

같은) 자연해몰지를 재산권으로 보장하는 법률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하

여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보장정신이나 사유재산제에 반하는 것이

라 할 수 없고,156) 공익사업 자가 개정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여

가지는 출연재산에 한 증여세 면제혜택에 한 기 를 그의 기득재산

권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으며 설령 공익사업 자가 증여세 면제제도

를 신뢰하 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의 법제도에 한 기 이익에 불과

할 뿐 이를 공익사업 자의 기득권으로서 헌법 제23조 제1항 제1문

이 보장하는 재산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157)고 시하 다.

나. 헌법재 소는 “재산권에 한 제한의 허용정도는 재산권 객체의

사회 기능, 즉 재산권의 행사가 기본권의 주체와 사회 반에 하여

가지는 의미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인데, 재산권의 행사가 사회 연 성

과 사회 기능을 가지면 가질수록 입법자에 의한 보다 범 한 제한

이 허용된다. 즉, 재산권의 이용과 처분이 소유자의 개인 역에 머무

르지 아니하고 국민일반의 자유행사에 큰 향을 미치거나 국민일반이

자신의 자유를 행사하기 하여 문제되는 재산권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입법자가 공동체의 이익을 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율권한

은 더욱 넓어진다.”고 하 다.158)

154) 헌재 1997. 11. 27. 96헌마226, 례집 9-2, 733, 743.

155) 헌재 1999. 4. 29. 96헌바55, 례집 11-1, 462, 468.

156) 헌재 1999. 11. 25. 98헌마456, 례집 11-2, 634, 641.

157) 헌재 2004. 7. 15. 2002헌바63, 공보 95, 740, 748.

158) 헌재 1999. 10. 21. 97헌바26, 례집 11-2, 383,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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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특히 토지재산권은 그 사회 구속성으로 말미암아 입법자의

규율권한이 강화될 여지가 있다고 한다. 즉, “토지는 생산이나 체가

불가능하여 공 이 제한되어 있고 한국의 가용토지면 이 인구에 비하

여 으로 부족한 반면에, 모든 국민이 생산 생활의 기반으로서

토지의 합리 인 이용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는 국민경제의

에서나 그 사회 기능에 있어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루어야 할 성

질의 것이 아니므로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강하게 공동체의 이익

을 철할 것이 요구된다. 우리 헌법은 재산권 행사의 사회 의무성

(헌법 제23조 제2항)을 강조하는 것에 더하여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 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

을 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헌법 제122조)고 함으로써, 토지재산권에 한 한층 더

강한 규제의 필요성과 그에 한 입법부의 범 한 형성권을 표 하고

있다.”는 것이다.159)

3. 우리나라 행헌법상 불가분조항의 채택 여부

가. 정론

우리 헌법학계와 행정법학계에서도 헌법 제23조 제3항을 불가분조항

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계희열 교수는, “제23조 제3항은 공용침해와 그 보상 간에는 불가분

의 계가 있음을 확인하는 ‘불가분조항’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즉, 공용

침해의 근거와 그에 한 보상의 기 ㆍ방법ㆍ범 가 동일한 법률에서

상호 불가분 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이 불가분조항에 반하여 보상에

한 규정없이 공용침해의 요건을 확정한 법률은 헌이다.” 라고 설명

한다.160)

159) 헌재 1989. 12. 22. 88헌가13, 례집 1, 357, 372; 1998. 12. 24. 89헌마214등,

례집 10-2, 927, 945-946; 1999. 10. 21. 97헌바26, 례집 11-2, 383, 406-407.

160) 계희열, 게서(2002), 5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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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교수는, “독일기본법의 경우는 제14조 제3항 제2문에서 ‘공용

침해는 보상의 종류와 범 를 규정한 법률로써 는 법률의 근거하에서

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불가분조항의 원칙을 분명히 하

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헌법 제23조 제3항이 단순히 ‘…수용ㆍ사용

는 제한 그에 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서 이 원칙의 용 여부가 명백치 않지만 우리의 경우에도 이 원칙이

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조항에서 말하는 ‘법률’은

논리필연 으로 공용침해에 한 조항과 보상에 한 조항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며, 이 원칙이 헌법상 요구될

때에 비로소 ‘공용침해에 한 보상의 확보’라고 하는 제23조 제1항의

국민의 재산권보장의 취지에 부합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한다.161)

허 교수는, “재산권을 제한하는 일반 인 법률에는 재산권제한 사

항만이 규정될 것이 아니고 제한에 따르는 보상의 기 과 방법이 함께

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같은 법률 속에 재산권제한사항과

보상의 기 과 방법 등이 함께 규정되어야 하는 것은 서로 뗄 수 없는

사항들을 함께 다루어야 된다는 이른바 ‘불가분조항’의 요구를 충족시키

기 한 것이다. … 재산권을 제한하기 한 법률에 제한사항만을 규정

하지 않고 보상에 한 사항을 함께 두게 하는 것은 재산권보호의

의미도 있지만, 재산권을 제한하려는 법률집행자에게 재산권제한의 결

과(재정부담)에 해서 경고하는 의미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한

다.162)

기타 권 성 교수,163) 유지태 교수,164) 정하 교수,165) 박창석 박

사166)도 인정하는 입장이다.

161) 정연주, 게논문(1997), 381면.

162) 허 , 「한국헌법론」(박 사 2004), 471-472면.

163) 권 성, 「헌법학원론」(법문사 2002), 520-521면.

164) 유지태, 「행정법신론」(신 사 2004), 394-395면.

165) 정하 , 게논문(1992.10), 34면; 동인, 게논문(2003), 83면.

166) 박창석, 게논문(2004), 6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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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정론

강 호 교수는, “우리헌법을 해석함에 있어 헌법 제23조 제3항을 불

가분조항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왜냐하면 재산권의 수용에

해서는 불가분조항을 인정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재산권의 사용이나

제한에 해서는 불가분조항을 요구하기에는 무리이기 때문이다. …

랑스나 스페인 등 외국의 비교법 고찰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공용

제한의 경우에 보상 여부 자체도 불분명한데 반드시 보상을 규정하는

법률에 의거하여야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하고 있

다.167)

김문 교수는, 우리헌법 제23조 제3항은 보상을 요하는 수용 침해

로 공용수용뿐 아니라 사용ㆍ제한까지 들고 있어 독일기본법의 규정과

는 같지 않고, 한 결합조항(불가분조항)이 가지고 있는 피할 수 없는

문제를 생각하면 동의하기 어렵다고 한다.168)

석종 교수는, 독일의 경우 자갈채취 결 이후로 기본법 제14조 제3

항이 불가분조항으로서 효력을 발하는 것은 오로지 ‘收用’에 국한되며

재산권의 使用ㆍ制限에 해서는 용이 없는바, 우리 헌법 제23조 제3

항은 독일의 형식 수용개념과는 달리 넓은 의미의 공용침해(수용ㆍ사

용ㆍ제한)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독일식의 불가분조항 개념을 우

리 헌법조항 해석을 하여 받아들이는 것은 헌법해석론상 문제가 있다

고 한다.169)

이 윤 교수는, “공용침해라 함은 보상을 요하는 의의 수용개념을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

권의 수용ㆍ사용 는 제한’이라고 하여 의의 수용개념을 채택하고

있으나, ‘그에 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라고 하여 보상 요부를 입법

형성권에 맡기고 있어 반드시 보상부 침해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독일의 공용침해 개념은 우리 헌법상 채택되지 않고 있다. 즉, 우리 헌

법에는 공공필요에 의

167) 강 호, 게논문(2003), 86면.

168) 김문 , 게논문(2004), 32-33면.

169) 석종 , 「일반행정법(上)」(삼 사 2002), 654ㆍ6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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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산권침해에 해 반드시 보상해야만 한다는 이른바 결부조항(불

가분조항)이 없다.”고 한다.170)

홍 형 교수는, “우리나라 헌법 제23조 제3항을 불가분조항으로 볼

수 있는지는 극히 의문스러울 뿐만 아니라 독일기본법 제14조 제3항이

불가분조항으로서 효력을 발하는 것은 오로지 ‘수용’에 국한될 뿐이며,

그 밖에 재산권의 사용ㆍ제한에 해 불가분조항이 용되는 것은 아니

라는 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불가분조항의 요구란 실은 수

용을 보다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독일에서 그것이 수용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

23조 제3항이 그보다 더 엄격하게 수용뿐만 아니라 사용ㆍ제한에 해

서도 불가분조항의 요구를 함축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 요컨 우

리 헌법 제23조 제3항을 불가분조항으로 해석해야 할 이유는 없으며,

독일의 경우에도 불가분조항의 효과는 오로지 의의 수용에 국한되

고 있다는 에서 이를 우리나라의 헌법해석론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171)

다. 례의 입장 소결

헌법재 소는 1998. 3. 26. 선고한 93헌바12 결정에서 “입법수용”과 보상

문제를 다루었는데,172) 다만 심 상인 하천법조항173)이 제3공화국헌법하

170) 이 윤/김민호, 「최신행정법론」(법문사 2002), 353-354면.

171) 홍 형, 게서(2001), 305면.

172) 그러나 앞에서 본 독일연방헌법재 소의 례와 뒤에서 보는 우리나라 헌법재

소의 ‘그린벨트’사건 등의 결정에 나타난 시에 따르면, 이 사건은 “입법수

용”의 문제가 아니라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한 법률 즉 “내용규정”의 문제

로 근해야 할 것이다.

173) 이 사건 심 의 상은 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문개정된 하천법 제3조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단 소정의 ‘제외지’에 한 부분이 헌법에 반되

는지의 여부이고, 동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하천의 귀속)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하천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게기하는 구역을 말한다.

다. 제방(하천 리청이나 그 허가 는 임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에 한한다)이 있

는 곳에 있어서는 그 제외지(제방으로부터 하심측(河心側)의 토지를 말한

다) 는 리청이 지정하는 이와 유사한 토지의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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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법률이어서 이른바 헌법상 불가분조항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었고 당

시 법원도 ‘직 효력설’을 취하 기 때문에 직 으로는 계가 없는 사

례 다. 헌법재 소는 이 사건에서 그 후 제5공화국헌법하인 1984. 12. 31.

법률 제3782호 개정 하천법에서 보상근거를 마련한 것에 하여 합헌이라

고 선언하 다.174) 이 결정에 따르면 헌법재 소가 헌법상 불가분조항을 인

정한 것으로 볼 만한 시가 보이지 않는다.

한편, 법원은 공용침해법률에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의 효력에 하여

2002. 1. 22. 선고한 2000다2511 결에서, “ 법한 차에 의하여 신고를 하

고 신고어업에 종사하던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으로 피해를 입게 되

는 어민들이 있는 경우 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자로서는, 일정한 사유

로 인하여 면허․허가 는 신고한 어업에 한 처분을 받았거나 어업면허

의 유효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함으로써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 청에 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신고어업자의 손실보상액 산정에 한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을 유추 용하여 손실보상을 하여 의무가 있다”고 시함으로써,175)

보상을 하려면 법률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함을 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가능한 한 유사한 경우에 용되는 법률이라도 있으면 이를 유추 용

하여 보상하여 주도록 극 으로 결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단된

다.

이와 같이 헌법재 소뿐만 아니라 법원도 당해 법률뿐만 아니라 유사

한 법률에 보상규정이 있으면 이를 유추 용하여 보상을 지 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나아가 공용침해 보상기 에 한 일반법으로 종 에는 ‘토지

174) 헌재 1998. 3. 26. 93헌바12, 례집 10-1, 226.

175) 공2002.3.15.(150), 517. 마찬가지 취지로, 법원 1995. 7. 14. 선고 94다38038

결, 공1995.8.15.(998), 2788; 1999. 6. 11. 선고 97다56150 결, 공1999하, 1347;

1999. 9. 17. 선고 98다5548 결, 공1999.11.1.(93), 2173; 1999. 10. 8. 선고 99다

27231 결, 공1999.11.15.(94), 2299; 1999. 11. 23. 선고 98다11529 결, 공

2000.1.1.(97), 1; 2001. 9. 25. 선고 2000두2426 결, 공2001.11.15.(142), 236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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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법’과 ‘공공용지의취득 손실보상에 한특례법’이 용되었고, 2003.

1. 1.부터는 ‘공익사업을 한토지등의취득 보상에 한법률’이 시행되고 있

는 에 비추어,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불가분조항의 원칙은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4. 분리이론의 수용 여부

가. 헌법재 소의 례와 법률의 개정상황

(1) 헌법재 소는 1992. 6. 26. 선고 90헌바26 결정176)에서 재 원

일치의 의견으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한법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등록한 자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 을 때에는 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정기간행물 2부를 즉시 공보처장 에게 납본하여야 한다고 규

정한 동법 제10조 제1항은 헌법에 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하 다.177) 이

결정에서 헌법재 소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한법률 제10조 제1항 소정

의 정기간행물의 공보처장 에의 납본제도는 언론․출 에 한 사 검열

이 아니어서 언론․출 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며,178) 도서 진흥법과 국회도서 법 외에 따

로 납본제도를 두었다고 하여 과잉 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어 헌

법에 반되지 아니한다.”고 시하 는데, 특히 재산권침해 여부를 단하

면서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한편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합하도록 행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제하고 헌법 제

176) 이 결정은 독일연방헌법재 소의 1981. 7. 14.자 “출 물 의무납본” 결과 비교

될 수 있다.

177) 헌재 1992. 6. 26. 90헌바26, 례집 4, 362.

178) 헌법재 소는 “동법 제10조 제2항에는 납본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정당한 보상

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보상은 완 한 보상으로 책값

이 싸든 비싸든 많든 든 간에 모두 차별없이 보상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완

한 보상을 제하고 있는 한 정간물을 발행하는 발간자에게 재산권상의 경제

인 손실을 가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시하 다(동 례집 374면).



324

37조 제2항에 따라 ‘과잉 지원칙’ ‘기본권의 본질 내용침해 지’의

심사기 에 의하여 단하 다. 즉, 헌법재 소는 이때까지 헌법 제23조 제

1항 제2문과 제3항과의 계에 한 명시 인 구분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구분, 즉 분리이론은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등 결정에서 처음 받아들

여졌다.

(2) 헌법재 소는 개발제한구역(소 ‘그린벨트’) 지정의 근거규정인 도

시계획법 제21조를 심 상으로 한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등 헌소

원 사건179)에서, “도시계획법 제21조는 입법자가 토지재산권에 한 권리와

의무를 일반․추상 으로 확정하는 규정으로서 법질서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의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재산권을 형성하는 규정

인 동시에 공익 요청에 따른 재산권의 사회 제약을 구체화하는 규정이

기도 하다(헌법 제23조 제1항 제2항).”고 하면서, 그 심사기 으로서 “헌

법상의 재산권은 토지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자유로이

최 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 는 효율 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입법자는 요한 공익상의 이유와 앞

에서 본 토지가 가진 특성에 따라 토지를 일정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

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의 개발이나 건축은 합헌 법률로 정

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내에서만 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토지재산권의

강한 사회성 내지는 공공성으로 말미암아 이에 하여는 다른 재산권에 비

하여 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다고 하더라도

토지재산권에 한 제한입법 역시 다른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과 마찬가

지로 과잉 지의 원칙(비례의 원칙)을 수해야 하고, 재산권의 본질 내

용인 사용․수익권과 처분권을 부인해서는 아니된다.”는 견해를 밝혔다.180)

그리하여 결론 으로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은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원칙 으로 지정 당시의 지목과 토지 황에

179) 이 결정은 독일연방헌법재 소의 1979. 6. 12.자 “소정원” 결과 비교될 수 있다.

180) 헌재 1998. 12. 24. 89헌마214등, 례집 10-2, 927, 947-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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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이용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한,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 제

약을 비례의 원칙에 합치하게 합헌 으로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종

래의 지목과 토지 황에 의한 이용방법에 따른 토지의 사용도 할 수 없거

나 실질 으로 사용․수익을 할 수 없는 외 인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없이 이를 감수하도록 하고 있는 한, 비례의 원칙에 반되어 당해 토

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반된다.”고 하

여 재 8:1의 의견으로 그 헌성을 확인하는(주문은 ‘헌법불합치’) 한

편,181)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비례의 원칙

에 부합하게 합헌 으로 제한하기 해서는,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

담이 발생하는 외 인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보상규정은 입법자가 헌법 제2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재산권

의 내용을 구체 으로 형성하고 공공의 이익을 하여 재산권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이를 합헌 으로 규율하기 하여 두어야 하는 규정이다. 재산권

의 침해와 공익간의 비례성을 다시 회복하기 한 방법은 헌법상 반드시

‘ 보상’만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입법자는 ‘지정의 해제’ 는 ‘토지매

수청구권제도’와 같이 보상에 갈음하거나 기타 손실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는 등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즉, 입법자에

게는 헌법 으로 가혹한 부담의 조정이란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이를

완화․조정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는 범 한 형성의 자유가

부여된다.”182)고 시하 다.183)

181) 이 결정에서 재 1인의 반 의견은, “헌법 제23조 제1항은 사유재산권의 보

장을 선언함과 동시에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는 재

산권은 공공복리에 합하도록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재산권에 한 사

회 제약이 공공복리에 합한 한도 안에서는 국민이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

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권에 내재된 사회 제약을 넘는 재산권의 박탈 는

박탈로 인정되는 정도의 제한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보상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다.”고 하여 심 상규정에 하여 과잉 지원칙(비례의 원칙) 평

등원칙에 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의견을 제시하 다(재 이 모의 반

의견. 동 례집 964면이하).

182) 례집 956-957면.

183) 이와 련하여 김문 교수는, “헌법재 소는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등(병

합)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오로지 보상규정의 결여라는 이유 때문에 헌

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므로 … 토지재산권의 사회 한계

를 넘는 가혹한 부담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보상입법을 기다려 그에 따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결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법률조

항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나 그에 따른 토지재산권의 제한 그 자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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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편 헌법재 소는, 1999. 4. 29. 특별시와 역시에 있어서 택지의

소유상한을 200평으로 정하고 이를 배하 을 때 부담 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택지소유상한에 한법률184) 제2조 제1호 나목 등을 심 상으

로 한 94헌바37등 사건에서 우리 헌법 제23조가 규정하는 재산권보장

그 제한의 의미에 하여 설명을 하고 있다. 이 ‘재산권제한’의 의미에

한 부분을 보면,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재산권을 제한하는 형태에는, 제1

항 제2항에 근거하여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것과, 제3항에 따

른 수용․사용 는 제한을 하는 것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자는 ‘입법

자가 장래에 있어서 추상 이고 일반 인 형식으로 재산권의 내용을 형성

하고 확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후자는 ‘국가가 구체 인 공 과제를 수행

하기 하여 이미 형성된 구체 인 재산 권리를 면 는 부분 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시하고, 그런데 택지소유상한에

한법률은 택지의 소유에 상한을 두거나 그 소유를 지하고, 허용된 소유

상한을 넘은 택지에 하여는 처분 는 이용․개발의무를 부과하며, 이러

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 을 때에는 부담 을 부과하는 등의 제한

의무부과 규정을 두고 있는바, 와 같은 규정은 헌법 제23조 제1항 제2

항에 의하여 토지재산권에 한 권리와 의무를 일반․추상 으로 확정함으

로써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규정이라고 보고 있다.185)

그리고 이와 같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규정에 한 헌법

심사의 기 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재산권이 헌법 제23조에 의

효력을 다투거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반하여 행하여진 자신의 행 의 정당성

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고 하여 분리이론과는 다른 내용의 결정을 하

고 있다.”고 주장한다. 김문 , 게논문(2004), 31면.

184) 동법은 1989. 12. 30. 법률 제4174호로 제정되었으나 그 후 사회 ․경제 상황

의 변화로 인하여 시행된 지 채 10년도 못되어 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

지되었다.

185) 헌재 1999. 4. 29. 94헌바37등, 례집 11-1, 289, 30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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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입법자에 의하여 일단 형성된 구체 권리가

그 형태로 원히 지속될 것이 보장된다고까지 하는 의미는 아니다. 재산권

의 내용과 한계를 정할 입법자의 권한은, 장래에 발생할 사실 계에 용될

새로운 권리를 형성하고 그 내용을 규정할 권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과

거의 법에 의하여 취득한 구체 인 법 지 에 하여까지도 그 내용을

새로이 형성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

자의 권한이 무제한 인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입법자는 재산권을 새로이

형성하는 것이 구법에 의하여 부여된 구체 인 법 지 에 한 침해를

의미한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산권의 내용을 새로이 형성하

는 규정은 비례의 원칙을 기 으로 단하 을 때 공익에 의하여 정당화되

는 경우에만 합헌 이다. 즉, 재산권의 내용을 새로이 형성하는 법률이 합

헌 이기 하여서는 장래에 용될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여야 할 뿐만 아

니라, 한 과거의 법 상태에 의하여 부여된 구체 권리에 한 침해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다.”186)

(4) 헌법재 소는 이어서 1999. 10. 21. 도시계획결정 후 장기간 이를 집

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재산권에 가해지는 사회 제약을 완화하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법 제4조를 심 상으로 한 97헌바26 헌소

원 사건187)에서도, “도시의 건 한 발 을 도모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할 목

등으로 도시계획시설에 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통하여 도시계획

186) 동 례집 306면. 다만 헌법재 소는 결론 으로, 택지소유의 상한을 정한 동법

제7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 이 부터 이미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택지소유자

의 재산권 신뢰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칙 제2조 제1항 제2항, 아

무런 기간의 제한이 없이 고율의 부담 을 계속 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한 제24조 제1항, 동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가 있은 후에도 부

담 의 부과를 가능하도록 하는 범 내에서 부담 부과의 근거조항이 되는 동

법 제19조 제1호 제2호는 모두 헌법에 반된다고 하면서, 이들 규정이 헌

결정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된다면 택지소유 상한제도 체의 효력이 상실

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유로, 재 8:1의 의견으로 헌법

재 소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취지에 따라 법 부에 하여 헌결정을 선고하

다(동 례집 347-348면). 이 결정에는 이 모 재 의 반 의견(합헌의견)이

있다(동 례집 348면이하).

187) 이 결정도 독일연방헌법재 소의 “소정원” 결과 비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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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시행시까지 토지사용을 제한하는 도시계획법 제4조는 입법자가

토지재산권에 한 권리와 의무를 일반․추상 으로 확정하는, 재산권의 내

용과 한계에 한 규정이자 재산권의 사회 제약을 구체화하는 규정이다

(헌법 제23조 제1항 제2항).” 라고 하면서, 그 심사기 으로서 89헌마

214등 사건과 마찬가지로 “토지재산권에 한 제한입법은 토지의 강한 사

회성 내지는 공공성으로 말미암아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나, 역시 다른 기본권에 한 제한입법과 마찬가지로

과잉 지의 원칙(비례의 원칙)을 수해야 하고 재산권의 본질 내용인 사

이용권과 원칙 인 처분권을 부인하여서는 안된다. 특히 토지재산권의

사회 의미와 기능 법의 목 과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당해 토지재산권

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 다.188)

그리하여 결론 으로,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를 결정

당시의 용도 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재산권

의 제한은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 제약을 비례의 원칙에 합치하게 합헌

으로 구체화한 규정이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말미암아 종래의

용도 로도 토지를 사용할 수 없거나 사 이용권이 완 히 배제되는 경우

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아무런 보상 없이 장기간(10년이상) 이를 감수하

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 이러한 부담은 법이 실 하려는 한 공익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과도한 부담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러한 에 있

어서 비례의 원칙에 반되어 당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

하는 헌 인 규정이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성은 ‘도시계획시설결

정’이란 제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행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의 장기 인 시행지연으로 말미암아 토지소유자에게 발생하는 사회 제약

의 범 를 넘는 가혹한 부담에 하여 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에 있다.”

고 하여 역시 재 8: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결정( 계속 용명령)을

선고하면서,189)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국민의

188) 헌재 1999. 10. 21. 97헌바26, 례집 11-2, 383, 407-408.

189) 이 결정에서도 재 1인의 반 의견은, “…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를

도시계획시설(학교)로 지정하고 고시한 것은 입법목 달성을 한 불가피한 규

제이므로 헌법상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춘 것이다. 비록 이 규제로 인하여 연

차별 집행계획 수립 후에 지사용이 제한되나, 입법목 에 반하지 않는 범

안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보장되어 있고 소유권자의 처분을 제한하

는 것도 아니므로, 이와 같은 토지재산권의 제한은 그 자체에 내재된 사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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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을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게 합헌 으로 제한하기 해서는, 가혹

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으로 허용된 한계를 넘은 경우 입법자가 합헌

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에 하여 ‘ 보상규정’을 두거나 아니

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 ‘토지매수청구권’ 는 ‘수용신청권’ 등와 같

이 보상에 갈음하거나 는 손실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는 등 재

산권의 침해와 공익간의 비례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있

을 수 있다.”고 시하 다.190)

(5) 한편, 89헌마214등 결정과 97헌바26 결정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이 선

고됨에 따라 그 취지를 반 한 입법이 이루어졌는데, 2000. 1. 28. 법률 제

6241호로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리에 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개발제

한구역의 지정에 한 “調整” “解除”와 같은 제한의 부분 완화조치를

규정하 고(동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2조), “買受請求權”에 하여도 규정

하 다(제16조 내지 제19조).191) 도시계획법도 같은 날인 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문개정되어 도시계획시설에 한 도시계획결정의 고시

약에 불과한 것이다. 법익의 비교형량 면에서도 지소유권자가 입는 불이익보

다 공공복리에 기여하는 이익이 더 크고, 입법목 달성을 한 합리성․필요성

을 갖추었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 기본권제한의 한계요건을 벗어나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하여 합헌의견을 제시하 다(재 이 모의 반 의견. 동

례집 423면이하).

190) 동 례집 416-417면.

191) 헌법재 소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등의 행 를 제

한하는 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리에 한특별조치법(2000. 1. 28. 법률 제6241

호로 제정되고 2002. 2. 4.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11조 제1항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수선 등 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 는 시장ㆍ군수 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에 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하 다(헌재 2004. 2. 26. 2001헌바80등, 공보 90,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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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지목이 垈인 토지의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 고(제40조), 도

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하여 그 결정 고시일부터 20년

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는 “失效制度”를 도입하 다(제41조).192)

다만 이들 법에서는 손실보상에 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 밖에 자연공원법이 2001. 3. 28. 법률 제6450호로 문개정되면서 자연

공원의 “폐지” 는 “구역변경”에 하여 규정하 고(동법 제8조, 동법시행

령 제4조), 공원사업의 시행을 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원사업에 들어가는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收用 는

使用할 수 있고 이 경우 토지수용법을 용하도록193) 규정함으로써(동법 제

22조), 이에 한 “損失補償”은 물론 “還買權”행사도 가능하게 되었다(동법

시행령 제16조). 한 동법 제77조와 제78조에서는 자연공원의 지정으로 인

하여 자연공원 안에 있는 토지를 종 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히 감소된 토지의 소유자로서, 자연공원의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를 계

속 소유한 자(제1호) 그 자로부터 그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제2호)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 다.194) 이러한 계법률의 제ㆍ개정이

헌법재 소의 결정들 때문인 것임은 물론이다.

(6)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독일의 분리이론에서는 재산권을 제한하는 법

률규정의 스펙트럼으로서 ‘보상이 필요없는 재산권내용규정’과 ‘보상의무

192) 한편, 도시계획법은 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어 2003. 1. 1.부터 시행

된 국토의계획 이용에 한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국토이용 리법과 함께 같

은 날 폐지되었는데, 매수청구권규정과 실효규정은 국토의계획 이용에 한

법률 제47조 제48조에서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193) 2002. 2. 4. 법률 제6656호 개정으로 2003. 1. 1.부터는 ‘공익사업을 한토지등의

취득 보상에 한법률’을 용함.

194) 다만, 행 제한 후 買受 는 收用까지의 기간 동안의 손실에 한 보상규정이 없

는데, 이 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리에 한특별조치법’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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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의무) 있는 재산권내용규정’, 그리고 형 인 ‘공용침해(수용ㆍ사용

ㆍ제한)’의 3가지 역이 존재할 수 있다.195) 헌법재 소는 헌법 제23조 제3

항에 의하여 반드시 보상을 해야하는 ‘공용침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필요에 따라 특정 재산권을 강제 으로 수용․사용․제한하는 것”이라

고 하 고,196) 이 재산권의 ‘수용’이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공권

력 ㆍ강제 박탈을 의미하고, 강제 박탈이란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

에 반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시하 다.197)

한편 2자와 후자( 형 인 공용침해)의 차이는, 후자의 경우 그 심사기

이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바 “공공필요”에 의한 수용ㆍ사용ㆍ제한

인지 여부와 “법률에 의한 ( 는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보상”이 주어졌는

지 여부가 되는데 반하여,198) 2자의 ‘재산권내용규정’의 경우는 기본 으

로 “비례의 원칙”과 “평등원칙”이 심사기 이 된다199)는 이다. 한, ‘보

상의무(조정의무) 있는 내용규정’(ausgleichspflichtige Inhaltsbestimmung)에

서 말하는 보상(Ausgleich)과 ‘보상의무 있는 공용침

해’(entschädigungspflichte Enteignung)에서 말하는 보상(Entschädigung)은

그 의미가 다르다는 이다.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한 손실보상은 보

상을 원칙으로 하는 반면,

195) 분리이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종래의 경계이론의 입장에 서는 경우에는 ‘보상이

필요없는 사회 제약’(우리헌법 제23조 제1항, 제2항의 경우)과 ‘보상이 필요한

재산권제한’(같은 조 제3항의 경우)으로만 나 게 될 것이다. 89헌마214등 결

정과 97헌바26 결정에서 반 의견(합헌의견)을 제시한 이 모 재 과, 아래에

서 보는 2000헌가11등 결정에서 반 의견(단순 헌의견)을 제시한 권성ㆍ주선회

재 의 입장이 이러한 견해인 것으로 보인다.

196) 헌재 1997. 11. 27. 96헌마279, 례집 9-2, 733, 742.

197) 헌재 1998. 3. 26. 93헌바12, 례집 10-1, 226, 243; 2000. 6. 1. 98헌바34, 례집

12-1, 607, 618.

198) 헌법재 소 례에 의하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공권력 ㆍ강제 박탈을

의미하는 ‘공용수용’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는 로, “첫째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 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 필요성이 있을

것, 둘째 수용과 그에 한 보상은 모두 법률에 의거할 것, 셋째 정당한 보상을

지 할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헌재 1994. 2. 24. 92헌가15등, 례집 6-1,

38, 56; 1998. 3. 26. 93헌바12, 례집 10-1, 226, 243; 2000. 4. 27. 99헌바58,

례집 12-1, 544, 552; 2000. 6. 1. 98헌바34, 례집 12-1, 607, 617-618).

199) 그 밖에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재산권의 “본질 내용 침해 지 원칙”도 심사

기 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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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의무 있는 내용규정에서 말하는 보상은 헌성 제거의 차원에서 주

어지는 보상(조정)이므로 매수청구권, 수용신청권의 부여, 지정의 해제,

보상, 기타의 수단 에서 입법자가 구체 인 방법과 차를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말하자면 재산권 형성행 의 합헌성을 보장하는 하나의

“균형추”인 셈이다.200)

한편, 2003. 8. 21. 선고된 2000헌가11등 사건에서는 3가지 역이 동

시에 재 들의 견해로 표출되었다.

즉, 헌법재 소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

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리할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으로 귀속되도록 한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단 부분을 용하는 구

주택건설 진법 제33조 제6항(제8항)”이 헌법 제23조에 반되지 않는다는

합헌결정을 선고하 다.201) 이 결정에서, 재 4인은 이 사건 조항은 가

능한 최소한의 범 에서 재산권의 사회 제약을 도모하는 법률조항이고

사업주체에 한 기본권의 제한과 이를 통한 공익목 의 달성 사이에는 법

익의 형량에 있어 합리 인 비례 계가 유지된다고 할 것이므로 과잉 지

의 원칙에 배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합헌의견을 내었고,202) 재 3인

은 이 사건 조항이 헌법 제2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규정이자 재산권에 한 사회 제약을 구체화한 규정이라

고 보는 합헌의견에는 동의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이 사건 조항은 비례의

원칙에서 요구되는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배된다는 이

유로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었다.203)

이들 재 7인은 이 사건 조항에 의한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이 헌법

제23조 제1항․제2항에 근거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한 규정에 해당

하는지, 아니면 제23조 제3항에 근거한 재산권의 수용을 정한 것인지를

단함에 있어서는 그 상이 된 토지 하나하나에 한 제한의 효과를 개별

200) 김성수, 게서(2004), 689면.

201) 헌재 2003. 8. 21. 2000헌가11등, 례집 15-2상, 186.

202) 윤 철ㆍ한 ㆍ김 일ㆍ송인 재 의 합헌의견. 례집 196-203면.

203) 하경철ㆍ김효종ㆍ김경일 재 의 헌(헌법불합치)의견. 례집 203-2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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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석할 것이 아니라, 토지에 걸친 제한의 효과를 종합 이고

유기 으로 악하여 그 제한의 성격을 이해하여야 한다. … 이 사건 조항

은 국민의 쾌 한 주거공간 확보를 한 주택건설사업과 련하여 택지를

효율 으로 개발하고, 이에 수반되는 공공시설을 여하히 원활하게 확보하며

유지․ 리할 것인가에 주안 을 두고 공공시설과 그 부지의 권리귀속 계

를 정한 규정이다. 즉, 이 사건 조항은 그 규율형식의 면에서 개별․구체

으로 특정 재산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려는 데 그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

라 일반․추상 으로 사업지구내의 공공시설과 그 부지의 이용 소유

계를 정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 규율목 의 면에서도 사업주체의 법 지

를 박탈하거나 제한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인의 이해 계가 얽 있

는 주택건설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재산권의 제약을 받는 사업주

체의 지 를 장래를 향하여 획일 으로 확정함에 그 이 있다고 할 것

이어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한 것으로 그 성격을 이해함이 상당하

다.”고 보았다.204)

한편, 재 2인의 소수의견은 이 사건의 문제는 헌법 제23조 제1항이나

제2항의 문제가 아니라 제3항(‘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ㆍ제한

에는 정당한 보상이 필요’)의 문제이고,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단이

규정하는 ‘공공시설부지 등 소유권의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로의 귀속’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에 해당하고 그 귀속을 무상이라고 규정한 것은

수용에 한 보상을 배제한 것이므로 이는 보상없는 수용을 지한 헌법

제23조 제3항을 정면으로 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단순 헌 의견을 내었

다.205)

204) 례집 198-199, 203면.

205) 권 성ㆍ주선회 재 의 헌의견. 례집 209-2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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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설의 경향

(1) 부정 인 입장

강 호 교수는, 우리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개념은 자갈채취 결 이후

의 독일연방헌법재 소의 수용개념과 유사하고, 동 조항의 수용ㆍ사용ㆍ제

한은 독일연방최고법원이 사용하던 의의 수용개념(공용침해)과 비교할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헌법 제23조 제3항은 그 규정형식으로 보아 독일기본법

제14조 제3항과는 명백히 다르므로 분리이론을 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한

다. 한 분리이론이 독일에서조차 비 받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우리헌법

제23조를 굳이 분리이론에 맞추어서 해석할 필요는 더더구나 없다고 한

다.206)

박균성 교수는 헌법재 소의 89헌마214등 결정을 비 하면서, “개발제

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행사의 제한은 공공필요(도시의 무질서한 확

산을 막고 도시주변에 녹지공간을 확보할 필요)를 한 공용제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행사의 제한과 그

에 한 권익구제의 문제를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제한과 손실보상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 으로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후에도

종 의 용법 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한 원칙상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

회 제약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법상 토지를 종래의 목 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지인 토지에 건축이

지되거나 심히 제한되는 경우) 는 실질 으로 토지를 종래의 용법 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수로의 폐쇄 등으로 농지에서 사실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 제약의 한계를 넘는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야 한다.”고 고 있는데,207) 분명하지는 않지만 동 교

수는 분리이론에 하여 비 이고 경계이론의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보

인다.

206) 강 호, 게논문(2003), 93ㆍ94면.

207) 박균성, 게서(2002), 133-1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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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종 교수는 우리 헌법재 소의 그린벨트 결정이 독일연방헌법재 소

의 자갈채취 결에서 취한 분리이론을 수용한 것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

다고 하면서, 독일연방헌법재 소가 다룬 수용개념은 우리 헌법의 사용ㆍ제

한을 제외한 좁은 의미에서의 수용개념인데 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

로 인한 재산권제한은 이른바 ‘공용제한’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독일의 용어

개념에 의할 때 그것은 수용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자갈채취 결의 논리에 따라 공용제한으로 인한 손실에 한 보상

청구권의 근거를 설명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이 에서 헌법재 소의

그린벨트 결정은 논리 개의 제가 부당하 다는 비 을 면하기 어렵다고

한다.208)

이 윤 교수는, 분리이론은 범 한 입법형성권과 의의 수용개념(공용

침해)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상 수용될 수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첫

째 재산권침해의 원인행 의 법성 여부에 따라 손해 보제도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고, 둘째 ‘수용’보상은 지불의 의미를 가지며 ‘사용’보

상은 사용료의 문제이고 ‘제한’보상은 국가의 재산 책임의 문제라는 에

서 그 용법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공필요에 의한 수용ㆍ사용ㆍ제한을

손실보상이라는 하나의 법리로 설명하는 것은 부당하며, 셋째 행헌법 제

23조 제3항은 불가분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독일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그리

하여 동 교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제한에 하여는 헌법 제23

조 제1항 제2문의 재산권의 내용 한계규정 뿐만 아니라 제23조 제3항도

동시에 용되어야 하며, 제23조 제3항은 보상의 요부를 입법형성권에 맡기

고 있으므로 헌법 제23조에 한 한 헌의 문제가 등장할 여지가 없음에

도 불구하고 헌법재 소가 독일의 분리이론을 채택하여 도시계획제한에

한 헌 단의 거로 헌법 제23조 제3항을 배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209)

208) 석종 , “도시계획결정과 손실보상”,「공법연구 제28집제3호」(한국공법학회 2000.

3), 47-48면.

209) 이 윤/김민호, 게서(2002), 351-3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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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 교수는, 독일의 연방헌법재 소의 분리이론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재 소의 견해는 우리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체계 특히 우리 헌법 제23

조 제3항과 독일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차이를 간과하 으며, 독일 연방헌

법재 소의 분리이론 자체도 보상이 필요없는 사회 제약과 보상의무 있

는 재산권내용규정 사이에서 여 히 법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다는 때

문에 독일내에서도 비 이 있는 등을 들어 우리 헌법재 소가 이를 받

아들인 것에 하여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리하여 동 교수는 헌

법재 소가 89헌마214등 사건 97헌바26 사건에서 심 상법률의

헌성을 이른바 분리이론에 의존하여 헌법 제23조 제1항 제2문과 련하여

검토한 것은 잘못한 것이며, 이들 사건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나 도시

계획시설의 부지지정이 경우에 따라서는 계인에게 재산권의 사회 제약

을 넘는 특별한 희생이 발생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하여 보상규

율을 두지 않은 해당법률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고 비 하고 있다.210)

홍 형 교수는, 독일연방헌법재 소의 자갈채취 결에 의하여 표명된 분

리이론은 우리나라 헌법 제23조의 구조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며, 헌법 제23

조의 구조상 제1항 제2항에 의한 재산권의 사회 제약을 넘는 재산권

침해는 곧 제23조 제3항에 의한 손실보상의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보는 것

이 올바른 헌법해석이라고 주장한다. 독일 같으면 ‘보상을 요하는 재산권내

용규정’에 의한 재산권침해는 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의한 수용보상의 상

이 아니라, 그 침해조치에 한 취소소송 는 보충 으로 기본법 제14조

제3항과는 별개의 법규정이나 법원칙에 의한 손실보상의 상이 된다고 하

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러한 재산권침해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재산권

에 한 ‘공용제한’으로서 ‘공용수용’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조항에 의한 손

실보상의 상이 된다는 것이다. 즉, 보상을 요하는 재산권내용규정에 의하

여 재산권에 한 과도한 제한을 받은 피해자가 설령 그 헌성을 확인받

는다 하더라도, 이 경우 수용유사침해보상과 같은 법리가 인정되지 않

210) 정하 , 게논문(2003), 79-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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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상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이를 국가배상제도를 통해 구제받기

해서는 ‘입법작용에 한 국가배상’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러

한 경우 우리나라 헌법 제23조 제3항을 연속성모델(경계이론)에 의해 이해

한다면 피해자가 추구하는 손실보상은 공용침해(수용ㆍ사용ㆍ제한)에 한

손실보상의 법리에 의하거나 수용유사침해보상의 법리에 의해 용이하게 달

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211)

(2) 정 인 입장

최갑선 박사는 헌법재 소의 그린벨트 결정이 있기 에 발표한 논문

에서 분리이론에 하여, “지 까지 보상없는 사회 제약으로만 불완 하

게 이해된 재산권의 내용- 한계규정은 그 자체로서 재산법 역의 형성

에서 여러 가지 신축 인 규율가능성을 제공해 주고 있다. 특히 다양한 경

과규정과 특수한 조정 보상(Ausgleichentschädigung)은 실 으로 어려

움을 주는 복잡다단한 재산권 침해사례를 재산권의 내용- 한계규정 내

에서 효과 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부여해 다.”고 평가하면서, “헌법

제23조 제1항 제2문에 의거한 재산권의 내용- 한계규정이라는 법제도는

그 법이론 내용 속에서 재 는 미래에서 발생하는 재산권 침해사례를

새로운 각도에서 조망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보았다.212)

강태수 교수는, “재산권의 내용규정과 공용침해는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별개의 제도이다. 재산권의 내용규정은 재산권에 한 ‘정의행 ’이고, 공용

침해는 재산권에 한 ‘박탈행 ’이다. 입법자는 일반 ㆍ추상 으로 재산권

질서를 형성하고 형성된 기존의 재산권질서를 변경한다. 이 게 형성ㆍ변경

된 기존의 재산권질서를 제로 해서 외 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무 뜨

리는 것이 공용침해이다. … 입법자가 양자를 자유로이 선택할 권한은 없

다. 내용규정 수용규정에 한 구성요건은 헌법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입

법자가 양자의 구성요건 헌법 정당성 근거를 자의 으로 선택할 수

없다.”고 하여 극 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으로 보인다.213)

211) 홍 형, 게서(2001), 304ㆍ309면.

212) 최갑선, 게논문(1995), 296면.

213) 강태수, “분리이론에 의한 재산권체계”, 「고시연구 366호」(고시연구사 2004.

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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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 교수는 “수용 등의 효과를 실제로 낳는 입법을 하면서도 보상규

정이 없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 어 볼 수 있는데, 첫째 수용이 상되면서

도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와 둘째 재산권의 내용결정의 경우에 이에

부수 으로 사 에 측할 수 없는 비 형 이고 불측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헌 인 입법으로 무효가 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법 자체를 헌으로 무효화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당해 조치를 행정작용을 통하여 구체화한 경우에는

입법으로 당해 침해(가혹한 부담)를 보할 수 있는 이해조 인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설명함으로써, 분리이론을 수용하고 있다고 보인다. 다만

동 교수는 89헌마214등 결정에 하여는, “헌법재 소는 사 유용성을

박탈하는 입법에 하여 보상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

다고 시하 는데 재산권에 한 규율을 하면서 통상의 한계설정을 떠나

서 가혹한 부담이 될 것인지를 입법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

움이 따른다. 우선 입법자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경우에 따라

서는 ‘가혹한 부담을 래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식의 규정

을 둘 것도 상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수용

에 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라는 의미와 부합하지 아니한다. 헌법재 소의

이 결정은 토지재산권의 사회 의무를 히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입법

자에게 무리한 부담을 지울 우려가 있다.”고 비 하고 있다.214) 즉, 헌법재

소의 재산권보장 구조에 한 해석, 즉 분리이론에는 찬성하지만 이 사안

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보상의무 있는’ 내용규정이라는 에는 동의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215)

정남철 박사는, “종래 학설은 ‘가치보장’의 에서 주로 손실보상의 요

건에 해서 논하 고 그 이유 의 하나는 종래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214) 김 수, “재산권보장의 구조와 사회 의무”, 「공법연구 제28집제3호」(한국공

법학회 2000.3), 61-62면.

215) 김 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보상문제”, 「행정법연구 제7호」(행정법이론실

무학회 2001.하반기), 3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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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에 보상규정의 흠결로 인하여 법률상 수권없이 재산권을 제약

는 침해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주요 심사는 손실보상의 확 에 있었

다. 그러나 독일 연방헌법재 소의 분리이론의 요체는 ‘존속보장’에 있으며

이러한 존속보장이 어려운 경우에 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보상을 통한 ‘가

치보장’이 고려된다. … 다만, ‘보상이 필요한 공용침해’와 ‘보상이 필요없는

내용제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계 역에 한 논의는 이른바 ‘조정 보

상의무 있는 내용규정’을 극 으로 검토함으로써 분리이론이 가지는 문제

을 행법제하에서도 합리 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결론 으로 우리헌법 제23조의 해석에 있어서도 존속보장의 에서 독일

연방헌법재 소의 분리이론을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설명하고 있다.216)

한편, 정연주 교수는 재산권 련 법률은 기본 으로 다음 3가지의 경우

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한다. 첫째, 헌법 제23조 제1항 제2문의 규정에 근거

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로서 이는 재산권에 하여 그의

실정법상의 형태를 부여한다. 둘째, 헌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한 공

용침해법률로서 이는 공공필요에 따른 재산권에 한 수용ㆍ사용ㆍ제한의

근거가 되며 따라서 그에 한 보상을 필요로 한다. 셋째, 헌법 제23조 제1

항 제2문에 따른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한 규정의 범 를 넘어선, 다시

말해 재산권에 한 단순한 사회 기속(헌법 제23조 제2항)의 한계를 넘어

서고 따라서 보상을 필요로 하지만 입법자가 법률제정시 공용침해를 견

하지 못했거나 허용하지 않았고 따라서 보상규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법

률이다.217) 이와 같이 동 교수는 소 분리이론을 인정하고 있는 듯하나,

89헌마214등 결정에서의 도시계획법 제21조와 같이 그러한 제한이 일반

으로 수인할 수 있는 사회 기속의 범주라면 보상이 필요없지만 특별희

생을 야기하는 경우라면 보상을 요하는 공용침해법률이며 따라서 보

216) 정남철, 게논문(2004), 384-385면.

217) 정연주, “재산권보장과 이익형량”, 「공법연구 제29집제3호」(한국공법학회 2001.

5), 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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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규정이 존재해야 하는데 보상규정이 없으므로 이는 불가분조항 원칙의

반이자 헌법 제23조 제3항 반이라고 함으로써,218) 헌법재 소의 결

정에 하여는 비 인 입장이다.

다. 평가

(1) 와 같이 우리 헌법재 소가 독일연방헌법재 소의 분리이론을 받

아들인 것에 하여 학설의 다수는 반 내지는 신 한 태도를 보이고 있

다. 그 이유로는 첫째, 무엇보다도 우리헌법 제23조 제3항의 이른바 공용침

해의 개념이 독일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Enteignung 개념보다 넓다는 것이

다. 즉, 우리헌법 제23조 제3항이 “수용ㆍ사용 는 제한”이라고 규정한 것

은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독일의 바이마르헌법 이래로 의의 수용개념이

‘사용’과 ‘제한’을 포함한 의의 수용개념 즉 “공용침해” 개념으로 이해되던

때에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서 독일연방헌법재 소가 소 “자갈채취” 결

로 고 인 의의 수용개념으로 돌아가면서 정립한 분리이론은 우리헌법

과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분리이론에 의하면 입법자가 상

하지 못하 으나 수인의 한계를 넘는(사회 제약을 넘는) 특별한 희생에

한 보상이 배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독일의 분리이론을 따

르면 보상청구를 할 수 없고 수용처분에 한 취소소송으로써 다투어야 하

는데, 이미 쟁송기간을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 다면 보상의 가능성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219)

한편, 보상규정 없는 재산권침해가 보상을 요하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

는 경우 그 손실보상청구권의 근거와 련한 문헌상의 학설은 헌법재 소

의 그린벨트 결로 그 가치를 상실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즉,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일부 토지소유자에게 사회 제약의 범 를 넘는 가

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외 인 경우에 하여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에

218) 정연주, 게논문(2001), 59-60면.

219) 정남철, 게논문(2004), 377-37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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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성이 있어 보상을 하여야 하지만, 보상의 구체 기 과 방법은 헌

법재 소가 결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범 한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

자가 입법정책 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보상입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손실

보상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권침해를 행하는 법

률이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 그 재산권침해가 사회 제약의 한계를

넘는 특별한 희생이 되어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경우라도 피해자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용에 한 헌무효설, 직 효력설, 유추 용설 등의 학

설을 근거로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보상입법을 기다려 그 보상

입법에 따라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는바,220) 헌법재 소가

일면에서는 보상규정 없는 법률에 의한 재산권침해 헌성이 있어 보상

을 요하는 공용제한의 경우를 인정하여 재산권의 사회 제약의 한계를

정하면서도 타면에서는 보상입법을 통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를 요구하

고 있는데, 이는 결과 인 에서 보면 손실보상을 정하면서도 동시에

손실보상을 사실상 부인하는 논리가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221)

(2) 살피건 , 독일에서 분리이론이 연방헌법재 소를 통하여 정립된 배

경에는 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해석에 한 불가분조항의 엄격성, 이를 탈

피하고자 하는 연방민사법원 는 연방행정법원의 의의 수용개념 수

용유사침해와 수용 침해 이론, 그리고 통 인 희생보상론의 습법( 례

법) 등이 뒷받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헌법과 법

원의 례는 독일의 경향과 다르다. 즉, 우리에게는 희생보상론의 습법(

례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법원은 수용유사침해론을 인정하는데 여 히

소극 이며 불가분조항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여진다. 더욱이

220) 헌법재 소의 견해(분리이론)를 그 로 따른다면 이른바 수용유사 침해이론이

나 유추 용설은 그 존립기반을 찾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같은 취

지라고 할 것이다. 김성수, 게서(2004), 688면.

221) 석종 , 게논문(2000), 48면. 동 교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의한 공용제한

이 재산권의 사회 제약의 한계를 넘어 보상을 요하는 특별한 희생이 되는 경

우는 이른바 ‘수용유사의 침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헌법재 소가 례법

으로 승인하고 유추 용설의 경우처럼 손실보상청구권을 정하는 수용유사침

해법리를 례법으로 승인하는 방법을 통해 손해 보제도의 흠결을 메꾸는 것

이 타당한 방향이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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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헌법 제23조 제3항은 그 문면상 이미 의의 수용개념인 공공필요

에 의한 “수용ㆍ사용 는 제한”을 손실보상의 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

라서 독일에서의 분리이론을 그 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은 나름 로

설득력이 있다고 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까지의 통 인 소유권 주의 사상이 20세

기 들어 재산권의 사회 기속성이 강조되고, 행정의 복잡하고 다양한

성격, 그리고 국가 내지는 국민 체의 이해 계가 련된 도시계획 내지는

자연보호에 한 법률에서 공익을 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일반 ㆍ추상

으로 규율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불가피한 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에서 우리헌법 제23조의 구조를 제1항 제2항의 “재산

권내용규정”과 제3항의 “공용침해규정”으로 나 어 고찰하는 것은 독일의

분리이론이 가지는 문제 에도 불구하고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

된다. 이러한 근방법은 독일기본법 제14조 제3항과 우리헌법 제23조 제3

항의 규정내용이 같지 않다고 하여 결정 인 걸림돌이 될 수는 없다고 본

다.222) 다만, 우리 헌법재 소가 재산권제약법률에 하여 재산권내용규정

으로 성격을 규정짓고, 그에 따라 합헌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 보상의

무(조정의무)로서 보상 외에 매수청구권이나 지정해제 등의 “보상조치”

를 부여함에 있어 입법자에게 범 한 재량을 인정함으로써, 그와 같은 보

상조치의 요건이 엄격한 경우에는 재산권을 비례의 원칙에 어 나게 제약

받고 있는 국민으로서는 실질 으로 “손실보상”의 기회를 상실할 우

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입법자의 보상조치에 한 통제는 개별

사건에서 일반법원의 결로 는 차후에 헌법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에는

헌법재 소의 단에 의하여 구체화될 것이다.

(3) 한편, 독일연방헌법재 소의 분리이론의 핵심내용 하나는 개인이

자신에게 취해진 국가의 조치가 ‘공용침해’라고 주장하는 경우 당해 재산권

침해 법률에 보상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민사법원에 손실보상을 청구할

222) 이 경우 제23조 제3항의 ‘수용’은 재산권의 면 박탈로, ‘사용’은 재산권

가분 인 권리인 사용권의 박탈로, ‘제한’은 재산권 분리될 수 있는 기타 권

리의 박탈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견해로 강태수, 게논문(20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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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그러한 보상청구권규정이 없다면 행정법원에 그 침해행 의 취

소를 청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취소소송과 보상소송간의 선택권 부정). 그

런데 우리 헌법재 소는 처음으로 분리이론을 받아들인 89헌마214등 결

정223)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설시를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 후 1999.

10. 21. 선고한 97헌바26 결정의 경우 당해사건은 손해배상청구의 민사

소송224)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안 단(헌법불합치)을 하 고, 2003. 4. 24.

선고된 99헌바110등 자연공원법 제4조 등 헌소원 결정의 경우에도 당해

사건은 손실보상청구나 부당이득 등반환청구의 민사소송225)이었는데 역시

본안 단(합헌)을 하 다. 그리고 2003. 11. 27. 선고한 2001헌바35 증권거래

법 제191조의7 제3항 등 헌소원 결정의 경우도 당해사건은 국가를 상

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226)이었음에도 본안 단(합헌)을 하 다.227)

우리 헌법재 소가 독일연방헌법재 소의 분리이론 “취소소송과 보상

소송간의 선택권 부정” 부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인지 아직은 분명

223) 이 사건의 당해사건은 서울고등법원 89구1928 건물철거 집행계고처분취소(89헌

마214), 법원 89 770 건물철거 집행계고처분취소(90헌바16) 서울지방법원

96가합90820 손실보상 (97헌바78) 청구소송으로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함께

들어 있었다.

224) 서울지방법원 92가합62797 손해배상(기). 이 사건은 헌법재 소의 결정 이 인

1997. 5. 29. 원고패소 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그 무렵 확정

되었다.

225) 99헌바110 사건의 당해사건인 서울지방법원 99가합84239 손실보상 청구사건은

1999. 12. 1. 원고패소 결 후 서울고등법원 2000나1039호로 항소하 으나 헌법

재 소의 합헌결정 후인 2003. 5. 9. 원고가 항소를 취하하여 확정되었고, 2000

헌바46 사건의 당해사건인 서울지방법원 95가단104824 부당이득 등반환 청구

사건은 2002. 10. 22. 원고패소 결 후 서울 앙지방법원 2002나54751호로 항소

하 으나 헌법재 소의 합헌결정 후인 2003. 7. 23. 항소기각 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역시 그 무렵 확정되었다.

226) 서울지방법원 2000가단82805 손해배상(기). 이 사건은 2001. 4. 20. 원고패소

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서울 앙지방법원 2001나33672호로 항소하 으나, 헌법

재 소의 합헌결정 후인 2003. 12. 24. 항소를 취하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227) 다만, 법률에 의한 소유권이 이 문제가 된 헌재 2003. 8. 21. 2000헌가11등 사건

의 경우에는 입법수용이냐 내용규정이냐를 두고 재 들의 의견이 나뉘었는데,

사안의 성격상 당해사건은 소유권이 등기청구의 민사소송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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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으나, 만일 앞으로도 보상규정 없는 재산권제약법률에 한 헌법

소송 차에서 당해사건이 행정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가리지 않고 본안

단을 하게 된다면 독일연방헌법재 소의 분리이론과는 다른 우리 헌법재

소만의 “독특한” 는 “불완 한” 분리이론이 될 것이다.

(4) 한, 어떤 재산권제약법률이 있는 경우에 이를 헌법 제23조 제1항

제2항의 재산권내용규정으로 볼 것인지, 같은 조 제3항의 공용침해규정

으로 볼 것인지를 단함에 있어 헌법재 소가 독일연방헌법재 소의 를

따라 제시한 기 , 즉 “규율형식의 면에서 개별․구체 으로 특정 재산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려는 데 그 본질이 있는 것(공용침해규정)인지 아니면 일

반․추상 으로 그 이용 소유 계를 정한 것(재산권내용규정)인지” 라는

구별기 이 합당한 것인지는 개별 례가 집 됨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Ⅴ. 결 론

이상 독일 연방헌법재 소의 자갈채취 결 후속 결에 의하여 정립

된 분리이론과 이를 받아들인 우리 헌법재 소의 소 그린벨트 결정 등

일련의 결정에서 헌법상 재산권조항을 이해함에 있어 이른바 “재산권내용

규정” “공용침해규정”의 ‘분리’에 하여 살펴 보았다. 이러한 우리 헌법

재 소의 입장에 하여는 다수의 학자가 비 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

러나 우리헌법 종래 법원의 례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실에서 재산

권조항에 한 분리이론이 갖는 유용한 도구성은 이를 부인할 수 없다고

단된다.

우리 헌법재 소가 받아들인 분리이론은 기존의 손실보상이론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그리고 헌법재 소의 결정이 그 자체로 문제해결의 방향

을 지시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입법자와 궁극 으로는 일반법원에

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고 있는 측면도 있다. 한, 분리이론이 내세우고 있

는 ‘존속보장’ 우선의 명분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23조 제1항 자체는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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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과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상규정을 정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기 때

문에 국민의 재산권보호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로 헌법재 소가 보상없는 재산권제약법률에 하여 부분의 경우 재산권

내용규정으로 성격지우는 결론에 이를지도 모른다.228)

이제 우리 헌법재 소에 의해서 이러한 분리이론이 확립되어 가고 있는

실에서 문제는 국민의 재산권보호와 련하여 어떠한 규정이 재산권내용

규정이고, 반면에 어떤 것이 공용침해규정인지에 한 구체 인 기 의 설

정이 헌법재 소에 남아 있는 과제라고 할 것이다.

228) 컨 , “보통 일정한 목 에서 토지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재산권제한이라

고 악하기 쉽지만 이는 재산권제한이 아니라 그 범 만큼 재산권을 형성하는

규정인 것이다. 건축법, 자연공원법, 도시계획법상의 사용권 처분권의 제한은

기존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지만, 그 독자 인 가분성이 결여되어 있

으므로 공용침해가 아니라 재산권 질서를 형성하는 재산권의 내용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에 경계이론에 의하여 공용침해로 인정되었던 많은 재산권제한

은 이제 일정한 범 내에서 재산권을 형성하는 내용규정에 편입되는 결과가 되

었고, 그만큼 개인은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견해가 있다. 강태수,

게논문(2004), 30-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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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序論

다음과 같이 수사실무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두 가지 사안을 상정해 보자.

사안 1.

(1) A회사는 다른 기통신사업자로부터 인터넷 용회선을 임차하여,

그 인터넷 용회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이를 해 주고, 그 사람들

에게 인터넷 용회선 리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그들로부터 그 서비스

제공에 한 가를 받고 있는 기통신사업자이다.

(2) A회사의 직원 a는 경찰 으로부터 A회사를 수신인으로 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서를 받았는데, 경찰 은 그 서면에 의해 A회사에

해 B회사 노동조합 홈페이지 내의 자유게시 에 있는 게시물을 게시한 b의

속 치(IP Address)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 다.

(3) 이에 A회사의 직원 a는 경찰 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그 근거가 된 법률규정이 자신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b의 통신의

비 을 침해하며, 장주의를 반하 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 헌확인

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 다.

사안 2.

(1) b는 B회사에 근무하던 자로서 회사 노동조합의 임원이다.

(2) 서울지방경찰청 00경찰서장은 B회사에 수사 조의뢰라는 제목의 공

문으로 회사에서 운 인 인터넷 홈페이지 특정 주소에 속한 이

용자의 속로그 기록 일체, 사원번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속 IP, 속

시간 등과 B회사 직원 부의 이메일계정 일체에 한 자료를 보내 것

을 요청하 다.

(3) 이에 b는 경찰서장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이나 그 근거가

된 해당 법률규정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 등이 침해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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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여 그 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을 제기하 다.

(4) 그러나 B회사가 경찰서장에게 보낸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b에

한 사항은 락되어 있었다.

각 사안에서 사법경찰 이나 경찰서장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나

인터넷 웹사이트 운 자에 해 인터넷 게시물 게시자에 한 IP Address

나 속로그 기록, 이메일계정 등의 자료를 요청한 것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통신비 보호법 제13조 등 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 등의 규

정에 근거한 행 이다. 사안 1.은 기통신사업자의 직원이 제기한 헌법소

원이고, 사안 2.는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인 에 차이가

있다. 수사기 의 와 같은 수사 조요청이나 그 근거가 되는 각 법률

의 해당규정은 헌법에 보장된 통신비 이나 컴퓨터 통신에 의한 표 의 자

유,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장주의에도 반한다는 의심이

있으므로 이에 해 검토하기로 한다. 그리고 그 검토 상 법령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한 통신비 보호법 기통신사

업법의 련규정이다. 그러나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련된 이메일 메시지

내용, 채 룸내의 메시지, 자게시 에 게시된 게시물 등에 한 수사상

탐색 획득도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하게 련되어 있어 따로 떼어

고찰하기에 하지 않으므로, 이하에서는 자통신자료 반에 해 이를

수사상 취득할 때 등장할 수 있는 헌법 문제를 고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이하에서 사용하는 용어 통신사실 확인자료란 인터넷 서비

스업체(법령상의 용어인 기통신사업자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한다.)에

가입하여 그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나 특정 홈페이지 내지 웹사

이트 이용자 등의 로그기록, 인 사항, 그의 컴퓨터 IP 주소 등 비내용

정보(non-content information)를 말하고, 자통신 자료란 그와 같은 통신

사실 확인자료 뿐만 아니라 이메일 메시지 내용, 자게시 에 게시한 게시

물의 내용 등 내용 정보(content information)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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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한다. 그리고 원래 자통신 자료의 취득은 통 인 용어인 압

수․수색이라는 말로 묘사하기에는 부 한 이 있다. 따라서 이에 해

서는 “探索”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기로 한다. 컴퓨터 통신은 주로 섬

유를 이용해 송되고 음성 뿐만 아니라 상, 동 상, 문자 등의 형태로

상 방에게 달되며 통신사실 확인자료도 자 인 형태로 장되어 있는

데, 이를 취득하는 행 를 압수․수색이니 감청이니 도청이니 하는 용어로

표 하기는 부 하기 때문이다.1)

Ⅱ. 關聯法令 搜査技法

1. 關聯法令

수사상 자통신자료의 탐색 획득에 한 헌법 문제를 고찰하기

한 단 를 제공하는 법령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통신비 보호법

제2조(정의)

11. ‘통신사실 확인자료’라 함은 가입자의 기통신일시, 기통신개시․

종료시간,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 방의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그 밖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통신사실에 한 자료를 말한다.

제13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차)2) ① 검사 는 사법경찰 은 수

1) 이에 해서는 졸고, 형사 차상 컴퓨터 련증거의 수집 이용에 한 연구, 서

울 학교 법학박사학 논문(1997), 150쪽 참조.

2) 이는 2001. 12. 29. 법률 제6546호로 통신비 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신설된 것이다.

다만 그 시행시기는 동법 부칙에 의하여 공포된 후 3개월 후인 2002. 3. 29.부터이

다. 만약 그 시행이 에 있은 수사기 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 한

헌확인을 구하면서 심 상으로 이 통신비 보호법 조항을 시하는 것은 부

법하다고 하겠다. 헌재 2004. 5. 27. 2002헌마366 결정 참조. 다만 이 결정은 공간

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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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는 형의 집행을 하여 필요한 경우 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통

신사업자(이하 “ 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

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수사기 의 장은 국가안 보장에 한 해를 방지하기 하여

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 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

청할 수 있다.

③ 검사 는 사법경찰 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

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 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할지방

검찰청 검사장(검찰 는 군사법경찰 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

하는 경우에는 할 보통검찰부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을 수 없는 긴 한 사유가 있는 때에

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요청은 요

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 성, 필요한 자료의 범 를 기재한 서면(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 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후 지체 없이 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⑤ 검사, 사법경찰 는 정보수사기 의 장은 제3항 는 제4항의 규정

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때에는 당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

청서 등 련자료를 소속기 에 비치하여야 한다.

⑥ 지방검찰청 검사장 는 보통검찰부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사

실 확인자료제공요청을 승인한 황과 련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⑦ 기통신사업자는 검사, 사법경찰 는 정보수사기 의 장에게 통신

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자료제공 황 등을 연 2회 정보통신부장

에게 보고하고, 당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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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서 등 련자료를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7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⑧ 정보통신부장 은 기통신사업자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내용의 사실여부 비치해야 하는 장 등 련자료의 리실태를 검할

수 있다.

나. 통신비 보호법시행령3)

제3조의2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범 ) 법 제2조 제11호에서 “그 밖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통신사실에 한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컴퓨터통신 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한 컴퓨터통신 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2. 정보통신망에 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

국의 치 추 자료

3. 컴퓨터통신 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속하기 하여 사

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치를 확인할 수 있는 속지의 추 자료

제21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의 차) ① 검사 는 사법경찰 이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기

하여 할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 성, 필요한 자료의 범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 은 승인신청서를 할지방검찰청 는 지청에 제

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 한 사유

가 있는 때에는 모사 송 등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할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요청사

유 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검사 는 사법경찰 에게 통지하여야

3) 2002. 3. 25. 통령령 제17548호로 개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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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④ 검사 는 사법경찰 이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통신

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

료 제공요청서와 함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할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

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할지방검찰청 검

사장의 승인을 얻을 수 없는 긴 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

료의 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할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증명하

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의2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황보고) 시통신사업자는 법 제

1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공 황 등을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

내에 정보통신부 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4)

제54조(통신비 의 보호) ③ 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는 수사 서

의 장(군 수사기 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 의 장으로부

터 재 , 수사, 형의 집행 는 국가안 보장에 한 해를 방지하기 한

정보수집을 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

이라 한다)을 요청받은 때에 이에 응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화번호

5.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를 식별하기 한 이

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 는 해지 일자

4) 2002. 12. 26. 법률 제6822호로 개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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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통신비 보호법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

료의 구별

통신비 보호법 제2조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가입자의 기통신일

시, 기통신개시․종료시간,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 방의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그 밖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통신사실에 한 자료로서 구

체 인 통신행 에 련된 사실을 악하기 한 정보를 말하고, 기통신

사업법 제54조 제3항에 의한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화번호, 아이디, 가입 는 해지 일자로서 이용자의 인 사항 확인을

한 신상정보를 말한다. 그러므로 법률상 일응 그 개념 구별이 되어 있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 보호범 를 결정함에 있어 자통신내용에

한 제한과 립되는 의미에서 자통신에 한 비내용 정보라는 개념

도구로 분류한다면 그 구별실익은 그다지 크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하 이 에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이란 수사기 이 인터넷 서비스업

체나 특정 웹페이지 운 자 등에게 가입자나 이용자의 인 사항, 통신사실

련 정보 등을 요청하는 행 의 의미로 사용한다.

2. 搜査技法의 理解

우선 이 사건에 있어 검사나 사법경찰 이 기통신망 이용자의 가입자

번호, 컴퓨터 통신 는 인터넷의 로그기록 자료, 속지 추 자료 등과

같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게 된 경 를 악하기 해 통신사

실 확인자료를 이용해 수사하는 기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5)

일반인이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통신망에 연결하기 해서는 사 에 컴퓨

터 통신6) 서비스 는 인터넷 속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이나 업체로

5) 이하는 이 형, 정보화시 의 새로운 수사기법, 검찰(2000) 253쪽 이하 Brian

D. Kaiser, “Government Access to Transactional Information and the Lack of

Subscriber Notice”, Boston University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Law,

Summer 2002, p. 649에 의함.

6) 컴퓨터 통신의 기술 측면에 해서는 행정자치부 정부 산정보 리소, 컴퓨터

통신이론(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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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가입자명의(ID)를 제공받아야 한다. 그리고 수사기 으로서는 컴퓨

터를 이용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 그 가입자 명의(ID)를 근거로 하여 기 이

나 업체에 신고된 범죄자의 인 사항을 악하게 된다. 는 범죄자의 정보

통신요 결제방법을 조회하여 결제구좌 는 신용카드번호를 근거로 그

결제구좌 는 신용카드의 소유자를 추 하기도 한다. 나아가 범인의 정보

통신서비스 이용내역을 근거로 그가 자우편을 보낸 사실이 있는지, 동호

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지, 게시 이나 자료실을 이용한 사실이 있는

지 등을 확인하기도 한다.

이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시스템 운 자가 그 자체의 보안

이나 고 등을 해 그 컴퓨터에 속한 사용자가 어느 컴퓨터에서 속

하 는지를 알 수 있도록 속기록(Log File)을 작성, 보 하고 있기 때문

이다. 그리고 이러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개 인터넷 등 컴퓨터 통신 이

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인터넷 서비스 업체(Internet Service Provider)나

개별 웹사이트 운 자에 의해 수집된다. 수사기 은 그 속기록으로 상

방 컴퓨터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인터넷 주소(IP7) Address)를 조회하여 컴퓨터 소재지를 악

할 수 있다. 이를 구체 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세계 인터넷 주소(IP Address)는 미국의 ‘인터넷 번호 부여 기

’(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 IANA)에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

총 으로 리되고 있다. 즉 이 인터넷 주소는 32비트의 크기로 8비트씩

4개의 필드로 분리 표시되며, 네트워크를 구분하는 network address와 한

네트워크 내에 존재하는 호스트 컴퓨터를 구분하기 한 역인 host

address로 구성된다.8) 우리나라는 한국 인터넷정보센터에서 ‘아시아태

7) Internet Protocol의 약어임. Protocol이라 함은 통신을 원하는 두 컴퓨터시스템간

에 효율 이고 정확한 정보 송을 해 두 시스템 내에 있는 각 실체(entity)간에

미리 약속한 통신에 한 제반 규약을 말한다. 행정자치부 정부 산정보 리소,

책, 97쪽.

8) 행정자치부 정부 산정보 리소, 책, 204쪽, 2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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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지역 정보망 업체(Network Information Center)’로부터 인터넷 주소

(IP Address)를 할당받아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에 공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로부터 개인이나 기 , 업체들이 자신들의 인터넷 주소(IP

Address)를 제공받아 인터넷에 속하고 있다.

세계 으로 그와 같은 인터넷 주소(IP Address)를 가진 컴퓨터는

복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즉 인터넷 주소는 32 비트의 크기를 갖는

것으로 IP의 헤더에 표시되며, 인터넷 상의 모든 HOST는 유일한 인터넷

주소를 지녀야 한다.9) 따라서 특정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user, subscriber)

가 인터넷에 속할 당시 이용하는 컴퓨터는 세계 으로 단 한 만이 존

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 컴퓨터의 인터넷 주소(IP Address)가 확인되면

그에 해당하는 컴퓨터의 서버 치, 서버의 리자, 그 리자의 화번호와

자메일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사기 은 서버 리자에

게 연락하여 범죄에 이용된 컴퓨터의 이용자를 악함으로써 범인을 검거

하게 되는 것이다.

Ⅲ. 美國制度 察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소개된 외국의 도청법제는 주로 미국의 법제 으

며, 재의 통신비 보호법도 미국법의 압도 인 향하에 입안되고 제정된

것임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10) 우선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한 미국 법제도

를 고찰해보기로 한다.

9) 행정자치부 정부 산정보 리소, 책, 206쪽.

10) 沈羲基, 科學的 搜査方法과 그 限界 -美國法과 韓國法의 比 -, 한국형사정책연

구원(1994), 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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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一般論

가. 判例法의 傾向

(1) 일반원칙

정부에 의한 사인의 컴퓨터 통신자료의 수집이나 이메일 내용 탐색은 미

연방 수정헌법 제4조에 련되어 논의되고 있다. 헌법조항은 합리 인

라이버시(Privacy)에의 기 가 인정되는 역에서 정보를 수집하기 해

서는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있어야 하고 법 이 발부한 장

(judicial warrant)에 의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11) 달리 말하면 국가기 에

의해 수정헌법 제4조에 반된 헌 인 수색 압수행 가 있었다고 주

장하기 해서는 그 수색, 압수 장소에 한 주 이고 객 인 라이버

시에 한 기 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즉 법 의 장 없는 수색

압수에 의해 그러한 라이버시에 한 기 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기

해서는 주 으로 라이버시에 한 기 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기 가 사회 으로도 합리 인 것으로 용인되어야 한다.12) 라이버시에

한 기 가 수정헌법 제4조의 목 에 비추어 정당한 것인지 여부는 개인이

이른바 “사 활동”(private activity)을 숨길 것을 선택했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행 가 수정헌법 제4조에 의해 보호되는 개

인 , 사회 가치를 침해했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13) 미국의

법원들은 인터넷 통신에 해서도 수정헌법 제4조에 의한 라이버시

11) AMENDMENT 4.

Unreasonable searches and seizures.

“The right of the people to be secure in their persons, houses, papers, and

effects, against unreasonable searches and seizures, shall not be violated, and

no Warrants shall issue, but upon probable cause, supported by Oath or

affirmation, and particularly describing the place to be searched, and the

persons or things to be seized.”

12) 68 Am Jurisprudence 2d. Searches and Seizures § 6.

13) 68 Am Jurisprudence 2d. Searches and Seizures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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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기 권의 차원에서 논의를 해 나가고 있는바, 그에 해 살펴보

기로 한다.

(2) 기의 례

기통신에 한 도청 내지 감청에 해, 원래 미연방 법원은

Olmstead v. United States 사건에서14) 도청은 물리 으로 주거에 침입하

는 것도 아니고, 유체물을 압수하는 것도 아니므로 수정헌법 제4조의 용

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다가 Berger v. New York 사건에서15) 기

도청이나 감청도 수정헌법 제4조의 용 상이라고 보기 시작했으며, Katz

v. U.S. 사건에서16) 수정헌법 제4조가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며, 화통화를 한 장소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화통화에 해 통

화자가 라이버시에 한 합리 인 기 를 갖고 있는지 여부가 요하다

고 시하 다. 그리고 라이버시에 한 합리 기 가 인정되면, 기통

신에 한 감청도 법원의 장을 발부 받아야 된다는 것이다.17)

(3) 최근 미국법원의 태도

(가) 라이버시에 한 기 권을 부정한 결들

① 미국의 법원들은 매우 제한 인 경우에 한하여 유료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에 하는 이메일 송신이나 그 서비스업체를 이용하여 교환하는 이

메일에 해 라이버시에 한 기 권을 인정할 뿐이며, 이메일 메시지나

자우편사서함,18) 인터넷 채 룸, 인터넷 웹사이트상의 통신, 인터넷 서비

스제공업체에 고객정보 등에 해서는 라이버시에 한 합리 기

14) Olmstead v. United States, 277 U.S. 438 (1928).

15) 388 U.S. 41, 51 (1967).

16) 389 U.S. 347, 88 S. Ct. 507, 19 L. Ed. 2d 576(1967. 12. 18.선고).

17) Brian D. Kaiser, Ibid, p. 656.

18) electronic mail box : 자우편(e-mail) 시스템에서 특정 사용자 앞으로 송되어

온 모든 자우편을 보 하기 해 할당된 하드디스크 등 기억장치의 한 역을

자우편사서함이라고 한다. 사용자는 자우편 서버에 수시로 로그인하여 자기

의 사서함에 축 되어 있는 우편을 컴퓨터 화면상에서 보거나 린터로 출력할

수 있다. 서버에 따라 무기한으로 보 하는 것이 아니라 보 기간이 정해져 있으

므로 오랫동안 보 해야 할 우편은 별도로 보 해 두어야 한다. 한국정보통신기

술 회편, 정보통신용어사 , 1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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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 이다.19)이와 같이 자통신자료에 해

라이버시에 한 합리 기 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수사기 이 별도의 헌

법 보장장치 없이 탐색 획득한 증거자료들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배

심원 앞에 제시될 수 있는 것이다.

② 특히 그 이메일 교환이 정부나 기업의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 고,

이용자가 그 시스템에 로그인할 때 시스템 운 자에 의해 감시될 수 있음

을 경고하는 메시지가 떴으며, 그 이메일이 정부나 기업 소유의 컴퓨터에

장되어 있는 경우라면 더욱 더 그러하다.20) 어떤 가게 종업원의 사진을

그 가게의 건축 인 웹사이트에 게시해 놓았는데, 수사기 이 피고인인 그

종업원의 인 사항을 확인하기 해 그 사진을 다운로드 받은 사안에 해

서도 법원은 그 종업원에게 라이버시에 한 합리 기 를 인정하지 않

았다.21) 인터넷은 공공의 통신수단이고 사회는 인터넷에 게시된 정보에

해 라이버시를 보호해 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당해 가게의 웹사이

트에 게시된 그 종업원의 사진은 상업 목 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등이 그 이유다.

③ 한 학생이 자신의 집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개인 홈

페이지를 만들어두고 그 웹사이트를 운 하면서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교

사와 교장선생을 비난하는 을 게시하 다가 이를 발견한 학교측에 의해

퇴학당한 사안에서 법원은 그 웹사이트가 어떤 인터넷 속자에 의해서건

당한 검색어만 입력하면 검색될 수 있었고, 그 내용이 읽 질 수 있었으

므로 그 웹사이트를 만든 당해 학생은 일단 자신의 메시지를 그 웹사이

트에 게시하는 순간 그에 한 지배력을 잃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한 라이버시를 기 할 수 없다고 시하 다.22)

19) 다음 합헌논증에서 든 결들 Kelleher v. City of Reading, 2001 WL 1132401

(E.D. Pa. 2001); Mitchell Waldman, Expectation of Privacy in Internet

Communications. ALR 5th, §3[a], [b], [c], §4, §5, §6 각 참조.

20) U.S. v. Monroe, 52 M.J. 326 (C.A.A.F. 2000); McLaren v. Microsoft Corp.,

1999 WL339015 (Tex. App. Dallas 1999).

21) U.S. v. Gines Perez, 2002 WL 1800682 (D.P.R. 2002).

22) J.S. ex rel. H.S. v. Bethlehem Area School Dist., 757 A.2d 412, 146 Ed. Law

Rep. 794(Pa. Commw. Ct.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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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심지어 연방 도청법(Wiretap Act)을 반하여 보안처리된 웹사이트에

서 자통신에 한 불법탐색행 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 이 이용

할 수 있는 설비를 이용한 통신당사자는 라이버시에 한 합리 기 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결까지 있는 실정이다.23)

⑤ 미연방 제4 항소법원이 다룬 United States v. Hambrick 사건 결

은,24) 인터넷 채 룸에서 피고인이 다른 성인과의 사이에 어린이 포르노물

을 교환한 의를 수사하기 해 한 형사가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게 가입

자인 피고인에 한 비내용 정보를 제출해 것을 요구하는 명령서

(subpoena)를 발부하여 팩스로 송부받은 사안을 다루고 있다. 명령서에

기해 담당 형사는 그 인터넷 서비스업체로부터 피고인의 이름, 요 고지서

를 보내는 주소, IP 주소, 신용카드 정보, 기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을 제출받은 후 이를 근거로 법원으로부터 수색 장을 발부받아 피고인

의 주거지를 수색한 결과 어린이 포르노를 거래하고 소지한 의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했던 것이다. 그에 따른 이 사건의 쟁 은 다음과 같다. 즉 인

터넷 서비스 가입자가 인터넷 서비스업체에게 제공한 자신의 정보가 후에

수사기 의 명령장(subpoena)에 기해 수사기 에 제공되었을 때 그 가입자

는 당해 정보에 해 정당한 라이버시에 한 기 를 주장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이다. 이에 해 제4 항소법원은 라이버시에 한 기 권을 인정

받기 해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인 피고인은 라이버시에 한 주 기

를 가지고 있었음과 아울러 그 라이버시를 사회가 합리 인 것이라고

인정할 비가 되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제한 후, 일정한 조건하에

내용 정보(content information)에 해 라이버시에 한 기 를 인정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메일 계좌를 만들기 해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제

공한 가입자 정보는 비내용 정보(noncontent information)로서 가입자의

라이버시에 한 기 를 인정할 수 없다고 시하 다. 왜냐하면

23) Konop v. Hawaiian Airlines, Inc., 236 F.3d 1035, 166 L.R.R.M.(BNA) 2195, 142

Lab. Cas. (CCH) ¶ 10872 (9th. Cir. 2001).

24) No. 99-4793, 2000 WL 1062039 at *4 (4th Cir. Aug.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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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비스업체의 통상 인 업수행 차에 의해 이러한 비내용 정

보를 가입자가 그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자발 으로 제공하여 그 업체의

고용인들에게 제공하는 순간 그 이 에 존재했을지도 모를 라이버시에

한 기 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며 따라서 그 가입자 정보는 제3자인 인터

넷 서비스 업체의 업무기록(business record)에 불과하여 더 이상 가입자인

피고인이 수정헌법 제4조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상이 되

지 않기 때문이다.25)26)

⑥ 제4 항소법원이 시한 다른 결로 United States v. Simons 사

건 결이 있다.27) 여기서 항소법원은 한 피용자의 고용인이 가지고 있

는 인터넷 사용기록에 해 피용자는 정당한 라이버시에의 기 권이 없

다고 시하 다. 이 사건은 어린이 포르노를 소지하고 있던 한 연방공무원

에 한 것이었는데,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그 공무원의 컴퓨터 사무실

에 한 수색을 통해 수집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인 공무원이 그 수색에

해 수정헌법 제4조를 반하 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해 제4 항소법원

은 고용인인 정부의 인터넷사용 리지침에 의할 때 그 공무원의 인터넷

사용기록이나 그에 련된 자료에 해 정당한 라이버시에의 기 를 인

정할 수 없다고 단하 다. 그 인터넷사용 리지침은, 정부가 “ 하다

고 단할 때”, 일 송이나 웹사이트 방문, 이메일 메시지 등과 같은 공

무원의 인터넷 사용 내역을 “감사하고, 조사하며, 감독할” 수 있다고 명

25) 같은 취지의 결로 Hause v. Com., 83 S.W.3d 1 (Ky. Ct. App. 2001). 특히 이

결에서는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가 그에 한 정보를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제

공하면 그 업체의 고용인들이 통상 인 업무수행과정에서 그 정보에 근할 수

있으므로 라이버시에 한 합리 기 를 상실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인터넷

서비스 업체 가입자에게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제공된 가입자 정보를 수색한 것

이 불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당사자 격(standing)이 없다고 한다.

26) New Jersey 주민은 그 주의 헌법에 보장된 압수․수색에 한 라이버시권을

California 주 경찰이 Virginia 주에 있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보 되어 있는

이메일 계좌정보를 탐색 획득한 행 에 해 주장할 수 없다. New Jersey 주

가 권한이나 지배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나 장소에 해 New Jersey 주 헌

법을 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State v. Evers, 175 N.J. 355, 815 A.2d 432

(2003).

27) 206 F.3d 392 (4th Ci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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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인터넷사용 리지침으로 인해 공무

원들은 인터넷 사용이 사 인 것이라는 기 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

므로 공무원이 인터넷으로 송한 일이 사 인 것이라고 믿었는지 여부

에 계없이 정부가 그에게 인터넷 사용을 감시할 수 있음을 고지한 이상

그러한 믿음은 객 으로 볼 때 합리 이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이때 그

공무원이 비록 침입차단 시스템(fire wall system)으로28) 보호되지 않은

일을 다운로드 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29) 그러므로 당해 공무원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컴퓨터 일을 그의 고용인인 정부가 압수․수

색한 조치는 수정헌법 제4조에 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 라이버시에 한 합리 기 권을 인정한 결

매우 드물기는 하나 이메일 등 기통신에 있어 라이버시에 한 합리

기 를 인정하고 있는 결들의 논증방식은, 이메일을 통한 통신이 화

를 통한 화와 동일하다는 , 압수수색 장없이 화를 도청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 원칙 으로 지되어 있다는 ,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와 고

객간의 계약상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라이버시를 보호하게 되어 있

다는 , 그리고 이메일 발신자와 수신자간의 화내용의 체 인 취지를

보면 발신자와 수신자간에 그 화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려는 의

도가 있었다는 등을 인정해가는 식으로 한다.30)

28) 침입차단 시스템(fire wall system)이란 인터넷에 인터넷 로토콜(IP)로 속되

어 있는 네트워크를 불법 인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하여 게이트웨이에 설치

되는 속제한을 말한다. 인터넷에서는 한쪽 방향의 속이 가능하면 역방향의

속도 가능하기 때문에 IP로 속되어 있는 네트워크는 외부에서 속이 가능

하게 된다. 속을 제한함으로써 보안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데, 구체 으

로는 네트워크간의 IP 패킷 송을 차단하는 방법, 특정의 애 리 이션에 의한

패킷만을 송하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한다. 한국정보통신기술 회편, 정

보통신용어사 , 1326쪽.

29) Mitchell Waldman, Ibid, §7.

30) 컨 U.S. v. Maxwell, 45 M.J. 406 (C.A.A.F.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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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정법

(1) 앞서 본 Katz v U.S. 사건 결이31) 나온 지 7개월 후 미연방 의회

는 “綜合犯罪統制 道路安全法”(Omnibus Crime Control and Safe

Streets Act of 1968)32) 을 제정하여, 화자간의 동의 없이 기통신을 도

청하거나 감청하는 행 를 하고자 할 때 법원의 장을 발부 받도록 하

다. 법률에 규정된 차를 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인된

다.

(2) 그리고 통신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메일이나 기타 기통신 등을 포

함한 통신을 감청할 때 용되어야 할 헌법상의 원칙을 구체화하고, 여러

가지 차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 자통신 라이버시 보호

법”(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of 1986)이다.33)

법률은 수사기 이 기통신 서비스업체의 컴퓨터에 장된 통신내용

을 수집하고자 할 때는 법 으로부터, 오직 180일 이 에 장된 통신내용

만을 탐색하여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장을 발부 받도록 하고 있

다.34) 다만 행정청, 배심, 법원 등에 의한 제출명령이 있고, 그 제출명령

에서 기, 자 통신의 내용이나 통신기록, 기타 정보 등이 당해 형사사건

의 수사에 련성이 있고 요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 인 이유를 소

명하 으면, 원격컴퓨터 서비스업체에 해 180일보다 이 에 장된 통

신내용도 수집할 수 있다.35) 이상의 규정은 통신내용 자체의 수집에 한

규율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법률 제2703조(c)(1)(C)에36) 의하면, 기통신서비스 업체나 원

31) 389 U.S. 347, 88 S. Ct. 507, 19 L. Ed. 2d 576(1967. 12. 18.선고).

32) Omnibus Crime Control and Safe Streets Act of 1968, Pub. L. No. 90-351, 82

Stat. 197(1968), 미연방법 에 편입된 것으로, 18 U.S.C. §§ 2510-2520(2000).

33) 법강제기 의 수사상 필요성과 시민의 라이버시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한 법

률로 이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ECPA) of 1986 외에도

Communications Assistance to Law Enforcement Act(CALEA) of 1994가 있다.

34) 18 U.S.C.A. §2703(a).

35) 18 U.S.C.A. § 2703(a)(d).

36) 18 U.S.C. § 2703 (c)(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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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컴퓨터 서비스업체는37) 정부기 이 연방법률이나 주법률, 는 연방

이나 주의 배심, 는 연방법원이나 주법원의 제출명령서(subpoena)

장, 기통신 서비스 이용자나 고객의 동의, 원격 매 사기사건의 조사를

한 요청서 등을 제시하는 경우, 기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성명, 주소,

화요 청구기록, 화번호나 가입자번호, 기타 동일성 확인자료, 서비스제공

기간, 이용한 서비스의 형태 등을 그 정부기 에 제공해야 한다. 와 같은

자료를 통신사실 확인자료(transactional information)라고 한다. 즉 통신사

실 확인자료(transactional information)의 의미는 그 자체로는 통신의 내용

이 되지 않는 통신시간, 통신당사자, 인터넷에의 속기록, 그 속지, 속

행 등을 말한다.38)

만약 이러한 차를 거치지 않고 통신자의 인 사항에 한 정보를 탐색

획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컨 , 해군이 어떤 해군장교의 성

경향에 해 수사를 하면서 통신사업자로부터 당해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

한 사람의 인 사항에 한 정보를 법률에 규정된 차를 밟지 않고

화통화에 의해 수집한 것은 법이므로,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39)

컴퓨터 시스템을 압수한 후 그에 장되어 있는 이메일을 탐색하는 것도

자통신 라이버시 보호법에 반되는 행 이다.40) 법률 제2703조

37) 통신서비스업체는 우체국과 같은 기능을 하고, 원격통신업체는 일을 장하는

제3자에 비유할 수 있다. Clifford S. Fishman & Anne T. McKenna,

Wiretapping and Eavesdropping § 26:9(2d ed. 1995).

38) Brian D. Kaiser, Ibid, p. 649. 컨 빌클린턴 통령과 모니카 르 스키의 성

추문 사건을 수사하던 Ken Starr 특별검사는 르 스키가 어떤 책을 구입한 사실

을 입증하기 해 련서 에 르 스키의 구매기록을 송부해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특별 검사는 르 스키의 주거수색을 한 장을 발부 받는

차를 회피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법성에 해서는 법원의 심사를 받은

바 없다. 이 Transactional information은 “click-stream” 는 “mouse dropping”

이라고도 불린다. Ibid.

39) McVeigh v. Cohen, 983 F.Supp.215, 75 Fair Empl.Prac.Cas. 1656(D.D.C. 1998).

이밖에 구두에 의한 동의만을 얻어 이용자의 인 정보를 획득하는 것도 이 법률

을 반한 것이라고 선고한 Lopez v. First Union Nat. Bank of Florida, 129

F.3d 1186(11th Cir.1997) 결도 참조.

40) Steve Jackson Games, Inc. v. U.S. Secret Services, 36 F.3d 457 (5th Cir.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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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별도의 장을 발부 받아야만 이미 법하게 압수한 컴퓨터 시

스템에 장되어 있는 이메일을 탐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41) 자게시 의

일부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는 이메일에 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해야 한

다.42)

그리고 자통신 라이버시 보호법(ECPA)은, 법률을 반하여

이메일 등과 같은 비음성 통신을 탐색하여 수집한 증거에 해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43) 법원은 법률을 반하여 수집된

인터넷 통신 당사자의 인 사항에 한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다.44)

법률에 의하면, 통신사실 확인자료(transactional information)의 탐색 획

득 사실을 기통신 서비스 가입자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다.45)

(3) 한 법률에 의한 와 같은 엄격한 차 제한은 애국법

(Patriot Act)에 의해 폭 완화되었다. 이에 의해 정부기 은 인터넷 서비

스 제공업체가 수집한 고객의 이름, 주소, 신용카드정보, 업체가 고객에게

제공한 IP Address, 웹사이트에 속한 치 등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

구할 수 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향후의 테러공격을 방지하기 해

와 같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자통신 라이버시 보호

법에 추가되었다.46) 한 애국법은 이메일과 같은 자기록물을 압수․

수색하기 해 각 할구역의 법원에서 따로 따로 압수․수색 장을 발부

받아야 했던 종래의 규정을 바꾸어, 테러가 발생한 지역의 할법원이 발부

한 압수․수색 장 하나만에 의해서도 상 자정보가 장된 지역에

계없이 국 인 범 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 다.47)

41) Davis v. Gracey, 111 F.3d 1472 (10th Cir. 1997).

42) Ibid.

43) 18 U.S.C. § 2515.

44) Brian D. Kaiser, Ibid, p.678.

45) 18 U.S.C. § 2703(c)(2).

46) USA PATRIOT Act, § 202, amending 18 U.S.C. § 2702(b)(6).

47) USA PATRIOT Act, § 220, amending 18 U.S.C. § 27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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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터넷 사용자의 컴퓨터도 “ 장된 무선 자 통신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한 법률”(Stored Wire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and

Transactional Records Act)48) 상의 “시설물”에 해당하지만 와 같이 장

된 어떤 통신내용에 한 근도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컨 웹 감시 회

사가 건강, 의료에 련된 다양한 웹사이트에 한 피고 제약회사 인터넷

사용자의 자통신내역을 탐색하고 그 사용자의 웹 검색(browsing) 습 과

비 스런 건강정보를 피고 제약회사와 공유했다고 해도 법률에 정한 면

책규정의 용을 받는다고 한다. 즉 인터넷 사용자로서 제약회사는 인터넷

사용자의 통신에 해 웹 감시업체의 탐색에 동의할 권한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다.49)

(5) “有線通信政策法”(Cable Communications Policy Act of 1984)은

이블 티비 운 자들이 시청자들의 시청습 을 악하여 고객정보를 장하

고 이를 목 에 이용하는 것에 한 제한규정으로, 고객정보를 추 하

고 장하는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이를 매할 때 고객의 서면에 의

한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50)

한 “비디오 라이버시 보호법”(Video Privacy Protection Act of 1988)

도 거래정보의 압수수색에 상당한 이유와 장이 있어야 할 것 상 방

에 한 통지 둥을 규정하고 있다.51)

2. 特殊한 手段

가. 카니보어(Carnivore)

주지하듯 미연방수사국(FBI)은 수사도구로서 카니보어(Carnivore)라는 특

수 감시 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이 카니보어는 컴퓨터 통신망에 남아

48) 18 U.S.C. §2701(c).

49) In re Pharmatrak, Inc. Privacy Litigation, 220 F. Supp. 2d 4 (D. Mass. 2002).

50) Pub. L. No. 98- 549, § 2, 98 법 화된 것으로, 47 U.S.C. §551(2000).

51) Pub. L. No. 100-618§ 2(a)(2), 102, 법 화된 것으로 18 U.S.C.§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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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범죄의 흔 을 추 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이 컴퓨터 로그램을 이

용하여 미연방수사국은 이메일 주소에 한 정보나 이메일의 내용을 수집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카니보어도 법원의 명령에 의해 그 사용승인을 받았

을 때 한해 사용될 수 있다. 즉, 법원의 명령에 의해 수집이 허용되지 않은

정보는 컴퓨터 로그램에 의해서도 수집될 수 없는 것이다.52)

그리고 카니보어 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것을 법원에

청구할 때, 법무부 범죄과 수사부(Office of Enforcement Operations)는 선

서에 의한 진술서(sworn affidavit)에 의해, 카니보어 아닌 그 밖의 덜 침해

인 수사방법을 사용하여 온라인 탐색을 할 수 없는 이유, 컴퓨터 통신 탐

색 상에 해 이 에 수사기 에 의한 탐색이 실시되었는지 여부, 탐색

상의 인 동일성(밝 진 경우), 컴퓨터 통신장비의 특성과 치, 컴퓨터 통

신의 형태, 당해 통신내용과 련된 범죄행 등을 소명하여야만 한다.

나. 이동추 장치

미연방법 제18집 제3117조는, 이동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원이

장을 발부하거나 명령하면, 그 법원의 할구역 내에서 이동추 장치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할구역 내에서 설치된 이동추 장치를 그 할구역

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법률은, “추 장치”란

사람이나 물건의 이동경로를 추 하는 자 는 기계 장치를 말한다

고 규정하여, 자 으로 작동되는 이동추 장치에 의해 사람이나 물건의

이동경로를 추 할 때는 당연히 법원의 장을 발부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2) Kevin V. Di Gergory, Deputy Assistant Attorney General, Statement before

the Subcommittee on the Constitution of the House of Committee on the

Judiciary on "Carnivore" and the Fourth Amendment(July 24, 2000), at

http://www.usdoj.gov/criminal/cybercrime/carnivor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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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評價

이상의 미국법원 례를 보면,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신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고 보아 그에 해서는 라이버시에 한 기 가 상 으로 작다

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그에 한 장주의 용이나 라이버시 보호와 같

은 헌법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컴퓨터 통신의 내용자체를 탐색 획득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4조가 용

되는 역이며, 장을 필요로 하는 역이지만,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신

의 내용 자체가 아니므로 수정헌법 제4조의 용 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

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 례의 태도는 이건 통령 시 이후 교육형주의

에 실망하여 이른바 응보형주의로 회귀하여 범죄통제에 주안 을 두고 있

는 미국 형사법제의 일반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반드시

그러한 태도를 따라가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미국 제정법은

컴퓨터 통신비 을 극 보장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사실도 간과하면

안 된다.

Ⅳ. 電子通信資料 取得의 違憲 否

1. 合憲論의 論據

아직 국내 문헌상으로 명시된 견해는 없으나, 이 제도를 합헌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가. 임의수사

검사 는 사법경찰 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은 강제수사가 아니

라 임의수사방법이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에 의하면, ‘수사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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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통신비 보호법상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제도는 규정을

토 로 공사단체나 개인의 사생활이나 통신의 자유를 가일층 보호하기

하여 이러한 임의수사의 방법에 할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도록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제도는 임의

수사의 한 방법이므로 제공요청을 받은 기통신사업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통신비 보호법상으로도 상 방으로 하여 강제 으로 그 요청

에 응해야 할 의무를 지우는 규정을 찾아 볼 수 없다. 만약 상 방이 그 자

료제공을 거부하면 수사기 은 압수수색 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아 압

수수색 장에 의하여 수사자료를 수집하게 되는데 이러한 강제수사의 남발

을 방지하기 하여 통신비 보호법상의 엄격한 제한 아래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요청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과 이에 한 통신비 보호법상의 련

규정은 장주의에 반되지 아니하고 기통신사업자가 통신사실 확인자

료 제공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헌법상의 통신의 비 을 침해받지 아니

할 권리, 직업선택 수행의 자유, 행복추구권, 인격권, 신체의 자유, 주거

의 자유와 불가침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험인수의 법리

미국 연방 법원은 수색장소에 한 공동이용자의 일방이 자기의 권리범

내에서 수색활동에 동의할 권리를 갖고 있는 경우 타방은 공동이용자

군가가 그 공동이용하고 있는 장소의 수색을 허가할 수도 있다는 험을

인수하 다고 볼 수 있다고 시한 바 있다.53) 이와 같은 사생활 정보공개

의 험인수이론은 우리 법 상황에서도 용해 볼 수 있다.

수색에 한 동의권은 사생활의 자유권 내지 주거의 자유권의 향유주체

53) United States v. Matlock, 415 U.S. at 171 n.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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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가 그 기본권을 제한할 것을 동의하는 권한인데, 정보공개의 험

을 인수하 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그 정보 수집을 한 수색에

동의하 다고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컨 이메일을 기통신사업자를 통하여 상 방에게 송하는

경우에도 그 이메일 송에 련된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한 공개의 험

을 인수하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컴퓨터 통신망 이용자들이 장한 자

료가 내장된 컴퓨터를 리하는 리인은, 이용자들이 장정보의 공개 험

을 인수하 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일반 이므로 그 컴퓨터 수색에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나아가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수사기

을 포함한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54)

다. 라이버시에 한 합리 기 의 상실

감청이나 도청 상에 해 합리 인 라이버시에의 기 를 상실하 다

고 볼 수 있는 경우 수사기 이 이를 기통신사업자의 동의에 의해 압수

했다고 해도 가입자나 그 서비스 이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 다고 보기 어

렵다. 그리고 합리 인 라이버시에의 기 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의

사를 송하는 컴퓨터 통신 수단의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 컨 , 특정 메

시지를 송하는 자가 그것을 이메일을 통해 특정인에게 송하는지, 아니

면 자게시 등과 같이 일반공 에게 개방된 곳에 게시하는지 여부에 따

라 결정된다. 후자의 경우가 라이버시에 한 기 가 더 낮다고 할 수 있

다.

더욱이55) 인터넷의 자게시 에 메시지를 올린 사람은 그 내용이 이미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될 것을 제로 했기 때문에 메시지의 내용보다 부

차 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음에 불과한 게시자의 성명, 주소, 기타 비내용

54) United States v. White, 401 U.S. 745, 751-52 (1971) 참조.

55) 이하는 Raymond T. Nimmer, Information Law, ¶ 8:53. -- PRIVACY AND

GOVERNMENTAL ACQUISITION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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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정보를 수사기 이 기통신사업자로부터 수집한다고 해도 그 게시

자에게 라이버시를 보호받을 기 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헌법 반의 문

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56) 게시자는 자신의 의사에 의해 자발 으

로 게시물을 올린 것이기 때문이다. 한 이 은 인터넷 로바이더에게 메

시지를 보내는 컴퓨터 게시 사용자에 해서도 동일하게 용되어야 한

다. 인터넷 게시 에 이나 동 상물, 음악 일 등을 게시하는 순간 그 게

시물의 내용이나 게시자에 한 게시 련 자정보자료는 이미 게시 운

자나 인터넷 서비스업체 직원의 리범 내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와 같이 인터넷 게시 에 게시물을 게시한 자는 라이버시에 한

합리 기 를 포기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신의 내용 그 자체가 아니라 통신내용의 부수 사항일 뿐이므로 컨

이메일 통신내용 자체를 탐색 획득하거나 속이 제한된 자게시 상

의 게시물 내용 자체를 탐색 획득하는 경우에 비하여 라이버시에

한 기 의 정도도 낮거나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형사피고인은 인

터넷 서비스 업자에게 제공한 자신의 가입자 정보에 해 미연방 수정헌법

제4조에 의한 라이버시의 이익을 기 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 법원들의

일반 시 경향이기도 하다.57)

이메일의 내용에 한 정보를 탐색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메일

발신자의 이름, 주소, 기타 그 내용 정보를 수사기 에게 제공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한 이미 수신인에게 도달된 이메일에 해서도 발신인은

라이버시에 한 기 를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것은 마치 편지

발신인의 라이버시에 한 기 가 수신인에게 편지가 도달함으로써 종료

56) United States v. Allen 사건에서 군항소법원은, 정부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로부터 법원의 장 없이 피고인의 인터넷 로그기록의 사본을 입수한 행 에

해 당해 로그기록의 사본에 한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법률규정이 없으므로 증

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은 인터넷 통신내용에 해 라이버

시에 한 기 를 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로그기록에 해서는 거의 라이버시

에 한 기 를 가질 수 없다고 시하 다. 53 M.J. 402(2000).

57) 앞서 미국법제에서 살펴 본 결 들 United States v. Cox, 190 F. Supp. 2d

330 (N.D.N.Y. 2002)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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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과 같다. 수신인은 그 이메일을 열어보는 순간 그 이메일에 한

지배권을 갖게 되어 이를 구에게든 송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때부터

발신인은 그 이메일에 한 합리 인 라이버시의 기 권을 상실하는 것

이다.58)

마찬가지로 컴퓨터 이용자가 특정 메시지를 그 컴퓨터 시스템 운 자

(Internet Service Provider)에게 송한 순간 라이버시에 한 합리 인

기 를 포기한 것이라고 해야 한다.59) 그 컴퓨터 이용자는 당해 메시지 자

체나 그 메시지를 보낸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해 더 이상 지배권을 행사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회사 내에서 모든 회사원이 이용하는 회사의 이메일 시스템을 이용

하여 자신의 상 자와 자발 으로 통신을 한 종업원도 그 이메일에 해

라이버시에 한 합리 기 를 잃는다고 해야 한다.60) 학컴퓨터의 하

드드라이 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어린이 포르노 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장하고 있는 경우에도 같다.61)

그리고 수사기 이 컴퓨터 통신상의 채 룸에 속하여 어린이 포르노

로그램을 거래하는 이용자들의 메시지를 읽고 녹음하는 것도 불법 인

탐색이나 라이버시 침해라고 할 수 없다.62) 채 룸에 속하는 사용자들

58) Com v. Proetto, 2001 PA Super 95, 771 A.2d 823, 92 A.L.R. 5th 681 (Pa.

Super. Ct. 2001. 한 성인 남자와 15세된 소녀 사이에 교환된 이메일 메시지에

해서도 라이버시에 한 합리 인 기 를 인정할 수 없다고 시하 다. 이 사

건에서 남자는 채 룸에서 소녀와 화를 나 후 그 소녀에게 이메일로

두 장의 사진을 송하 는데 그 소녀가 이를 경찰에 신고한 사건을 다루고 있

다. 법원은 이메일을 상 방에게 보내 그 상 방이 이를 열어 본 순간 발신인은

그에 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수신인이 이를 제3자에게 송하는 등으

로 그것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발신인은 이메일에 해 라이버시에 한

합리 기 를 상실한다고 시하 다.

59) United States v. Kennedy, 81 F. Supp. 2d 1103, 1110 (D. Kan. 2000).

60) Smyth v. Pillsbury Co., 914 F.Supp. 97, 111.E.R. Cas.(BNA) 585, 131 Lab. Cas.

(CCH).

61) United States v. Butler, 151 F.Supp. 2d 82 (D. Me. 2001).

62) U.S. v. Charbonneau, 979 F. Supp. 1177 (S.D. Ohio 1997) 결은 다음과 같은

사안을 다루고 있다. 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의해 운 되는 사이트의 채

룸에서 소아성애자(pedophile)인 것처럼 가장한 FBI 요원이 어린이 포르노 상

을 첨부 일로 한 이메일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후 수사에 착수하 다. 이에

해 법원은 이메일 메시지에 하여 그 피고인이 라이버시에 한 합리

기 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시하 다. 이미 인터넷 채 룸에 속하여 화

를 나 게 된 이상 익명의 수사요원(undercover agent)에게도 그 화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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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가 구를 상 로 하여 말하는지 알지 못하며, 그 채 룸에 들어와

서 화하는 사람들 자신도 자신의 진정한 신분을 숨기고 화하는 경우가

부분이다. 이러한 채 룸 속자들에게 라이버시에 한 합리 인 기

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처럼 채 룸이나 이메일을 통해 다수의

공 에게 달되는 메시지에 해서는 라이버시에 한 기 를 잃는다고

해야 한다.63) 의도 으로 공 에게 공개된 정보에 해서는 객 으로 합

리 이라고 여겨지는 라이버시권을 보호받을 기 를 상실하는 것이다.64)

이메일을 통해 스팸메일을 보내는 자에 해서도 마찬가지의 기 을 용

해야 한다.

라. 계약이나 약 에 의한 제한

한 기통신사업자가 통신망 가입자와의 가입계약이나 약 등을 통해

미리 약정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수사기 에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하고, 그에 기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수사기 에 제출할 수도 있는 것

이므로 일률 으로 수사기 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을 강제

달할 험을 감수했다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63) Ibid.

64) 앞서 본 U.S. v. Hambrick, 55 F.Supp. 2d 504(W.D. Va. 1999), aff'd, 225 F.3d

656 (4th Cir. 2000), cert denied, 531 U.S. 1099, 121 S.Ct. 832, 148L. Ed. 2d

714(2001) 참조. 이 사건은 한 경찰 이 소년인 것처럼 가장하여 인터넷 채 룸에

속한 후 나 화를 통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법원의 장 없이 인터

넷 서비스제공업체에게 제출명령서를 보내 그의 인 사항(이름, 주소, 화번호)과

치를 추 한 사건이다. 이때도 법원은 와 같이 탐색 획득한 인 사항에 해

“법집행에 한 통신원조법”(Communications Assistance of Law Enforcement Act

of 1994, CALEA)에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규정이 없으며, CALEA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로 하여 고객의 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사설업체에 넘겨주는

것도 허용하고 있으므로, 라이버시에 한 기 는 헌법문제로까지 될 여지도 없

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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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모든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행 에 해 동일한 헌법 심사기 을 들이 수는 없는 것이다.

마. 기본권제한의 일반요건 충족

헌론의 입장에서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이 인터넷 서비스업체

등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한다. 그러나 직업수행의 자유에 한

제한도 국가안 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의 목 에 합하고, 필요불가

결하며, 최소한의 것이라면 합헌 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이나 해당 통신비 보호법 규정이 요건을 반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통신비 보호법 해당 조문을 심사한 국회법제사법 원회에서도

수사기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종 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기통신

사업자 등이 통화내역 등을 제공하던 통신자료 제공의 법 근거와 차를

규정하기 해 이 사건 해당 조문을 마련한다고 하 을 뿐,65) 그 헌성에

한 시비는 없었다.

나아가 비록 수사기 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이 어느 정도

컴퓨터 통신비 이나 인터넷상의 표 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기본권제한의 일반요건을 배하 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구체 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66)

① 목 의 정당성 : 우선 기통신의 이용이 크게 늘면서 그에 따라

기통신을 이용한 범죄 한 증하고 있다. 해킹이나 바이러스 유포, 사이

버 테러, 기타 신종범죄가 증하고, 특정인에 한 명 훼손이나 게임 아

이템 사기와 같은 범죄 한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와 같은 범

죄를 수사하기 하여 수사기 은 자우편이나 각종 통신서비스를 감청

65) 제225회 정기국회, 법제사법 원회회의록 제18호, 8쪽, 10쪽

66) 이하는 헌재 2004. 5. 27. 2002헌마366 사건에 하여 법무부측에서 2004. 5. 15.

제출한 의견서의 18쪽 이하를 인용한 것이다.



378

하거나 통신서비스 정산기록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통신자료

에는 의자의 속로그, 속 IP 등이 포함되는데, 이와 같은 자료는 속

시도된 사이트나 속일시, 회수에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므로

수사의 단서나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수사기 이 스스로 가입자정보를

용이하게 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기 은 수사를 하여

의자의 통신자료를 악하고 이를 근거로 수사의 단서를 삼기 해 기통

신사업자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에서 보아 통신비 보호법 제13

조나 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 등의 입법목 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해야 한다.

② 방법의 정성 : 통신비 보호법 제13조나 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

항 등은 우선 수사기 으로 하여 기통신사업자에게 의자의 아이디와

개인정보, 속기록 등의 자료를 요청하여 기통신사업자가 와 같은 자

료를 임의로 제출하면 이를 증거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수사

기 이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악하기 한 방법 에서 합리 인 단에

입각하여 필요하고도 효과 인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야 한

다. 기통신사업자는 자신의 단에 따라 그러한 수사기 의 조요청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침해의 최소성 : 통신비 보호법과 기통신사업법은 통신의 비 을

보호가치에 따라 우편물의 검열․ 기통신의 감청>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

공>통신자료 제공요청으로 단계 으로 나 어 각 단계별로 보호가치에 상

응한 보호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행법령은 구체 사안의 개별성과 특

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그리고 기통신사업법

등은 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 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 해 이

를 거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으므로 구체 사안에 따라 법익침

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수사기 이 통신자료를 제공하여

것을 요청하 음에도 기통신사업자가 통신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

우에 임의 제출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에서도 명확하다고 하겠다. 따라

서 법령조항들은 비례원칙의 한 요소인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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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④ 법익의 균형성 : 기통신사업법 통신비 보호법 등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은 수사의 필요나 사회질서의 유지인 반면, 그로 인해 침해

되는 사익은 노출이 어느 정도 정되어 있는 통신자료에 한 기본권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그 기본권제한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제한되

는 사익 사이에 법익균형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수사기 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이나 그 근거가 되

는 통신비 보호법이나 기통신사업법은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인 과잉

지원칙을 수하고 있어 헌법에 반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2. 違憲論의 論據

가. 직업수행의 자유의 침해

수사기 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의 반복에 의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등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계속 으로 침해되거나 침해될 험이

있다. 한 수많은 이용자가 속하는 컴퓨터 시스템의 경우 로그기록을 일

정기간 보 하는 데 있어서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속도가 감소하거나, 많

은 비용이 요구되어, 수사기 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 응하기

해 인터넷 통신사업자는 경제 인 손실을 감수해야 된다. 한 이용자의 신

상정보가 통신사업자의 일방 인 단에 의해 수사기 에 넘어간 사실이

알려지면 업수행에 큰 지장을 받게 된다.

합헌론의 입장에서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이 임의수사의 방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통신비 보호법 제13조에 근거하고

있는 수사기 의 수사 조요청을 통신사업자가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고 할 것이고, 오히려 법률의 규정에 의해 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

인자료 제공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도 있게 된다. 이는 정보통

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설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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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고 이를 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하게 하고 있는 정보통신이용 진 정보보호등에 한법률 제24조

제62조 제1호나, 기통신사업자가 취 하는 통신의 비 을 침해하거나

설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 는 3년 이하의 징

역 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 등에 처하게 하고 있는 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3호, 제70조 제7호와 모순되어 규범 수범자

인 통신사업자에게 모순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

게 하는 것이다.

나. 장주의의 반

헌법 제12조 제1항은 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압수․수색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그 조문 제3항은 압수 는 수색을 할 때에는 법한

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 이 발부한 장을 제시할 것을 원

칙으로 하고 있다. 원래 장주의란 헌법상 신분이 보장되고(헌법 제106조),

직무활동의 독립성이 담보되는(헌법 제103조) 법 이 발부한 장을 제시하

지 아니하고는 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한다.67)

그리고 법 차의 원리에서 나온 장주의는 압수․수색 여부도 헌법 제

103조에 의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재 하고 사법권독립

의 원칙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된 법 의 단에 의하여만 결정되어야 한다

는 것까지 의미한다. 이러한 장주의 원칙은 수사기 에 의해 기통신사

업자에게 행해지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 해서도 용되어야 한

다. 왜냐하면 기통신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통신사업자가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임의수사가 아닌 강제수사의 방법이 되기 때문

이다.

법원도 2000. 10. 24. 당사자의 동의 없이 컴퓨터를 이용한 통신내용을

탐색 획득하거나 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은 통신비 보호법상

67) 헌재 1993. 12. 23. 93헌가2, 례집 5-2,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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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통신’에 한 ‘감청’에 해당하므로, 와 같은 경우 통신제한조치 허

가사건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의 규를 제정하여 같은 해 11. 1.부터 시행토

록 하 다.68)

컴퓨터 련증거의 소지자가 이를 임의로 수사기 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압수․수색 장 없이도 수사기 이 이를 탐색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 하겠으나 이때 당해 증거를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자는 구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당해 컴퓨터 련증거의 수집이 장 없이 가능한

임의수사의 방법으로 행해졌는가를 단하는 기 이 되는 문제이다. 컨

은행고객의 신용정보에 해 은행과 고객이 공유하고 있는 신용정보를 고

객의 동의 없이 정보소지자인 은행이 임의로 수사기 에 제출할 수는 없다.

융실명거래 비 보장에 한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도 이러한 취지를

선언하고 있으며, 이를 반한 자에 해서는 같은 법 제6조에 의해 5년 이

하의 징역 는 3천만 원 이하의 벌 형에 처하게 되어 있다.69)

이러한 원칙은 인터넷 등 컴퓨터 통신망 사업 운 자에 해서도 동일하

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자게시 에 게시물을 게재하거나 자우편을 주고

받는 자 등과 같은 컴퓨터 통신망을 사용하는 자의 정보통신 내용은 그의

승낙하에서만 공개될 수 있다고 해야 하며, 컴퓨터 통신망 운 사업자 등이

사용자의 데이터를 임의로 수사기 에 제출할 수는 없다고 해야 한다.70)

이에 해 미국 연방 법원은 수색장소에 한 공동이용자의 일방이 자

기의 권리범 내에서 수색활동에 동의할 권리를 갖고 있는 경우 타방은

공동이용자 군가가 그 공동이용하고 있는 장소의 수색을 허가할 수도

있다는 험을 인수하 다고 시한 바 있으나,71) 특정 건물 등과 같은 장

68) 법원 송무 규 제796호, 2000. 10. 24. 이메일 등 컴퓨터 통신내용에 한 강제

수사방법(송형2000-6). 나아가 법원은 통신제한조치의허가 차 비 유지에 한

규칙(2002. 6. 28. 법원규칙 제1784호로 개정된 것)으로 이메일등 컴퓨터 통신 감

청에 한 법원의 심사를 강화하도록 하여 2002. 7. 1.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69) 이 에 하여는 졸고, 컴퓨터에 장된 융정보추 의 제문제, 검찰청, 검찰

(2000), 173쪽 이하 참조.

70) 이철, 컴퓨터 범죄의 법 규제에 한 연구, 220, 221면.

71) United States v. Matlock, 415 U.S. at 171 n.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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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념에 용할 수 있는 례를 인터넷 자게시 에 게시물을

올린 사람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획득하는 데 용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한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는 공개된 자게시 에 을 올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신분을 노출할 수 있는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범죄수사를 목 으로 수사기 에 제출되어 자신이 형사처벌될 험까지 감

수하기로 하 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라이버시에 한 합리 기 가 인정되느냐 여부에 의해서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탐색 획득이 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처분인지 여

부가 결정된다고 보아서도 안 된다. 비록 라이버시에 한 합리 기 가

인정되지 않는 역에서라도 그 통신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인 동일성에

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탐색 획득하는 것은 강제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 통신주체를 수사하고 수사 결과

에 따라서는 그를 기소함으로써 생명, 신체, 재산에 한 한 제한의 결

과를 래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 게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1986년

자통신 라이버시 보호법(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of

1986)도 미연방형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이나 각

주의 해당 규정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장을 발부받거나 법원의 명령이 있

어야만 수사기 이 인터넷 서비스업체에게 그 업체에 장되어 있는 통신

거래 기록, 컨 가입자의 성명, 주소, 사회보장번호, 신용카드 번호,

기타 인터넷 속증거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참

고해야 할 것이다.72) 이처럼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요청은 기통신망

이용자에 해서는 분명 강제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법 이 발부

한 장에 의해서만 이를 탐색 획득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73)

72) 18 U.S.C. § 2703; Mitchell Waldman, Ibid, §6.

73) 이에 련된 한겨 신문 2003. 10. 8.자 15면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7일 통신

업체 계자들은 수사기 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조회 요구가 늘고 있으나 부

분 목 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정보통신부 계자는 ‘일부 수사기

은 자료를 받아 간 뒤 검사장 승인서를 보내지 않아, 국정감사를 앞두고 법무부

에 검사장 승인서 제출을 독려해 달라고 요청하는 일까지 벌어진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통부 집계를 보면 … 검사장 승인서를 내지 않은 채 자료를 요구해 받

아간 경우는 지난 해 1279건, 올해는 3월 말까지 집계된 것만 687건에 이른다.

통화내역 조회를 한 검찰의 내부 승인 차는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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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입법자가 통신비 보호법을 제정하던 당시 통신사실 확인자료

의 제공에 있어서도 원칙 으로 법 의 장을 받아야 한다고 제하고서

도 수사의 신속성 내지 효율성을 해서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의 검찰

의 자율성을 인정해 주되 청의 최고책임자가 그 부분을 결정하라는 뜻에

서 각 검사장에게 권한을 주도록 한다고 입법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

은,74) 압수․수색의 경우에도 법 이 발부한 장제시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3항을 고려하지 않은 소치라고 하겠다. 즉 통신비 보호법 제5조

내지 제9조의2에서 범죄수사를 한 통신제한조치에 법 의 장을 발부받

도록 정하면서 동법 제13조에서 특별히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

해서만 장주의의 원칙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장주의 원칙에

반되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수사기 이 범죄수사의 목 으로 인터넷 서비

스 제공업체나 특정 웹사이트 운 자에 해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 무슨

내용의 자통신을 송수신했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통신 당사

자의 동의 없이 통신의 음향․문언․부호․ 상을 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

득 는 채록하는 행 로서 기통신에 한 감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통신비 보호법 제2조 제7호) 이에 해서는 통신비 보호법 제5조 이하에

서 법 이 발부한 장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상의 장주의

원칙에 비추어 그에 한 외를 설정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여를 완 히 배제한 채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해 감청에 유사한

행 인 그 자료제공요청 행 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장주의 원

칙에 반된다.

통신비 보호법의 규정을 기 로 한 와 같은 결론은 2002. 12. 26. 공포

된 법률 제6822호 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 제54조 제3항에 해서도 동

일하게 용할 수 있는 것이다.

74) 법제사법 원회 회의록 제18호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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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컴퓨터 통신비 의 침해, 라이버시의 침해

(1) 헌법 제18조는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개인과 개

인간의 계를 제로 하는 통신은 다른 사생활의 역과 비교해 볼 때 국

가에 의한 침해의 가능성이 매우 큰 역이다. 사생활의 비 과 자유에 포

섭될 수 있는 사 역에 속하는 통신의 자유를 헌법이 별개의 조항을 통

해서 기본권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도 국가에 의한 침해의 가능성이 여타의

사 역보다 크기 때문이다.75)

연 으로 ‘신체’와 ‘주거’에 한 ‘체포․구속․압수․수색’에 용되던

장주의는 오늘날 ‘신체’와 ‘주거’ 뿐만 아니라 ‘통신의 자유와 비 ’을 침해

하는 경우처럼 ‘사생활의 자유와 불가침’을 침해하는 강제처분이 내려진 경

우에도 언제든지 용되어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비 보

호법도 통신의 비 을 침해하거나 제한하기 해서는 법한 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 이 발부한 장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다. 이처럼 정보통신망에서의 자 방식에 의한 음향, 문언, 부호

는 상의 송․수신 행 는 ‘통신’이라고 볼 것이며, 따라서 정보통신망에

서의 자 방식에 의한 정보의 송․수신에는 통신의 비 과 자유가 보장

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 제18조의 통신비 에 한 자유권은 사람의 사생활 역이 주

거에 국한되지 않고 공간 으로 넓어질 수 있다는 에서 사생활의 비 을

보장하려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 통신비 의 보장은 통신행 에 의

하여 개인간에 자유로운 의사가 형성된다는 에서 표 행 의 기 내지

제가 되며, 이처럼 표 행 는 의사형성의 과정과 련이 있는 만큼 양심

의 자유, 사상의 자유와도 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76)

(2) 헌법상 통신의 비 보장은 목 론 해석에 의해 모든 형태의 통신

수단에 해 그 비 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77) 이는 정보교

75) 헌재 2001. 3. 21. 2000헌바25, 례집 13-1, 658.

76) 권 성, 헌법학원론 380쪽.

77) Jarass/Pieroth, GG, 1992(2.Aufl.), Anm. 5 zu Ar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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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의 사상 내용, 통신인 상황, 통신의 원인과 방법 등에 해서까지도

미친다고 보는 것이 통설 견해이다.78) 즉 구체 인 통신 계의 발생으로

야기된 모든 사실 계, 특히 통신 여자의 인 동일성, 통신장소, 통신시 ,

통신시간 등에 해 기본권으로서 통신의 비 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정보통신망에서는 이용자들이 자신의 실명을 밝히지 않은 채 익명으로

을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우편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정

보통신망을 이용한 자에게 주 으로 자신의 인 사항이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라이버시에의 기 가 존재함은 물론이고, 사회일반의 념에 비

추어도 그러한 라이버시에의 주 기 가 합리 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다.79) 그러므로 인터넷 게시 에 을 올리는 사람이나 컴퓨터 통신망을 이

용하여 이메일을 송하는 사람이 자신의 인 사항이 수사기 에 제공되는

것을 용인하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인터넷 서비

스 제공업자가 이메일을 그 서버에 장하는 것과, 그 이메일 내용이 수사

기 에 의해 추 되고 녹취되는 것의 라이버시에 한 기 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8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명으로 을 올린 사람의 신상정보를 알게 되는 것

은 곧 그 사람의 통신내용 체를 아는 것과 같다. 즉, 익명으로 을 쓴

사람의 실명은 그 통신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해야 하므로 그에 한 보호

도 기존의 우편이나 통신의 내용에 한 검열이나 감청과 같은 수 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편이나 기통신에 한 검열이나 감청이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 이 발부한 장에 의하여만 허용되는 것처럼, 정보

통신망에서의 이용자의 정보도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 이 발부한 장에

의하여만 수사기 에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78) Jürgen Welp, “Strafprozessuale Zugriff aur Verbindungsdatef des Fernmeldeverkehrs”,

S. 209.

79) Katz v. U.S., 389 U.S. 347(1967) 결에서 Harlan 법 의 별개의견, Gavin

Skok, Establishing A Legitimate Expectation of Privacy in Clickstream Data, 6

Mich. Telecomm. Tech. L. Rev. 61, 81-82 (2000) 참조.

80) Walker v. Darby, 911 F.2d 1573, 1579 (11th Cir.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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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인터넷 게시 에 을 올린 사람의 인 동일성을 악할 수 있

는 컴퓨터의 인터넷 주소(IP Address)나 속 일(Log File), 이메일, 아이

디, 패스워드 등 통신사실에 한 자료도 통신의 자유에 한 기본권의 보

호 상이라고 해야 한다. 한 정보처리 탁자가 자신의 자메일이나 자

게시 상의 게시물과 같은 통신내용의 장, 보 등에 하여 정보통신 서

비스 제공업자를 신뢰하고 있는 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을 고

려해 보아도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통신비 보호법 제13조 등의 규정에 의하

면,81) 수사기 은 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해 통신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임

의로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999년도에 이루어진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82) 각 PC통신사의 이용약 부분이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엄격히

보호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용자의 신상정보가 의외로 쉽게 외부

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고 한다. PC 통신사업자에 따라

신상정보 보호에 한 입장 차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었다.83) 그럼에도 불

구하고 법률로 그 개인정보 유출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국가가 사

이버 공간상의 개인정보 유출을 조장하고 통신의 비 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하겠다.

81) 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의 경우도 동일하다.

82) 송 선, 통신비 보호법의 개정방향, 한국법제연구원(1999. 12.) 23쪽. 최근 수사

기 의 통화내역조회에 의한 각종의 부작용을 언 한 기사로 한겨례신문, 2003.

10. 8.자 15면 기사, 한겨 21, 2004. 2. 25.자 기사 등 참조.

http://h21.hani.co.kr/section-021037000/2004/02/021.

83) 하이텔의 경우 이용약 규정과 달리 ‘ 계법령이나 규정에 의해 국가기 이 요

구할 때, 는 수사상 목 으로 장제시가 있는 경우 신상정보를 넘겨 수 있

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으며, 실제로 매달 이용자 5, 6명의 신상정보가 수사기

에 넘겨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에게 그 사실이 통지되지 않고 있었다

고 한다. 천리안의 경우도 련 국가기 이 법령에 따라 요구할 때는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넘겨주고 있었는 바, “공식문서를 제시할 때만 검경에 신상정보를 넘

겨주고 구두로 신상정보를 요구할 때는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나

우 리, 유니텔 등도 이용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련하여 국가기 이 장없이

개인신상 정보를 요구할 경우 어느 선까지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에 해서는 명

쾌한 내부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 동아일보 1996. 9. 30.자 기사.

송 선, 연구보고서,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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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뿐만 아니라 통신비 의 보장은 언론자유의 불가결한 제조건으로

서 자유로운 정보유통의 이념을 구체화하는 요한 정보기본권이라고도 할

수 있다.84) 이 정보기본권은 정부에 의한 침해를 배제할 뿐만 아니라, 통신

사업자에 해서도 직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

헌법상의 통신비 조항과 언론자유조항에 의하여 통신사업자의 립의무가

직 도출되기 때문이다.85) 동시에 통신사업자는 이러한 헌법상의 립의무

에 근거해서 만약 정부가 립의무 반을 강제하는 경우 그것을 다툴 수

있는 헌법소원의 청구인 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수사기 이 인터넷 게시 에 을 올린 사람의 인 동일성

을 추 하기 해 그가 이용한 컴퓨터의 IP Address나 속 일(Log File),

이메일, 아이디, 패스워드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기통신사업자에

게 요청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와 비 보장에 한 기본권

을 침해하는 행 라고 해야 한다. 더욱이 인터넷 서비스업체가 와 같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메시지 게시자나 법 에 의해 발부된 장을 제시하

는 국가기 이외에는 제공하지 않는 내부 방침을 갖고 있는데도 수사기

이 장없이 이를 제공해 것을 요청하는 것은 사실상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 통신사업자로 하여 립의무를 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4) 이메일을 이용한 컴퓨터 통신비 보호에 해서도 라이버시에

한 기 의 이론에 입각하여 논증할 수 있다. 이메일을 쓰고 보내기 해서

송자는 자신의 고유 근 암호에 의해 컴퓨터 통신망에 속하고, 그

것을 송 받은 특정인이 그 특정인에게 부여된 근암호에 의해 그 이메

일을 찾아 읽을 것을 기 하고 있기 때문에, 이메일을 보내는 사람은 당해

이메일에 해 객 으로 인정될 수 있는 라이버시에의 기 권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메일은 그 수신자의 일방 의사에 의해, 즉 송자

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수신자만의 동의에 의해 타인에게 읽게 하거나

84) 헌법재 소, 사이버공간상의 표 의 자유와 그 규제에 한 연구, 113쪽.

85) 성낙인, 언론정보법, 나남출 , 1998, 602-6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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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수신자의 공개행 가 없는 한 라이

버시에 한 기 권은 존재한다고 해야 한다. 인터넷 서비스업자의 서버에

보 되어 있는 이메일에 해서도 라이버시를 보호받을 수 있는데 한

합리 기 를 할 수 있다.86) 인터넷 서비스업자는 자신의 사 소유에 속

하고 앙집 인 서버에 이메일 메시지를 검색을 해 장한다. 그러므

로 그러한 이메일에 해서는 그 서버에 보 되어 있는 다른 메시지에 비

해 라이버시에 한 더 많은 보호를 해 필요가 있다. 일반 으로 서버

를 통해 송하거나 수신한 이메일이라고 할지라도 개인 컴퓨터 하드웨어

나, 네트워크의 개인 폴더에 장되는 것이 일반 이다. 이는 마치 개인이

수신한 편지를 투째 자신의 집 는 사무실에 있는 책상서랍이나 장농에

넣어두는 것과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자인 인터넷 서비스운 업체나

수사기 이 그 내용을 임의로 탐색 획득할 수는 없는 것이다.87)

(5) 결국 이 사건 통신비 보호법 등의 규정이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

기통신사업자로 하여 수사기 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을 거부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 의 공개요청에

해 통신사업자가 기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임의로 그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통신비 을 보장하는 헌법정신과

일치하지 않는다.88)

86) 물론 다른 이용자에 의해 다운로드된 메시지와 당해 서버에 보 되어 있을 뿐인

메시지에 한 라이버시 보호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 이상은

Maxwell v. United States, 42 M.J. 568, 43 Fed. R. Evid. Serv. 24

(A.F.C.C.A.1995), 44 M.J.41(C.A.A.F.1996), 45 M.J.406(C.A.A.F. 1996).

87) 만약 회사의 사물함에 종업원 개인의 물건을 보 하고 있다면 그 사물함을 회사

측에서 일방 으로 열어 보는 것은 그 개인이 갖는 라이버시에 한 합리

기 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K-Mart Corp. Store No. 7441 v. Trotti,

677 S.W. 2d 632 (Tex. App. Houston 1st Dist. 1984).

88) 헌법재 소, 게 사이버공간상의 표 의 자유와 그 규제에 한 연구, 115쪽 이

하, 박용상, 표 의 자유, 암사, 2002, 719쪽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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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컴퓨터 통신상 표 의 자유의 침해

표 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문명국가의 기본 의무이다. 세계인

권선언의 내용을 구속력 있게 만들기 해 1966년 유엔이 채택한 ‘시민 ․

정치 권리에 한 국제 약(B규약)’ 제19조도 사상․표 의 자유에 하

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표 의 자유에 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

면 는 인쇄, 술의 형태 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

경에 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수하며 달하는 자

유를 포함한다.”

이 국제 약은 1990년 7월 10일자로 우리나라에 용되었으므로 우리 정

부도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표 의 자유는 이른바 정보화시 로 일컬어지는 한국사회에

서 컴퓨터 산망이나 인터넷망을 통한 자통신상의 표 의 자유로서 더

욱 큰 의미를 갖는다. 원래 사상․표 의 자유는 다른 인권에 비하여 우월

한 지 를 인정받아 왔다. 개인의 표 은 개인의 자기실 을 한 가장 기

본 인 활동이며, 국민의 언론 활동은 정치 의사 형성에 국민이 참가한다

는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인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표 의 자유

는 표 행 뿐만 아니라 표 의 수령 행 , 정보의 유통과 커뮤니 이션

과정까지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나아가 표 을 한 정보수집 행 도 보

호의 범 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을 총체

으로 보장하여야만 진정으로 표 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다. 결국 표

의 자유는 표 ‘수단’이 되는 매체에서 표 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까지

도 포함하는 개념인 것이다.89)

그러한 표 수단인 매체 에서 인터넷 등 컴퓨터 통신은 오늘날 가장

89) 진보네트워크 센터, 표 의 자유,

http://cham4.jinbo.net/maybbs/pds/rights/pds/표 자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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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발언의 수단이자 자민주주의를 구 하는 필수 도구

가 되었다. 그러므로 인터넷 등 컴퓨터 통신망을 통한 표 에 해서는 정

부의 침입으로부터 고도의 보호를 받아야만 하게 되었다. 인터넷을 통한 표

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얻는 순기능은, 수많은 의견의 거침없는 표

상호비 과 그것을 통해 불합리하거나 부 한 의견을 소거하여 최선의

답을 찾아 나가는 정화과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터넷 등 컴퓨터 통신망을 통한 표 의 자유는 최 한 보장되

어야 하고, 그에 한 침해는 국가안보목 이나 범죄수사 등을 한 최소한

의 범 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며, 그 침해의 차도 장주의의 원칙 등

법 차의 원칙에 합치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헌법재 소도 인터넷이야말로 ‘가장 참여 인 시장’이며, ‘표 진

인 매체’라고 喝破한 바 있다.90) 분권 이고 개방 인 인터넷의 구조야말

로 언론자유의 진정한 보호자인 것이다.91) 오늘날 가장 거 하고, 주요한

표 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 에 하여 질서 주의 사

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 의 자유의 발 에 큰 장애를 래할 수

있다.92) 원래 인터넷은 등장 기서부터 매스미디어의 독 과 왜곡을 바로

잡고 시장의 굴 와 정부의 억압을 넘어 인류의 의사소통을 이루게 할

요한 매체로 각 받아 왔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93) 특히 인터넷과 같은 사

이버 공간은 실질 인 행 가 일어나기 보다는 표 과 표 의 교환이 그

활동의 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는 사상․표 의 자유를 더

욱 극 으로 옹호해야 하는 것이다.94)

그리고 인터넷 게시 에 자신의 실명이 아닌 ID로 을 올리는 사람은

90) 헌재 2002. 6. 27. 99헌마480, 례집 14-1, 616, 632.

91) “The architecture of cyberspace is the real protector of speech; it is the real

First Amendment in cyberspace”. Lawrence Lessig, Code and Other Laws of

Cyberspace, Basic Books, 1999, pp. 166-167.

92) 헌재 결정, 례집 14-1, 616, 632 이하 참조.

93) 진보네트워크 센터, 표 의 자유,

http://cham4.jinbo.net/maybbs/pds/rights/pds/표 자유.hwp

94) 진보네트워크 센터, 게시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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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의 내용이 공개될 것을 당연히 정하고 있는 신 자신의 실명이

나 패스워드, 속 치 등 자신의 동일성을 악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되

지 않으리라는 제하에 보다 자유로운 의견표명을 하는 것이다. 그러한 의

미에서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신의 내용과 무 하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통신의 내용 보호를 한 기본 제가 된다고 해야 한다.95)

그런데도 통신비 보호법과 그 시행령 기통신사업법 등은 인터넷의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수사기 에 제공할지 여부를 통신사업자

의 임의 인 단에 맡기고 있다. 이것은 인터넷을 통한 표 의 자유를 심

각하게 침해하는 법령이라고 해야 한다.96)

3. 私見

사견으로는 체 으로 헌론의 입장을 지지한다. 오늘날과 같이 자통

신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통신사실 확인자료 자통신내용 등과 같은

자통신자료를 둘러싼 통신의 비 을 보장하고, 인터넷이나 컴퓨터 통신상

표 의 자유를 보호할 필요성이 단히 크며, 한 그 기본권을 침해하기

해서는 법 이 발부한 장에 의해야만 할 헌법의 명문규정(제12조 제3

항)에 의한 요청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자

통신에 련된 헌법상 기본권의 구성요건 내용을 확정하고 그 보호필요성

을 역설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그에 한 구체 심사기 을 제시하

지 않을 수 없다. 그에 해 사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만약 가입자와 인터넷 서비스 업체 사이에 개별 계약을 체결하거

나 약 이나 기타 서면에 의한 동의에 의해 가입자의 신상정보나 인터넷

로그 기록을 수사기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가

그 기본권을 스스로 포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것이 으로 포

기될 수 없는 기본권을 포기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보인다. 따

95) Brian D. Kaiser, Ibid, p. 678.

96) 헌법재 소, 게 사이버공간상의 표 의 자유와 그 규제에 한 연구, 115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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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이러한 경우에 수사기 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을 하는 행

나 그 근거법령에 해 헌 으로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기는 어

렵다. 한 그와 같은 경우에 수사기 이 인터넷 서비스업체나 웹사이트 운

자의 동의를 얻어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는다면, 이는 결국 당해 정

보의 소유주체인 이용자나 리주체인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동의를 얻어

행하는 임의수사에 해당하므로 장주의 원칙에 반되었다고 하기도 어렵

다.

그러나 가입자 등의 그와 같은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서비스

업체나 웹사이트 리자만이 동의할 것을 제로 하여 법 의 장을 발부

받지도 않고 통신사실 확인자료 자통신자료를 탐색 획득하는 것은

장주의에 반되고, 컴퓨터 통신 비 컴퓨터 통신상 표 의 자유 등

을 침해하는 헌 인 처분이라고 보인다. 그 이유는 앞서 본 헌론의 논

거를 들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인터넷 서비스업체나 특정 웹사이

트 운 자의 동의를 얻어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입수한다고 해서 임의수사

라고 할 수는 없다는 에서 보아 더욱 그러하다.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나

컴퓨터 통신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 서비스업체나 특정 웹사이트 운

자가 함부로 수사기 에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넘겨주게 되면,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형벌이라는 형태로 가입자나 이용자의 자유, 재산, 생명 등의 기

본권을 하게 제약할 수 있다. 그런데도 가입자나 이용자가 당해 통신사

실 확인자료를 수사기 에 넘겨주는 것에 해 당연히 동의를 했다거나 그

에 한 기본권 주장을 포기했다고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앞서 본 바 있는 숱한 미국의 결들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미 인

터넷 서비스업체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한 가입자는 그에 한 라이버시

에의 기 를 포기했다고 할 수 있다는 에서 보면, 헌론의 논거 라

이버시에 한 기 권 주장은 한 논거가 아니라고 보인다. 그러므로 가

입자나 이용자의 라이버시에 한 합리 기 를 침해했다거나 사생활의

비 을 침해했다는 것 등을 이유로 하여 헌론의 논거를 펼치는 것은 옳

지 않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 행복추구권이나 인격권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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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다소 막연한 기본권에 근거하여 헌론을 펼치는 것도 치 않

다고 해야 한다. 오히려 앞서 본 헌론의 논거 수사기 에 의한 자통

신자료의 강제취득은 컴퓨터 통신상 표 의 자유 통신비 을 침해한다

는 이유에 의해 헌론을 펼치는 것이 가장 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컴퓨터 통신상 표 의 자유 컴퓨터 통신비 이라는 기본권 침

해 여부에만 을 맞추어 논증을 하다 보면 그 침해수단이 합헌 인 것

이라는 주장에 해 반론을 제기하기 어렵게 된다. 즉 설령 인터넷이나 이

메일을 이용한 컴퓨터 통신에 해 와 같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수단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이나 기타 수

사상 자통신자료를 탐색 획득하는 행 를 허용하는 법령에 해 헌

성 심사를 할 때는 필경 기본권제한의 일반 원칙인 과잉 지원칙에 입각한

심사기 을 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컴퓨터 통신상 표 의 자유 컴

퓨터 통신비 이라는 기본권 침해 여부에만 주안 을 두어 설명하면 와

같은 과잉 지원칙의 심사기 에 해 하게 반론할 수 없게 되어 버리

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컴퓨터 통신상 표 의 자유 컴퓨터 통신

비 등과 같은 기본권의 보호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수단

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행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 다음과 같

이 과잉 지원칙의 여러 심사기 을 무난히 통과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

이다.

즉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행 의 근거가 되는 법령은 ① 이른바

사이버 범죄 기타 일반 범죄의 방 처벌을 해 마련된 것으로서

그 입법목 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② 와 같은 범죄 방과 통제를 해

수사기 으로 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을 할 수 있게 하되 통신

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을 할 때 수사기 내부의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

고(통신비 보호법 제13조 제3항 내지 제6항, 동법 시행령 제21조), 기통

신사업자로 하여 그 자료제공 기록을 보 하고 통신자료제공 황을 정

보통신부장 에게 연 2회 보고하도록 하고, 나아가 당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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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서 등 련 자료를,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날로부터 7년간 비

치하도록 하고 있어( 법률 같은 조문 제7항, 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5

항, 제6항) 그 입법수단이 법 차의 원리에 비추어 하다고 볼 수 있

으며, ③ 그리고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통신비 보호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음)이나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해지일자

와 같은 단순한 인 사항 제공요청( 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에서 규정

하고 있음) 등은 이메일 메시지 등 통신내용 자체의 탐색 획득보다 기본

권침해의 정도가 덜하여 최소침해의 원칙에 합치되고, ④ 그에 따라 그 추

구하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사이에 법익균형성이 갖추어졌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 쉽사리

헌선언을 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그러한 법령에 근거한 수사기 의 통신사

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행 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헌 으로 침해했다고

보기도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수사기 의 자통신자료 획득행 에 해 헌논증을 함

에 있어서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자통신자료 등의 탐색 획득이 압

수․수색에 해 장주의를 규정한 우리 헌법 제12조 제3항을 반하 음

을 주장하는 것에 을 맞추어야 한다고 보인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 문

언 자체에서 명시 으로 압수․수색에 있어서도 법한 차에 따라 법

이 발부한 장을 제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그 외는 그 단서에 규

정된 경우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장 없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을

한 행 에 해 헌법 제12조 제3항 규정의 문언에 기 한 엄격심사를 함으

로써 그 행 그 근거법령이 헌이라는 단을 용이하게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와 같은 헌법 제12조의 문언을 해석함에 있어 그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압수․수색”이라는 용어가 자통신자료에 해서도 그 로 들어맞는

용어인지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은 논증을 통해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원래 “압수․수색”이라는 용어는 유체물을 상으로 한 수사활동

을 묘사할 때 사용된다. 그런데 자통신자료의 획득시 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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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장하고 있는 유체물은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그에 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심의 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특히 자데이터의

압수․수색에 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행 형사소송법의

해석론으로는 범죄 의사실 내지 요증사실과 련성을 갖고 있는 자데이

터에 한하여 압수․수색의 상물이 된다고 해야 한다.97) 그러나 형사소송

법상의 장주의 원칙을 따르지 않고 통신비 보호법이나 기통신사업법

등에 의해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탐색 획득하는 행 에 해 헌여부

심사를 할 때는 와 같은 형사소송법상의 논의를 따르기보다 헌법 자체에

의한 장주의 규정의 보호범 문제로 논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헌법

제12조에서 사용되는 압수․수색이 상으로 하고 있는 국가기 의 행 는

오늘날의 자통신의 범한 확산추세에 비추어 자데이터에 한 압수․

수색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통신사실

확인자료나 자통신 내용을 국가가 강제로 탐색 획득하고자 할 때는

법 이 법한 차에 의해 발부한 장에 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헌법 제12조의 규정내용이라고 해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 에 의한 강제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의미에

서 ‘강제 ’이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통신사업자에게 사실상 그

러한 통신자료 제출을 강제한다는 의미에서 ‘강제 ’이라고 할 수 있음) 통

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행 나 자통신 내용의 탐색 획득,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통신비 보호법 제13조 그 시행령, 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 등의 규정은 장주의 원칙에 배되어 헌이라고 단하는 것이

가장 맞다고 생각한다.

즉 비록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과 같은 비내용 컴퓨터 통신내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입자 인터넷 서비스업체 모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탐색 획득하는 것은 헌법의 명문규정에 입각한 장주

의 원칙을 반한 것이다. 입법자는 이 을 인지하고 법 에 의한 장을

발부받아야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속히 개

97) 이에 해서는 졸고, 박사학 논문, 76-8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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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야 한다고 하겠다. 그것을 통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 해

법원에 의한 차 , 내용 통제장치를 마련한다면, 그 법률은 앞서 본 바

와 같이 그 밖의 기본권제한 심사기 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이므로

별다른 의문 없이 합헌이라는 단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V. 憲法訴願審判請求의 適法要件

1. 수사기 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행 가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상 하나는 ‘공권력의

행사’이다. 그런데 이 사건 련 법령은 수사기 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

료 제공요청을 받은 기통신사업자는 “이에 응할 수 있다.”는 형식으로 규

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 응하지 않았을 때 부

담을 가하거나 제재 는 형사처벌을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즉 표

면 으로 그 문언만을 보면 인터넷 서비스 업체나 특정 웹사이트 운 자

등에게 수사기 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이런 에서 수사기 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행

는 단순한 비권력 사실행 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상이 되는 공권

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지가 펼쳐질 수도 있다.

그러나 헌법재 소는 국가기 의 사실행 가 권력 인지 비권력 인지는

사안의 성질에 따라 종합 으로 고찰하여야 한다고 하 는바,98) 이 경우에

도 기통신사업자가 실 으로 수사기 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을 거

부하기는 어렵다는 을 고려하여 권력 사실행 인지 여부를 단

98) “일반 으로 어떤 행정상 사실행 가 권력 사실행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

해 행정주체와 상 방과의 계, 그 사실행 에 한 상 방의 의사ㆍ 여정도ㆍ

태도, 그 사실행 의 목 ㆍ경 , 법령에 의한 명령ㆍ강제수단의 발동 가부 등

그 행 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 사정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개별 으로

단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4. 5. 6. 89헌마35, 례집 6-1, 462, 48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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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것이다. 수사기 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은 공권력을 기반으

로 하여 법 근거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고, 기통신사업자는 그러한 조

요청을 거 할 경우 수사기 에 비 조 이라는 이유로 직 이든 간

이든 불이익을 입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의해 그 자료요청에 조하지 않

을 수 없게 된다. 한 기통신사업자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을 거

할 경우 수사기 은 압수수색 장을 청구하여 정식으로 통신사실 확인자

료의 탐색에 나설 수도 있다. 결국 기통신사업자로서는 그러한 요청을 거

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도 기통신사업자는 이러한

수사기 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에 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도 없다.

한편 이용자나 가입자로서는 자신의 통신사실 련 자료가 수사기 에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자통신행 에 임할 수밖에 없다. 이

는 바로 사 자기검열에 해당하여 표 의 자유에 한 한 제한행 가

된다. 이처럼 수사기 에 의한 통신사실 자료제공 요청행 는 표 의 자유

에 한 한 제한행 가 됨에도 불구하고 법문언 형식상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이 수사기 의 수사 조의뢰를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사유

만으로 기본권침해 여부에 한 심사 상성을 부인하면 안 된다.99)

결론 으로 수사기 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행 를 ‘권력 ’ 사실행

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에 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자기 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원래 헌법소원심 청구인은 공권력작용에 하여 자신이 스스로 법 으

로 련되어야 한다. 즉 원칙 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99) 헌재 2002. 6. 27. 99헌마480, 례집 14-1, 616, 627에서 설시된 다음과 같은 내

용 참조. “셋째, 형식 으로는 표 의 자유에 한 사후제한이지만, 이용자 - 기

통신사업자 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부장 의 역학 계에 비추어 볼 때 …

이용자는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는, 실질 으로는 상시 인, 자체 검열체계로

기능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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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 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100) 그런데 수사기 의 통신사

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의 상 방은 인터넷 서비스업체나 특정 웹사이트 운

자이지만 산망이라는 통신수단을 매개로 하여 그에 련되어 있는 통

신주체들이 당해 컴퓨터 통신 서비스의 이용자, 그 인터넷 서비스업체나 웹

사이트 운 자의 직원 업체들로 나뉘어 있다. 그러므로 그 개별 통신

주체별로 수사기 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행 그 근거가 되는 통신

비 보호법 기통신사업법 련 법령에 하여 헌법소원심 을 청구할

수 있는 자기 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단지 간 ․사실 는

경제 인 이해 계를 가지고 있을 뿐인지 문제될 수 있다. 차례로 살펴보기

로 한다.

가. 이용자

기통신 서비스의 이용자도 자신의 승낙 없이 기통신사업자의 일방

단에 의해 자게시 에 올린 자신의 에 하여 그 통신사실 확인자료,

기통신사업자의 서버에 보 되어 있는 이메일 등을 수사기 에 제공하는

것에 한 헌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이용

자는 자기 련성과 같은 청구인 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101) 앞서 본

바와 같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나 홈페이지 운 자에 해 수

100) 헌재 1997. 3. 27. 94헌마277, 례집 9-1, 404, 409.

101) 그러나 다음과 같이 단한 미연방의 하 심 결도 있다. 압수․수색 장을

발부 받은 수사기 이 컴퓨터 련 디스켓을 압수하 는데, 그 컴퓨터는

자게시 에 게시물을 게시하기 해 사용되었고, 그 안에 제3의 이용자로부터

온 수통의 이메일이 장되어 있었다. 이에 그 자게시 이용자들이 수사기

을 상 로 소송을 제기하 다. 그러나 미국 법원은 그 이메일을 보냈던 시스템

이용자들은 라이버시를 보호받을 기 권이 없으므로 수정헌법 제4조 반을

주장할 수 있는 청구인 격이 없다고 시하 다. Guest v. Leis, 255 F.3d

325(6th Cir. 2001). 그러나 이 사안은 이미 장을 발부 받아 수사기 이 이메

일이 장되어 있는 컴퓨터를 압수한 경우이므로, 아 법 의 장도 없이

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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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이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행 는 당

해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한 자(subscriber)나 홈페이지에 속한 인터넷 사

용자의 신상정보를 탐색 획득하는 것으로서 가입자의 통신의 자유

표 의 자유를 침해하고 장주의 원칙을 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해 가입자가 단지 수사기 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의

상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련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개 통신

사실 확인자료 요청은 그 통신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요청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다음과 같이 이용자에 한 자기 련성을 부인할 만한 별도의 사정

이 있다면 그 이용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심 청구는 부 법하다. 그것은 수

사기 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에 응하여 인터넷 서비스업체나 홈페이지

운 자가 당해 수사기 에 보낸 회신문에서 청구인들에 한 자료가 포함

되지 않은 경우이다. 왜냐하면, 원래 기본권 침해의 자기 련성이란 심

상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가에 한 것

이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자기 련성이 인

정된다고 할 것이나,102)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등이 수사기 에 제공한

자료에 청구인들에 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 다면 기본권 침해

사실이나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103) 즉 자신의 통신사실 확

인자료가 수사기 에 구체 으로 제출되지도 않았는데, 단순히 수사기 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출요청이 지속 이고 반복 으로 행해지고 있다

는 이유만으로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나 웹사이트 이용자가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의 첫머리에 제시한 사안 2.의

102) 헌재 2000. 6. 29. 99헌마289, 례집 12-1, 913, 934.

103) 공권력의 행사 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재 직

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 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 지 에 아무런 향이 미치

지 않는다면 애당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헌재 2000. 8.

31. 99헌마602, 례집 12-2, 247, 252-253; 2000. 6. 29. 99헌마289, 례집 12-1,

913, 934; 1999. 6. 24. 97헌마315, 례집 11-1, 802,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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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 청구인인 b가 이에 해당한다.104) 다만 헌법재 소 스스로의

인정에 의해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객

헌법질서 수호를 해 헌법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본안 단

을 할 수는 있다고 해야 한다.105)

나. 기통신사업자

기통신사업자가 자신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장주의에 반한

다고 주장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행 에 해 헌을 주장하는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해야 함은 의문이 없다. 즉 기통신사업자에

해서는 자기 련성을 인정하는데 의문이 없다.

다. 기통신사업자의 직원

이 의 첫머리에서 제시한 사안 1.에서 a는 기통신사업자에 고용된 직

원에 불과한데, 그가 수사기 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 의해 자신

의 직업수행의 자유나 통신비 의 보장 자유 등이 침해받았다고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견해가 검토될 수

있다.

(1) 자기 련성을 정하는 견해

헌법 제15조에서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에서 말하는 “직업”이란 생활

의 기본 수요를 충족시키기 한 계속 활동, 즉 총체 이며 경제 성

질을 가지는 모든 소득활동을 의미하며, 이러한 내용을 가진 활동인 한 그

종류나 성질을 불문한다.106) 그리고 이 규정에 의하여 보장되는 자유 가운

데에는 본래의 의미에서의 직업선택의 자유뿐만 아니라 선택한 직업에 종

104) 헌재 2004. 5. 27. 2002헌마366(이 사건은 원재 부에서 각하결정 되었다. 다

만, 그 결정은 공간되지 않았다.).

105) 헌재 1993. 9. 27. 92헌바21, 례집 5-2, 267.

106) 헌재 1993. 5. 13. 92헌마80, 례집 5-1,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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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면서 그 활동의 내용․태양 등에 하여도 원칙 으로 자유로이 결

정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유까지 포함된다.107) 그리고 법률에 의한 기

본권침해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 제3자인 청구인의 자기 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법의 목 실질 인 규율 상, 법규정에서

의 제한이나 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단하여야 한다.108)

그러므로 이러한 직업수행의 자유는 반드시 법인이나 단체의 표자만이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고 할 수 없고, 그 법인 소속 직원이나 단체 구성원도

그들에 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여 결과 으로 법인이나 단체에

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는 공권력의 행사 는

불행사에 해 자신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받았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가 제기한 헌법소원의 자기 련성이 인정된다고 해야 한다.

한 통신의 비 보장에 해서도 인터넷 등 기통신망 운 사업자나

그 직원은, 이용자가 리는 기본권의 구제를 주장할 수 있는 한

치에 놓여 있다고 해야 한다. 그 밖에 헌법소원은 개인의 주 권리의 구

제뿐만 아니라 객 인 합헌 규범질서의 유지도 목 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도 그 게 해석해야 한다. 표 의 자유에 해서도 마찬가지라

고 보아야 한다.

(2) 자기 련성을 부정하는 견해의 지지

그러나 헌법소원심 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은 원칙 으로 자신의 기

본권이 재, 그리고 직 침해당한 자이어야 한다. 이처럼 그 기본권침해

에는 직 성, 재성, 자기 련성이 있어야 하므로, 자기가 련되지 아니한

제3자에 한 기본권침해에 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함은 부 법하다.109)

한 단지 간 , 사실 는 경제 인 이해 계로만 공권력 작용

107) 법원 1994. 3. 8. 선고 92 1728 결(공 1994. 5. 1., 1995).

108) 헌재 1997. 9. 25. 96헌마133, 례집 9-2, 410, 416.

109) 헌재 1989. 9. 6. 89헌마194, 례집 1,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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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련되어 있는 제3자에게도 자기 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110) 그리고

단체와 그 구성원을 서로 별개의 독립된 권리주체로 인정하고 있는 행

우리나라의 법제 아래에서는 원칙 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직 침해당한

권리주체인 단체 는 구성원만이 헌법소원심 차에 따라 권리구제를 청

구할 수 있는 것이다.111)

따라서 이 의 첫머리에 제시한 사안 1.에서 수사기 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 의해 직업수행의 자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자도 기통신 사업자 그 표자일 뿐이지, 그 직원에 불과한 a라

고 하기 어렵다. a는 수사기 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으로 인해 제

한받는 기본권에 해 단지 간 이고 사실 이며 경제 인 이해 계가

있을 뿐이며 법 인 이해 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헌법재 소에 의해 통신

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이나 그 근거가 된 통신비 보호법 규정 등이 헌

이라고 선언된다고 하더라도 a 자신의 기본권을 구제하는데 직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한 수사기 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 의해, 통신의 비 과 자

유권이나 법한 차에 따라 법 이 발부한 장에 의해서만 압수수색을

수인할 권리 등과 같은 기본권을 침해당하 다고 주장할 수 있는 주체도 a

가 아니라 기통신망 서비스 제공업체가 제공하는 기통신망 서비스의

이용자들이다.

3. 보충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헌법소원심 청구인이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른바 권리

구제형 헌법소원을 헌법재 소에 직 제기하여 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

공요청 행 가 헌임을 확인해 것을 청구한다면 이른바 헌법소원심

110) 헌재 1995. 5. 25. 94헌마100, 례집 7-1, 806, 808; 1997. 3. 27. 94헌마277, 례

집 9-1, 404, 409.

111) 헌재 1991. 6. 3. 90헌마56, 례집 3, 289,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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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법요건 하나인 보충성의 요건이 흠결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

문이 생길 수 있다. 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이른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 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 차가 있으면 그 차를 모두 거쳐

야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해서는 보충성의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택

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수사기 의 통신사실 확인자

료 제공요청 행 가 행정소송의 상이 되는 행정작용으로 볼 수 있는지는

아직 법원에서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룬 례가 없어112) 분명치 않으므로

이를 다툴 수 있는 구제 차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의 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 기통신사업자가 아닌 그 가입

자나 기타 인터넷 이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들은 통신사실 확

인자료 요청의 상 방인 기통신사업자가 아닌 제3자라거나, 그 요청은 단

순한 수사 조의뢰일 뿐이지 력의무를 부과하는 권력 사실행 로서 행

정소송의 상인 “처분”(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이라고 할 수 없다

는 등의 이유로 행정소송에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

렵다. 즉 수사기 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 요청에 한 소송상의

권리구제 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가 객 으로 불확실하여 그에 한

마땅한 불복방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소송 차 이외에 권리

침해를 구제할 다른 법 차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결국 이에 한 헌법소원에 해서는 보충성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

4. 련 법령조항에 해 직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련 법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는 수사기 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이라는 집행행 를 매개로 하여 발생하게 된다. 이때 헌

112) 법원 례 검색 시스템을 이용하여 2004. 8. 5. 재 기통신사업법 제54조를

검색조문으로 하여 행정소송사건을 검색해 보아도 검색된 사건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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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소원심 청구인이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른바 권리구

제형 헌법소원을 헌법재 소에 직 제기하여 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행 와 함께 그 련 법령조항을 헌법소원심 의 상으로 삼는다면,

이른바 ‘직 성’ 요건이 흠결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있다. 일반 으로 법

령 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

본권이 구체 인 집행행 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 침해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

의 직 성이란 집행행 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 지 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며, 당해 법령

에 근거한 구체 인 집행행 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 성의 요건이 결여된다.113)

그러나 수사기 에 의한 그러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행 가

헌인 것은 그 근거가 된 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 등이 헌이기 때문

이므로, 청구인은 요청행 뿐만 아니라 그 근거가 된 법령의 헌도 함

께 헌법소원심 차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헌법재 소도, 집행행 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집행행 를 상으로 하

는 구제 차가 없거나 구제 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 가능성

이 없고 다만 기본권 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 차를 강요하

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을 직 헌법소원의 상으로 삼

을 수 있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취하고 있다.114)

113) 헌재 1998. 11. 26. 96헌마55등, 례집 10-2, 756, 762.

114) “국가보안법 제19조는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직 구속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 의 연장허가신청에 의한 지방법원 사의 연장허가라는 별도의

구체 처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법률 자체에 한 헌법소원심 청구요건으

로서의 직 성이 결여된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구체 집행행 가 존재한

경우라고 하여 언제나 반드시 법률 자체에 한 헌법소원심 청구의 법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외 으로 집행행 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집행행

를 상으로 하는 구제 차가 없거나 구제 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 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 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 등으로서 당해 법률에 한 제 련성이 확

실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법률을 헌법소원의 직 상으로 삼을 수 있

다 할 것이다.” 헌재 1995. 12. 28. 91헌마114, 례집 7-2, 876, 883; 1997. 8. 21.

96헌마48, 례집 9-2, 295, 304.

“원천징수되는 조세를 부과하는 융실명거래 비 보장에 한법률 부칙 제12조의

경우, 법률에 근거한 구체 인 집행행 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사 집행행 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집행행 를 상으로 하는 구제 차가 없거나 구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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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경우 수사기 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행 가 행정소송의 상이 되는 행정작용으로 볼 수 있는지는 불분명

하므로 이를 다툴 수 있는 구제 차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제 차가 있

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통신자료 제공요청의 상인 기통신사업자가

아닌 제3자라는 이유로 행정소송에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의 근거가 된 통신비 보호법

제13조와 통신비 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기통신사

업법 제54조에 하여 헌선언이 되지 않을 경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에 의한 기본권침해는 반복 으로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기통신사업

자나 그 이용자에게는 수사기 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요청에 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효율 인 구제수단이 될 수 있다.

나아가 헌법재 소법 제75조 제5항에 의하면 이른바 권리구제형 헌법소

원인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헌법재 소가 인용할

때 공권력의 행사가 헌인 법률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

용결정에서 당해 법률의 조항이 헌임을 선고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 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침해를 당한 자

에게 불필요한 우회 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률조항을 직 헌법소원의 상으로 삼을 수 있다.” 헌재 1999. 11. 25. 98헌

마55, 례집 11-2, 593, 605-606.

“ 기통신사업자에게 불온통신 취 의 거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기통신사업

법 제53조 제3항은 정보통신부장 이 기통신사업자로 하여 불온통신의 취

을 거부, 정지 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는 정보통신부장 의 명령이라는 집행행 를 매개로 하여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이 조항으로 인해 실질 으로 표 의 자유를 규제받는

자는 청구인과 같은 이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장 의 명령의 상 방인

기통신사업자가 아닌 제3자라는 이유로 행정소송의 제기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외 으로 이 조항을 직 헌법소원의

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이 상당하다.” 헌재 2002. 6. 27. 99헌마480, 례집

14-1, 616,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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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115) 즉 법 의 장에 의하지 않은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요청이 헌이라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통신비 보호

법령이나 기통신사법업 규정을 그 로 둔 채 개별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행 에 해서만 헌확인을 한다면, 수많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행 가 재의 실상과 큰 차이 없이 계속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의 근거가 되는 련법령 자체에 해서도 헌

법소원심 청구를 인정해야 한다.

Ⅵ. 告知制度의 新設(立法論)

기통신 서비스 이용자에 해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사실을 사

에, 는 즉시 사후에 통지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행 통신비 보호법 제9조의2는 법원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받거

나, 긴 통신제한조치를 하고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통신제한조

치의 상이 된 기통신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한 사실과 집행기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116) 이

115) 헌법재 소는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견할 때 수사 이 참여하여 화내용을

듣거나 기록한 공권력행 가 헌임을 확인하면서, 그것이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견에도 행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교도 이 참여할 수 있게 한 행형법 제

62조의 헌성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여 조항에 따라 행형법 제62조

련부분에 하여 헌선언한 바 있고(헌재 1992. 1. 28. 91헌마111, 례집

4, 51, 62-63),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사이의 서신을 검열한 행 가 헌임을 확

인하면서, 그것이 수형자에 하여 서신검열을 규정한 행형법 제18조 제3항

시행령 제62조를 미결수용자에게도 용토록 한 구 행형법 제62조에 따른 것이

라 하여 역시 동 제62조의 련부분에 하여 헌선언한 바 있다(헌재 1995. 7.

21. 92헌마144, 례집 7-2, 94, 109).

116) Omnibus Crime Control and Safe Streets Act of 1968을 법 화한 18 U.S.C.

§2518(8)(d)도 법원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장에 기재된 통신제한조치 상자 원

에게 그 통신제한조치 사실을 사후에 통지하도록 하고, 기타 그 통신제한조치에

의해 통신내용을 침해당한 자에게도 법 의 재량에 의해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Within a reasonable time but not later than ninety days after the filing of an

application for an order of approval under section 2518(7)(b) which is denied

or the termination of the period of an order or extensions thereof, the

issuing or denying judge shall cause to be served, on the persons named in

the order or the application, and such other parties to intercepted

communications as the judge may determine in his discretion that is in the

interest of justice, an inventory which shall include notice of - (1) the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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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통신비 보호법 제13조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경우에

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사기 에 의한 컴퓨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탐색

획득은 통신당사자로 하여 통신비 이 설될지도 모른다는 심리

압박을 가하여 실질 으로 통신의 내용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행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제도를 합헌

이라고 보아 존치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9조의2에 하는 정도의 통신

사실 확인자료 제공 사실을 기통신망 이용자에게 사후 으로나마 통지하

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 게 함으로써 수사기 으로 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게 하여 통신비 ,

컴퓨터 통신에 의한 표 의 자유 등과 같은 기본권을 더욱 충실하게 보장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117)

Ⅶ. 結論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을 포함한 자통신자료에

해서도 그에 련된 통신비 이나 표 의 자유 등과 같은 기본권을 보장

해야 할 근거는 충분하다. 즉 통신사실 확인자료도 인터넷이나 이메일 등

of the entry of the order or the application; (2) the date of the entry and

the period of authorized, approved or disapproved interception, or the denial

of the application; and (3) the fact that during the period wire, oral, or

electronic communications were or were not intercepted.

The judge, upon the filing of a motion, may in his discretion make available to

such person or his counsel for inspection such portions of the intercepted

communications, applications and orders as the judge determines to be in the

interest of justice. On an ex parte showing of good cause to a judge of

competent jurisdiction the serving of the inventory required by this

subsection may be postponed.”

117) 同旨, Brian D. Kaiser, Ibid, p.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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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한 자통신의 비 을 보호해야 할 상이 되며 나아가 인터넷이

나 이메일 등을 통한 자통신상 표 의 자유를 보호할 상이 되는 것이

다. 그러나 그러한 기본권 보호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 의 통

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이 당연히 헌이라는 논증을 할 수는 없으며, 그

에 한 헌성 심사기 을 제시해야 할 것인데, 그 구체 심사기 은 다

음과 같이 경우를 나 어 달리 용해야 할 것이다.

우선,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의 서면이나 약 등에 의한 동의를 얻어

자통신자료를 수사기 에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별다른 헌법 문제를 야

기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그들은 기본권을 자발 으로 정당하게 포기하 다

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이용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

더라도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수사기 의 행 에 의해

이용자의 라이버시에 한 합리 기 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헌논증

을 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인터넷 등의 이용자가 자신의 통신 련 정보를

인터넷 서비스 업체나 특정 홈페이지 운 자 등에게 제공하는 순간 이미

그에 한 라이버시를 포기하 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그 이용자

는 당해 통신 련 정보를 사 인 비 역에 남겨두기를 포기하 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용자나 가입자의 동의를 제로 하지 않는 수사기 의 통신사

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이나 그 근거가 된 해당 통신비 보호법령, 기통신

사업법령 등의 규정은 자통신의 비 표 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처

분이나 법률규정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그 헌성 여부 심사는 과잉 지원

칙의 심사기 인 입법목 의 정당성, 수단의 합성, 최소침해성, 법익균형

성과 같은 원칙에 의해야만 한다. 그리고 와 같은 기본권 보장의 실한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탐색 획득하게 하는

이 사건 련법령이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행 가 당연히 와 같

은 심사기 을 통과하지 못하여 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범죄수사라는 정당한 목 이 있고, 통신사실 확인요청을 한 내부 통제

기 이 있으며,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등으로 하여 그 통신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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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기록을 보 하도록 하는 등의 수단도 하다고 할 수 있

으며, 통신내용에 한 침해와 달리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은 비내용

정보에 한 침해이므로 그에 한 통신비 , 표 의 자유 등에

한 최소한의 침해라고 할 것이고, 한 와 같은 수사목 달성이라는

공익과 이용자의 통신비 이나 표 의 자유권 보장에 한 사익은 서로

비례 계를 갖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반 인 기본권침해

의 심사기 인 과잉 지원칙만을 용한다면 이 사건 련법령이나 통

신사실 확인자료 요청행 가 헌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법 의 장을 발부받지 않고 하는 수사기 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그 근거가 되는 통신비 보호법과 기통신사업

법 규정은 헌법 제12조 제3항의 문언 자체에 반되므로 헌이라는

단을 비교 용이하게 내릴 수 있다고 생각된다. 헌법이 명문에 의해

① 침해가능성에 한 유보 없이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거나(헌법 제37

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의 본질 내용에 한 보장), ② 그 침해의 한

계를 설정하고 있거나(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성별․종교․ 는 사

회 신분에 의한 차별 지 등), ③ 그 침해를 한 차규정을 마련하

고 있으면(헌법 제12조 제3항에 의한 장주의) 그러한 심사기 은 해

석론에 의해 도출되는 심사기 보다도 훨씬 더 명확하다. 그러므로 그

헌법의 명문규정에 정면으로 반되는 법령이나 처분은 용이하게 헌

이라고 단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헌법 규정 자체가 엄격심사

기 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이는 장주의 원칙에 반되는 통신사실 확

인자료 제공요청 그 근거법령에 해서는 쉽사리 헌선언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와 같은 법령이나 자통신자료 탐색 획득행 가 갖는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형식 으로는 기통신사업자의 동의에 의한 자통신

자료제공에 의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통신자료를 제공하는 기

통신사업자는 사실상 수사기 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을 거부하

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입자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그들의 통신 련

정보를 수사기 에 제공한다는 에 있다. 그런데도 기통신사업자 등

에 의해 통신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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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수사기 에 제공된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나 가입자는 수사결

과에 따라서는 기소되어 유죄 결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음으로써 그의

생명, 신체나 재산 등에 한 한 기본권의 침해결과를 감수해야 하

게 된다. 그러므로 결국 수사기 에 의한 기통신사업자 등에 한 통

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은 기통신 이용자나 가입자의 동의 없이 이

루어진다는 에서 강제수사의 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해야 한다. 따라

서 수사기 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은 헌법 제12조 제3항

에 규정된 강제처분인 압수․수색에 해당한다고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 통신비 보호법령 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수사기 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은 법 의 장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장에 의한 압수․수색의 원칙을 정면으로

반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해 입법자나 련 행정부처가 무슨 구구

한 합리화 논리를 들이 다고 하더라도 헌이라는 단을 벗어나기 어

렵다고 보인다. 이 에서 법 의 장 없이 하는 수사기 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은 헌법에 반되는 처분이며, 그것의 근거가 되는

통신비 보호법이나 기통신사업법의 련규정도 헌인 법령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헌법재 소에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여 그 헌성을 확인받기

해서는 수사기 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 의해 인터넷

서비스업체 등 기통신사업자가 그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하 고,

그 자료 에 자신에 련된 통신 련 정보가 포함된 이용자나 가입자

등이 헌법소원심 을 청구해야만 자기 련성과 같은 헌법소원심 청구

의 법요건을 용이하게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입법자로서는 이에 한 헌 논란을 잠재우기 해 수사기 으로 하

여 법 의 장에 의해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고, 나아

가 그 사실을 기통신 서비스 이용자 등에게 즉시 사후에 통지해주도

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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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論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통 인 가족제도의 개 이 요한 사회 인

쟁 이 되고 있다. 재 국회에는 2004. 6. 3. 정부가 제출한, 호주제도

의 폐지 자녀의 성은 아버지의 성을 따른다는 父姓主義의 원칙을 변

경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과,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정

부안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내용의 민법개정안 두 건이 계류되어 있다.

1) 이러한 입법 인 개선 움직임 외에 헌법재 에 의하여 가족제도의

개 을 이루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다. 이미 헌법재 소에서는 지난

1997. 7. 16.에 同姓同本 禁婚을 규정한 민법 제809조 제1항에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바 있고,2) 재에도 戶主制度를 규정하고 있는 민

법 제778조, “子는 父의 姓과 本을 따르고 父家에 入籍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는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에 하여 법원이 각 헌제청을 하

여 사건이 헌법재 소에 계속 이다.

이러한 가족제도에 한 헌법 단에 있어서 요한 논 의 하나가

傳統을 어느 정도로 고려할 것인가,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하는 이다.

종래의 가족제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요한 근거의 하나로

서 이러한 가족제도가 통에 입각한 것이므로 이를 바꾸는 것은 통

을 괴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헌법

으로는 이러한 통의 유지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

한다고 한다.

이러한 傳統 談論은 반드시 가족제도에 국한될 문제는 아니고 다른

법제도에 하여도 문제될 수 있겠지만, 이제까지는 주로 가족법 내지

가족제도에 련하여 주로 문제되어 왔다.

이 에서는 과연 통이라는 것이 가족제도, 보다 일반 으로는 법

규범

1) 국회의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

(http://search.assembly.go.kr:8080/bill/billview.jsp?billid=028001&billname=민법 개

정법률안).

최근 방문 2004. 9. 22. 정부의 이 개정안은 16 국회 때에도 제출되었으나 회기 만

료로 인하여 폐기되었던 것이다.

2) 헌재 1997. 7. 16. 95헌가6등 례집 9-2, 1, 16-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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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헌법에 합치하는가 여부의 단에 있어서 어느 정도나 고려되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을 살펴보고자 한다. 논의의 순서로서는 Ⅱ.에서 이

제까지의 논의 상황을 정리하여 본다. 이어서 Ⅲ.에서는 동성동본 혼,

호주제도, 父姓主義의 원칙과 같은 제도가 과연 통 인 제도인가 하

는 문제를 다룬다. 그리고 Ⅳ.에서는 외국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나아가 Ⅴ.에서는 헌법상 통을 어떻게

고려하여야 하는가에 한 사견을 밝히고, 이어서 Ⅵ에서는 이제까지의

논의를 토 로 하여 이제까지 문제되었던 여러 가족제도의 헌성 여부

에 하여 간단히 살펴본 다음 결론을 맺기로 한다.

Ⅱ. 종래의 論議

1. 憲法裁判所의 同姓同本禁婚 결정

종래 가장 논의가 많았던 것은 동성동본 혼의 규정이다. 이 제도가

통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미풍양속이라고 하는 주장은 이미 1957년의

민법제정 당시부터 제기되었던 것이지만,3) 헌법 인 에서 문제되었

던 것은

3) 민법제정 당시의 慣習 重論과 憲法精神 重論 漸進的 改革論에 하여는 崔

柄煜, “憲法에 비추어 본 家族法”, 민사 례연구 [ⅩⅢ], 1991, 433면 이하; 李相旭,

“家族法 制定의 經緯와 주된 爭點”, 家族法硏究 제14호, 2000, 290면 이하; 尹眞秀,

“憲法이 家族法의 변화에 미친 향”, 서울 학교 법학 제45권 제1호, 2004, 237면

이하 등 참조. 습존 론을 표한 論 는 당시의 법원장이자 法典編纂委員

원장으로서 국회에 제출된 민법안의 작성 책임자 던 金炳魯이다. 그는 민법안

의 심의 과정에서 국회에서 민법안의 기 취지를 설명하면서, 체로 다음과 같

이 발언하 다. 즉 우리나라는 온 세계에 類가 없는 선진민족이고 문화민족이라고

우리나라의 문화에 한 자부심을 표명하면서, 자신은 우리나라의 淳風良俗을 조

장하고 완성시킬 의도하에서 친족상속법을 기 하 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동성동

본 혼은 인류문화의 발달의 가장 최고문화의 소산이고, 장차 서양 각국도 이를

모방하게 될 것이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父系主義가 합리 인 제도이며,

父系系統을 계승하는 것이 우리나라 가족제도이고, 男女平等이란 정치 사회 문화

방면에서 문제되는 것이지 家庭의 倫理에 있어서는 男女同等이 용될 수 없다고

한다. 1957. 11. 6.의 국회 발언. 鄭光鉉, 韓國家族法硏究, 1967, 附 編 270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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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 소 1997. 7. 16. 결정4)에서 다. 이 사건에서 다수의견(단

순 헌의견)과 2개의 소수의견(헌법불합치의견 합헌의견)은 모두

동성동본 혼 규정의 유래 내지 통에 하여 언 하고 있다.

다수의견은, 동성동본제의 존치론이 동성동본 사이의 혼인을 허용하

는 것은 사회의 미풍양속과 통문화에 어 나는 것이어서 사회질서의

혼란과 가족제도의 괴를 래한다고 주장하는 데 하여, 동성 혼제

가 만고불변의 진리로서 우리의 혼인제도에 정착된 것이 아니라 시 의

윤리나 도덕 념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서 그 시 의 제반 사회․경제

환경을 반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을 감안할 때, 이 제도는 이제

더 이상 법 으로 규제되어야 할 이 시 의 보편타당한 윤리 내지 도덕

념으로서의 기 성을 상실하 다고 볼 수밖에 없고, 헌법 제9조의 정

신에 따라 우리가 진정으로 계승․발 시켜야 할 통문화는 이 시 의

제반 사회․경제 환경에 맞고 오늘날에 있어서도 보편타당한 통

윤리 내지 도덕 념이라고 하 다.

반면 헌법불합치의견은 헌결정이 아니라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서 동성동본제도의 통성을 강조하여, 동성동본제도는

수백 년간 이어져 내려오면서 우리민족의 혼인풍속이 되었을 뿐만 아니

라 윤리규범으로 터 잡게 되었고, 가족법 특히 혼인제도는 입법부인 국

회가 우리민족의 통, 습, 윤리의식, 친족 념, 우생학 문제 등 여

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입법정책 으로 결정하여야 할 입법재량사항

이라고 한다.

그리고 합헌의견은 동성동본 혼 규정이 합헌이라는 이유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즉 혼인 계를 포함한 가족 계를 규율하는 법은

합리 으로만 형성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통·풍속에 강하게 지배되는

보수 ·역사 성격을 띨 수밖에 없으므로 동성동본 혼 규정의 헌성

도 혼인 계를 규율하는 법의 이러한 특수성을 제로 그 유래나 습

화의 정도, 입법화의 타당성, 재의 여건 변화 등을 검토함으로써 그

헌성을 가려야지 합리성이나 논리만을 잣 로 헌성을 논할 수는 없

으며, 행복추구권

4) 註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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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통문화의 계승이라는 한계 내에서만 보장되고 있으며, 행복추구

권이라 할지라도 반사회 내지 반자연 행 를 지하는 규범이나

통문화로 인식되어 온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여 이를 남용할 수 없음은

물론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거나 방해할 수 없음은 무나 당연하

다고 할 것이며 어도 국민의 의사에 정면으로 반하지 아니하는 한

통․ 습에 반한 행복추구권을 추구할 수는 없다고 한다.

요컨 결정의 다수의견이나 2개의 반 의견은 모두 동성동본

혼 규정이 우리나라의 통 인 제도이고, 행복추구권과 같은 국민

의 기본권도 통문화의 계승․발 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9조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보면서,

다만 동성동본 혼의 통이 오늘날도 타당한 통인가, 헌법 제9조에

서 말하는 통문화에 해당하는가에 하여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것

이다.

2. 傳統을 이유로 종래의 家族制度가 合憲이라고 하는 견해

한 論 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그 유래와 존재형식면에서 볼 때는 하

나의 통 이고 습 인 것이지 헌법 인 상은 아니며, 혼인과 가

족생활을 그 규율 상으로 하는 가족법이 ‘傳統性’, ‘保守性’, ‘倫理性’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도 혼인과 가족 계의 이같은 憲法外的인 존재형식

과 불가분의 계가 있으므로 혼인가족 계처럼 憲法外的 現象을 헌법

이 그 인식의 역으로 끌어들이려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혼인과 가족

계가 지녀온 통 인 의미와 존재형식을 존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5) 그리하여 호주

5) 許營, “憲法과 家族法”, 延世大 法律硏究 제3집, 1983, 419면. 그런데 許營, 韓國憲

法論, 新4版, 서울, 博英社, 2004, 164면은 유교사상에 의해서 지배되던 우리 사회

의 형 이고 통 인 고래의 혼인‧가족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기

로 하는 혼인‧가족제도 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우리 헌법상의 혼인‧가족제도는

그것이 지난날에는 어떠했던 간에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문화민족의 이념에 알맞

게 이제는 남녀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기 로 문명 인 가족 계로 성립되고 유지

되어야겠다는 헌법 결단의 표 이라고 이해해야지, 칼 슈미트와 같이 우리 사회

에 확립된 형 이고 통 인 사법상의 혼인‧가족제도를 제도 으로 보장하기

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서술하고 있어 견해의 변화가 있었

던 것으로 보인다. 한 구상진, “민법 개정법률안 입법 고에 한 의견”, 민법



417

제도에 하여는 호주상속순 에 해서 입법자가 내린 차별 우의

기 으로서의 近親, 혼인 의 출생자, 연장자 등은 어도 우리의

통 인 家族觀念에 비추어 볼 때 正義觀念을 해치는 정도의 불합리하고

恣意的인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 남자와 여자를 호주상속순 에서

차별하는 것은 男系血統繼承을 실 시키기 한 입법권자의 결단이라고

악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남녀를 차별하는 입법권자의 동기가 아

직은 평등권을 침해할 정도로 불합리하고 恣意的인 것이라고는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한다.6)

다른 論 는 헌법재 소의 동성동본 혼 규정에 한 헌결정을 비

하면서, 이러한 동성동본 혼의 제도는 과거 조상들의 나름 로 과학

합리성과 철학사상 정당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고상한 통문화

이자 도덕정신이고, 우리만의 독특한 고유문화라고 하여 합리성과 정당

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고 하면서, 헌재가 수백 년 동안 미풍양속으로

계승되어 온 통문화의 合情性과 합도덕성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단지

합리성만을 이유로 내린 결정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한다.7)

한 상당수의 논자들은 “悠久한 歷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民

國”이라는 헌법 前文의 표 과, “국가는 통문화의 계승‧발 과 민족문

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헌법 제9조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동성동본 혼, 호주제 父姓主義의 원칙은 헌법상 보호되어야 하는

통문화라고 주장한다.8)

(친족편)개정안 공청회, 법무부, 2003. 9. 25., , 57면은 헌법 제36조는 한민국 수

립 부터 자생 인 기 로 형성되어 있는 가족제도의 기본구조를 국가는 보호하

고 이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며, 가족제도는 국가

간섭이 최소화되어야 할 역이고, 통 가족제도를 보호하는 것이 헌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한다.

6) 許營, “憲法과 家族法”(註5), 434면 이하. 여기서는 ‘傳統性’, ‘保守性’, ‘倫理性’ 이

강조되는 家族法分野에서는 다른 法律分野와 달리 外國의 法制를 우리의 現實에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특별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7) 金池洙, “同姓同本不婚禮法의 역사철학 배경과 해석”, 사법행정 2001. 6,

19면 이하. 같은 취지, 金池洙, “헌법재 소의 동성동본 혼 규정에 한 헌법불합

치결정의 논거에 커다란 의문이 있다”, 사법행정 1998. 6, 48면 이하.

8)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호주제도 련토론회자료집, 법무부, 2000. 7., 144면(정

환담 발언); 정환담, “『호주와 가족』의 면 폐지안의 불합당성, 법무부의 민

법 개정법률안(호주와 가족의 면 폐지안)의 입법 고에 한 의견서, 법무부(註

5), 117면; 구상진(註5), 56 - 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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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호주제도가 통에 근거한 미풍양속이므로 유지되어야 한

다는 주장은 여러 사람에 의하여 주장되고 있다.9)

3. 傳統 否定論

이와는 달리 동성동본 혼제도나 호주제도가 헌이라고 하는 입장

에서는 이러한 통 논거에 하여 몇 가지의 반론을 펴고 있는데, 그

요한 것으로는 이러한 여러 제도가 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

이다. 우선 호주제도가 통제도가 아니고 일본이 우리나라의 습을

왜곡하여 강제로 이식한 제도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 하고 있

다.10)

나아가 일부 학자는 父姓主義 원칙 내지 그 근거가 되는 父系血統主

義도 우리의 통이 아니라고 한다. 즉 우리 민족의 친족제도는 국과

는 달리 부계 통만을 일방 으로 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계와 모계를

동등하게 존 하는 고유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고려시 는 물론 조

선 기까지만 해도 부계와 모계의 양계를 다같이 존 하고, 딸과 아들,

친손과 외손을 차별하지 않는 친족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17세기

무렵부터 국식 宗法制度의 향을 받아 부계 통주의가 강화되기 시

작했다고 하면서, “약 300년의 역사를 가진 국식 종법제에 물든 가족

제도와 1000년 이상의 통을

9) 컨 김 원, “ 행 민법상의 호주제에 한 연구(下)”, 司法行政 2002. 9. 12면;

李德勝‧金鎭, “戶主制度 存廢에 한 硏究”, 比 私法 제9권 1호, 2002, 269면 이

하 등. 좀더 상세한 문헌의 소개는 申榮鎬, “「戶主와 家族」規定의 整備를 한

檢討”, 家族法硏究 제17권 1호, 2003, 37면 註15) 참조.

10) 최 권, 윤진수, 김양희, 오정진, 호주제 개선방안에 한 조사연구, 여성부, 2001,

12면 이하; 李相旭, “日帝下 傳統家族法의 歪曲”, 朴秉濠敎授還甲紀念 韓國法史學

論叢, 1991, 382면 이하; 양 아, “한국의 호주제도”, ｢여성과 사회｣10호, 1999,

224면 이하; 박병호, “일제하의 가족정책과 습법형성과정”, ｢법학｣제33권 2호,

서울 학교 법학연구소, 1992, 7면 이하; 김상용, “다시 호주제 폐지를 말한다”,

법무부(註5), 23면 이하; 金相瑢, “호주제는 통 가족제도가 아니다”, 법률신문

제3215호(2003. 11. 3.), 14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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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 민족 고유의 가족제도, 이 어느 것이 통가족제도인가?”라

고 하여 부계 통주의가 우리의 통 제도가 아니라고 한다.11)

한 同姓同本禁婚의 제도도 우리 고유의 제도가 아니라 국의 향

을 받은 것이라고 한다.12)

4. 基本權의 制限事由로서의 傳統

에서의 논의는 동성동본 혼이나 호주제 등 구체 인 가족법상의

제도가 통에 근거를 둔 것인가, 아닌가 는 이러한 제도들이 미풍양

속인가 아닌가 하는 것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보다 일반

으로는 통이 기본권 제한의 사유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로

된다. 이 에 하여도 견해의 립이 있다.

가. 정하는 견해

먼 헌법 제9조를 근거로 하여, 통이 기본권 제한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즉 헌법 제9조는 문의 사회 폐습 조항과 함께

통문화의 계승‧발 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국가

에 지우는 조항이고, 그 법 효력은 사법부(헌법재 소)를 구속하는 원

칙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혼례 때의 음식 지13)나 동성동본

혼의 헌 여부를 헌법재 소가 단할 때 그 지조치가 통문화의

계승‧발 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할 국가의무의 정당한 실

조치 는지 사회 폐습의 타 를 한 정당한 조치 는지 아니면 사회

폐습의 존치에 지나지 아니한지의 단을 헌법 제37조 제2항상의 이

익 형량시 고려하여야 할 요

11) 金相瑢, “가족법상의 몇가지 헌법 문제 - 호주제의 통성, 자녀의 성, 이혼숙

려기간 -”, 헌법실무연구회 제47회 발표문(2004. 7. 2.), 12면 이하.

12) 金柄大, “同姓同本不婚制에 한 ”, 現代民法의 課題와 展望: 南松韓琫熙敎授

華甲紀念, 1994, 106면 이하.

13) 헌재 1998. 10. 15. 98헌마168 결정에서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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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公共福利) 가운데 하나로 행하 어야 한다고 한다. 그리하여 헌법

재 소의 결정에는 동성동본 혼의 경우에 헌법 제9조의 통문화 내지

민족문화가 아니라는 결론은 있으나 왜 그러한지의 단의 합리 근거

를 결하고 있다고 하면서, 문제의 례나 행이 과연 통문화 내지

민족문화14)의 하나인지, 아니면 사회 폐습인지의 단은 구도 할

수 있는 주먹구구에 의할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학자 등 문가의 시

각에서 단하는 일종의 감정증거나 학자의 연구 결과에 의거하여야 하

며, 그 게 하여야 그 단의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한다.15)

이와 맥락을 같이하는 주장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즉 통

이란 습 에서 수 세 를 통해 살아남은 습을 의미하며, 습이

통이 되기 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일정 수 이상의 사람이나 사람

들의 집단”에 의해 행동의 방식으로서 일반 이고 보편 으로 받아들여

져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憲法 前文이 “유구한 역사와 통에 빛나

는 우리 한민국은”이라고 시작함으로써, 한민국은 통과 역사에

뿌리박은 문화 사회를 제로 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고, 헌법 제9

조도 “국가는 통문화의 계승발 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여 “ 통”의 계승발 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힘쓸 것을 국

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동성동본 혼 규정이

“ 재의 시 에서” 다수의 한국

14) 여기서는 통문화 내지 민족문화를 한국민족의 正體性(identity)와 련시켜서,

한국민족을 한국민족으로 만들고 그 게 가름할 수 있게 하는 기 내지 요소

가 통문화 내지 민족문화라고 한다. 달리는 한국민족(국민)의 정체성을 규정하

는 사고나 행동의 패턴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崔大權, “憲法의 變化와 連

續性에 한 談論”, 서울 학교 法學 제44권 1호, 2003, 92면, 103면 참조.

15) 崔大權(註14), 97면 이하. 이 논자는 다른 에서도 동성동본 혼 원칙의 경우에

그것을 법 원칙으로까지 강제하여야 한다는 강한 법 확신이 우리 사회에 아직

존재하고 있는가가 요하고, 이 게 강한 법 확신이 우리나라 사회에 존재하

느냐의 문제는 사회과학 근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단하여야 하며, 동성동본

혼 원칙이 사실상 효력이 없는 원칙임을 보여주는 사회과학 연구결과를 구

하 다고 한다면 동성동본 혼 원칙이 평등조항 등에 반한다는 결정의 논거의

하나로 그러한 연구결과를 이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한다. 崔大權, “法的決定과

社 科學: 課外禁止措置違憲決定을 심으로”, 서울 학교 法學 제41권 3호, 2000,

54면 註20); 同, “憲法學方法論의 問題”, 서울 학교 法學 제43권 1호, 2002, 62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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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의해 보편 으로 받아들여지는 “ 통”인가에 하여는 인류학

자인 Leopold Pospisil의 주장에 따라 법을 그 필요성에 한 믿음이 다

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 습 인 법(customary law)”과 거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권 주의 인 법(authoritarian law)”으로 二分하고, 만약

동성동본 혼제도를 구체화한 민법 제809조 제1항이 Pospisil이 말하는

“ 습 인 법”의 특성을 갖춘 것이라면, 동성동본 혼제도는 이 두 번째

요건도 만족시키게 되어 헌법 보호를 받는 “ 통”이 되는 것이고 따

라서 민법 제809조 제1항도 사회변동과 련해서는 합헌이 되는데, 이

규정은 과거에는 습 인 법이었지만 재에는 권 주의 인 법으로

변하 으므로, 이는 더 이상 한국사회에 합성을 갖는 법이 아니며 따

라서 동성동본 혼도 헌법 제9조에 의해 보호되는 “ 통”으로서의 치

를 잃어버렸다고 한다.16)

나. 부정하는 견해

반면 이러한 통이나 미풍양속이라는 개념은 기본권의 제한을 정당

화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다. 우선 동성동본 혼규정에

한 헌법재 소 결정의 소수의견이 우리 헌법 제9조를 근거로 동성동본

혼제도의 합헌성을 논증하는 데 하여, 헌법 제9조는 오늘날 문화

상이 화되고, 보편화되는 상황에 처하여 문화의 편향된 발 을

지하여 문화 다양성을 조성하고, 이를 하여 문화활동을 진하며,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 문화 인 가치를 공유하게 하려는 데에 목

이 있는 것으로서, 헌법 제9조가 특정한 제도의 내용을 보장하고, 이러

한 제도보장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기본권의 제한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

16) 林智奉, “憲法裁判과 社 變動”, 試界 2001. 12, 4면 이하. 林智奉, “민주주의의

실패와 사법 극주의”, 헌법실무연구 제2권, 2001, 133면 이하는 사법부가 親多數

決主義 機關이기도 하고 反多數決主義 機關이기도 하다고 하면서, 동성동본 혼

규정에 한 헌법재 소의 결정은 의회에서 minority block의 형성을 통해 야기

된 민주주의 실패를 의회 스스로 교정할 수 없게 되자 이에 극 으로 개입하

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의 “민주주의 진”에 이바지

하 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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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한다. 그리고 동성 혼제도가 우리 사회의 통 인 미풍양속을

보호하기 하여 필요하다고 하는 헌법재 소 결정의 소수의견에 하

여는, 동성동성 혼제도가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에 해서는 異論이 없고, 그 다면 미풍양속의 보호라는 법익은 개

념 으로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시키기 해서 필요한 질서유지 공공

복리에 포섭될 수 있어야 하는데, 미풍양속을 이유로 국가의 행 가 정

당성을 갖는다면 국가는 다시 가치가 세분화되지 않는 과거로 회귀하여

價値의 獨裁(Tyrannei der Werte)를 통한 체주의 질서형성의 주체

로 될 것이라고 한다. 기본권 제한의 논거로서 제시된 미풍양속은 헌법

으로 보면 통 인 가족질서의 유지라고 표 될 수 있을 것이지만,

이러한 개념 역시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사유인 질서유지에 포섭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러한 입법목 을 하여 동성동본간의 혼인을 체

으로 부인하는 것은 오늘날 가족의 연공동체로서의 성격을 지극히

과 평가한 결과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족에 한 이해는 오늘날 가족

개념의 변화, 성씨 취득의 다양성, 인구의 과 화 이동성의 증가 등

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설득력이 없는 정형화(Typisierung)라고

한다.17)

동성동본 혼에 한 다음과 같은 주장도 맥을 같이한다고 보인다.

즉 단순히 옛날부터의 그 사회의 祭禮的 式, 종교 이유나 과거의

습, 형이상학 이유, 합리 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념만을 이유로

하는 혼인 지는 이러한 헌법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헌이고, 특정

종교 교리나 과거의 유교 ·가부장 윤리나 습에 기 한 혼인

지는 인용되기 어려우며, 특히 헌법은 래의 가부장 가족제도와 혼

인제도를 수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

한 혼인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에서 과거의 혼인제도의 통을 그 로

수용하기는 곤란하다고 한

17) 全光錫, “同姓同本禁婚制度의 憲法問題 -憲法裁判所의 決定을 中心으로-”, 暻園

大 法學論叢 제5호, 1998, 221면 이하. 李和淑, “동성동본 불혼제에 한 헌법불합

치 결정을 환 하며”, 법과 사회 제15호, 1997, 87면 이하는 동성동본 불혼제는

미풍양속이라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동성동본 불혼제를 미풍양속이

라 가정한다 해도, 이는 법이 규율할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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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민법 제809조 제1항은 혼인의 자유의 한 본질 요소로서

자기가 선택한 배우자와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여 헌인데, 民

法 제809조는 과거의 가부장 가족제도에서 행해진 습을 수용한

것이지만, 단순히 과거의 윤리나 습, 합리 으로 설명할 수 없는 념

을 이유로 혼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한다. 민법 제809조 제1

항의 문제는 과거의 윤리, 습과 재의 헌법 가치질서와의 충돌의

문제를 함유하는데, 우리 헌법은 혼인제도에 있어 통 유교 윤리에

기 한 가부장 혼인제도를 수용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부계

통 심의 가족 사회에서의 성 질서를 유지하기 한 범 한

혼규정은 우리 헌법이 기 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

한 혼인제도와 상용할 수 없고 한 혼인의 자유의 보장과도 조화되

기 어렵다는 것이다.18)

한 헌법 제9조가 국가의 통문화계승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

것이 기본권 보장의 한계로 작용한다고 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즉 통문화 에는 국민의 기본권과 별 계가 없거나

이를 증진시키는 것이 있는 반면 이를 제약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후자에 속하는 통문화를 다른 이유 없이 단지 그것이 통문화라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이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결코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19)

Ⅲ. 從來의 家族制度의 傳統性

여기서 좀더 논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과연 동성동본 혼제도나

호주제도와 같은 것이 통 인 제도인가 하는 부터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논자에 따라서는 이 문제에 한 인식 자체에 차이가 있

기 때문에

18) 金文顯, “ 헌성 여부가 문제되는 몇 가지 법률조항에 한 고찰”, 憲法裁判硏究

제5권 憲法解釋에 한 硏究, 서울, 헌법재 소, 1994, 260면 이하; 同, “동성동본

불혼제의 헌 여부”, 試界 1994. 12, 174면 이하.

19) 尹容燮, “同姓同本禁婚制度의 違憲 否”, 金容俊 憲法裁判所長 華甲紀念 재 의

한 길, 1998, 217면. 다만 이 은 동성동본 혼 제도의 도덕 ‧윤리 당 성에

하여 국민들의 보편 승인이 있음이 증명된다면 그 합헌성은 인될 수 있다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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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이 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반

드시 간단하지 않다. 이 문제 자체가 법학보다는 사회과학이나 역사학

의 역에 속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과 역사학에서도 과연

통을 어떻게 악할 것인가에 하여 복잡한 논의가 있기 때문이다.20)

그러나 이하에서는 이러한 을 감안하면서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과

연 이러한 가족제도가 통에 부합하는 것인가를 살펴본다.

1. 同姓同本禁婚制度

동성동본 혼제도가 우리나라 고유의 제도인지, 아니면 국의 宗法

制度21)에 향을 받은 것인지에 하여는 헌법재 소 1997. 7. 16.

결정(註2)에서도 다투어졌으나, 일반 으로는 이는 국의 종법제도의

향을 받아 고려 엽 무렵에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조선시 , 특히 조

선시 후기에 이르러 더 강화되었다고 이해되고 있다.22) 이 제도가 어

디에서 유래

20) 컨 양 아, “‘ 통’과 ‘여성’의 만남: 호주제도 헌소송에 한 문화 연구”,

법사학연구 제25호, 2002, 110면 이하는 호주제도의 통성 여부와 련하여 호

주제 폐지론자들이 호주제도가 한국의 진정한 통이 아니라는 논증에 있어서

실증주의 에 입각하고 있으나, 이는 ‘ 통’이라는 문화 구성물이 마치 사

물인 것처럼 ‘실체화’하게 된다고 비 하면서, 어떤 실천이 정말로 한국의 통이

냐 아니냐, 혹은 유교 통에서 재 사회에 유산으로 삼을 만한 것이냐 아니

냐와 같은 질문은 매우 단순하고 험하다고 한다. 한 근래의 社 史는 통이

라는 것이 실제로는 만들어진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에릭 홉스 , “ 통들을

발명해내기”, 에릭 홉스 외 지음, 박지향‧장문석 옮김, 만들어진 통, 서울,

Humanist, 2004, 19면 이하 참조.

21) 宗法이란 ‘大宗‧ 宗之法’ 혹은 ‘宗子法’의 약칭으로서 하나의 宗家(大宗)를 심

으로 여러 방계친족( 宗)들을 결속시키는 독특한 친족 편제의 원리이다. 국의

宗法制度 그것이 한국에 받아들여진 과정에 한 비교 상세한 설명으로는

李迎春, “宗法의 원리와 한국 사회에서의 통”, 가족과 법제의 사회사(한국사회

사학회논문집 제46집), 1995, 11면 이하 참조.

22) 同姓同本禁婚制度의 역사에 하여는 金斗憲, 韓國家族制度硏究, 서울, 서울 학

교출 부, 1969, 430면 이하가 많이 인용되는 문헌이다. 한 헌법재 소 결정을

비 하는 金池洙(註7), 2001, 19면도 재의 이 법(동성동본 혼제도)은 직

고려 기 이후 唐律의 향과 조선 기 明律의 依用에 의해 재정립된 제도임

은 역사 기록에 비추어 의심할 나 가 없는 사실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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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건 간에 어도 조선시 후기 이후에는 이 제도는 완 히 정

착되어서 우리 통 문화의 일부로 받아들여졌다고 할 수 있다. 동성동

본 혼제도가 국의 향을 받은 것임을 지 하고 있는 헌법재 소

1997. 7. 16. 결정(註2)의 다수의견도 이 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2. 戶主制度

호주제도가 우리나라 통 인 제도인가 하는 에 하여는 논의가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일반 으로 행 민법상의 호주제도가 일제 치

하에서 일본이 호주제도가 우리나라의 습상 존재한다고 하는 명분하

에 일본의 호주제도를 강제로 이식한 데 기원하 다는 것은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일이다.23)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제도 옹호론자들이 호주제도가 우리의 통에

입각한 제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

가 있다. 그 하나는 역사 으로 우리나라의 통 인 가족제도하에서도

家長이 있었는데, 이 家長을 戶主와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24)

이와 연 이 있는 다른 주장으로는 戶主制가 통 인 가계계승

내지 조상숭배의 념에 이바지하기 때문에 이는 통에 부합한다고 하

는 견해가 있다. 즉 헌법 문 헌법 제9조에 의하면 가족공동체 계

승의 문화는 통문화로 보호하는 것이 헌법의 기본원리이고, 호주제의

본질은 가계계승제도를 호주 개인의 권리 의무의 형태로 표 한 법률형

식일 뿐이며, 이

23) 최 권 외 3인(註10), 12면 이하 참조. 이와 유사한 사례로서 19세기에 백인들이

아 리카를 지배하면서 아 리카의 ‘ 통’을 오해하고 왜곡한 를 들 수 있다.

테 스 인 , 식민지 아 리카에서의 통의 발명, 홉스 외(註20), 399면 이

하, 특히 459면 이하 참조.

24) 김 원(註9), 10 - 11면. 鄭淇雄, “家의 繼承과 戶主制의 役割”, 家族法의 變動要

因과 現狀(衿山法學 창간호), 1998, 88면은 호주가 가장으로서 집안에서 여러 가지

권한을 갖고 가족에 하여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일본으로부터 향받았다기보

다는 유교국가인 국, 한국, 일본의 공통 상이라고 한다. 구상진, 指定討論, 호주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註8), 129 - 130면도 같은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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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우리 가족제도의 기 라고 한다.25)26)

이러한 논란이 생기는 원인은 기본 으로 통을 어떻게 악할 것인가

하는 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 인 가족제도에 있어서의

家長이라는 개념과 행법상의 戶主의 개념을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통 인 家長의 개념은 법률상으로나 실제에 있어서 큰 의

미가 없으며 내 으로는 오직 자녀에 한 계에 있어서 父權, 처첩에

한 계에 있어서 夫權이 있을 뿐이고, 외 으로도 家의 최존장으로서

의 의미밖에 부여되지 않았으며,27) 이 에서 실 인 생활공동체가 아닌,

추상 인 家28)를 제로 하여, 이 家를 통솔하는 지 를 가지는 행의 戶

主와는 다른 것이다.29) 그 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호주제도가

25) 구상진(註5), 57면, 62면. 정환담(註8), 2003, 115면 이하도 家의 繼承의 원리가 韓民

族的 家族制度의 三原則 의 하나라고 하면서 호주제도의 폐지에 반 하고 있다.

26) 근래 한 일본인 학자는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의 호주제도를 설명하려고 시도하

고 있다. 즉 호주제도가 일제가 창조한 것이라는 연 설명은 시인하면서도,

1970년 부터의 가족법개정운동과 개정경 에서 보수 를 심으로 하여 한국

사회가 보여 戶主制度에의 ‘집착’, 즉 한국의 통 내지 문화를 戶主制度 에

서 찾으려는 자세는 이와 같은 제도사 분석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될 수 없고,

한국 사회에는 일본의 제도가 알지 못하던 호주의 역할 내지 기능이 존재하 을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 호주제도의 특징 인 역할․기능이란 祖上祭

祀를 심으로 하는 一族統率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宗法制度’라고 한다. 다

시 말하여 한국의 호 제도와 호주제도는 일본법으로부터 도입된 것이지만, 그

도입 이 부터 한국 사회에 존재하 던 조상숭배의 념이 이에 깊게 결부되어

한국에서는 일본법상의 호주와는 다른 의미의 호주로서 인식되었다는 것이다. 靑

木 淸, “韓國의 戶主制度”, 家族法의 變動要因과 現狀(衿山法學 창간호), 1998,

239 - 242면; 同, “韓國家族法と日本家族法”, ジュリスト No. 1007, 1992, 45면 이

하. 한 양 아, “한국의 호주제도”, 여성과 사회 제10호, 1999, 224면 이하는 일

제는 이에(家)제도의 틀을 한국에 이식하면서 조선의 습에서 이것과 응하는

어떤 것을 찾아내려 했고 그 게 해서 호주의 응물로 찾아낸 것이 조선의 가

계계승자 으며, 그리하여 한국에서 호주제도는 부계계승 제도를 유지하기 한

제도 장치로 사용되었고, 부계계승 제도는 호주제도의 에서 더욱 철 한

것으로 자리매김되었다고 한다.

27) 朴秉濠, “한국의 傳統家族과 家長權, 近世의 法과 法思想”, 가족법논집, 1996, 279면 참조.

28) 일본의 いえ.

29) 양자의 비교에 하여는 최 권 외 3인(註10), 16 - 17면 참조. 朴秉濠, “日帝下

의 家族政策과 慣習法形成過程”, 서울 학교 法學 제33권 2호, 1992, 10면은 “父

權․夫權 외에 이들을 포 하는 통일 인 지배권으로서의 家長·家長權制度는 日

帝에 의하여 비로소 강제된 것이며 그것이 지배권의 내용에 있어서 理念型에 비

하여 빈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상징 의미 이상의 家族國家理念, 즉 家父長制 家

族制度에 있어서의 가족원의 가부장에 한 絶 的 恭 의 윤리인 孝를 君主에

한 絶 的 恭 의 倫理인 忠에까지 媒介하는 정신 지주로서의 의미가 있다”

라고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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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역시 종래의 부계 통주의 내지 가부

장 의식을 바탕으로 한 家系繼承의 념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었고,30) 그

것이 일제하에 들어왔어도 수십 년 동안 제도로서 정착되어 온 이상 이를

통이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31)

3. 父姓主義

한국에서 姓의 기원에 하여는 반드시 견해가 일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

지만,32) 기에는 姓이 귀족이나 양반 등 상류계층만이 사용하다가 후 에

이르러 차 일반 서민도 姓을 사용하여 일반화되었다. 그리고 姓을 사용하

는 경우에는 삼국시 이래 父系血統主義에 따라 父子가 同姓을 사용하

다.33)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父子同姓 내지 父姓主義의 원칙은 매우 오

래 된 역사를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과거에는 노비를 비롯한 賤人層에게는 姓이 없었고,

조선 기까지 남자가 여자의 집에 장가드는 男歸女家의 풍습이 있었음

을 들어 父系(男系)血統主義는 민족 고유의 통이 아니고, 조선후기의 부

30) 註26) 참조. 그러나 金相瑢(註11), 21면 註84)는 “호주와 제사 사자 념의 결

합”은 처음부터 일제의 계획 인 의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우리민족 내부에

서 자생 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1) 양 아, “한국 가족법에서 읽은 세 가지 문제”, 가족과 법제의 사회사(註21), 117

면은 통의 고안, 문화의 비토착성이라는 아이디어를 계속 고 가면 호주 제도

도 우리에게 들어온 통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고 한다.

32) 姓氏에 한 고 인 연구로는 金斗憲(註22), 49면 이하 참조.

33) 孫鉉暻, 韓國家族法上의 姓氏에 한 硏究, 부산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1996, 33면 이하는 삼국시 와 통일신라시 에는 父系血統主義에 의한 姓氏繼承

을 원칙으로 하 고 母系를 통하여 출계를 나타내는 것은 외 인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金容旭, “韓國姓氏에 한 法制史的 硏究”, 家族法硏究 제9호, 1995,

53 - 54면은 姓不變의 원리는 조선 기에 들어와서 략 확립되었으며 그 이

에는 子‧女‧同壻‧親孫‧外孫간에는 同姓‧同氏族인 것으로 보고 可變性의 원리가

있었으며 雙系的인 성씨의 변동을 하 다고 한다. 아래 註37)과 비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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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통주의는 양반지배층의 유물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다.34) 그러나

이는 다소 무리한 주장이다. 우선 父系血統主義인가 母系血統主義인가 하는

문제는 친족 계를 어떤 범 에서 정할 것인가 하는 出系律 (descent rule)

의 문제로서35), 혼인 후의 자녀가 남편의 아버지 집에서 사는가(父居制) 아

니면 아내의 모 집에서 사는가(母居制) 하는 이른바 居住律(rule of

residence)36)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물론 양자 사이에 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후자의 거주율을 근거로 하여 자의 출계율을 결정할 수는 없

다. 어도 姓의 결정에 한 한 통 으로는 父系血統主義를 따랐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37) 나아가 노비 등 천민층에게는 성이 없었다는 것을 부계

통주의에 한 반 자료로 제시하는 것도 하지 않다. 이는 마치 미국

의 남북 쟁 에 혹인 노 에게는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당시 미

국에는 기본권의 보장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Ⅳ. 외국에서의 傳統 談論

1. 美國의 實體的 適法節次 논쟁에 있어서의 傳統 談論

가. 실체 법 차 일반론

미국에서 헌법과 련하여 통이 문제되는 것은 주로 實體的 適法節次

34) 金相瑢(註11) 참조.

35) 李光奎, 文化人類學槪論, 서울, 一潮閣, 1980, 241면 이하; 韓相福, 李文雄, 金光 ,

文化人類學槪論, 서울, 서울 학교출 부, 1985, 142면 이하; 노길명 외 4인, 문화

인류학의 이해, 서울, 일신사, 1998, 170면 이하 참조.

36) 李光奎(註35), 239면 이하; 韓相福 외 2인(註35), 132면 이하; 노길명 외 4인(註

35), 152면 이하 참조.

37) 李光奎, 한국의 家族과 宗族, 서울, 민음사, 1990, 311면 이하는 신라시 이래의

한국의 친족제도를 집단에의 귀속을 선택할 수 있는 選系的(ambilineal)인 특징을

가진 同屬(ramage)的 친족집단으로 이해하면서, 귀속이 자유롭기 때문에 출계를

표시하는 姓이 필요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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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tantive due process)에 하여서이다. 미국 헌법 수정(Amendment)

제5조는 연방에 하여 어떤 사람도 법 차 없이는 생명, 자유 는 재산

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정 제14조(Amendment ⅩⅣ) 제

1항은 어느 州도 법 차 없이는 어느 사람의 생명, 자유나 재산을 박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適法節次(due procedure)란 원래는 그 말 자체가 나타내는 것처럼

연방이나 州가 사람의 생명, 자유나 재산을 박탈하기 하여 일정한 차를

밟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컨 告知(notice) 聽聞(hearing)과 같은 것

이 표 이다. 그런데 미국 연방 법원의 례는 이러한 節次的 適法節次

(procedural due process) 외에도 實體的 適法節次(substantive due

procedure)라는 이론에 의하여 미국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권리를 이

법 차 조항이 기본권으로서 보장한다고 시하고 있다.38) 이러한 실체

법 차 이론이 용되었던 표 인 는 계약의 자유 내지 경제 자유

에 한 것으로서, 한때 연방 법원은 근로자의 최장근로시간을 제한하는

州 법률이나, 근로자의 최 임 을 규정하는 州 법률이 이러한 실체 법

차 반으로서 헌이라고 시한 바 있다.39) 그러나 이러한 례는 많은

비 을 받았고, 결국 뉴딜 정책이 시행되던 인 1937년의 West Coast

Hotel v. Parrish 결40)은, 최 임 규정의 헌성이 다투어진 사건에서

계약의 자유는 헌법이 규정하지 않고 있고, 법 차 조항은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하여 종 의 례를 변경하고 이를 합헌이라고 하 다.

이 결에 의하여 한때는 실체 법 차의 이론은 숨이 끊어진 것처럼

보 다. 그러나 1965년의 Griswold v. Conneticut 결41)에서는 라이버시

의 권리가 헌법 으로 보장되는 권리라고 하 고,42) 1973년의

38) 컨 Erwin Chemerinsky, Constitutional Law, Principles and Policies, New

York, Gaithersburg, Aspen Law & Business, 2nd ed., 2002, 523 ff. 참조.

39) 자의 로서는 Lochner v. New York, 198 U. S. 45 (1905); 후자의 로서는

Adkins v. Children's Hospital, 243 U. S. 426 (1917)을 들 수 있다.

40) 300 U. S. 587.

41) 381 U. S. 479.

42) 이 결에서는 피임약의 사용과 매를 지한 코네티컷 주법이 헌이라고 하

다. 다만 이 결의 복수의견(plurality opinion)은 라이버시의 권리의 근거를

실체 법 차에서 찾지 않았으나 할란(Harlan) 법 의 동조의견은 라이버

시의 권리의 근거를 실체 법 차에서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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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e v. Wade 결43)에서는 여성이 임신 을 할 권리가 라이버시의

권리에 포함되며 이 권리는 법 차에서 나온다고 하 으며, 1992년의

Planned Parenthood v. Casey 결44)은 이러한 임신 의 권리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 다. 가장 최근의 실체 법 차 이론을 재확인한 결로

는 2003년 6월에 선고된 Lawrence v. Texas, 123 S. Ct. 247245)를 들 수

있다. 이 결에서 연방 법원은 남성간의 鷄姦(sodomy)을 처벌하는 텍사

스 주 법이 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이라고 선고하면서, 같은

내용의 조지아 주 법이 헌이 아니라고 한 1986년의 Bowers v. Hardwick,

478 U. S. 18646)을 변경하 다.

나. Poe v. Ullman 결47)

그런데 이러한 실체 법 차의 이론은 헌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

문에 어떠한 권리를 실체 법 차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지에 하여 논란이 많다. 이 과 련하여 미국의 례가 제시한 기 이

傳統(tradition)이다.

실체 법 차를 통과 련시켜 처음 언 한 것은 1961년의 Poe v.

Ullman 결(註47)에서의 Harlan 법 의 반 의견이다. 이 사건에서는 4

년 뒤의 Griswold v. Conneticut 결(註41)과 마찬가지로 피임도구의 사용

을 지한 코네티컷 주의 법률이 합헌인가가 다투어졌는데, 다수의견은

법률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코네티컷 주 법원의

결에 한 상고에 하여 법률이 원고들에게 용될 것이라는 입증이

43) 410 U. S. 113.

44) 505 U. S. 833.

45) 123 S. Ct. 2472.

46) 478 U. S. 186.

47) 367 U. S. 497, 81 S. Ct. 1752, 6 L. Ed. 2d 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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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므로 재 의 상이 되는 헌법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Harlan 법 은 반 의견에서, 이 사건은 법

원이 다루어야 하고, 법률은 헌법 수정 제14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라

이버시(privacy)를 침해하기 때문에 헌이라고 하 다. Harlan 법 은,

법 차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수정 제5조 제14조는 스스로를 설명하

지 않고 있고, 법 차는 특정한 공식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그 내용은

특정한 법 을 참조함으로써 결정될 수도 없다고 하면서, 말할 수 있는 최

선의 것은 이 법원의 례를 통하여 이 법원은 이 나라가 개인의 자유의

존 이라는 公理에 입각하여 개인의 자유와 조직된 사회의 필요 사이에서

취한 균형을 나타내 왔다는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말한 균형이란 역사가

가르쳐 주는 통, 때로는 역사가 그로부터 발 되기도 하고, 때로는 깨뜨

려 버리기도 하는 통을 고려하는 것인데, 통이란 살아있는 것으로서,

이 통으로부터 격히 벗어나는 이 법원의 례는 오래 유지되지 못할

것인 반면, 이 통에 입각한 례는 건 할 것이라고 한다.48)

다른 말로 한다면 통 으로 피임도구를 사용할 자유가 보호되어 왔다

면 이는 법 차에 의하여 보호받아야 할 기본 권리인 반면, 그러한 자

유가 역사 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면 기본 권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49)

48) 367 U. S. 497, 542. 그러나 Harlan 법 이 법원이 과거의 통에 완 히 구속

된다고 본 것은 아니다. 그는 역사가 통을 깨뜨리기도 한다는 을 지 하고 있

고, 통이 살아있다고도 하여, 통이 진화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Anthony C. Cicia, “A Wolf In Sheep's Clothing?: a Critical Analysis of Justice

Harlan's Substantive Due Process Formulation”, Fordham Law Review, 1996,

2248 f. 참조.

49) 그 후 Griswold v. Conneticut 결(註41)은 문제의 코네티컷 주 법이 헌이라

고 하 다. 그런데 이 결의 복수의견(plurality opinion)은 라이버시의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그 근거를 실체 법 차에서 찾지 않았으나 할란(Harlan) 법

의 동조의견은 라이버시의 권리의 근거를 실체 법 차에서 찾으면서,

Poe v. Ullman 결에서의 자신의 반 의견을 인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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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Moore v. City of East Cleveland 결50)

이 사건의 피고인은 서로 사 간인 두 손자를 데리고 살고 있었는데, 이

스트 클리블랜드 시의 조례는 한 가구의 거주를 단일 가족(single family)로

제한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 형태는 조례상의 단일 가족의 정의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조례 반으로 기소되어 1심과 2심

에서 유죄 결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조례가 헌법에 어 난다고

하여 연방 법원에 상고를 하 고, 이 상고는 받아들여졌다.

법정의견을 집필한 Powell 법 은 종 의 선례를 인용하여 연방 법원

은 오랫동안 혼인과 가족생활에 한 개인 선택의 자유를 헌법 수정 제

14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유로 인정하여 왔다고 하면서,51) Poe v.

Ullman 결(註47)과 Griswold v. Conneticut 결(註41)에서의 Harlan

법 의 의견을 인용하여, 연방 법원의 선례는 가족제도가 이 나라의 역사

와 통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헌법이 가족의 신성

함을 보호한다는 것을 확립하 다고 하 다.52) 그리고 미국의 통은 핵가

족의 구성원들을 결합시키는 유 만을 존 하는 데 국한된 것이 아니고, 숙

부, 고모, 사 , 특히 조부모가 부모 자녀들과 공동으로 가구를 이루는

통은 마찬가지로 유서깊고 헌법 으로 인정될 가치가 있는 뿌리를 가지

고 있다고 하여53) 조례는 헌이라고 하 다.54)

50) 431 U. S. 494, 97 S. Ct. 1932, 52 L. Ed. 2d 53(1977).

51) 431 U. S. 499.

52) 431 U. S. 501 ff.

53) 431 U. S. 504.

54) Brennan 법 도 동조의견에서, 자신이 동조의견을 쓰는 것은 미국이 독립국이

된 때부터 미국 사회의 한 특징을 이룬 미국 가정의 통에 비추어 본, 이스트

클리블랜드 조례가 설정한 恣意的인 경계의 문화 인 近視眼을 강조하기 한

것이라고 하 다. 431 U. S.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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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Michael H. v. Gerald D. 결55)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다른 남자와 혼인 인 여자가 낳은 딸이 자신의

딸이라고 하여 認知(filiation) 면 교섭권의 신청을 한 것이다. 그런데

거법인 캘리포니아 법은 혼인하여 그 남편과 같이 살고 있는 여자가 출

산한 자녀는 그 남편이 성 불능이거나 생식불능이 아닌 한 그 남편의 자

녀로 추정되고, 이 추정은 제한된 기간 내에 그 남편이나 처에 의하여서만

액 검사에 의하여 번복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하 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연방 법원도 이를 유지하 다.

Scalia 법 이 작성한 法廷意見56)은 캘리포니아 주 법이 원고의 실

체 법 차에 의하여 보장되는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하여 다음

과 같이 단하여 이를 배척하 다. 즉 종 의 선례에 의하면 헌법 수정 제

14조에 의하여 어떤 이익이 자유로서 보호되기 하여는 그 자유가 단지

‘근본 (fundamental)’ 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57) 통 으로 사회에 의하여

보호되어 온 이익이어야 하는데,58) 주장된 이익이 역사와 통에 뿌리박은

것이어야 한다는 것은 부모의 권리의 헌법 보호에 한 종래의 례에서

도 명백하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역사 행은 원고와 딸의 계

를 보호받는 가족으로 취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와는 반 로 우리의 통

은 혼인에 의한 가족 계(marital family)를 원고의 청구와 같은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즉 친생추정(presumption of legitimacy)의 법리

는 보통법상의 근본 인 원리 고, 종래의 法源이나 례상 生父가 다른 남

자와 혼인 인 여자가 낳은 자녀에 하여 친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그러한 권리는 인정되지 않고 있었다

55) 491 U. S. 110, 109 S. Ct. 2333, 105 L. Ed.2d 91, 57 USLW 469(1989).

56) Rhenquist 법원장만이 동의하는 複數意見(plurality opinion)이었으나 O'Connor,

Kennedy Stevens 법 의 동조의견(concurring opinion)에 의하여 법정의견

이 되었다.

57) Scalia 법 은 이는 따로 떼어 놓으면 객 하기 어려운 개념이라고 하 다.

58) 여기서 Griswold v. Conneticut(註41) 결에서의 Harlan 법 의 의견을 인용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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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문제되는 것은 각 州가 어떤 자녀가 존하는 혼인 계 안에

서 태어났고 그 혼인 계가 그 자녀를 받아들이려고 할 때 그 자녀의

生父에게 실체 인 親權을 실제로 부여하고 있는가 하는 인데, 우리는 그

러한 사례를 단 하나도 알지 못한다고 한다.59)

반면 Brennan 법 은 반 의견에서 이러한 Scalia 법 의 복수의견

을 신랄하게 비 하 다. 즉 복수의견은 법 차 조항에 의하여 법 이 자

신의 選好로 선거에 의하여 뽑힌 공복들의 선호를 치하는 것을 막기

하여 헌법 수정 제14조의 자유의 개념에 하여 ‘傳統’이라는 제한을 두려

고 하지만, 이러한 통이라는 개념은 자유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신축 이

고 악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나라의 통에 깊게 뿌리박

은” 이익을 찾음에 있어서 Bracton이나 Blackstone 는 Kent나 미국의

례집에만 머무르지는 않는다고 한다. 복수의견은 국의 주석서나 미국의

례집이 언제나 우리의 헌법원칙에 하여 유일한 원천이 되었던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그 지 않았다고 한다. 그 다고 하여 통이 종 의

선례와 무 계하 다는 것은 아니며, 종래의 이 요한 분야에 한 례

결정 과정에서 육체 제한으로부터의 자유, 혼인, 자녀 출산, 자녀 양육 기

타의 특정한 이익과 행 등이 “자유”의 정의의 핵을 이루고 있는데, 이러

한 이익을 한 배려는 일면으로는 법 차 조항이 이들을 보호

59) 491 U. S. 121 ff. Scalia 법 은 각주 6)에서 Brennan 법 의 반 의견에

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 다. “우리는 Brennan 법 이 우리처럼 그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혼인한 자녀에 한 생부의 권리에 한 사회 통에 을 맞

추는 것을 거부하고 그 신 “부모의 지 (parenthood)”에 을 맞추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 다면 련된 범주가 컨 가족 계, 인간

계 는 일반 인 감정 애착 계 등과 같이 좀더 일반 이어서는 안 되는

가? 반 의견은 반 의견이 선택하려고 하는 일반성의 수 에 하여 아무런 근

거를 가지지 않는 반면, 우리는 그러한 근거를 가진다: 우리는 주장된 권리를 보

호하거나 보호를 거부하는 련된 통이 확인될 수 있는 가장 구체 인 수 을

참조한다. 컨 간통에 의하여 임신된 자녀의 생부의 권리에 하여 어느 쪽이

든 아무런 사회 통이 없다면, 우리는 생부 일반에 한 통을 참조하고 그

로부터 추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좀더 구체 인 통이 있고, 이는 제한 없

이 그러한 아버지의 보호를 거부한다.” 491 U. S. 127 fn. 6. O'Connor 법 과

Kennedy 법 은 이 사건에서 Scalia 법 의 결론에는 동의하 지만, 이 각주

6)에 하여는 동의하지 않았다. 491 U.S.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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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으면 공허한 약속처럼 보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는 이러한 이익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역사 이고 통 인 요성의

결과 때문이기도 하다고 한다. 그러므로 법 차 조항의 사건을 다룸에 있

어서 구체 인 제한이 이러한 좀더 일반화된 이익을 허용될 수 없게 침해

하는가를 고려하여 왔는데, 복수의견은 부모의 지 가 역사 으로 우리의

주의를 끌고 보호를 받아온 이익인가를 묻지 않고 있으나, 이 문제에 한

답변은 다투기에는 무 명백하다고 한다. 그 신 복수의견은 문제되는 부

모의 지 의 특정한 변형이 그러한 보호를 받는지를 묻고 있으나, 우리가

종래의 사례에서 그 게 구체 으로 통을 탐구하 다면 많은 선례가 다

른 결론에 도달하 을 것이라고 한다.60) 그러므로 복수의견의 해석 방법은

단순히 새로운 것일 뿐만 아니라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 나아가 다

수의견에 따르면 법 차 조항의 유일한 목 은 다수의 주에 의하여 이

미 보호되고 있는 이익의 요성을 확인하는 것일 뿐인데, 이처럼 법 차

조항에 의한 보호를 불필요한 여분으로 만드는 것은 주의와 목 을 가지고

헌법 수정 제14조를 만든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복수의

견과는 달리 우리는 동화 이고 동질 인 사회가 아니라 진 이고 다원

인 사회에 살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익숙하지 않거나 심지어 오감을

주는 행동도 용인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같은 용 인 충동이 우리 자신

의 시 착오 인 행동을 보호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와 같은 사회에서

는 “자유”란 순응하지 않을 자유를 말한다고 한다. 복수의견이 묘사하는 문

서는 내가 헌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며, 이는 停滯되고, 낡았으며 오

래 의 편견과 미신에 사로잡힌 편 한 문서로서, 이러한 헌법은 시간이

변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어떤 행이나 규칙이 그 기 보다 더 오래

존속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61)62)

60) 컨 피임도구의 사용에 한 권리, 자신의 혼외자를 양육할 권리 등. 491 U.S.

139 참조.

61) 491 U. S. 136 ff.

62) 이 결에 한 상세한 분석으로는 Lawrence H. Tribe & Michael C. Dorf, On

Reading the Constitu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1991, Ch. 5 참조. 여기서 자들은 특히 Scalia 법 의 가장 구체 인 통에

을 맞추어야 한다는 주장을 司法的 虛無主義(judicial nihilism)이라고 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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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Washington v. Glucksberg 결63)

이 사건에서는 치명 인 병이 걸린 환자와 의사 비 리기 등이

워싱턴 주를 상 로 하여, 自殺幇助(assisted suicide)를 지하는 워싱턴 주

의 법률이 법 차 반임의 확인을 구하 다. 제1심인 연방지방법원에서

는 원고들이 승소하 는데, 항소심인 제9순회법원의 지정재 부는 제1심

결을 번복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 다. 그러나 제9순회법원의 원합

의체는 다시 이러한 지정재 부의 결을 번복하고 제1심 결을 유지하

다. 워싱턴 주와 주 법무장 이 연방 법원에 상고를 하자 연방 법원은 이

상고를 받아들 다. 이 결의 결론에는 모든 법 의 의견이 일치하 지

만, 몇 개의 별개의견이 있었다.

Rehnquist 법원장이 집필한 법정의견은 역사 으로 거의 모든 주 내지

미의 보통법의 통은 자살이나 자살 방조를 처벌하거나 기타 승인하지

않아 왔고, 근래에 많은 주에서 이것이 재검토되었으나 부분 재확인되었

다고 하면서, 연방 법원은 Cruzan v. Director, Mo. Dept. of Health

결64)에서 법 차 조항은 원하지 않는 생명 유지를 한 의료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통 인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상정(assume)하 지

만,65) 연방 법원의 실체 법 차 분석에 한 확립된 방법은 법 차

조항이 객 으로 “미국의 역사와 통에 깊게 뿌리박은” 근본 인 권리와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는가 하는 그러한 권리와 자유가 질서 있는 자

유의 개념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어서 이것들이 희생되면 자유와 정의가 존

재할 수 없는가를 따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장된 근본 인 자유의

63) 521 U. S. 702, 117 S. Ct. 2258, 138 L. Ed. 2d 77(1997).

64) 497 U. S. 261, 278-279 (1990).

65) 이 결에서 연방 법원은 의식불명상태에 빠진 환자의 리인이 그 치료의

단을 요청하기 하여는 그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에 그러한 치료의 단을 원

한다는 에 하여 명확하고 확신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미주리

주 법원의 결을 승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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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주의 깊게 서술할 것을 요구하 다고 한다. 그리하여 미국의 역

사, 법 통 행은 법 차 조항의 상세한 설명에 있어서 이를 지시

하고 제한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한 결정 인 이정표를 제공하

다고 한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원심법원이나 원고들의 주장

처럼 죽음의 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법 차 조항에 의하

여 보호되는 것인가라는 이 아니라 법 차 조항에 의하여 특별히 보호

되는 자유가 자살을 도울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자살할 수 있는 권리인

가 하는 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권리는 미국의 통에 있어서 인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 이고 거의 보편 으로 거부되었다고 한다. 원고

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권리가 미국의 역사와 행에는 부합하지 않을지

몰라도 연방 법원의 실체 법 차에 한 례의 경향, 즉 자신에 한

主權(self-sovereignty)과 개인 자치의 기본 이고 내 한 행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는 부합한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요하고 내 하며 개인 인

결정이 법 차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종 의 선례도 그 게 해

석될 수는 없다고 한다. 따라서 자살을 도울 권리라는 것은 법 차 조항

에 의하여 보호되는 근본 인 자유가 아니라고 한다.66)

바. Bowers v. Hardwick 결67)과 Lawrence v. Texas 결68)

이 두 결은 鷄姦(sodomy)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인가에 한 것으

로서 앞의 결은 계간을 형사처벌하는 조지아 주의 법률이 헌이 아니라

고 하 으나, 뒤의 결은 계간을 형사처벌하는 텍사스 주의 법률이 헌이

라고 하면서 앞의 결을 변경하 다.

(1) Bowers v. Hardwick 결

먼 Bowers 결에서 원고는 합의에 의한 계간도 처벌하는 조지아 주

66) 521 U. S. 705 ff.

67) 註46).

68) 註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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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법률이 헌이라고 주장하여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 다. 연방지방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연방 제11 순회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 다. 그러나 연방 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결을 기하 다.

White 법 이 집필한 법정의견69)은, 종래의 례는 실체 법 차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 인 권리는 질서 있는 자유의 개념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거나 는 미국의 역사와 통에 깊이 뿌리박은 것이어야 한다고 하는

데, 합의에 의한 계간을 할 동성애자의 권리는 이러한 두 가지 공식의 어느

것에도 들어맞지 않는다고 한다. 계간 행 를 처벌하는 것은 오랜 뿌리를

가지고 있고, 헌법 수정 제14조가 비 된 1868년에는 37개 주 5개주만을

제외하고는 계간을 처벌하 으며, 1960년에는 50개 주 부가 계간을 처벌

하 고, 오늘날도 24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는 이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

러한 배경 하에서 그러한 행 를 할 권리가 “미국의 역사와 통에 깊이

뿌리박 있다”거나 “질서 있는 자유의 개념에 함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기껏해야 농담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 다.

나아가 피상고인들은 합의에 의한 계간이 부도덕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

는 조지아 주 유권자들의 추정 인 신념은 법률의 합리 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법률은 계속 도덕 념에 기 하고 있으며, 본질 으로

도덕 선택을 반 하는 모든 법률들이 법 차 조항에 의하여 무효로 되

어야 한다면 법원은 매우 분주하게 될 것이고, 동성애의 도덕성에 한 다

수의 감정은 법률의 근거로서 불충분하다고 선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하 다.

반면 Blackmun 법 은 반 의견70)에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동성애 계간을 할 권리가 아니라 “혼자 있을 권리”에 한 것이라고 하면

서, 법률에 의하여 표 되는 도덕 단이 자연스럽고 친숙하다는 것이 이

러한 단을 구 하고 있는 법률이 헌법과 충돌하는가 하는 문제에 하여

결론을 내릴 수는 없고, Holmes 법 과 마찬가지로 어떤 법의 규칙

69) Burger 법원장과 Powell, Rehnquist, O'Connor 법 이 동조하 다.

70) Brennan, Marshall, Stevens 법 이 동조하 다.



439

을 지지하는 근거로서 이 규칙이 헨리 5세 시 에 만들어졌다는 것 외에

더 나은 이유가 없다는 것은 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이며, 이 법이 만들

어진 기 가 오래 에 사라졌고, 이 규칙은 단지 과거를 맹목 으로 모방

하기 때문에 존속한다는 것은 더 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이라고 한다.71)

이 반 의견은 한 다수가 어떤 확신을 보유하고 있던 기간의 길이나, 다

수가 이를 방어하는 열정이 입법을 법원의 심사로부터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고, 연방 법원은 지 으로나 정신 으로 다양하거나 반 되는 자유가 사

회 조직을 해체시킬 것이라는 두려움 없이 헌법을 용하며, 다를 수 있는

자유의 실체의 기 은 존하는 질서의 핵심을 건드리는 사물에 하여 다

를 수 있는 자유라고 하는 West Virginia Board of Education v. Barnette

결72)에서의 Jackson 법 의 의견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그들의 선택이

다수를 당혹하게 하는 사람들의 권리에 특별히 민감해야 하는 이유는 이

사건에서 제기되는 이슈가 개인들이 자신을 규정하는 요소의 핵심에 계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73)

Stevens 법 도 반 의견에서, 연방 법원의 과거의 선례는 어느 주의

지배 인 다수가 통 으로 특정한 행 를 부도덕한 것으로 여겨 왔다는

것은 그러한 행 를 지하는 법을 유지하기 한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

다는 것을 명백히 하 고, 혼인한 부부의 육체 계의 내 성에 한 개

인 인 결정은 비록 후손을 생산할 목 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헌법 수정

제14조의 법 차 조항에 의하여 보호받는 자유의 한 형태라고 하면서,74)

71) 478 U. S. 199. 여기서는 Holmes, The Path of the Law, 10 Harv. L. Rev. 457,

469 (1897)를 인용하고 있다.

72) 319 U. S. 624, 641-642, 63 S. Ct. 1178, 1187, 87 L. Ed. 1628 (1943). 이에 하

여는 아래 註77)의 본문 참조.

73) 478 U. S. 210.

74) 478 U. S. 216. 구체 으로는 역사나 통도 다른 인종 간의 혼인(miscegenation)을

지하는 법을 헌법 공격으로부터 구제하지 못하 다고 하면서, 다른 인종간의

혼인을 지한 버지니아 주 법률이 헌이라고 한 Loving v. Virginia 결, 388

U. S. 1, 87 S. Ct. 1817, 18 L. Ed. 2d 1010 (1967)과, 부부 사이의 피임기구 사

용을 지한 코네티컷 주 법률이 헌이라고 한 Griswold v. Connecticut 결

(註41)을 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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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혼인한 부부 사이에 용될 수 없다면 다른 사람들에 하여

도 용될 수 없다고 하 다.

(2) Lawrence v. Texas 결75)

Blackmun 법 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학생이 국기에 한 경례를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학생을 징계하는 것이 법하다고 하 던

Minersville School District v. Gobitis 결76)의 오류를 바로잡는데 3년밖

에 걸리지 않았음77)을 상기시키면서 연방 법원이 곧 이 결을 변경할 것

을 희망하 다.78) 그러나 이 결이 변경되는 데는 17년이나 걸렸다.

Lawrence v. Texas 결은 형사사건으로서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동성

간의 특정한 성행 79)를 지하는 텍사스 주 법률을 반하 다고 기소되

었다.

Kennedy 법 이 집필한 법정의견80)은 먼 Bowers 결에 하여, 이

결이 특정한 성 인 행 를 할 권리가 있는가를 쟁 으로 잡은 것은 잘

못이고, 여기서 문제된 것은 개인 계(personal relationship)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한다. 그리고 Bowers 결이 의존하고 있는 역사 근거

는 실제로는 더 복잡하고 의문의 여지가 있으며 최소한 과장되었다고 하면

서, 물론 Bowers 결과 마찬가지로 여러 세기 동안 동성애는 부도덕하다

고 비난되어 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생각하지만, 문제는 다수가 이

러한 견해를 형사법을 통하여 사회 체에 용하기 하여 국가 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이라고 한다. 가장 련성이 높은 것은 지난 50년

간의 법률과 통인데, 이는 자유가 성인에게 성 인 문제에 한 사생

75) 이 결에 한 간단한 소개로는 李和淑, “美國 家族法의 近 動向”, 比 私法

제11권 1호, 2004, 91 - 92면 이하 참조.

76) 310 U. S. 586, 60 S. Ct. 1010, 84 L. Ed. 1375 (1940).

77) West Virginia Board of Education v. Barnette(註72).

78) 478 U. S. 213 f..

79) 구강성교, 항문성교 등. 다만 Bowers 결에서 문제되었던 조지아 주 법률은 행

자들이 동성인지 이성인지를 묻지 않았던 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텍사스 주

법률은 동성 간의 행 만을 처벌하 다.

80) Stevens, Souter, Ginsburg, Breyer 법 이 동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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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실질 인 보호를 부여한

다는 을 차 으로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 다고 한다. 그러면서 역사와

통은 실체 법 차의 탐구에 있어서 출발 이기는 하지만 모든 사건

에 있어서 도달 은 아니라고 한다. 구체 으로는 다른 나라의 들, 특히

동성애자의 처벌이 유럽인권 약 반이라고 한 유럽인권법원의 Dudgeon

v. United Kingdom 결81)과, Bowers 결 이후에 미국 내에서도 각 주가

계간에 한 처벌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 등을 지 하고

있다. 결론 으로는 Bowers 결에서의 Stevens 법 의 반 의견82)을

인용하면서, 이 분석이 Bowers 결에서 결론이 되어야 했고, 이 사건에서

도 그러하다고 하면서, Bowers 결은 선고 당시에도 타당하지 않았고,

재도 타당하지 않으며, 텍사스 주의 법률은 개개인의 개인 이고 私的인 생

활에의 침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아무런 정당한 목 을 진시키지 않는다

고 하여 Bowers 결을 변경하 다.83)84)

사. 結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미국에서의 실체 법 차에 한 례에서는

傳統이 요한 話頭가 되었다. 때로는 실체 법 차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인정하는 논거로서 통이 원용되기도 했고, 때로는 이를 부

81) 45 Eur. Ct. H.R. (1981.)

82) 註74)의 본문 참조.

83) 123 S. Ct. 2475 ff.

84) O'Connor 법 은 평등원칙 반을 이유로 법률이 헌이라고 하면서,

Bowers 결의 변경에는 동조하지 않았다. 123 S.Ct. 2484 ff. 반면 Scalia 법

의 반 의견(Rehnquist 법원장과 Thomas 법 이 동조하 다)은 주로 선

례구속의 원칙(the principle of stare decisis)과 Glucksberg 결(註63)을 근

거로 하여 Bowers 결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다. 특히 다수의견이 텍사

스 주의 법률은 개인 이고 私的인 생활에의 침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아무런

정당한 목 을 진시키지 않는다고 한 데 하여(123 S.Ct. 2484), 다수의견 로

라면 간음, 重婚, 간통, 성인의 근친상간, 獸姦, 음란의 규제와 같이 다수가 신

하는 性的 도덕의 진은 합리 근거에 의한 심사(rational-basis review)를 통

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123 S.Ct. 2488 ff.



442

정하는 근거로서 통을 들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Lawrence 결(註68)이 보여주는 것처럼 傳統의 향력은 감소되어 가는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Lawrence 결이 실체 법 차 논의에서

통의 가치를 완 히 배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통 논의는 여러 가지 문제 을 가지고 있다. 우선 이

의 실체 법 차에 한 례들이 모두 통에 의존했다고 말할 수도

없다. 컨 임신한 여자의 낙태할 권리를 실체 법 차에 의하여 보호

되는 권리라고 선언한 Roe v. Wade 결(註43)은 통에 의하여 뒷받침되

는 것은 아니었고,85) Bowers 결(註46)에서 Stevens 법 이 지 하고

있듯이 다른 인종 사이에 혼인할 권리는 통과는 배치되는 것이었다.86)

뿐만 아니라 연방 법원의 례가 통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매우 편의

이고 부정확하다는 비 도 있다.87) 이는 어떠한 통이 존재하는가를

악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보다 근본 인 문제는 이처럼

통에 의존하는 것이 과거에 존재하 던 다수의 편견을 소수에게 강요하

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88) 존재로부터 당 를 도출하는 오류를 범하는 데

있다.89)

이러한 미국에서의 통 논의는 어떠한 권리가 실체 법 차에 의하

85) 실제로 결에서 Rehnquist 법 은 임신 의 권리가 실체 법 차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근거로서 이러한 권리가 통에 의하여 근본

인 것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는 을 들었다. 410 U.S. 174.

86) 註74) 참조.

87) Adam B. Wolf, “Fundamentally Flawed: Tradition And Fundamental Rights”,

57 Miami L. Rev. 101, 114 ff.

88) John Hart Ely, Democracy and Distrust,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80, pp. 60 ff.는 통에 의존하는 담론의 문제 으로서 그것이 불확정하다는

외에도, 과거의 다수가 왜 재의 다수를 지배해야 하는가 하는 과, 헌법이

통에 부합하는 이익만을 보호한다면 그들의 생활방식 때문에 가장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은 가장 司法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을 지

한다. 金相瑢, “다시 호주제 폐지를 말한다”,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註8),

60면 註60)도 이러한 Ely의 주장을 인용하고 있다.

89) Erwin Chemerinsky, “History, Tradition, The Supreme Court, And The First

Amendment”, 44 Hastings L.J. 901, 918 ff.(1993)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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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보호되는 권리인가 하는 단에 있어서 통을 고려한다는 에서

통이 기본권을 제약하는 요소로 될 수 있는가 하는 한국에서의 논의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에서의 논의도 한국에서의 논의에 참

고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2. 독일에서의 傳統 論議

가. 혼인과 가족제도의 보장에 있어서 통 論議

독일에서의 통 담론은 “婚姻과 家族은 國家 秩序의 특별한 보호를 받

는다(Ehe und Familie stehen unter dem besonderen Schutz der

staatlichen Ordnung)”고 규정하고 있는 독일 기본법 제6조 제1항을 둘러싸

고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규정은 일반 으로 혼인과 가족에 한 制度保障(Institutionsgarantie)

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이는 Carl Schmitt에 따라 “ 통 인 규범체계와 법

률 계를 보장하는 것(Verbürgungen traditioneller Normenkomplexe und

Rechtsbeziehungen)”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 따라서 이 규정은 독일 기본법

이 제정될 당시의 법률에 따라 존재하던 형태로 혼인과 가족제도의 근본제

도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된다.90)

독일연방헌법재 소의 례는 이에 하여 다음과 같이 시하고 있다.91)

“어떤 구조원리가 혼인과 가족제도를 규정하는가는 제1차 으로는 法外

的인 생활질서로부터 도출된다. 두 제도는 모두 오래 부터 계승되어 온

것이고 그 핵심에 있어서는 변화 없이 존속되어 왔다; 이 한도에서는 기본

90) Gernhuber/Coester-Waltjen, Lehrbuch des Familienrechts, 4. Aufl., 1994, §5 Ⅰ.

1.(S. 37). Carl Schmitt의 제도보장이론에 하여는 鄭宗燮, “基本權條 이외의

憲法規定으로부터의 基本權 出에 한 硏究”, 憲法論叢 제5집, 1994, 269면 이

하; 許營, 憲法理論과 憲法, 新訂9版, 서울, 博英社, 2004, 331면 이하 등 참조.

91) 독일연방헌법재 소 1959. 7. 29. 결정, BVerfGE 10, 59,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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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제도보장의 실질 인 내용은 통 인 법과 일치

한다. 혼인은 기본법상으로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원칙 으로 해소될 수

없는 생활공동체로 결합되는 것이고, 가족은 부모에게 무엇보다도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는 권리와 의무가 귀속하는 부모와 자녀의 포 인 공동체

이다. 이러한 제도의 규율의 핵은 일반 인 법감정과 법의식에 있어서 침해

할 수 없는 것이다.”92)

이 례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그 지만 제6조 제1항의 제도 인 내용은 이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그

외의 본질 인 요소가 기본법의 특별한 가치결정에서 도출된다. 여기서는

우선 기본법 제3조 제2항과 제3항의 포 인 同權命令

(Gleichberechtigungsgebot)이 문제된다. 기본법의 제정자는 기본법 제6조가

제3조 제2항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제에서 출발하 다.”

그리하여 이 결정은 부모가 친권의 행사에 있어서 합의할 수 없었을 때

에는 父가 단독으로 결정한다고 하는 당시의 독일민법 제1628조 제1항과,

외 인 자녀의 리는 父만 할 수 있다고 하는 당시의 독일민법 제1629

조 제1항은 헌이라고 하 다.93)

이와 련하여 소개할 필요가 있는 것은 獨逸聯邦憲法裁判所 1973. 11.

14. 결정94)이다. 이 사건에서는 독일 혼인법 제4조 제2항의 이른바 性的

92) 독일 헌법이 보장하는 통 인 혼인제도의 핵심이 혼인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

하여 성립하여야 하고(Konsensprinzip), 그 당사자는 서로 다른 性의 남자와 여자

이어야 하며(Geschlechtsverschiedenheit), 一夫一妻制(Monogamie)이어야 하고,

혼인은 원칙 으로 解消될 수 없다(Unauflösbarkeit)는 것의 4가지라는 에

하여는 尹眞秀, “婚姻의 自由”, 韓國 法學 50年 - 過去·現在·未來: 大韓民國 建

國 50周年 紀念 第1回 韓國法學 大 論文集 Ⅱ, 1998, 66면; 崔甲先, “憲法 第36

條 第1 에 의한 婚姻과 家族生活의 保護”, 憲法論叢 제14집, 2003, 503면 이하

참조.

93) 독일 기본법 제6조 제1항에 한 례의 태도는 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확립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례로는 동성애자들의 혼인 유사의 결합 계(生活同伴

關契)를 법 으로 승인한 生活同伴 法(Lebenspartnerschaftsgesetz)이 헌이 아니라

고 한 독일연방헌법재 소 2002. 7. 17. 결(BVerfGE 105. 315 ff.) 참조. 이 결

에 한 간략한 소개로는 李悳衍, “婚姻과 同性間의 生活共同體”, 憲法判例硏究

[5], 2003, 139면 이하 참조.

94) BVerfGE 36, 146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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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同體(Geschlechtsgemeinschaft)에 한 혼인 지, 즉 자기의 直系 屬

는 직계비속과 성 계를 가졌던 자와의 혼인을 지하는 규정이 헌인

가가 문제로 되었다.

연방헌법재 소는 이 규정이 헌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시하 다.

즉 혼인의 지가 아주 오래된 祭式 인 념이나 이성 으로는 밝힐 수

없는 견해 기타의 형이상학 인 사유나 특정한 종교 규칙에 의하여 도출

되는 것인 한, 세속화된 민사법 혼인이라는 형상이 기본법의 근 에 깔려

있다는 것을 언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이는 국가가 혼인 체결의 자유

를 단지 아주 오래된 제식 인 규율에 근거하여 제한할 수는 없고, 그 제한

은 오늘날의 세속화된 혼인의 형상으로부터 도출되거나 아니면 이것과 합

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원칙 으로 실질 이고 이성 으로

악할 수 있는 사유에 의하여 혼인 지가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을 요청한다고 한다. 물론 종래의 례에 따르면 기본법 제6조 제1항이 이

미 존재하는, 승되어 온 생활형태와 결부되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고 한다. 따라서 혼인 체결의 자유를 제한하는 헌법보다 하 의 법률의 규

율이 승되어 온 생활형태, 특히 기독교 이고 서구 인 혼인 형상과 일치

할 때에는 오늘날의 혼인의 형상에 합치하는지, 아니면 승되어 온 념의

형상이 재 지배 인 세속화된 혼인의 본질에 의하여 뒷받침될 수 있는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 문제에 하여 결론을 내

릴 필요가 없는 것이 성 공동체에 한 혼인 지는 기독교 - 서구

혼인 념에 부합하지도 않고, 통 인 생활형태에 속하는 것도 아니기 때

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만일 성 공동체에 한 혼인 지가 기독교 - 서구 혼인

념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통 인 생활형태에 속한 것이었다면 연방헌법재

소는 이것이 합헌이라고 할 여지를 남겨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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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부의 婚姻姓(Ehename)에 한 연방헌법재 소의 례

통 논의와 련하여 한 가지 언 할 것은 혼인한 부부의 혼인성

(Ehename)에 한 독일연방헌법재 소 1991. 3. 5. 결정95)이다.

원래 1898년 제정되었던 독일 민법 제1355조에서는 여자는 혼인하면 남

편의 성을 따르도록 되었다가 1957년의 민법 개정에 의하여 여자가 혼인

의 성을 혼인성에 덧붙여 쓸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다시

1976년에는 부부는 동일한 혼인성을 가져야 하는데, 부부는 혼인 당시에 신

분공무원에게 남편의 성을 쓸 것인지, 아내의 성을 쓸 것인지를 밝 야 하

며, 그들이 이를 밝히지 않으면 남편의 성이 혼인성으로 되고, 자신의 성이

혼인성으로 되지 않는 부부 일방은 신분공무원에게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자신의 성을 혼인성 앞에 쓸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사건의 당사자

부부는 각자가 자신의 원래 성을 쓰고자 하 으나 신분공무원은 법규정

에 따라 혼인등록부에 남편의 성을 혼인성으로 기재하 다. 당사자들이 이

에 이의를 하고, 법원이 독일 민법의 규정에 하여 연방헌법재 소에

헌제청을 하 다.

연방헌법재 소는 이처럼 당사자들이 혼인 당시에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남편의 성이 혼인성으로 되도록 한 규정이 남녀의 평등을 규정한 독일

기본법 제3조 제2항에 반되어 헌이라고 하면서, 독일 기본법의 규정

이 당해 생활 계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의 객 인 생물학 인 는 기능

(노동분업 )인 차이에 따른 차별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생활

계의 통 인 특징만으로는 동등하지 않은 우를 정당화시키기에 불충

분하고, 이미 존재하는 사회 인 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면 헌법상의 명

령은 장래에 향하여 性의 同權을 철시켜야 한다는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하 다. 가령 여자가 직업 활동을 덜 한다는 것은 性에 따른

객 기능 인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법 제3조 제2항이

95) BVerfGE 84, 9 ff. 이 결정의 우리말 번역으로는 方勝柱, “호주제의 헌성 여

부”, 憲法訴訟事例硏究, 2002, 392면 이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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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하려고 하는 통 인 정형 노동 분업에 기인하는 것이고, 높은

직업 인 지 에 여자가 은 것도 부분 으로는 부당한 불이익 취 의 결

과라고 한다.96)

Ⅴ. 우리 헌법상 傳統 談論의 치

1. 傳統的 家族制度의 正當化 事由로서의 傳統?

이제 우리 헌법상 과연 통이 통 가족제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

유가 될 수 있는가에 하여 생각해 본다.

먼 명확히 해 둘 것은 일반 으로 통이 헌법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이다. 뒤에서 언 하는 것처럼 헌법 자체가 통을 헌법

속에 받아들인 경우는 더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 지 않다 하더라도 통

의 보호가 헌법상 요한 가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한국의 통을

잘 나타내는 유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존하기 하여 국가는 이를 문

화재로 지정할 수 있고, 그 문화재를 보호하기 하여는 필요에 따라서는

개인의 권리가 제약될 수도 있을 것이며, 헌법 제9조는 이를 한 근거 조

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97)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한다면 이 경우에는 통

문화의 보호가 헌법 제9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

96) Otto Kimminich, Anmerkung, JZ 1991, 771, 772는 이 결정에 하여 기본법 제3

조 제2항에 한 恣意禁止의 사고는 실질 인 정당성을 성별에 따른 차이의

에서 찾아야 하는데, 그 게 되면 통은 처음부터 입법자의 결정의 실질 정

당성을 근거지우는 요소로서는 배제된다고 논평한다. 그 지만 그는 더 나아가

통이 기본법 제3조 반을 정당화할 수 없는지에 하여는 단을 유보

하고 있다.

97) 비지정문화재의 해외 반출 등을 지하는 문화재보호법 제76조 제1항, 제80조 제

2항에 한 헌재 2000. 6. 29. 98헌바676 결정( 례집 제12권 1집 801, 807면);

통사찰의 주지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통사찰보호법 제6조, 제15조에 한 헌

재 2003. 1. 30. 2001헌바64 결정( 례집 제15권 1집 48, 61면) 등 참조. 鄭宗燮,

“國家의 文化遺産保護義務와 古都의 保存”, 서울 학교 법학 제44권 3호, 2003,

48면은 문화재 보호를 한 국민의 協力義務가 있음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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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인 공공복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통이 가족제도에 하여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

가 된다고 하는 주장98)은 통 인 가족제도도 문화재와 마찬가지로 보아,

문화재에 하여 통 문화의 보호가 기본권의 제한사유가 된다면 가족제

도 내지 법제도 일반에 하여도 통 문화의 보호가 기본권의 제한 사유

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과연 가족제도 내지 법제도가 헌법 제9조에서 규

정하고 있는 통문화에 속하는 것이고, 따라서 국가는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 필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선 이해를 돕기 하여

이 문제에 한 상황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특정의 가족제도 내지 법제도가 헌법에 반되지 않는다고 하는 근거로

서 통이 거론되는 것은 다른 근거를 가지고는 그 합헌성을 논증할 수 없

기 때문이다. 컨 近親婚 지가 정당화되는 것은 近親의 경우에는 혼인

당사자가 모두 유 인 질병의 劣性 유 인자를 보유하고 있을 확률이 높

아서, 그 혼인에서 출생하는 자녀가 유 인 질병을 가지고 태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99)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 근친혼의 지를

정당화하기 하여 통을 끌어들일 필요는 없다. 따라서 통이 문제가 되

는 것은 다른 사유로는 당해 법제도를 정당화할 수 없을 경우이다. 다른 말

로 한다면 통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법제도가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

일 수밖에 없는데, 통 때문에 합헌으로 되는가 하는 이다.

문제를 이 게 바꾼다면 결론을 내리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즉

통 그 자체가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는 되지 못한다. 다른

말로 표 한다면 법제도 그 자체는 목 이 될 수 없고, 이는 인간의 사회생

활을 돕는 수단일 뿐이다. 그런데 어떠한 법제도가 그 자체로서는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98) Ⅱ. 4. 가. 참조.

99) 尹眞秀(註92), 7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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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통 인 제도라는 이유만으로 합헌으로 보아야 된다고 한다면 법

이 사람을 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법을 해 존재하는 것이 되

어 버린다.100) 말하자면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고, 꼬리가 개를 흔

드는 것이 되어 버린다.

이 문제를 문화재 보호의 경우와 비교하여 본다. 문화재보호법은 이 법에

의한 보호의 상이 되는 문화재를 歷史的‧藝術的‧學術的‧景觀的 가치가

큰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 다시 말하여 어떤 것

이 문화재로 인정되기 하여서는 단순히 오래 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

족하고 그것이 극 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문화재로서 보호의

상이 되는 것은 그러한 극 인 가치를 보호하기 한 것이지, 문화재 그

자체의 보호가 목 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법제도에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어떠한 법제도가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합헌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제1차 으로는 그것이 어떤 극 인 가

치를 가지고 있고, 그 법의 목 이 이러한 가치를 실 하는 데 있어야 한

다. 그런데 어떤 법제도가 이러한 극 인 가치를 실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통에 부합한다는 만으로는 비례의 원칙의 첫 번째 요건인 기본권

제한의 목 의 정당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다.101)

100) Ⅱ. 4. 나.에 소개된 각 논자들의 주장 참조.

101) 동성동본 혼규정의 입법목 이 혼인에 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사

회질서”나 “공공복리”에 해당될 수 없다는 헌법재 소 1997. 7. 16. 결정(註2)의

다수의견(헌법재 소 례집 제9권 2호 18면) 이를 지지하는 全光錫(註17),

229면; 尹容燮(註19), 216면 등 참조. 鄭宗燮, “同姓同本禁婚規定에 한 憲法不

合致決定”, 憲法判例硏究 [Ⅰ], 44면은 결정에 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

률이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는 과잉 지원칙에 반되느냐를 단하는 경우

제한의 목 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외 이고 극단 인

경우에만 있을 수 있는 것인데, 다수의견은 이러한 과감한 단을 충분한 논

거도 없이 해 버렸다고 비 하고 있으나, 어떤 에서 극 으로 제한의 목

이 인정될 수 있다는 논증은 하지 않고 있다. 한 미국연방 법원의 Lawrence

v. Texas 결(註68)이 텍사스의 법률은 개개인의 개인 이고 사 인 생활에

한 침입을 정당화할 아무런 정당한 목 을 진시키지 않는다고 한 것( 註 83

의 본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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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國民 多數의 支持를 받는 傳統은 기본권의 제한 사유가 되는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제도라도 그것이 통에 부합하면 그 이유로 합헌

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논자는, 어떠한 통이 헌법 제9조가 규정하는 통

인가의 단 기 으로서 그 통에 한 국민의 법 확신 내지 그 통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것인가 하는 을 들고 있다.102)

엄 히 말하자면 어떤 법제도가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합헌이

라는 주장은 그러한 법제도가 통에 부합하기 때문에 합헌이라는 과는

논리 으로는 별개의 것이다.103) 그러나 통을 합헌 단의 근거로 주장하

는 논자들은 어떤 통이 보호되어야 할 통문화인가, 사회 폐습인가의

단 기 으로서 그러한 통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을 들고 있다. 과연 이러한 주장은 타당한 것인가? 이 한 부정되

어야 할 것이다. 이 은 헌법률심사제도의 존재이유와 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원론 으로 볼 때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

는 것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국민주권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국가기

에 의하여 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왜 헌법은 헌법재 소에게 이러

한 법률을 심사하여 헌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을 것인가? 그 해

답은 多數 로부터 數 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데 있다. 만일 다수결의 원

칙을 면 으로 철한다면, 다수결에 따른 결정이 그 결정에 반 하는 소

수자에게 주는 피해가 그 결정에 찬성하는 다수자에게 주는 이익보다 큰

경우에도 그 결정은 유지되고 집행될 것이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하여

헌법은 요한 권리를 헌법에 포함시키고, 이러한 권리가 다수자의 동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에 의하여 침해되는 것을 헌법률심사의 방법에 의

하여 막고 있는 것이다.104)105)

102) Ⅱ. 4. 가. 참조.

103) 尹容燮(註19), 216 - 217면은 동성동본 혼 규정이 통문화라는 이유만으로 합헌

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제도의 도덕 ‧윤리 당 성에 하여 국민들의 보편

승인이 있음이 증명된다면 합헌성이 인될 수 있다고 서술한다.

104) 소수자 보호를 헌법 내지 헌법률심사의 주된 기능으로 강조하는 것으로는

Chemerinsky(註38), p. 7 참조. 헌법의 이러한 기능을 Sirens의 유혹으로부터 자

기를 보호하기 하여 스스로를 묶는 Ulysses에 비유하기도 한다. Jon El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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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에서 본다면 국민 다수의 지지 여부를 어느 법제도의 헌

여부 단의 기 으로 고려하는 것은 소수자 보호라는 에 정면으로 배

치되는 것이다.106) 소수자의 생각이 국민 다수의 생각과는 어 난다고 하더

라도 그것만으로 소수자의 행동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는 되지 못한다.107)

가령 계간의 처벌 여부에 한 Lawrence v. Texas 결(註75)의 경우에,

결 직후에 실시된 여론 조사에 의하면 텍사스 주 주민의 70%는 동성

애는 도덕 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 다.108) 국민 다수의 지지

를 받는가 여부를 헌 여부의 기 으로 한다면 미국연방 법원은 문제의

텍사스 주 법률이 헌이라고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Ulysses and the Sirens,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79, pp. 94 ff.;

Lawrence H. Tribe, American Constitutional Law, 2nd ed. Mineola, N.Y.,

Foundation Press, 1988, p. 11 fn. 5; Chemerinsky(註38), p. 7 등 참조. 이른바

양심 병역거부에 한 헌재 2004. 8. 26. 2002헌가1 결정(공보 96, 799, 804 이

하)도 양심의 자유와 련하여 소수자의 양심의 보호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105) 公共選擇理論(public choice theory)의 주창자인 Buchanan과 Tullock은 滿場一

致(Unanimity)가 이론 으로는 외부비용(externalities)을 零으로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 실제 인 비용 때문에 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한 개인에게 맡기

고 그 개인이 체 집단을 해 내리는 결정을 따르기로 합의하는 것이 비용을

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James M. Buchanan and Gordon

Tullock, The Calculus of Consent,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62, p. 99. 이를 여기에 용한다면 헌법률심사는 만장일치 신에 사법부

(헌법재 소)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사법부(헌법재 소)가

내리는 결정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106) Ely(註88), pp. 63 - 69는 법원이 근본 가치(fundamental value)를 탐구함에 있

어서 合意(consensus)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하여, 합의란 많은 경우에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발견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수

의 가치 단에 따르는 것은 소수자를 다수의 가치 단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

을 할 수 없다고 지 한다.

107) Michael H. v. Gerald D. 결(註55)에서의 Brennan 법 의 반 의견

Bowers v. Hardwick 결(註67)에서의 Blackmun 법 의 반 의견 참조.

108) Bernard E. Harcourt, Foreword: “You Are Entering a Gay and Lesbian Free

Zone”: On the Radical Dissents of Justice Scalia And other (Post-) Queers.

[Raising Questions about Lawrence, Sex Wars, and The Criminal Law], 94 J.

Crim. L. & Criminology 503, Fn.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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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지 여부를 통과 결부시키는 논의는 이

처럼 소수자의 보호라는 헌법 내지 헌법률심사제도의 기본 제와 모순

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109) 헌법재 에 있어서 헌 여부의

단의 기 으로서는 어떤 법률이 헌법에 부합하는가 아닌가가 기 이 되

어야 하고, 그것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가 아닌가는 기 이 될 수 없

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

나 그것이 반드시 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법

률에 하여 헌이라고 단하는 것이 소수자 보호의 에서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110)

통문화 내지 민족문화를 한국민족의 正體性(identity)과 련시키는 논

의111)도 마찬가지의 문제 을 지니고 있다. 무엇이 한국민족의 正體性을 결

정하는 요소인가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굳이 찾자면 국민 다

수가 한국민족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논의가 사회과학 으로는 흥미있을지

몰라도, 법학에 이러한 개념을 끌어들여서 한국민족의 정체성에 어 나는

것은 헌법상의 권리로 보호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다수의 횡포를

용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109) 全光錫(註17), 220면 이하는 습 혹은 여론을 충실히 반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제도가 사회 수용성을 갖는다는 주장도 입법론 인 논거로서는 타당할

수 있지만, 입법론의 역에서도 와 같은 명제가 으로 타당한 것은 아

닌데, 왜냐하면 입법자는 사실 계를 존 하여야 할 정치 인 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한 헌법 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입법자에게는

습과 여론을 월하여 헌법 요청에 충실하여야 할 과제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110) 헌법실무연구회에서의 林智奉, “민주주의의 실패와 사법 극주의”(註16)의 발표

에 한 윤진수, 김 일의 토론 요지(憲法實務硏究 제2권, 2001, 183면, 185 - 186

면) 참조.

111) 註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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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憲法理論上 傳統 談論의 價値

그러면 통 담론은 헌법 이론상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않는가? 그 게

말할 수는 없다. 우선 헌법의 규정 자체가 통에 입각하여 제정된 경우에

는 통이 요한 의미를 가진다. 물론 헌법을 포함한 법규정의 해석에 있

어서 제정자의 의사가 어느 정도 고려되어야 하는가 하는 은 법학방법론

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이지만, 제정자의 의사 내지 제정 당시의 상황이 고

려되어야 한다는 은 부정할 수 없다.112) 문제는 과연 어떠한 헌법의 규정

이 통에 입각하여 제정된 것인가 하는 이다.

독일의 를 본다면 주로 제도보장의 에서 이러한 통이 논의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독일연방헌법재 소의 례나 다수의 학설은

독일 기본법 제6조 제1항의 혼인과 가족제도의 보장은 통 인 혼인과 가

족제도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113) 한 독일 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한 소유권의 보장은 통에 련된 것이어서, 헌법상 의미의 소유권의

통 인 정형 기본 형태와 기본 구조의 제도보장을 의미한다고 해석되

고 있다.114) 나아가 독일 기본법 제33조 제5항은 명문으로 공공 근무의 법

은 직업공무원제도의 통 인 원칙을 고려하여 규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115) 이러한 논의는 특히 제도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헌법

에도 체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과연 구체 으로 헌법의 어느 조항이 어떤 통을 바탕으로 하여

제정되었는가 하는 을 확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로 다루고 있는 가족

112) 과거에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서 입법과정에서의 의회의 자료를 참조할 수 없다

고 하던 국 貴族院(House of Lords)도 1992년의 Pepper v. Hart 결, [1993]

A.C. 593에서 종래의 례를 변경하여, 입법이 애매하거나 불명확하거나 그 문

자 의미가 모순을 가져올 때에는, 의회의 자료가 법안을 제안한 장 이나 그

밖의 제안자의 진술이고, 그것이 명확한 한 이를 참조할 수 있다고 시하 다.

113) Ⅳ. 2. 가. 참조.

114) Wendt, in: Sachs, Grundgesetz, 2. Aufl., 1999, Art. 14 Rdn. 11.

115) Grundgesetz Art. 33. Abs. 5: Das Recht des öffentlichen Dienstes ist unter

Berücksichtigung der hergebrachten Grundsätze des Berufsbeamtentums zu rege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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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하여 살펴본다.

논자 가운데에는 헌법 제36조를 근거로 하여 헌법 제36조는 한민국 수

립 부터 자생 인 기 로 형성되어 있는 가족제도의 기본구조를 국가는

보호하고 이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며, 가족

제도는 국가 간섭이 최소화되어야 할 역이고, 통 가족제도를 보호

하는 것이 헌법의 기본원칙이라고 주장한다.116) 한 論 는, 혼인과 가족

생활은 그 유래와 존재형식면에서 볼 때는 하나의 통 이고 습 인 것

이지 헌법 인 상은 아니며, 혼인과 가족생활을 그 규율 상으로 하는 가

족법이 ‘傳統性’, ‘保守性’, ‘倫理性’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도 혼인과 가족

계의 이같은 憲法外的인 존재형식과 불가분의 계가 있으므로 혼인가족

계처럼 憲法外的 現象을 헌법이 그 인식의 역으로 끌어들이려는 데 있어

서는 반드시 혼인과 가족 계가 지녀온 통 인 의미와 존재형식을 존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주장도 있다.117)

원래 혼인제도나 가족제도는 다같이 국가의 승인에 의하여 비로소 성립

하 다기보다는, 인류의 발달에 따라 사회에서 자연히 형성된 일종의 前國

家的이고, 논자에 따라서는 自然法的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며,118) 헌법도 종래의 통 인 제도와는 다른 새로운 혼인·가족제도

를 창설한 것이라고는 하기보다는 종래의 혼인·가족제도를 제로 하여, 그

핵심 인 요소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119) 컨

혼인이 남녀간의 결합이어야 한다는 것은 통 인 혼인 제도의 핵심 인

내용이었고, 따라서 헌법 제36조가 규정하는 혼인이란 이러한 남녀간의

116) 註5) 참조. 이 논자는 더 나아가, 헌법 규범의 본질은 국가의 근본질서에

한 국민 합의인데, 우리 헌법 제정시를 비롯하여 행 헌법으로의 개정에 이

르기까지 한 번도 가족법제에 하여 헌법 논쟁을 공식 으로 진행하여 이를

헌법규범 차원으로 도입하기로 국민 합의를 한 일이 없다고 한다. 구상진(註

5), 58면 참조.

117) 註5)의 본문 참조.

118) H. Lecheler, Schutz von Ehe und Familie, in: Handbuch des Staatsrechts, Bd.

VI, Hrsg. von Josef Isensee/Paul Kirchhof, 1989, S. 214(Rn. 6) 참조.

119) 그러나 許營, 韓國憲法論(註5), 164면은 이에 반 하는 것으로 보인다. 註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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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120)

그 지만 이처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가 통 인 혼

인과 가족제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유교의 이념을 바

탕으로 한, 남성 심 이고 가부장제 인 요소가 많았던 통 인 가족제도

그 자체를 보장하는 것일 수는 없다. 헌법 제36조 제1항이 個人의 嚴과

兩性의 平等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통 인 혼인․가족제도를

개 하여야 한다는데 그 기본 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항에 의한 혼인과 가족제도의 보장은 와 같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라는 틀 내에서 혼인과 가족제도의 핵심을 보장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121)

120) 尹眞秀, “婚姻 成立에 한 民法의 改正方向”, 家族法硏究 제15권 1호, 2001, 79

면 이하 참조. 그러나 이성 아닌 동성간의 결합 자체는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의

일부로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어느 정도로 보호할 것인가 하는 은

별개의 문제이다.

121) 尹眞秀(註92), 65 - 67면 참조. 全光錫(註17), 220면 이하는 가족법이 통성과 보

수성, 윤리성이 강한 법 역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고, 따라서 가족법에

한 헌법 단에서 헌법 논리를 뒷받침하는 논거로 습 등 사실 인

계가 주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지만, 가족법상의 제도가 습의 반

이라고 해도 이는 헌법 으로 보면 존 되어야 하는 하나의 사실 계일 뿐 이

것이 곧 합헌성을 징표하는 것은 아니며, 가족법의 역에서는 법률의 합헌성

뿐 아니라 가족법 규율이 헌법의 해석의 지침이 될 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기

는 하지만, 이러한 명제는 다른 법률 역에 비해서는 상 으로 타당성을 가지

고 있기는 하지만, 으로 보면 한정 으로만 타당하다고 하고, 方勝柱(註

95), 386면은 혼인과 가족생활 역이 아무리 한 나라의 특수한 통 문화와

한 련을 가진다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생활 역이

될 수는 없다고 하면서, 허 교수의 주장( 註5의 본문)에 하여는 통과

습에 뿌리를 두었으나 헌법의 이념에 배치되는 모든 제도들은 헌법외 인 것

으로서 실질 의미에서 그 자체가 별도의 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와 같은 논리 로라면 헌법은 많은 통 생활 역에서는 그 규범력을 발휘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비 한다. 그리고 崔柄煜(註3), 424면 이하는 가족제도

에 한 헌법규정을 해석할 때 가능한 한 통 제도를 존 해야 한다는 것은

규범과 실과의 괴리를 인다는 의미에서 필요한 일이지만, 통 제도를 존

한다고 하는 것은 헌법규정을 해석할 때의 한 가지 참작사항에 불과한 것으

로서 그것이 헌법규정의 본질 의미를 해하지 않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며,

통성을 존 한다고 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 내에서 헌법해석의 자료가 되는 데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혼인과 가족 계에 미치는 「헌법의 규범력의 한계」가

될 수는 없고, 통 가족제도라고 해서 그것이 헌법의 권능 에 설 수는 없

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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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에서 본다면 동성동본 혼이나 호주제도와 같은 것이 헌법

제36조가 보장하는 혼인제도나 가족제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

다.122) 오히려 이러한 것들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규정하는 헌법

제36조에 어 나서 헌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이들은 憲法 前文에서 타

의 상으로 들고 있는 사회 폐습이라고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처럼 헌법의 규정 자체가 통에 입각한 것은 아닌 경

우에도, 통을 탐구하는 것은 헌법상의 논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우리나라의 례나 학설은 행복추구권 내지 일반 행동자유권을 헌

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구체 으로 어떠한 것이 이러한 행복

추구권이나 일반 행동자유권에 포함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러

한 경우에 통 으로 인정되어 온 권리라면 행복추구권의 범주에 포함시

키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컨 헌법재 소는 결혼식 등의 당사

자가 자신을 축하하러 온 하객들에게 주류와 음식물을 하는 행 는 인

류의 오래된 보편 인 사회생활의 한 모습으로서 개인의 일반 인 행동의

자유 역에 속하는 행 이므로 헌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경시되지 아

니하는 기본권이며 헌법 제10조가 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일

반 행동자유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이라고 하 다.123) 그러나 그

다고 하여 통 으로 보호되지 않았던 이익이라고 하여 헌법상 기본권

이 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그처럼 본다면 앞에서도 언

한 것처럼 다수의 횡포를 용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미국의 례가 실체 법 차의 역에서 통을 참고하는 것도 이러

한 의미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헌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법 이익을

기본권으로 선언하기 하여는 과거에 통 으로 어떠한 이익이 요시되

122) 父子同姓의 원칙에 하여는 아래 Ⅴ. 2. 참조.

123) 헌재 1998. 10. 15. 98헌마168 례집 10-2 586, 595. 이 결정은 인류의 오래된

보편 인 사회생활의 한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통문화만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헌법 제9조의 문제와는 련이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崔大權(註14), 92면 등은 이 결정이 헌법 제9조의 통문화조

항에 근거하여 이 을 논하지 않았다고 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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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왔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통 으로 보호

되지 않았던 이익이라고 하여 헌법상 기본권으로 될 수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124)

Ⅵ. 문제되는 家族法 規定들의 違憲 여부에 한 약간의 所見

이 의 은 법률의 헌 여부 단에 있어서 통이 고려되어야 하

는가, 고려된다면 어느 정도로 고려되어야 하는가 하는 에 있다. 그러나

이하에서는 이제까지 문제되었던 가족법 규정들의 헌 여부에 하여 살

펴 보고자 한다. 물론 이 문제를 제 로 다루기 하여는 여러 편의 논고가

필요할 것이나, 동성동본 혼제도와 호주제도에 하여는 그 동안 다룬 문

헌이 많았고, 지면의 여유도 없으므로 여기서는 간단히 필자의 생각만을 밝

히기로 한다.

1. 同姓同本禁婚制度와 戶主制度

먼 동성동본 혼의 규정은 헌법재 소가 선언한 것처럼 기본권인 혼인

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 규정에 하여는 기본

권 제한의 목 의 정당성 자체가 인정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125)

다음 호주제도는 행의 규정 로라면 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126)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고,

124) Lawrence v. Texas 결(註45)에서 Kennedy 법 이 역사와 통은 실체

법 차의 탐구에 있어서 출발 이기는 하지만 모든 사건에 있어서 도달

은 아니라고 한 것 참조.

125) 尹眞秀(註99), 75면 참조.

126) 최 권 외 3인(註10), 47 - 49면 등 참조. 호주제도의 헌성에 하여 상세히 다

루고 있는 문헌으로는 田鳳德, “戶主制度의 歷史와 展望”, 大韓辯護士協 誌

1982. 10; 金相瑢(註88); 李凞培, “民法上 戶主制度의 違憲性․非歷史性 察”, 松

也 金疇洙敎授 華甲紀念 現代家族法과 家族政策, 1988, 523면 이하; 方勝柱(註

95)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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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는 모든 국민의 평등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제36조 제1항은 혼

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 로 성립되고 유지되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행 호주제도는 이러한 헌법의 규정과는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127) 즉 행법은 모든 家는 외 없이 家를 통솔하는

호주와, 그 호주에게 복종하는 가족으로 구성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당사자의 의사에 계없이 가족의 구성원을 평등하지 아니한 호주와 가족

으로 구분하는 것으로서 가족 구성원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가족 구성원 사이의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한 반론으로서는 행민법상의 호주제도에 한 규정은 특히

1990년의 민법개정 이후에는 실체 인 의미를 거의 상실하 고, 다만 신분

공시의 기능만이 주된 것으로 남아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이 있

다면 문제되는 규정을 고치면 되는 것이고 호주제 자체를 헌이라고 단정

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호주제도는 기본 으로는 실

체법상의 규정으로서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행법상으로도 남아 있다.

호주제도가 신분 공시에 이용되는 것은 이러한 실체법상의 규정을 제로

한 것일 뿐이다. 행법상의 호주제도를 제로 하는 한 호주와 가족이 평

등한 지 에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일 이러한 실체법상의 불

평등을 완 히 제거한 호주제도가 있다면 이는 실체법상의 제도로서의 의

미는 상실하고 호 법과 같은 신분공시의 의미만을 가지게 될 것이나, 이는

재 문제되고 있는 호주제도와는 다른 것이 되고 만다. 뿐만 아니라

신분공시의 측면에서 호주제도를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호주제도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은 다른 논란의 상이 되고 있다.

127) 그런데 方勝柱(註95), 379-381면은 헌법 제36조 제1항은 헌법 제10조와 제11조에

한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헌법 제36조 제1항의 침해 여부만 검토하

면 된다고 한다. 이는 이론상으로는 흥미 있는 주제이지만, 그 실제 인 결과에

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381면도 이 을 시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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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행법상으로는 호주승계의 순 에 있어서 나이가 많은 남자

를 우 에 놓고 있어서(민법 제984조), 원칙 으로 장남이 호주가 되는 것

으로 되어 있다. 이는 性別과 年齡에 의한 차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혼인 의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에 비하여 우선한다(민법 제989조).

이 한 혼인 의 출생자인가 아닌가에 따른 차별 우라고 아니할 수 없다.

반면 행의 호주제도의 이러한 기본권 침해 요소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행 호주제도가 합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의 부분 통에 그 근거를 찾지만, 행 호주제도가 통에 근거하는

제도인지에 하여도 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이 기본권 침해를 정당

화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구체 인 문제를 떠나서도 호주제도가 민법에 존재

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가지는 상징성으로 말미암아 父와 母, 夫와 妻, 아

들과 딸을 차별하고 나아가 妻는 夫에 한 종속 존재라는 념을 만든

다는 것이다.128) 어쩌면 호주제도가 이처럼 뜨거운 논쟁의 상이 되는 주

된 이유가 이러한 상징 기능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129)

그런데 이 문제와 련하여 상당수의 사람들이 호주제도가 호 과 같은

신분의 공시를 하여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 실

으로는 이것이 호주제 폐지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28) 李庚熙, “호주제도를 폐지할 경우 호 제도의 정비방안”, 家族法硏究 제17권 1

호, 2003, 81면. 양 아(註20), 109면 이하는 호주제의 피해와 효과는 개별 조문

이 아니라 여러 조문들이 복되면서 복합 효과를 낸다고 하면서 호주제

헌소송의 사회구조 변동의 맥락과 역사 망의 고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

다. 가부장제 가족법의 상징 기능에 하여는 李和淑, “韓國家族의 變化와

家族法”, 朴秉濠敎授 還甲紀念 家族法學論叢, 1991, 11면 이하 참조. 가족법의 상

징 내지 표 기능(expressive function) 일반에 하여는 Mary Ann

Glendon, Abortion and Divorce in Western Law,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7, pp. 8, 58 ff.; Katharine T. Bartlett, Re-Expressing

Parenthood, 98 Yale L.J. 293 (1988) 등 참조.

129) 호주제의 사회․문화 향에 하여는 김 억․최재천․한경혜․김수정․김

순 ․배은경, 호주제의 사회‧문화 향에 한 학제 연구, 여성부, 2004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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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와 신분공시제도는 이론 으로는 별개이다. 호주제는 기본 으로

실체법상의 제도이고, 다만 행 호 제도는 이러한 실체법상의 제도를 이

용하여 호 을 편성하고 있는 것이다.130) 따라서 호주제도가 폐지되더라도

신분공시제도는 별도로 존재할 수 있으며, 다만 그 편성 원리가 달라질 뿐

이다.131) 호주제도가 폐지되는 경우에 신분공시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에 하여는 부부와 미성년 자녀를 한 公簿(家族簿)에 기재하는 基本家族別

編制方案, 住民登 과 一元化한 編製方案, 個人別 編製方案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132) 근래에는 個人別 編製方案이 유력하여지고 있다.133)

그러면 헌법재 소에서는 이 호주제에 하여 어떠한 단을 하여야 할

것인가? 단순 헌의 결론이 가장 간명한 것이겠지만, 실 으로는 그 게

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우선 이론 인 면에서 호주 제도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그 헌성을 제거하는 방안이 없지는 않다. 즉 호주를 둘 것인지

두지 않을 것인지, 두는 경우에는 구를 호주로 할 것인지를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국가는 이를 당사자들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다.134) 물론 이에 하여는 형식 평등은 달성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질

130) 다만 행 호 제도가 호주제도를 제로 하고 있는 결과 생기는 문제 을 간

과하여서는 안 된다. 실 으로는 이 이 더 크다고 할 수도 있다. 이에 하

여는 李庚熙(註128), 81 - 82면; 鄭玹秀, “戶籍制度의 改善案에 한 察”, 가족

법연구 제13호, 1999, 472 - 475면 참조.

131) 曺大鉉, “戶主制度의 廢止와 戶籍의 編制”, 民事判例硏究 ⅩⅧ, 611-612면 참조.

132) 상세한 것은 李庚熙(註128), 99면 이하; 鄭玹秀(註130), 479면 이하; 同, “호주제

도 폐지 이후의 신분등록제에 한 연구”, 家族法硏究 제17권 1호, 2003, 225면

이하; 21세기 가족의 망과 호 제도 개선방안, 2002. 10. 23. 평등사랑 변호사

모임 토론회 자료집; 문흥안, “신분등록제도 개편논의에 있어 개인정보의 보호

와 주민등록번호의 역할”, 家族法硏究 제18권 1호, 2004, 217면 이하 등 참조.

133) 鄭玹秀(註130), 488면 이하; 同(註132), 255면 이하; 조 , 개별 신분등록제

도, 법률신문 제3145호(2003. 2. 10.); 李庚熙(註128), 102면 이하 등.

134) 최 권 외 3인(註10), 161 - 165면 참조. 申榮鎬(註9), 52면은 이처럼 당사자의 자

율에 맡기는 방안과 함께 당사자 간에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연령이나 성별

등 별도의 기 에 의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이고, 호주승계의 순 를 유언에

의한 지정, 당사자 간의 합의, 연장자 순으로 하는 등 각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선택 가능한 제도로 환하는 것도 유력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

당사자의 자율에 맡기는 방안 이외의 것들은 모두 헌 시비를 피하기 어렵다

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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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은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 비 도 있을 수 있다.

다른 하나의 문제 은 호주제가 폐지되면 그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법률들이 매우 많아 법 인 공백이 생겨 혼란이 야기된다는 것이

다.135)

그러므로 헌법재 소로서는 호주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78조에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잠정 용을 명하는

것이 가장 합리 인 방법이 될 것이다.136)

2. 父子同姓의 原則

父子同姓의 원칙에 하여는 동성동본 혼제도나 호주제도와는 달리 과

거에 그다지 많은 심의 상이 아니었고,137) 이 문제를 헌법 으로 근

하는 도 찾아보기 어렵다.138) 다만 최근에 부모 성 같이쓰기 운동이 벌어

져서 어느 정도 호응을 받고 있다.139)

135) 헌법재 소는 여러 례에서 법률에 한 단순 헌결정으로 인하여 법 공백

과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을 헌법불합치결정 헌인 법률의 잠정

용을 명하는 이유로 들고 있다. 1999. 10. 21. 97헌바26 례집 11-2, 383,

417-419); 2000. 8. 31. 97헌가12( 례집 12-2, 167, 184-187; 2003. 1. 30. 2001헌

바64 례집 15-1 48, 61 등 참조.

136) 方勝柱(註95), 390면 이하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

러한 헌법불합치결정에는 소 효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법률이 개정되면 개정

법률은 과거의 사건에 하여도 소 용되어야 할 것이다. 尹眞秀, “憲法裁判所

違憲決定의 遡及效”, 재 자료 제75집 헌법문제와 재 (상), 1997, 676면 이하 참

조.

137) 이에 한 연구로서는 孫鉉暻(註33); 金載國, “現代 女性의 姓氏에 한 權利”,

民事法硏究 제8집, 2000, 83면 이하; 權貞姬, “親族法에 나타난 姓氏에 한

”, 逸軒 崔柄煜교수 停年紀念 민사법연구, 2002, 427면 이하; 이승우, “호

주제를 폐지할 경우 민법 규정의 정비를 한 검토”, 家族法硏究 제17권 1호,

2003, 63면 이하; 李垠廷, “姓의 變更”, 재 자료 제102집 家庭法院事件의 諸問題

[下], 2003, 753면 이하 등이 있다.

138) 다만 여성에 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 한 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제16조 제1항 (g)가 여성에게 家族

姓(family name)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련하여 논란

이 있다. 이에 하여는 아래 註142) 참조.

139) 金載國(註137), 101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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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러한 姓 결정의 문제는 文化의 문제로서 법이 개입할 것이 아니

라는 주장이 있다. 즉 姓의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과연 기

본권의 문제인지 아니면 공동체의 문화와 질서의 문제인지 하는 문제는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父姓이나 母姓을 따르는 것을 법원리의 문

제로 악한다면 인류학의 에서 볼 때 웃음거리밖에 안 되고, 姓의 결

정을 권리라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특정공동체의 질서이며 문화인지도 검

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140)

자녀의 성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일차 으로 文化의 문제임

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 다고 하여 이것이 헌법이 여할 문제가 아니라

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 앞에서 언 한 夫婦의 姓에 한 독일에서의

논의141)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여성에 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 한 약 제

16조 제1항 (g)는 여성에게 가족성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가입하면서 이 조항에 하여 유보한 것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것이다.142)143) 보다 근본 으로는 문화의 문제라

140) 鄭宗燮(註101), 45면.

141) Ⅳ. 2. 나. 참조.

142) 우리나라는 약에 가입하면서 이 조항에 하여는 유보를 하 고, 유엔여성차별

철폐 원회에는 아버지의 성을 가족의 성으로 하는 것이 통이며 그에 하여 이

의가 거의 없다고 보고하 으나, 유엔여성차별철폐 원회는 2차례나 이 유보조항에

하여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 다.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Republic of Korea. 28/01/93.

A/48/38, para. 448;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Republic of Korea. A/53/38/Rev.1, para 368..

이들 문서는 유엔 인권 고등 무 실(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의 홈페이지(http://www.unhchr.ch/tbs/doc.nsf)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다. 한 김선욱, “유엔여성차별철폐 약과 한국여성입법정책”, 이화여자

학교 法學論集 제4권 제4호, 2000, 148면 이하 참조.

143) 참고로 룩셈부르크도 약에 가입하면서, 약 제16조 제1항 (g)는 자녀의 성

을 선택할 권리에 향을 주지 않는다고 유보하 으나, 유엔여성차별철폐 원회

는 룩셈부르크가 유보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데 하여 유감을 표시하고, 특히

정부가 이 조항의 유보를 철회할 수 있도록 문화 통과 태도에 향을 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음에 하여 유감을 나타냈다.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Luxembourg. 21/01/2000, A/55/38, para.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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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여 헌법 반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은 통을 근거로 하여 헌법

반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과 마찬가지의 문제 을 안고 있다.144)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父子同姓의 원칙은 우리 통의 일부로서, 행 헌

법이 보장하는 가족제도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145)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는 가족제도의 핵심 인 내용은 모든 국민이

스스로 가족을 창설하고, 가족생활을 형성하며, 가족 계를 해소할 수 있는

자유와 자녀를 가질 것인지 여부나 자녀의 수 는 출산 시기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 자녀의 양육과 교육방식을 스스로 선택하여 자녀를 양육‧

교육시키면서 자녀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146) 따라

서 여기에는 자녀의 이름을 지을 권리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러므로 부자동성의 원칙이 헌법이 보장하는 가족제도 가운데 포함되어 있

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父子同姓의 원칙이 이러한 자녀의 이름에 한

어머니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147) 만일 父子同姓의 원칙이

헌법상 가족제도의 보장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부자동성의 원칙은 법

률로서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 되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다면 父子同姓 原則을 규정하고 있는 행 민법의 규정은 어떻게 보

아야 할 것인가? 우선 자녀의 姓을 결정할 권리가 자녀 자신의 권리인가

144) 姓의 결정이 법원리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논자 자신도

기본권에서 문화의 차이를 강조하는 논의는 자칫 문화결정론으로 빠지면 많은

법 개념들을 해체시킬 험도 있고, 독재와 권 주의 통치를 허용하거나 인간

성을 말살하는 행 를 용인하는 길을 열어 인간의 고통과 불행을 ‘문화의 차이’

라는 이름으로 은폐시킬 험도 있다고 지 하고 있다. 鄭宗燮, “基本權의 槪念

에 한 硏究”, 서울 학교 法學 제44권 2호, 2003, 53면.

145) 구상진(註5), 55 - 58면 참조.

146) 崔甲先(註92), 511 - 512면.

147) 앞에서 언 한 여성에 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 한 약 제16조 제1항 (g) 참

조. 물론 자녀의 성을 선택할 권리가 무제한 인 것일 수는 없다. 姓은 가족에

소속하는 것을 표상하는 것이므로 원칙 으로 父의 성이나 母의 성 가운데서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성의 선택을 허용하더라도 한 부모 사이에서 출

생한 형제자매들의 성은 같아야 할 것이다. 독일 민법 제1617조 제1항 제3문이

나 개정 랑스 민법 제311조의21 제3항도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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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부모의 권리인가 하는 문제는 반드시 명확하지 않으나, 양자의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 이라고 생각된다. 그 다면

어도 혼인 의 자녀에 한 한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하고 그 변경을 허

용하고 있지 않은 행 민법 제781조 제1항의 규정148)은 우선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 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어 나서 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149)

그런데 이 결정이 헌이라고 한다면 그에 하여 어떠한 안이 마련될

수 있을까? 여기서는 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민법개정안을 심으로

하여 살펴본다.

정부가 2004. 6. 3. 제출한 민법개정안은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 으로 아

버지의 성을 따르되,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 고,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에도

종 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며, 자의 복리를 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150) 2004. 9. 9. 이경숙 의원 등 156인의 의원이

148) 행법상 성의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는 父가 혼인외의 자를 인지한 경우와 입

양 진 차에 한특례법 제8조에 의한 경우뿐이다.

149) 헌법재 소 2000. 8. 31. 선고 97헌가12 결정(헌법재 소 례집 12권 2집, 167면

이하)은, 父系血統主義에 입각하여 출생한 당시에 父가 한민국의 국민인 자를

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면서도 출생한 당시에 父가 아니라 母만이 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한민국의 국민으로 하지 않고 있었던 구 국 법(1997. 12. 13. 법

률 제5431호로 개정되기 의 것)의 조항에 하여,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

이의 자녀와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의 자녀를 차별취 하는 것은, 모가 한

국인인 자녀와 그 모에게 불리한 향을 끼치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남녀평

등원칙에 어 남이 분명하고 이러한 차별취 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고, 가족의

장(長) 는 심을 부로 정하는 것은 가족생활에서 양성평등의 원칙을 선언하

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도 어 난다고 시하 다.

150) 개정안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

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

을 창설한 후 부 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의에 따라 종 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의할 수 없거나 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

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 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자의 복리를 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는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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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민법개정안 제865조의2도 같은 내용이다.

이러한 개정안이 나오게 된 실 인 배경은 우리 국민의 다수가 아직은

부자동성의 원칙을 지지하고 있다고 보아서,151) 부자동성의 원칙의 면

폐지는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격렬한 항을 불러일으킬 것이 명백한

바, 와 같이 습에 기 하여 부성추종을 원칙으로 하면서 부모의 합의에

따라 모의 성도 따를 수 있는 길을 열어 둠으로써 습존 ‧법감정의 보호

와 헌법존 ‧자녀복리 보호의 조화를 이루자는 데 있다고 여겨진다.152)

이러한 개정안은 행법에 비하여는 진보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에

하여도 원칙 으로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 다는 에

서 여 히 문제가 있다는 비 이 있을 수 있다. 제16 국회 당시인 2003.

5. 27. 이미경 의원 외 51인이 발의한 민법 개정법률안 제865조의2 제1항

은 자는 부모가 의한 바에 따라 부 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모가

의할 수 없거나 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 는 모의 청

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153) 2004.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

이고 법정 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151) 『21세기 여성정책에 한 국민의식조사연구』( 통령직속 여성특별 원회 정책

조정 실, 2000)에 의하면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73%, 부모의 성

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18.6%, 부모 성을 함께 쓰는 것

이 좋다는 의견이 8.4% 다고 한다. 이승우(註137), 65면 註14) 참조. 그러나

2001년에 실시된 한 조사에 따르면 자식은 아버지의 성씨를 따라야 한다는 의

견이 44.4%, 어머니도 자식에게 자신의 성을 물려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19.7%, 부모 성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12.3%, 부모 성을

함께 쓸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9.5%, 성씨로 를 잇는다는 것 자체가 별 의

미가 없다는 의견이 14.2%로 나타났다. 최 권 외 3인(註10), 83 - 86면 참조.

152) 이승우(註137), 67면 참조. 개정안을 마련한 2003년도 법무부 산하 가족법개

정특별분과 원회에서의 논의 경과에 하여는 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분과 원

회 회의록(제1차회의～제9차회의), 2003, 249면 이하 참조.

153) 이 개정안은 16 국회의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되었다. 이 개정안의 검색은 국회 홈

페이지의 의안정보시스템 (http://search.assembly.go.kr:8080/bill/billindex_gate.jsp?

starget=bill_search.jsp&bill_dae_start=16&bill_dae_end=17&bill_kind=law&

skeyword=%B9%CE%B9%FD&x=32&y=9) 참조(최종 방문일 2004. 8. 30.). 한

행 독일 민법 제1617조는 부모가 동일한 혼인명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들

이 공동친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신분공무원에 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부

는 모의 성을 출생성으로 할 것을 결정하여야 하고(이러한 결정은 그 후에 출

생한 자녀에게도 용된다), 자녀 출생 후 1개월 내에 부모가 그러한 결정을 하

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부모 한 사람에게로 결정권을 이 하며, 가정법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결정권자가 결정을 하지 않으면 결정권자의 성이 자녀의 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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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4. 노회찬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제출한 민법개정안도 이와 같

다.

이 문제는 상당히 미묘한 문제이다. 법무부의 개정안도 그 배경을 이

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독일에서 혼인 당시에 신분

공무원에게 남편의 성을 쓸 것인지, 아내의 성을 쓸 것인지를 밝히지 않을

때에는 남편의 성이 혼인성이 된다는 민법의 규정이 헌이라고 한 독일연

방헌법재 소 결정(註95)의 설시가 그 로 용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두 경우 사이에는 요한 차이가 있다. 즉 독일에서의 혼인 성의 결

정에 있어서는 부부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각자가 혼인 의 본래의

성을 그 로 쓰면 되는데 반하여,154)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성을 결정해 주어야 한다.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은 자녀에 한 문제에 있어서는 제1차 으로 자녀의 최선의 이익(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을 가장 요한 것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155)

자녀의 입장에서 본다면 부의 성을 따르는가 모의 성을 따르는가가 그 자

체로서 요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출생 후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성이

확정되는 것이 요할 것이다.156) 실 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자녀

生姓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54) 실제 사건에서도 당사자들은 법률의 규정과는 달리 혼인 의 각자의 성을 유

지할 것을 희망하 고, 행 독일민법 제1355조 제1항도 당사자들이 婚姻名

(Ehename)를 결정하지 않으면 혼인 당시의 성을 혼인 후에도 계속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55) 우리나라도 가입한 兒童의權利에 한協約(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3조 제1항은 “공공 는 민간 사회복지기 , 법원, 행정당국 는 입법

기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

익이 최우선 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56) 兒童의權利에 한協約 제7조 제1항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성명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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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생 당시에 부의 성을 따를 것인가, 모의 성을 따를 것인가 하는

보다는, 컨 다른 가정에 입양하 는데 양부의 성을 따를 수가 없다든

지,157) 부모가 이혼하고 양육권자인 모가 재혼하 는데 계부와 성이 달라서

이러한 가정사가 드러나게 된다는 이다. 따라서 실 으로는 父子同姓의

원칙보다는 姓 不變의 원칙이 더욱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을 고려하더라도 개정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자녀의 성 결정에 있어서 제1차 으로는 종래의 父子同姓의 원칙에 따르고,

다만 외 으로 부모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모의 성을 따를 수 있게 하

다는 이다. 이는 결국 부자동성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좁은 범 에서의

외를 인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지 의 개정안 로라면 여성차별철폐

약의 유보조항을 철회하기란 어렵다고 단된다.

다른 문제 은 자녀의 성을 결정할 수 있는 시기를 혼인 신고시로 하

다는 이다. 그러나 일단 자녀가 출생한 뒤에 자녀의 성을 결정하는 것

이 자녀의 이익의 에서도 합리 일 뿐만 아니라, 실 으로는 혼인신

고 당시에 앞으로 출생할 자녀의 성을 모의 성으로 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란 거의 없을 것이다.

이에 한 안으로서는 이미경 의원의 개정안과 같이158) 자녀의 출

생신고를 할 때 부모가 의하여 자녀의 성을 결정하도록 하고, 그 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과 같은 제3자가 결정

하게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하여도 부부간의 문제를

제3자가 결정하는 것이 합리 인가, 제3자가 어떤 기 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다른 하나의 방법은 부모의 성을

같이 쓰는 것이다.159)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의 습에는 없던 것이어서

157) 재 헌법재 소에 계속 인 민법 제781조 제1항에 한 헌제청사건에서도

이러한 이 문제로 되었다. 李垠廷(註137), 753 - 4면 참조. 이 에서 이 사건

에서 헌법재 소가 그 단의 상을 어떻게 악할 것인가 하는 도 문제가

될 수 있다.

158) 註153) 참조.

159) 註139) 그 본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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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에게 잘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가 문제된다.

백보를 양보하여 실 인 문제를 고려하여 부자동성의 원칙을 어느 정

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성은 제1차 으로는 부모의 합의에 의하

여 결정하도록 하고, 합의가 안 될 때 보충 으로 父의 성을 따르도록 하여

야 할 것이다. 랑스에서는 종래 자녀는 부의 성을 따르도록 하 으나

2002. 3. 4.과 2003. 6. 18.의 두 차례에 걸쳐 민법을 개정하여, 재의 랑

스 민법 제312조의21160)은 자녀의 성을 民籍官(l’officier de l’ètat civil)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그러한 공동신고가 없으면 자녀는 부모 에서

그와 먼 친자 계가 설정된 사람의 성을 따르며, 친자 계가 부모에 하

여 동시에 설정된 때에는 부의 성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161)

Ⅶ. 結 論

종래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통이 무 과 평가된 감이 없

지 않다. 그 하나의 가 이 에서 다루고 있는, 통 가족제도는 헌법

160) 원래 2002. 3. 4.의 개정법률에서는 개정법률을 2003. 9. 1.부터 시행한다고 하

으나, 2003. 6. 18.의 개정법률은 시행일자를 2005. 1. 1.로 연기하 다.

161) 원래 랑스 하원에서는 부모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모의 각 성

을 알 벳순으로 이어 쓰도록 하 으나, 상원에서는 통을 고려하여 합의가 없

을 때에는 아버지의 성에 따르도록 수정하 고, 정부는 이에 반 하 으나 결국

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마지막 회기에서 법을 통과시키기 하여 하원이 상원

의 요구를 받아들 다. 立法의 경과에 하여는 랑스 하원(Assemblée

Nationale)의 홈페이지

(http://www.assemblee-nationale.fr/dossiers/nom_patronymique.asp) (최종 방문일

2004. 9. 8.); Sylvie Ferré-André, Adeline Gouttenroire-Cornut, Hugues

Fulchiron, “Work in Hand for the Reform of French Family Law”, in: A.

Bainham ed., The International Survey of Family Law 2003 edition, Bristol,

Family Law, 2003, p. 183(written by Hugues Fulchiron) 참조. 그러나 이에

하여는 부부가 항상 남편의 성을 쓰도록 한 스 스 법이 유럽인권 약에 어 난

다고 한 유럽인권법원의 1994. 2. 22.자 Burghartz v. Switzerland 결(18

E.H.R.R. 101)이나 독일연방헌법재 소의 1991. 3. 5. 결정(註95)에 비추어 볼

때 양성평등의 념에 어 난다고 하는 비 이 있다. Judith Rochfeld,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2002, p. 377. 랑스의 개정법률에 하여는 李垠廷

(註137), 745면 이하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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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통 그 자체만으로는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

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통에 그처럼 강력한 의미를 부여한다면 Ely의

표 로 과거의 다수가 재의 다수를 지배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사

회 강자의 이익만을 옹호하고 소수자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되고

만다.

다만 통이 헌법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헌법의 규정 자체

가 통에 입각하여 제정되었다면 헌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통을 고려하

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자신의 가치 을 헌법이 받아들인 통

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에 투입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한 경우에 따라서는 통을 탐구하는 것이 기본권을 확정함에 있어서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다고 하여 통을 시하여

통 으로 보호되지 않았던 이익은 기본권이 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통이란 항상 변하는 것이고 상 인 것이

라는 이다. 이를 시하여 변화를 쇄하는 것은 사회의 발 을 가로막

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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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설

1. 미연방헌법상 국가행 (State Action)이론의 개

미연방헌법상 국가의 행 와 사인의 행 를 구별하고 권리보장규정의 직

용 상을 국가의 행 만으로 한정하는 state action이론의 성립은 수정

헌법 제14조 제1항162)의 “어떤 주도 …할 수 없다(No state shall…)”라는

문구를 해석하고 정의해 온 연방 법원의 례를 통해 구체 으로 확립되

었다. 남북 쟁 이후 제정된 수정헌법조항들의 가장 큰 목 은 노 제의 폐

지와 인종차별의 축출이었고 이를 해 연방의회는 주에 의한 차별행 이

상으로 인종평등에 큰 장애를 가져오는 ‘사인’에 의한 차별행 에 해 일

련의 민권법을 규정하여 규제하기 시작하 다. 그러나 수정 제14조 제1항은

‘주’에 의한 권리침해만을 지하 고, 동조 제5항은 연방의회에게 제1항의

한 시행을 한 입법권한만을 부여하고 있어서,163) 과연 연방의회가 제

14조의 효력을 사인에게도 직 용시키는 입법을 제정할 권한을 가지는

지가 문제되었다.164)

1883년 연방 법원은 Civil Rights Cases165)에서 인종을 근거로 사 시

설물에서의 차별을 하고 반시 형사 처벌을 규정한 1875년 민권법조

항166)의 헌성여부에 해 심사하 고 Harlan 사만이 반 한 결문을

통

162) 수정 헌법 제14조는 제1항에서 “어떤 주도 미합 국 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을 박

탈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실시할 수 없으며, 어떤 주도 법 차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생명, 자유, 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통치권 내에 있는 어떤 사

람에 해서도 법률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63) “의회는 한 입법으로써 이 조항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164) Gunther, Individual Rights in Constitutional law(NY: The Foundation Press,

1992), at 879.

165) 109 U.S. 3 (1883).

166) 이 법률은 ‘민권과 법 권리를 가진 모든 시민을 보호하는 법’이라는 명칭으로

1875년 3월 1일에 통과된 민권법이다. 1875년 민권법의 제1조는(소 공공시설조

항) “합 국의 할범 내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법률로 규정된 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종이나 피부색, 이 의 노 상태에 상 없이 동등하게 숙박시설, 육

지와 해상의 공공운송기 , 화 , 기타의 공공시설에서 그 시설, 특권, 이익을 향

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는 제1조에 한 반시 $500이상

$1000이하의 벌 규정과 30일 이상 일 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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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연방 법원은 수정 제14조는 단지 주와 지방정부의 행 에만 용되

며 사 행 에는 용되지 않고, 이를 시행하는 연방입법도 이러한 범주

내에 존재하여야 하므로 사인의 행 를 규제한 1875년 민권법은 헌이라

고 선언하 다. 다수의견을 표한 Bradley 사는 “수정 제14조는 주에

한 지이고 사인의 권리를 사인이 침해하는 것은 본 조항의 상이 아니

다”라고 선언하며, 동조항은 미국시민의 특권과 면책을 침해하고, 법한

차없이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하며, 법의 평등보호를 부인하는 모든 주

의 입법 그리고 모든 종류의 state action을 무효화시키는 것이지, 개인의

불법 행 와는 련이 없다고 결론지었다.167) 이에 따라 수정 헌법 제14

조의 직 효력은 단지 주의 행 에만 미치고 사인의 행 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state action-only요건의 엄격한 state action이론이 정립된 것이

다. 한 수정 제14조 제5항하에서의 의회의 입법권한범 168)에 해서도

“수정 제14조의 마지막 조항은 의회에게 한 입법으로 동조를 시행시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결과 으로 지된 주행 를 무효화시키기 한

사후 시행권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의회 권한하에 제정할 수 있는 입법

은 시민의 권리에 한 일반 입법이 아니라 바로 교정 (corrective) 입

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 다.169) 그러나 M. Harlan 사는 유일한

반 의견을 통해 공공운송수단, 숙박업소, 그리고 공공오락장 등의 시설이

갖는 공 , 그리고 準공 (quasi-public) 기능을 설명하면서170) 이들 공 ,

공

167) 109 U.S., at 11.

168) “의회는 한 입법으로써 이 조항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169) Id. at 11-103. 수정헌법 제10조는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연방정부에 부여되지

않은 권한 주정부에게 부여되는 것을 지한 권한을 제외한 모든 권한은 주정

부 국민에게 귀속되다”는 내용으로 연방주의하에 연방과 주간의 권한배분원칙

을 규정하고 있다.

170) Harlan 법 은 먼 육지와 해상에서의 공공운송수단에 하여 ‘공공의 수송을

하여 고속도로를 세우고 만드는 것은 정부 기능의 일부이고, 리인이 구이든

리기 이 어디이든 간에 이를 이행하는 기능은 주의 기능이기에 비록 그 소유

주가 사 회사들일지라도 공공에게 그 사용을 허락하도록 강제될 수 있다’고

시한 선 례들을 언 하면서 공공운송수단의 공 특성을 강조하 다. 109 U.S.,

at 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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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에서의 차별은 노 제의 지속 인 상징을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1875년 민권법은 수정 제14조로의 확 없이 공, 사 구분 없이 노 제도를

하고 있는 수정 제13조하에서도 합헌이라고 주장하 다.

이 게 사인의 행 는 아무리 차별 이고 부당한 것이라도 수정 제14조

의 용 상이 되는 “state action”이 아니기에 헌법의 용 상이 되지 않

는다는 sate action이론은 i) 개인의 자유 는 자치 역의 보장, ii) 시민의

권리에 한 주된 보호자는 ‘주’이고 연방정부는 만일 주가 그런 보호를 실

패한 경우에만 오로지 이를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연방주의의

보존, iii) 연방입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연방사법부는 결코 사 행 를

평가할 수 없다는 권력분립이론에 근거하여 지지되고 유지되었다. 그러나

Civil Rights 결로 인해 사인의 행 가 수정 제14조의 용 상이 되지 않

게 되어 사인 간의 인종차별을 한 민권법 한 휴면상태에서 아무런 효

력을 발휘하지 못하자 민권은 암흑기를 맞을 수밖에 없었고 이런 입법의

공백을 메워야하는 부담은 다시 연방 법원의 몫으로 돌아왔다.171) 이와 같

은 목 을 달성하기 해 연방 법원이 취한 조치가 바로 몇몇 이론들을

통한 state action개념의 확장이었고, 이를 통해 특정한 사인의 인종차별행

는 state action으로 환되어 헌법의 구속을 받게 되었다.172) 연방 법원

에 의한 state action개념의 확장의 배경에는 이 같은 인종차별철폐라는 시

목 이외에 다른 사회 상의 변화를 들 수 있는데 이는 바로

20세기 이후 나타난 사회 권력들(social forces)의 등장이라 할 수 있다.173)

171) Ronna Greff Schneider, State Action - Making Sense Out Of Chaos - An

Historical Approach, 37 U. Fla. L. Rev. 737, 739 (1985).

172) 그러나 state action개념의 확장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인종차별에 한 법원의

반감은 상 으로 사인의 선택의 자유보장과 연방주의의 유지문제에 한 무시

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 다.

173) Phillips교수는 state action개념이 형 인 정부의 행 로 제한되었던 19세기 동

안은 거 한 사 권력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물론 사 집단은 존재하 지만 상

으로 그 수는 었고 거 한 형태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능력을 가지지 못

한 반면, 정치 집단인 국가는 부분의 사인이 가지지 못한 강제력을 소유한 비

인격 주체(impersonal entity) 기에 이런 개념설정과 한계가 가능하 다고 설명하

다. Michael J. Phillips, The Inevitable Incoherence of Modern State Action

Doctrine, 28 St. Louis U. L. J. 683, 725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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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언론매체, 재단, 노동조합, 병원, 무역 회, 학 등과 같은 거 하

게 조직화된 사 집단의 출 은 사회 각 분야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이

들은 주와 거의 유사한 형태의 권력을 가지고 국가의 사회 , 경제 , 정치

생활에 직 이고 결정 인 향력을 행사한 것이다.174) 이들 사 권

력들이 힘없는 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실과 그 가능성은 증 되었고

따라서 이런 거 사인에 해 주 권력에 용되는 것과 같은 헌법상의 제

한을 두는 것은 타당하고도 필수 인 요청으로 다가왔다. 이와 더불어 19세

기 정부의 비개입 정책은 20세기 반부의 복지국가(activist welfare state),

극국가(positive state)의 출 과 더불어 획기 환을 맞이하게 되었으

며, 특히 사기업규제 등을 통한 극 정부의 향력증 는 주의 행 와

사 단체의 행 를 한데 얽어놓아 과거 쉽게 식별이 가능했던 공․사 행

간의 경계선을 흐리게 하 고 곧이어 제정된 국가노동 계법과 사회보장

법률들도 사 계에 한 범 한 정부개입의 지지를 의미하는 것임과

동시에 공과 사의 구분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었다. 결국 극 국가의 도

래는 state action개념 확장에 요한 원인으로 작용하 다.175)

이와 같은 시 배경 속에서 1940년 이후 사법 극 연방 법원은

사인의 행 에 의한 헌법침해문제의 험성과 심각성을 깨닫고 사인의 행

를 state action으로 환시키는 여러 이론들을 도입하 으며, 이제 연방

법원은 국가 그 자체의 행 는 물론, 국가의 행 로 귀속되는 것이

한 ‘사인의 행 ’도 헌법의 용 상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176) 이하에서

는 state action이론의 개에 있어 가장 요하고 핵심이 되는 사인의 행

에 한 state action여부를 단하는 미연방 법원의 심사기 에 해 간략

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74) Morton J. Horowitz., The History of the Public/Private Distinction, 130 U.

Pan. L. Rev. 1423, 1428 (1982).

175) Michael J. Phillips, supra, at 725-28. Ronna Greff Schneider, supra, at

738-39.

176) Lugar v. Edmondson Oil Co., 457 U.S. 922, 939 (1982). Edmonson v.

Leesville Concrete Co., Inc., 500 U.S. 614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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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연방 법원의 State Action심사기

미연방헌법상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한 보호는 단지 국가의 행 에

한 것이고 사 행 는 일반 으로 헌법의 구속을 받지 않기에 연방 법원

은 헌법상의 권리를 근거로 한 소송의 본안 단에 앞서 먼 문제된 침해

행 가 state action 요건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단하여야만 한다.177) 1940

년 이후 연방 법원은 국가 그 자체의 행 는 물론, 국가의 행 로 귀속

되는 것이 한(fairly attribute to the state) ‘사인의 행 ’도 헌법의 용

상이 된다는 해석하에178) 그간 state action개념의 확장을 해 도입된 여

러 이론을 기 으로 문제된 사인의 행 에 한 state action존재여부를 심

사하고 있다. 그러나 1961년 연방 법원이 “state action이 존재하는지를 결

정하는데 있어 정확한 공식을 유형화하고 용하는 것은 법원이 한번도 시

도해 본 이 없는 불가능한 작업(impossible task)”이라고 언 한 것처럼179)

오늘날에도 state action심사이론, 즉 state action확장이론을 정확히 분류하

고 분석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법원은 그간의 state action심사

이론의 용어나 기 에 한 명확한 분석이나 해석을 행하지 못하 으며 그

용에 있어서도 일 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1982년 Lugar 결에서는180) 최 로 “이단계 근(two-part approach)”방

법을 제시하며 연방 권리침해를 일으킨 문제행 가 언제 정당하게 주로

귀속될 수 있는가 하는 state action심사기 의 문제에 해 직 으로 언

하 다. Lugar법원이 제시한 이단계 근 첫 단계는, 문제된 침해가 주

에 의해 발생한 어떤 권리․특권의 행사, 는 주에 의해 부과된 행 나 주

가 책임을 져야하는 자에 의해 발생하여야만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단

16) Thomas G. Quinn, State Action: A Pathology and a Proposed Cure, 64 Calif.

L. Rev. 146 (1976).

178) Lugar v. Edmondson Oil Co., 457 U.S. 922, 939 (1982). Edmonson v.

Leesville Concrete Co., Inc., 500 U.S. 614 (1991).

179) Burton v. Wilmington Park Authority 365 U.S. 715 (1961).

180) Lugar v. Edmondson Oil Co., 457 U.S. 922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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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가 정당하게 state actor가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181) 그러면서 두 번째 단계를 단하기

한 심사기 으로 공 기능, 주의 강제, 긴 련성, 공동행 심사라는

4가지 기 을 언 하 다. 이후 Lugar 결은 state action심사이론 분석의

선례로 자리잡는 듯하 지만, 연방 법원은 다시 1991년 Edmonson 결에

서 특정한 행 는 행 의 과정이 특성상 국가 이라고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해서는 i) 행 자가 국가의 원조와 수혜에 의존하 는지 정도,

ii) 행 자가 통 인 국가의 기능을 이행하 는지 iii) 그 침해가 국가의

권한이라는 독특한 방법에 의해 침해되었는지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고

언 하 다.182) 물론 이러한 심사기 분석의 실질 의미는 서로 유사하다

고 할 수 있지만 연방 법원은 그간의 state action 련 례를 일치되지 않

은 용어로 일 성 없이 분석하여 명확한 심사기 을 제시하는데는 실패하

으며, 2001년 Brentwood Academy 결183)에서는 이제껏 한번도 언 된

이 없는 국가와의 “ 반 교합 계(pervasive entwinement)”라는 다

른 심사용어를 정확한 기 없이 선보여 여 히 state action심사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하 다. 따라서 미연방 법원의 state

action심사이론을 정확히 분류하여 설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지 까

지의 state action선례에 한 분석과 Lugar법원의 분류방식을 참고하여 보

면 이를 공 기능이론, 공생 계이론, 긴 련성이론, 강제 조장이론

으로 나 어 살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에 해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공 기능이론이란 사인의 행 가 국가

와 어떤 연 성이 없는 경우라도 본질 으로 국가의 기능과 같은 경우, 이

181) Edmonson v. Leesville Concrete Co., 500 U.S. 614, 620 (1991). 그러나 Lugar

법원의 이단계심사기 일단계 심사기 은 사실상 심사에 어떤 실질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기에 그 유용성에 해서는 많은 비 이 제기되고 있다.

Buchanan, G. Sidney, A Conceptual History of the State Action Doctrine: The

Search for Governmental Responsibility, 34 Houston L. Rev. 333, 437 (1997).

182) Edmonson 500 U.S. at 621-22. 법원은 이와 같은 기 을 유사한 사건인

Georgia v. McCollum, 505 U.S. 42, 51 (1992)에서도 재언 하 다.

183) Brentwood Academy v. Tennessee Secondary School Athletic Ass'n 121

S.Ct. 92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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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 기능(public function)”을 행하는 것으로 보아 state action으로

간주한다는 이론이다. 이와 같은 공 기능이론은 i) 국가는 자신이 행하여

야 할 기능을 사인에게 떠맡김으로써 헌법 구속을 피할 수 없으며, ii) 어

떤 행 는 본질 으로 고유한 국가의 행 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행하

는 사 주체 한 헌법의 구속을 피할 수 없다는 근거에서 도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184) 이런 공 기능이론의 출발은 1944년 정당의 백인만의 비

선거(white primary cases)사례에서 선거제도의 운 은 주의 본질 기능으

로 비선거도 선거과정에 필수 인 부분이기에 ‘공 기능’이라고 선언한

Smith 결185)에서 시작되었지만, 사기업 소유의 타운에 한 state action심

사 던 Marsh 결186)에서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결에서 연방

법원은 ‘소유자가 그의 이익을 해 재산을 공공의 사용에 제공하면 할수록

소유자의 권리는 이를 이용하는 자의 헌법 그리고 법률 권리에 의해

제한을 받기에… 공공의 이익을 해 지어져 운 되는 시설은 본질 으로

공 기능(public function)이 된다’고 시하 다. 이런 Marsh 결의 범

한 공 기능이론은 1966년 사설공원, 1968년 쇼핑센터로 그 용 역을

확 시켜 나갔지만 1974년 기회사에 한 공 기능성이 문제된 Jackson

결에서187) 연방 법원은 “의사, 안경사, 변호사, 우유 매업소는 모두 공

익에 향을 미치는 필수 인 재화와 용역을 공 하면서 규제를 받는 사업

들이지만, 이런 지 로 인해 그들의 모든 행 가 주의 행 로 환되지는

않는다”고 시하며 기회사에 한 공 기능성을 부인하 다. Jackson

결로 공 기능이란 “ 통 으로 국가의 주권과 련되고 배타 으로 국가

에 의해 운 되는 행 나 기능들”188)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축소되

었고, 다시 Flagg 결189)에서는 배타성이 더욱 강조되어 “많은 기

184) Thomas G. Quinn, supra, at 167. Chemerinsky, Constitutional Law (1997) p.

397.

185) Smith v. Allwright, 321 U.S. 649 (1944).

186) Marsh v. Alabama, 326 U.S. 501 (1946).

187) Jackson v. Metropolitan Edison Co., 419 U.S. 345 (1974).

188) Id.

189) Flagg Bros., Inc. v. Brooks, 436 U.S. 149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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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이 통 으로(traditionally) 국가에 의해 수행되어 왔지만, 배타 으로

(exclusively) 국가에 귀속되는 권한은 거의 없다”며 단지 백인 당 회 사

례와 회사타운 사례만을 통 으로 배타 인 공 기능이라고 보았다. 이

게 Burger법원하에서 ‘공 기능이론’은 ‘주권 기능(sovereign function)이

론’으로 부를 정도로 그 범주가 엄격하게 한정되었고, 이후 Rehnquist법원

에서도 무조건 배심원기피신청만이 공 기능으로 첨가되었을 뿐 여 히

이 같은 보수 이고 경직된 공 기능이론의 해석은 일 되고 있다.

공생 계 는 공동 참여이론은 주의 재산을 임차한 스토랑에서의 인

종차별행 문제를 다룬 1961년 Burton 결190)에서 성립되었다. 이 결에서

연방 법원은 “주는 서비스를 거부한 당사자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차별

의 뒤에 주의 권한, 재산, 특권을 부여하 으며, 주는 무 깊숙이 스며들어

(insinuated) 상호의존 치가 되었고, 이는 차별행 에 있어서 주가 공동

참여인(joint participant)이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며 주와 사인간의 상

호의존성, 특히 주의 수익 계를 근거로 주와 공동참여자(joint

participant) 계에 있는 사인의 행 를 state action이라고 시하 다. 1972

년 Moose Lodge No. 107 v. Irvis 결191)에서 연방 법원은 Burton 결의

기 을 공생 계(symbiotic relationship)라고 언 하 고,192) 이후부터

Burton 결은 공생 계이론, 공동참여이론의 선례로 명명되었다. 그러나 연

방 법원은 공생 계이론의 용범 를 Burton사안처럼 국가와의 임 차

계에 있거나 국가가 사인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는 공무원과 공동

참여의 계에 있는 사인의 행 로만 한정시켰다. 따라서 state action심사

에 있어 공생 계이론의 효력이 지속될 지에 해서는 회의 인 견해가 나

타나기도 하 지만193) 연방 법원은 지속 으로 공생 계이론을 state

190) 3065 U.S. 715 (1961).

191) 407 U.S. 163 (1972).

192) 이후 Jackson 결(419 U.S. 345, 1974)에서도 법원은 기회사는 주로부터 재산을

임차한 것도 아니기에 Burton 결에서의 공생 계(symbiotic relationship)가 존재하

지 않는다며, Burton사안을 계속하여 공생 계로 명명하 고 그 용 한 공 재

산의 임차인으로만 한정하 다. id. at 357-358.

193) Hala Ayoub, Comment: The State Action Doctrine in State and Federal

Courts, 11 Fla. St. Univ. L. Rev. 893, 898.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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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의 존재를 악하는 기 으로 언 하 다.194) 최근 “Burton 결은

수정 제14조상의 ‘state action’을 다루는 기 결들 하나일 뿐이며, 이

후 례들은 Burton 결에서 나타난 모호한 ‘공동참여심사(joint

participation test)’를 재정립해왔다”는 Sullivan 결195)에서의 평가처럼 공

생 계이론은 Burton 결의 사안범 이상으로 그 범 가 확장된 은 결

코 없었고, 신 공무원과의 공동 참여자 계에 있는 사인에 용되는 이론

으로 다시 자리잡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연방 법원은 국가와 사인간

에 긴 련성(close nexus)이 존재하는 경우, 문제된 사인의 행 는 state

action으로 환될 수 있다는 긴 련성이론을 개하 다. 이 이론하에

서 심사의 상이 된 사례는 부분 주의 과도한 규제나 직 인 주의 원

조행 는데 이에 해서는 이하 내용에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연방 법원은 주가 권한을 부여하여 사인의 행 를 강제하거

나 사인의 행 를 조장한 경우 이에 따른 사인의 행 는 state action으로

헌법의 구속을 받는다는 주권한하의 강제 조장이론을 개하 다. 그

표 인 로는 1948년 백인거주지역의 부동산을 흑인에게 매도하는 것을

하는 인종차별 제한약 에 한 사법 집행이 문제된 Shelley사건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연방 법원은 “인종차별 약정이 자발 으로 수되는

경우에는 사 행 로 수정 제14조의 용 상이 되지 않으나, 이것이 결

의 형태로 강제되는 경우에는 주의 행 ”가 된다며 이 사안에서 ‘주는 인종

을 근거로 흑인 Shelley의 재산권향유를 부인하려는 사인들에게 완벽한 정

부의 강제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 하 기에 제한약 에 한 사법 강

제는 헌 state action이라고 시하 다. 어 보면 사법부의 결은

표 인 국가기 의 하나인 사법부의 행 에 한 것이고, 사들 한 당연

히 state actor이며, 불공정한 사법 차과정문제만이 수정 제14조

194) 이 심사기 의 효력이 지속되는 가는 의심의 여지가 있으나 연방 법원은 이런

공생 계심사기 을 state action의 존재를 설명하는 수단으로서 지지하 다.

Lebron v. National R.R.Passenger Corp., 115 S. Ct. 961 (1995).

195) Sullivan v. Barnett, 119 S. Ct. 977, 987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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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된다고 볼 수도 없기에 Shelley 결은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사인간의 계약에 한 이행강제는 거의 부분이 법원의 행

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 결의 내용 로라면 모든 사 계약이 헌법 기

에 충족되어야 한다는 결과를 낳게되어 state action개념을 무한정 확장시

킴과 동시에 state action이론 자체의 존재의의를 상실시킬 수 있다는 에

서 많은 논란과 비난의 상이 되었다. 그러나 우려와 달리 보수 사의

잇단 입에 따른 Burger법원 이후의 state action 근은 과거 Warren법원

과는 달리 엄격한 state action요건을 다시 강화하는 state action개념범 에

한 축소와 후퇴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state action심사는 어색

한 비일 성과 함께 측이 불가능하다는 비 을 받게 되었고 결국 state

action이론은 그 요성에도 불구하고 여 히 개념 정의나 이해가 가장

어려운 ‘헌법상의 검은 숲196)’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연방 법원의 state action심사기 긴 련성이론에 하여 련 례

를 심으로 상세히 살펴고 그 평가와 수용 가능성에 해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Ⅱ. 긴 련성(Close Nexus)이론의 개념

연방 법원은 국가와 사인간에 긴 한 련성(close nexus)이 존재하는

경우, 문제된 사인의 행 는 state action으로 환될 수 있다는 긴 련

성이론을 개하 다. ‘nexus’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된 례는 1973년 기

회사 사례인 Jackson 결197)에서 으나, 지역의 독 개인운수회사에

한 state action여부를 심사한 1952년 Public Utilities Commission v. Pollak

결198)에서 연방 법원은 ‘충분한 연 성(sufficiently close

196) Ronald J. Krotoszynski, Jr., An Argument in Favor of Constitutional

Meta-Analysis in State Action Determination, 94 Michigan L. Rev. 302, 303

(1995).

197) 419 U.S. 345 (1974).

198) 343 U.S. 45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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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이라는 심사용어를 사용하 고 따라서 이 결은 긴

련성이론의 효시가 되는 결로 보고 있다.

연방 법원이 긴 련성이론에 의해 심사한 사안은 주로 국가의 규제

와 허가 그리고 원조 등과 같은 행 는데 행정국가에 있어 일반

인 허가와 규제, 그리고 일정한 원조행 는 무나 평범하고 범 한 것이

어서 단순히 그런 행 자체만으로 국가와 사인간에 긴 련성의 존재를

인정하기란 어려운 것이었고 결국은 그 과도한 정도 여부가 문제되었다. 그

러나 과연 어느 정도의 국가 련성이나 간섭이 긴 련성의 요건을 충

족시키는가에 해서 연방 법원은 명확한 기 이나 개념을 정립하지 못하

고 있어 단지 긴 련성이란 일반 인 국가 련성을 넘어 “헌법 제한

을 용시켜야 할 정도로 국가가 사인에 충분히 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는 모호한 추측만이 가능할 뿐이었다. 사실상 연방 법원은 인종차별과

련된 기 사례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리 국가의 규제가 과도하거나 국가의

원조가 직 이고 특별하다고 할 지라도 단지 국가의 규제나 원조행 만

으로는 사인의 행 를 state action으로 환시킬 긴 련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지 않다. 를 들어 주가 백인사립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교과서를 지

하는 것은 평등권에 반한다고 주장한 1973년 Norwood v. Harrison사

건199)에서 법원은 교과서 지 은 통상의 일반화된 정부의 서비스, 즉

기․수도, 경찰이나 소방보호와 다르고 이는 주가 사립학교에 혜택을 부여

하는 재정 원조의 유형이기에,200) 이 같은 인종차별 사립학교에 한

교과서지 은 헌이라고 시하 다. 그러나 공립학교졸업에 어려움을 겪

는 학생들을 한 특수학교의 경우는 운 의 90%이상이 주에 의해 지원

되고 주로부터 학교활동에 범 한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특

수학교의 교사해고행 가 문제된 Rendell-Baker v. Kohn사례201)에서는 이

런 주의 규제가 학교의 해고행 를 강요하지 않았고 어떤 향을

199) 413 U.S. 455 (1973).

200) Id. at 463-64.

201) 457 U.S. 830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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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아니며, 사실상 학교가 범 한 주의 규제를 받기는 하지만 주

는 인사 문제에 거의 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 다. 한 “사실상 모든

학교의 수입원이 정부의 자 으로 운 된다는 것은 state action의 존재를

밝히는 가장 강력한 요건이지만 학교가 공 자 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이

런 해고 결정이 주의 행 가 되지는 않는다.”고 시하여 범 한 규제와

과도한 재정 원조만으로는 긴 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

히 하 다.202) 이 게 재 긴 련성 심사는 과도한 규제나 직 원조

행 라는 기 이외에 문제된 사 행 에 한 국가의 극 개입, 고무,

조장까지를 요구하기도 하여 더욱 엄격해진 긴 련성이론을 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state action심사이론들을 총체 , 종합 으

로 단하기보다는 각각의 기 을 엄격히 서로 고립시켜 단하고 있는 실

정이다.

이하에서는 이와 련된 여러 사례들의 검토를 통해 긴 련성이론에

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Ⅲ. 긴 련성이론 련 례

1. 국가의 허가 규제

가. 독 운송회사

국가의 허가와 규제를 받는 사인의 행 를 국가와 긴 련성이 존재하

는 것으로 보아 state action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에 한 최 의 단은

1952년 Public Utilities Commission v. Pollak 결203)에서 나타났다.

이 사건은 지역의 공공 운송수단으로서 독 지 를 향유하며 연방 공

익사업 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많은 규제하에 운 되고 있

202) Id. at 832, 841-42.

203) 343 U.S. 45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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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인 운송회사가 시내버스와 차의 확성기를 통해 약간의 뉴스와 일

기 보 그리고 상업 고방송이 담긴 특정 라디오 로그램을 방송하자

한 승객이 이는 승객들에게 라디오 청취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

한 데서 비롯되었다. 공익 원회는 간단한 조사와 공청회를 마친 후, 이와

같은 라디오방송은 공공의 편의와 안락 그리고 안 에 방해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고 라디오방송을 지속하는 것을 허용하 는데 이의제기를 거부당

한 원고 Pollak은 시내버스와 차에서의 라디오방송은 수정 제1조와 제5조

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원에 소를 제기하 던 것이다.204)

먼 개인운송회사의 행 가 state action인지를 결정해야만 했던 Pollak

재 부는 헌법조항을 고려하기 해서 연방정부와 운송회사의 라디오방송

행 간에 충분히 긴 한 련성(sufficiently close relationship)이 필요하다

고 주장하 고 본 사례에서는 이러한 련성이 존재한다고 시하 다. 그

러나 이런 결론을 해 법원이 든 근거는 운송회사가 의회의 권한에 따른

허가로 인해 콜롬비아 특별지구의 거리에서 공공사업을 운 한다는 단순한

사실도 아니었고, 실질 으로 운송회사가 그 지역의 철도와 버스의 운송

에 있어 독 권을 향유한다는 것도 아니었다.205) 법원은 단순히 운송회사가

연방 공공사업 원회의 규제를 받고 있었다는 , 그것도 특히 라디오 로

그램의 방송에 따른 항의로 인해 연방 원회가 조사를 명하 고 원회의

특별조사와 사후 승인으로 라디오방송이 지속되었기에 바로 정부와 라디오

방송은 충분한 련성을 구성한다고 보았던 것이었다.206)

이런 Pollak 결은 국가와 사인간의 충분한 련성에 따라 사인의 행 를

state action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긴 련성이론의 효시가 되는 최 의

결로 평가되었다. 그 지만 국가의 허가에 따른 독 지 라는 요인을

련성 단의 고려 상으로 보지 않았고, 국가의 규제와 련되어서

204) Id. at 453-54.

205) Id. at 462.

206) Pollak 결은 그러나 state action이 발견되면 곧 헌으로 선언되던 다른 state

action사례와는 달리 state action을 인정하면서 합헌을 선언한 이례 결이라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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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라디오 방송에 한 연방 원회의 개입처럼 문제된 행 에 국가의

직 개입이 있는 경우 긴 련성기 이 충족된다고 인정한 것이어서,

그런 직 인 국가의 개입이 존재하지 않고 단순히 과도한 국가의 규제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도 과연 긴 련성심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 명확한 법원의 입장을 측하기는 어려운 결이었다.207)

나. 사인이 경 하는 클럽바

사인이 공 재산을 임차하여 스토랑을 경 하는 경우는 공생

계로 사인의 행 는 state action이 된다는 Burton 결이 있었지만, 과연

개인 소유지에 회원제로 운 되는 사설 클럽바나 음식 등을 운 하는 경

우도 단순히 주의 허가와 규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state action이 되는 것인

지가 문제되었다. 이에 한 구체 단은 주 주류국(state liquor board)으

로부터 주류취 허가를 받은 사설클럽이 회원과 회원의 동반 손님을 백인

남성만으로 제한하여 인종을 근거로 흑인에게 음식과 술의 제공을 거부하

자 흑인 Irvis가 주 주류국은 클럽에 알코올 음료의 매권한을 허가하 기

에 이런 클럽의 거부행 는 연방 헌법상의 평등보호를 용시킬 수 있는

state action에 해당한다며 제소한 Moose Lodge No. 107 v. Irvis사건208)에

서 내려졌다.

6:3의 결정으로 Rehnquist 사가 집필한 이 결에서 법원은 서두에

“Civil Rights 결은 평등보호조항에 의해 심사의 상이 되는 주에 의한

침해와 아무리 차별 이고 법하다 하여도 동조항이 어떤 방어막도 제공

하지 않는 사 행 간의 필수 인 이분법을 도출시켰고 이런 이분법은 계

속 재확인되었으며, 쉽게 언 되지만 특정 차별행 가 사 인지 아니면

state action인지의 문제는 종종 쉬운 답이 아니다”라고 Civil Rights 결

상의 state action이론의 원칙을 강조하 다.209) 이어 법원은 사 단체가

207) G. Sidney Buchanan, supra, at 394.

208) 407 U.S. 163 (1972).

209)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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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부터 어떤 혜택이나 서비스를 받았다거나 어느 정도 규제의 상이

되었다고 하여 그런 단체가 행한 차별이 평등보호조항에 반할 것이라고 주

장한 은 없었으며, 주가 공 하는 서비스는 기, 수도, 경찰 는 소방과

같이 생활의 필수품들을 포함하고 있기에 그런 주장은 궁극 으로 Civil

Rights 결에서 도출된 주와 사인간의 구분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단하

다. 그리고는 만일 차별의 근원이 사 인 차별이고 그 차별행 가 헌법상

의 구속 범 내에 속하기 해서는 주와의 충분한 련성(significantly

involved)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210)

우선 법원은 이 사안을 Burton사건과 비교 분석하여 “Burton사건의

Eagle 스토랑은 공 건물내의 음식 이었지만 Moose Lodge는 사

건물의 사 사교클럽”이라는 을 들어 Moose Lodge에서는 Burton에서와

같은 임 인과 임차인간의 공생 계로 근할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

다.211) 한 “주 주류국은 주류 매를 허가한 클럽이 회원제 는 손님에

한 운 방법을 정하거나 실행하는데 있어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고, 어떤

경우 규제가 좀 면 한 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어떤 식으로든 인종차

별을 부추기거나 조장하 다(foster or encourage)고 볼 수는 없으며212) 사

실상 이런 규제로 인해 주가 클럽경 의 공동참여자(partner or joint

venturer)가 되지는 않는다”며 Burton 례상 공생 계이론의 용을 부인하

다.213) 그리고는 “추가 으로 클럽의 허가를 얻는 데는 일정한 제한이 있

지만 시별로 주류도매업 허가가 가능한 최 수가 할당되어 있다는 ,

210) Id. at 172-73.

211) Id. at 175.

212) 이런 법원의 언 으로 긴 련성심사를 충족시키기 해서는 주가 문제행

를 직 으로 조장(encouragement)했는가하는 주의 조장행 까지도 요건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논란이 되었다.

213) 이런 분석은 긴 련성분석과 공생 계분석을 혼용하고 있는 기 법원의 태

도를 엿볼 수 있다. 물론 Burton 결도 당연히 긴 련성에서 분석 가능한 것

이기는 하나 이후 연방 법원은 이를 주와 임 계에 있는 사인, 그리고 주의

수익 계의 용이론으로 한정하 으며 한 공무원과의 공동행 계로 재

정립시켜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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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호텔, 스토랑, 다른 허가된 주류도매 들에서도 술의 구입이

가능하다는 을 함께 고려할 때 클럽의 허가가 그 지역 는 체 주에

주류를 배분함에 있어 독 권을 부여하 다고 보기는 미흡하다”고 하

다.214)

결국 법원은 주 주류국이 실행한 규제나 허가체계로 볼 때 주가 Moose

Lodge의 인종차별 정책에 충분히 연루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이런 주

의 규제나 허가는 Moose Lodge의 행 를 state action으로 환시키지 않

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 다.

그러나 이에 해 반 의견을 주장했던 Douglas 사는 사설클럽이 헌법

상 privacy와 결사의 자유를 향유한다는 것은 확실하나 공 역(public

domain)이 련된 경우는 문제가 다르다고 주장하 다. 그는 사 클럽이

주나 시로부터 어떤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사실상 이 클럽을 공 기업

으로 만들지는 않지만, 주류사업허가의 경우는 운 면허나 결혼 승인과는

달리 복잡한 할당제의 존재로 인해 인종과 상 없이 자격을 갖춘 이들이

구나 자유롭게 주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히 이 지역

은 오래 부터 이미 할당몫이 달성되어 이 도시내에서 더 이상의 클럽의

운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 다. 결국 술의 구입은 보통

사 클럽에서 이루어지기에 이런 허가권의 제한으로 흑인은 술을 구입하

는 것이 어렵게 되었고, 이는 허가의 할당몫이 다 분배된 상황에서 더욱

심각하다는 에서 주의 허가는 인종차별을 하는 사 클럽과 깊은 련성

을 갖는다고 하 다.215) Brennan 사 한 “Moose Lodge가 그 주류 매의

허가권을 얻었을 때 주는 그 클럽바의 운 에 극 참여를 한 것”이고,

주류업의 경우 주가 허가한 모든 사업체의 경 에 해 사실상 모든 세부

상황을 감독하고 있기에… 그런 주의 규제로 인해 주와 클럽바의 운 은

상당한 정도로 얽 있고 주는 인종차별을 행하는 비열한 사업체에 주의 권

를 부여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그런 련성을

214) 407 U.S., at 176-77. 이런 법원의 언 은 만일 주가 차별행 를 하는 클럽바에

주류 매의 독 권을 부여하 다면 그 행 는 헌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내포하

는 것처럼 보 다.

215) Id. at 1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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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action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state action개념을 이해하는데

있어 근본 가치를 완 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 다.216)

Moose Lodge 결은 사인에 한 주의 규제 는 허가로 사인이 행한

모든 행 가 state action으로 환되지는 않는다고 단하 다. 비록 이

결 속에는 사인에 한 독 권의 부여는 사인의 행 를 state action으로

환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조심스러운 법원의 측도 엿볼 수 있었지

만 이런 기 도 2년 뒤에 내려진 Jackson 결에서의 거부로 오래가지 못했

다.217)

다. 기회사

독 기회사의 공 단행 가 문제된 Jackson v. Metropolitan

Edison Company 결218)은 Vinson․Warren법원에서의 state action개념 확

장에 한 축소와 반감을 보이는 결정 인 결이었다. 주 공익사업 원회

로부터 허가를 얻고 규율을 받는 독 지 의 기회사가 요 미납자에

게 한 통지와 청문의 기회부여를 하지 않고 기의 공 을 단한 행

가 법 차를 침해한 것이라며 제소된 이 사건에서 법원은 먼 기회

사가 범 한 주의 규제 상이라는 것을 인정하 지만219) “사업이 주규

제의 상이라는 단순한 사실 그 자체가 사업상의 행 를 state action으로

환시키지 않으며, 이는 부분의 공공시설의 경우처럼 그 규제가 범

216) Id. at 190-191.

217) Ronna Greff Schneider, supra, at 760-61.

218) 419 U.S. 345 (1974).

219) 법원은 펜실베니아 주법에 따라 메트로폴리탄 기회사와 같은 주의 규제의

상으로 공공사업이라고 열거된 회사는 가스, 력 는 수도 공 과 련된 모든

회사들, 그리고 운송, 이 라인 회사, 신, 화회사, 쓰 기 수거 처분회사 등

26종류에 이르며 규제의 내용은 부분 가격, 서비스, 회사시설에 한 것으로

각 회사간에 실질 인 차이는 없었다고 하 다. 따라서 기회사에 한 이런 규

제가 기회사의 행 를 state action으로 만든다면 아마도 택시회사 운 기사들

의 행 도 주의 행 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 다. 419 U.S., at 343 n.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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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상세하다는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라고 시하 다.220)

한 주가 부여한 독 지 로 인한 state action존재의 주장에 해서도

법원은 이런 독 지 를 갖지 않은 사인보다 독 지 를 향유하는

사인의 행 의 경우 주의 행 로 환된다는 사실을 쉽게 밝힐 수 있을지

는 모르나 결국 문제는 주와 문제된 행 간에 충분히 긴 한 련성

(sufficiently close nexus)이 존재하는가에 있고, 이런 주 련성의 진정한

본질(true nature of the state involvement)은 즉시 명백해지는 것이 아니며

심사기 을 충족시키는지를 결정하기 해서는 상세한 조사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언 하 다. 이런 제하에서 Jackson재 부는 우선 주가 기회

사에게 독 지 를 부여하고 보장하 는지에 한 법률 는 사실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기회사들은 커다란 자본력과 사실상 무

제한 인 경제력의 규모를 갖추어야 하기에 기회사들의 독 지 는

자연독 (natural monopolies)이라 할 수 있어 주가 독 지 를 부여한

것인지 자체에 회의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 다.221) 그리고 만약 주가 이

런 독 지 를 부여하 다고 가정하여도 단지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기회사의 서비스공 단행 가 수정 제14조의 목 상 state action인지를

고려하는데 결정 인 요소가 되지는 않으며, 이 사건은 Pollak 결에서처럼

문제된 행 , 즉 기회사의 공 단행 와 독 지 간에 충분한 련

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시하 다.222) 이 사례에서도 법원은 기회사는

주로부터 재산을 임차한 것도 아니기에 Burton 결에서의 공생 계

(symbiotic relationship)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다시 한번 Burton 결의

용은 공 재산의 임차인에 해서만 제한된다는 것을 언 하 다.223) 결국

220) Id. at 350.

221) 원고는 주가 기회사에게 독 지 를 부여하 다고 하나, 법원은 주법이 공

익사업에 종사하기 해서는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로서 주

가 기회사에 독 지 를 보장하거나 부여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고 하 다.

1879년 설립된 메트로폴리탄 기회사도 사실 기공 지역권에서 경쟁에 직면

한 이 있지만 1912년 이후 오늘까지 더 큰 경쟁업체는 없었다. 419 U.S., at

345 n. 8.

222) Id. at 352.

223) Id. at 357-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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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종합 논의에서 볼 때 기회사는 단지 일부 독 을 가진 많

은 규제를 받는 회사에 불과하므로 이는 사 회사의 행 를 주의 행 로

간주할 만큼 주와의 긴 련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Marshall

사는 반 의견을 통해 주가 한 그룹이나 집단에게 독 을 부여한 경우,

이 조직은 많은 주의 의무를 임받은 것이라고 단되어 왔고224) 심지어

단지 주의 독 권 부여만을 근거로 state action이 존재한다고 보지 않은 경

우라도 독 이라는 요인은 헌법 의무를 사 단체에 부과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많은 비 을 차지하는 것으로 주장되어 왔다고 하 다. 따라서

그는 다수의견이 자연독 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련의 사례들

을 구분하고 있고, 이런 구분은 주의 자연독 회사에 한 규제 목 이 회

사를 부조하는 것이 아니라 독 가격형성을 막는 것이기에 이 경우 주의

련성은 요성이 다는 근거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동의하기는 어렵

다고 하 다. 그는 우선 정부의 제한이 없더라도 기회사는 경쟁의 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법원의 가정은 정확하지 않다며 사실상 기회사를

설립하는 기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상 으로 안정된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성은 경쟁 투자를 이끌기에 충분하지만 주가 가격제한을 하고

있거나 기회사의 운 에 향력을 증가시키고 있었기에 경쟁에 뛰어들기

어려운 것이었다며 이 같은 경제 분석을 통해 자연 독 을 state action원

칙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하 다.225)

많은 학자들 한 Jackson 결은 기존의 state action이론에 비추어 볼

때 정당화되기는 힘든 결이라고 비난하 다. 여러 다른 주처럼 펜실베니

아주에서도 사인이 소유한 기회사는 공공이익과 일치된 형태로 주에

기를 공 하는 커다란 체제의 일부이고, 주 공공사업 원회는 이런 체제의

심 으로 기서비스 제공에 책임이 있으며, 비록 사인이 사실상 서비스

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공 이 부 한 경우 력을 증가시키는 등의 행

224) Railway Employes’s Dept. v. Hanson, 351 U.S. 225 (1956).

225) 419 U.S., at 366-68. 이외에도 Marshall 사는 사인과 주간에 범 한 력

계는 충분한 련성이 있다고 단되며, 기회사는 그 본질상 공공 인 시설이

라고 하며 기회사의 공 단행 는 state action이라고 주장하 다.



492

는 원회의 회의에 따라 승인을 얻어야 하고, 요 , 서비스, 시설 등 공

익에 련된 모든 경 에 범 한 감독을 받는 을 비추어 볼 때 간단히

기회사가 주로부터 재산을 임차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공생 계가

존재하지 않고 주와 긴 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고 하 다.226) Jackson 결은 범 한 규제나 사실상 독 지 라는 요

소들은 주와의 긴 련성여부를 단하는데 결정 이거나 충분치 못하다

고 결론지었고 이는 긴 련성이론의 개념이나 기 자체에 한 회의를

가져오는 것이었다.227) 한 결의 개과정에서 Jackson법원은 많은

state action요소들을 종합 으로 단한 Burton 결의 근방법과는 달리

개개의 요요소들을 개별 으로 고립시켜 각각의 기 충족여부를 단하

는 순차 근(sequential approach)을 시도하 다.228) 이런 Jackson 결에

서의 긴 련성이론 용의 축소는 긴 련성 심사의 존재 자체를 무

의미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 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연방 법원

하 심 결의 state action심사에 지속 으로 향력을 행사하 다.

라. 기타

Jackson 결 이후 연방 법원은 지속 으로 주와 사인의 행 간에 긴

련성을 단하기 한 요건으로 주의 규제를 심사하여 왔지만, 주의 규제

가 긴 련성 기 을 충족시켜 문제된 사 행 가 state action으로 간주

된 는 거의 없다. 공립 고등학교졸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한 특

수학교는 주의 지원과 함께 다양한 정부의 기구로부터 학교활동

226) Supreme Court Review, 89 Harv. L. Rev. 47, at 148-49 (1975).

227) 419 U.S., at 358. Sidney G. Bucannan, supra, at 402.

228) 이에 해서 Douglas 사는 반 의견을 통해 많은 요소들을 개별 으로 심사하

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며 모든 요소들을 종합하는 것이 요하다고 주장하 다.

id. at 362. Marshall 사 한 법원이 종합 근을 포기하는 것에 해 반 하

며 다수의견에서 언 한 다양한 요소들을 심사한 후, 이를 종합 으로 취하면 이

사례에서 state action을 발견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id. at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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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범 한 규제를 받았지만, 이 특수학교의 교사해고행 가 문제된

Rendell-Baker v. Kohn사례229)에서 연방 법원은 이런 주의 규제는 학교의

해고행 를 강요하지 않았고 심지어 어떤 향을 것도 아니며, 사실상

학교가 범 한 규제를 받기는 하지만 일반 으로 규제자는 학교의 인사

문제에 거의 심을 보이지 않았기에 이를 긴 한 련성으로 인정하기 어

렵다고 시하 다.230) 이는 주의 규제가 문제된 사 행 자체에 직

인 향력이 있는 경우에만 사 행 가 state action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법원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더욱 강화된 긴 련성심사의 개를 의

미하 다.

이런 법원의 엄격한 심사경향은 사설요양원의 환자강제퇴원결정이나

출명령이 법 차를 반한 것이라며 제소된 Blum v. Yaretsky사건231)에

서도 계속되었다. 문제의 사설요양원은 뉴욕주법과 연방의료규제법에 따라

보호 환자들이 한 치료를 받는지 여부를 정기 으로 평가하고, 치료에

합한 장소로 이송하는데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며 만일 주가 하

다고 볼 수 없는 곳에 환자를 배치한다면 사설요양원은 제재를 받아야만

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수 과 체계를 갖춘 사설요양시설의 설치, 필수

평가, 이송결정들을 포함하는 모든 련 차와 규제들은 바로 주의 의료보

호 로그램의 비용을 규제하고 삭감하는데 있었고, 만일 이런 목 이

229) 457 U.S. 830 (1982). New Prospective사립학교는 비 리 기 으로 공무원의 개

입이 없이 운 되었으며 Kohn은 이 학교의 교장이었다. 이 학교는 부르클

린시가 인증한 고등학교 졸업증서를 얻을 수 있는 교육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

는데 이는 바로 다양한 이유로(약물남용, 알콜 독, 행동장애 등) 공립고등학교를

마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한 것이었다. 거의 모든 학생들은 메사추세츠

법에 따라 부르클린이나 보스톤학교 원회 는 메사추세츠 정신 건강부서의

약물재활부가 보낸 아이들이었다. 련법규는(Chapter 766) 주에게 이러한 종류

의 학생을 해 특별한 교육을 제공해야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 한 주가

이런 법 의무이행을 사립학교에게 임할 수 있다고 하 다. 법률은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아이들을 책임져야할 공립학교 원회는 아이를 사립학교에 배정

할 수 있었고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있었다. 이 학교는 부분 이러한 학생

들이 재학하고 있어서 학교운 산의 90-99%가량을 공 자 으로 지원받았다.

230) Id. at 832. 841-42.

231) 457 U.S. 991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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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더라면 사설요양원은 굳이 이런 평가를 받거나 이 을 주도할 필요

도 없는 것이었다.23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설요양원의 강제퇴원결정

이나, 한 단계 낮은 요양시설로의 출명령과 같은 요양원 측의 결정은 어

떤 고지나 청문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아 환자들의 법 차를 반한 것이

라는 주장에 해 법원은 일반 으로 주가 사 결정에 강제력을 행사하

거나 문제행 를 심각히 조장하 을 경우에만 그런 선택이 state action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결정은 궁극 으로 주가 정한 것이 아니라,

사 단체내 사인 의사들의 의학 단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로 이런 환

자에 한 요양원의 이송결정은 state action이 아니라고 단하 다.233)

Blum재 부는 결국 주의 범 하고 상세한 규제 자체로만은 주와 사인

간의 긴 련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런 주의 규제가 직 으로 사인의

행 를 강요하거나 그런 행동을 조장하 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단

한 것이다.234) 따라서 i) 과연 어느 정도의 주규제가 문제된 사 행 를

state action으로 환시킬 만큼 직 으로 문제행 를 조장하거나 강요한

것이 되는지 ii) 긴 련성이론은 주와 사인간의 긴 한 련성이라는 원

인이 아닌 강제나 조장행 라는 결과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

는 의문을 낳게 되었다.235)

최근 주의 특별한 규제를 받는 보험회사의 행 에 한 state action소송

도 결국 Blum 결의 연결선상에서 긴 련성이론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

이었다. 1999년 American Manufacturers Mutual Ins. Co. v. Sullivan사

건236)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펜실베니아주 근로자 보상법에 따라, 일단 사

업자가 상해와 련되어 근로자의 근로에 해 책임이 있으면, 사업자

232) Id. at 1008 n. 19, 1018, 1026-27 (Brennan, J. Dissenting) 참조.

233) Id. at 1008.

234) Id. at 1004. Henry C. Strickland, supra, at 621. 이런 법원의 언 이 긴 련

성이론에 조장 강제요건을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문제되었고, 이런 이유

로 nexus이론을 강제 조장이론과 함께 같은 기 으로 악하는 견해도 나타

나고 있다.

235) 만일 Blum 결 로라면 어떤 주의 규제가 긴 련성이 있는 것인지를 상상하

기란 어려울 것이다. Henry C. Strickland, supra, at 622-23.

236) 119 S. Ct. 977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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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험업자는 “모든 합리 이고 필요한” 의료비를 지불하여야만 했는데

주는 그런 비용이 합리 이고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결정하는 심의 차를

두어 만일 치료비청구에 한 논란이 있는 경우 주노동부의 근로자보험부

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 고 이 경우 심사를 신청하는 보험업자

나 사업자는 일단 보험 지 을 지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Sullivan을

포함한 10명의 근로자가 이와 같은 차는 근로자에게 청문의 기회없이 의

료비지 지를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법 차를 반한 것이라고 주장하

며 이 법을 집행한 많은 주공무원, 보험업자, 사업주를 상 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었다. 보험회사는 자신들은 state actor가 아니므로 법 차나

1983조를 따를 필요가 없기에 기각되어야한다고 주장하 지만, 제3순회법원

은 보험업자의 일방 치료비지 단행 는 state action이라고 단하

다. 법원은 주의 근로자보상 련 보험업자에 한 범 한 규제에 실질

인 을 두어 “주는 이런 체계를 만들고 집행하면서 주의 각 부서, 사업

주, 보험회사들과 같이 복잡하고 서로 얽힌 규제망을 입법화하 고, 범

하게 근로자 보상체제를 규제하고 지배하 다. 비록 보험회사는 사 주체

이지만 그들이 이런 근로자보상체계의 구조하에서 행 할 때, 그들은 …공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고, 사실상 주의 수족이 되어 주가 창조한 공공 수

혜 체제하에서 국가의 의무를 달성하고 있는 것”237)이라는 근거를 들었다.

그러나 1999년 Rehnquist 사가 표한 다수견해에서 연방 법원은 주는

심의 차와 충분한 련성이 없으며 주는 권한을 부여하 지만, 주의 규제

그 자체로만은 state action을 발견하는데 불충분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

하 다.238) 결국 Rendell-Baker v. Kohn 결과 Blum 결의 경향을 반 한

것으로 귀결된 이 결에 따라 단해볼 때 주의 과도한 규제행 만을 이

유로 충분한 긴 련성을 인정받기란 불가능해 보인다.

237) 139 F. 3d 158, 168 (3d Cir. 1998).

238) Sullivan, 119 S. Ct. 977, 986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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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의 재정 원조

사인의 행 에 국가가 공 자 을 지원하거나 다른 직 인 원조를 제

공한다면 문제된 사인의 행 는 국가와 긴 련성이 있는 것으로 state

action이 된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239)

이런 국가의 재정 원조가 련된 사례는 두가지 문제가 고려될 수 있

는데, 하나는 문제된 국가의 원조가 과연 사인의 행 를 state action으로

환시킬 수 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는 헌 행 의 소지가 있는

사인에게 계속 으로 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가에 한 것이다. 국가의 원조

를 받은 사인이 헌법 구속을 받을 것인지의 문제와 사인에게 특별한 혜

택을 제공하는 국가의 원조행 가 헌인가하는 문제는 각기 다른 문제라

고 볼 수도 있다.240) 를 들어 국가의 원조를 받는 사립학교가 인종분리

입학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이에 한 국가의 지원

행 는 헌이라 단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인종차별 사립학교

에 한 국가의 지원이 헌이라면, 국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립학교는

인종차별 정책을 단하여야만 할 것이고 국가의 지원을 받는 사립학교

는 헌법 구속에 용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구분은

피상 으로는 요할지 모르지만, 사인의 선택은 양 경우 모두 헌법의 구속

을 받든지 아니면 국가의 원조를 거부하든지라는 형태로 차이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결국 요한 것은 과연 어떠한 주의 원조행 가 사인을 헌법에

구속되도록 만드는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인에 한 주의 재정 원조는 그 양과 질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 어

볼 수 있기에 그 헌성의 단기 은 정부원조행 의 정도가 되었고, 법원

은 기, 수도, 경찰, 소방 등 서비스차원의 일반 인 원조가 아니라 그 이

상의 직 이고 특별한 원조(direct and specialized)행 , 즉, 자 이나

239) Rotunda & Nowak, Constitutional Law(1992) p.565.

240) Brown, State Action Analysis of Tax Expenditures, 11 Harv. C. R.-C.L. L.

Rev. 97, 115-19, 119 n. 102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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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지 , 세 의 면제나 감면 등이 문제된다고 단해왔다.241) 그러

나 사실상 법원이 문제된 정부의 원조행 에 한 헌성을 단함에 있어

단지 원조의 양 기 만을 고려한 것은 아니었으며 원조의 양과 동시에

원조행 의 가치와 헌법 으로 문제된 권리에 한 침해정도와 같은 질

인 요인들도 함께 고려하 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인종과 련된 주의 재정

원조행 가 문제된 기 사례들에서 연방 법원은 백인 사립학교의 학

생들에 한 교과서의 지 과 주시설물에 한 배타 사용허가 등을 주의

실질 이고 직 인 특별한 원조행 로 보았던 반면, 인종차별과 련없는

종교학교나 특수사립학교, 는 사설요양원 등에 한 원조는 인종차별

사인에 한 원조와 유사한 양이거나 그 원조의 양이 아무리 크더라도 이

를 직 이거나 특별한 원조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주의 원

조행 와 련된 state action사례에 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사립학교

사립학교는 사 주체로 공립학교와 달리 헌법 제한에 있어서 면책의

상이었다. 그 지만 사립학교는 연방과 주 정부에 의해 많은 규제와 동시

에 직 인 자 의 지원 세 감면과 같은 원조를 받고 있으며 한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하는 기본 인 의무를 지고 있다. 따라서 이런 사립학

교는 주와 긴 한 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립학교의 행 는 state

action으로 보아 헌법의 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어 왔다.

1968년 제2순회법원은 데모하는 학생에 한 사립 학의 징계조치가 문

제된 Powe v. Miles사건242)에서 사립학교의 행 는 state action을 구성하

지 않는다고 주장하 다. 법원은 문제된 사립학교가 주로부터 약간의 재정

지원을 받았으며 학교의 교육 기 에 해 주 규제권을 행사하 다는 것

에 해서는 인정하 지만 “주는 단순히 피해자에게 해를 가한 것으로 주

241) Rotunda & Nowak, supra, at 565-66.

242) 407 F.2d 73 (2d Cir.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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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되는 기 과 련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해를 발생

시킨 원인이 되는 행 와 련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을 강조하며

주가 사립학교의 징계조치와 직 으로 연 되어야만 긴 한 련성을 인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243) 일반 사립학교에 한 하 심법원의

단은 지속되었지만 연방 법원은 이어 인종차별과 련된 사립학교에 한

재정 원조를 특별하고 직 인 원조로 보아 주와 긴 련성이 존재하

는 것으로 인정하 다.244)

(1) 인종차별 사립학교

1973년 Norwood v. Harrison사건245)에서 연방 법원은 주내 공립․사립

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교과서를 지 하는 미시시피주의 정책이

평등보호에 반하는 것인지에 해 단해야 했다. 법원은 “제한된 학생만

을 받는 사립학교는 그 교육과정에 있어 분리가 바람직하다는 사 믿음을

근거로 한 것으로… 그런 사 편견은 헌법상 지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법의 제재를 받는 것도 아니나, 헌법상 주로부터 물질 도움을 요청할 수

는 없다”고 하 다.246) 법원은 공교육에 있어 통합교육이 실시된 후 미시시

피주에서는 인종차별 사립학교의 수가 상당히 증가하 다는 것을 강조하

면서 “주의 헌법상 의무는 단지 인종 으로 분리된 학교라는 구시 의 이

체제를 제거하는 데만 그 방향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종

는 다른 사악한 차별을 행하는 기 들에게 실질 (tangible) 도움을 주는 것

도 바로잡기를 요구한다”고 주장하 다.247) 한 헌법은 어떤 상황에서

243) Grossner v. Trustees of Columbia University 결(287 F. Supp. 535, S.D.N.Y.

1968)에서도 하 법원은 사립 학에 한 주의 일반 인 원조는 문제된 학교의

처벌행 를 state action으로 간주하게 하기에는 충분한 련성이 없다고 시하

다. 여기서 Frankel 사는 사립학교와 주가 련되었다는 좀 더 확연한 무엇인

가가 반 으로 부족하다고 하 다. David S. Elkind, State Action, 74 Colum.

L, Rev. 656, 675n. 117(1974).

244) Annotation, Action of Private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as Constituting

State Action, 37 A.L.R.Fed. 601 (1978).

245) 413 U.S. 455 (1973).

246) 413 U.S., at 469.

247) Id. at 467.



499

사 차별에 해서 묵인하여야만 하지만 그런 차별에 한 주의 지원

요구에도 침묵하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하며, 교과서라는 것은 기

본 인 교육도구로 입학 의 지 과 같이 단지 학교와 련되어서만 지

되는 것이기에 통상의 일반화된 정부의 서비스와는 다르다고 하 다. 따라

서 기나 수도, 경찰이나 소방과 달리 교과서의 지 은 주가 사립학교에

혜택을 주는 재정 원조의 유형이기에,248) 이 같은 인종차별 사립학교에

한 교과서지 은 헌이라고 시하 다. 이 결은 무상교과서라는 주의

재정 원조를 받는 사립학교의 행 가 state action이 되는지에 해서 직

으로 언 한 것은 아니었지만, 사립학교는 무상교과서 지 을 원한다면

차별을 그만두어야 하고, 만일 사립학교가 그런 차별정책을 유지한다면 주

는 그들에게 무상교과서의 지 을 정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정 원조를 받는 사립학교들은 state action으로 평등보호조항에 구속이

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요한 결이었다.249)

마찬가지로 Gilmore v. City of Montgomery사건250)에서도 연방 법원은

시는 백인 사립학교가 공공 크리에이션 장소를 독 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다고 시하 다. 앨라바마주의 Montgomery시가 인종분리정책을

채택한 사립학교에게 운동경기를 해 축구, 야구, 농구장을 독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이 문제된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시의 행 는 완벽한 운

동 로그램을 제공하여 인종분리 사립학교의 매력을 증가시켰으며 이는

인종차별에 한 보조 의 지 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므로 허용될 수 없다

고 하 다.251) 한 Green v. Connally 결252)에서도 법원은 흑인을 차별하

는 미시시피주 사립학교에는 연방의 세 면제혜택이 부여되어서는

248) Id. at 463-64참조.

249) 기 Hammond v. University of Tampa사건에서 사립 학인 Tampa 학의 백

인입학정책이 문제되었는데 연방 제5순회법원은 이 학이 시 빌딩을 사용하고

있고, 학교의 목 을 하여 다른 시의 토지도 임차하 기 때문에 주의 편에서

행동한 것으로 따라서 평등보호조항의 상이 된다고 시하 다. 344 F. 2d 951

(5th Cir. 1965).

250) 417 U.S. 455 (1974).

251) Id. at 569.

252) 404 U.S. 997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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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되고, 그 학교에 한 기부자 한 세 공제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시하 다.

Norwood 결과 Gilmore 결 등에서 다루어진 주의 재정 원조는 교과

서의 지 이나 시운동장의 사용과 같은 그리 많은 양의, 특별한 원조라고까

지는 보기 어려운 것이었지만 모두 오랜 통의 학교분리 역사를 지닌 주

에서 인종분리정책을 채택한 사립학교와 련된 것이었고 법원은 이런 사

립학교에 해 주의 재정 원조를 단하여야 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고수

하 다.253) 그리고 이들 례는 만일 주가 인종차별을 행한 사 집단에게

직 인 원조를 한 경우, 그런 원조행 는 사인의 행 를 state action으로

환시킬 수 있는 주와의 긴 련성을 구성한다고 묵시 으로 인정한

결이기도 하 다.254)

그러나 이와 동일한 주의 지원이 종교학교에 지원된 경우 법원은 이를

주의 직 이고 특별한 원조로 보지 않아 주의 지원 단을 명하지 않았으

며255), 특히 특수한 목 을 이유로 무상교과서지 과는 비교되지 않는 직

이고 특별한 재정 지원을 받은 사립학교의 행 를 state action으로 간

주하지 않아 인종차별학교에 한 원조사례와는 조를 보이고 있다.

(2) 특수목 사립학교

사립학교에 한 재정 원조를 주와의 긴 련성으로 보지 않는 부정

인 입장은 학생들의 수업료 액을 주가 부담하고 많은 규제를 행하는

특수교육학교의 행 를 state action이 아니라고 시한 1982년

Rendell-Baker v. Kohn 결256)에서 명백히 드러났다. 이 사건은 소 문

제아들에 한 특별교육 로그램 지원정책으로 학교 운 비용의 90%에서

253) Bob Jones University v. United States, 461 U.S. 574 (1983).

254) Chemerinsky, supra, at 410.

255) 사실 Norwood 결 이 에 일반학교와 사립 종교학교 모두에 한 교과서지 이

문제된 이 있었으나, 연방 법원은 종교학교는 결사의 자유와 종교행사의 자유

라는 헌법상 승인된 가치를 표하지만, 인종분리학교는 어떤 요한 이익도 가지

지 않는다면서 인종차별 학교를 지원하지 않는 한 이를 헌 원조라고 할 수

없다고 하 다. Board of Education v Allen, 392 U.S. 236 (1968) 참조.

256) 457 U.S. 830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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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량을 공 자 으로부터 보조받는 사립학교가 학교정책에 반 하

는 교사들을 해고하자, 해고된 교사들이 이는 언론의 자유와 차 법

차를 침해한 것이라며 제소한데서 비롯되었다. 다수견해를 표한 Burger

법원장은 “사실상 모든 학교의 수입원이 정부의 자 으로 운 된다는 것은

state action의 존재를 밝히는 가장 강력한 요건이었지만 학교가 공 자

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이런 해고 결정이 주의 행 가 되지는 않는다.”고

시하여 재정 원조만으로는 긴 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

히 하 다. 그는 “학교는 정부를 해 도로, 다리, 등을 건설하기 해

으로 계약에 의존하는 많은 사 회사들과 근본 으로 다르지 않으며,

그런 사 계약자들의 행 가 공 계약을 이행하는데 요하게 는

으로 련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state action이 되지는 않는다”고 하

다.257) 한 학교에 한 주의 규제문제에 해서도 사실상 학교가 범

한 규제를 받기는 하지만 일반 으로 주는 학교의 인사 문제에 거의 심

을 보이지 않았고 학교의 해고행 를 강요하거나 이에 어떤 향을 미친

것도 아니었기에 이를 긴 한 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

으며, Burton사례258)와 달리 사립학교는 사유재산에 세워진 것으로 주는 사

립학교로부터 직 으로 어떤 재정 혜택도 얻지 못했기에 Burton에서

존재하는 공생 계는 여기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 다.

그러나 Marshall 사는 Brennan 사와 함께 이런 다수 견해에 반 하며

“주는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교육시킬 주의 법 의무를 사

립학교에 임시킨 것이며, 학교는 주로부터 거의 액의 재정 원조와 많

은 규제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이런 학교와 주간의 련성은 무 실질 이

어서(substantial) 학교의 행 는 state action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반 의

견을 내놓았다.259)

결국 Rendell-Baker 결은 주에 의한 특별하고 직 인 재정원조행

257) Id. at 840-841.

258) 365 U.S. 715 (1961).

259) Id. at 10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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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법원의 긴 련성심사의 단요인이 되기는 하지만, 주의 재정 원

조만으로 사인의 행 가 state action으로 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것이었다. 한 이 결은 Jackson 결260)에서 보여

긴 련성이론 근과 마찬가지로 주의 규제나 재정 원조, 공생 계 여

부를 모두 종합 으로 단한 것이 아니라 각각 고립시켜 문제행 와의 직

이며 특별한 연 성까지 요구하 기 때문에 Jackson 결 근의 연

속선상에서 Burger법원이 갖는 보수 성향을 그 로 보여주는 결이기도

했다.

Rendell-Baker 결이 가지는 하나의 요한 의미는 바로 헌법상

법 차의 용 역을 사립학교로 확장시키려는 노력의 좌 이라는 것이었

다. 인종과 성에 련된 많은 사립학교의 차별행 는 이제는 거의 민권법의

규제를 받기에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헌법상 평등보호문제가 제기되지 않

지만 법 차에 련해서는 여 히 사립학교와 공립학교간에 뚜렷한 이분

법이 존재하기에 바로 이러한 주의 재정 원조행 를 통한 긴 한 련성

의 인정은 법 차의 용 역을 사립학교에 확장시키는데 있어 가장

요한 문제 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Rendell-Baker 결은 긴 련성이론의

용범 를 축소시킨 동시에 법 차의 용범 확장을 부인하는 것이었

고, 결과 으로는 state action이론 자체의 확장에 한 반감을 보이는 결

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를 가진 것이었다.261)

나. 사설의료기

주의 재정 지원을 많이 받는 사설 요양원의 행 는 과연 state action

이 되는가 하는 문제 한 Blum v. Yaretsky사건262)에서 다루어졌다. 사회

보장법(Social Security Act)상의 의료보호 로그램에 따라, New York주는

260) 419 U.S. 345 (1974).

261) Curtis J. Berger, Academic Discipline: A Guide to Fair Process for the

University Students, 99 Colum. L. Rev. 289, 309 (1999).

262) 457 U.S. 991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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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요양원을 “ 문요양시설(skilled nursing facilities)” 그리고 이보다는

일반 으로 비용이 게들고 의료제공범 가 은 “건강 련시설(health

related facilities)”로 분류, 지정하 고, 각 요양원에 의사로 구성된 “심의

원회(utilization review committees)”를 설치하여 정기 으로 환자가 한

수 의 의료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환자를 이 시설에 계속 머물게 하

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해 평가하도록 요구하며, 사설요양원에 운 지

원과 시설의 주된 비용, 그리고 환자들에게 의료비의 90%이상의 보조 을

지 하 다. 문요양시설에서 건강시설로 이송 명령받은 환자들과 퇴원결

정을 받은 원고는 자신들에 한 이송결정과 이유에 해 한 고지와

청문의 기회가 없어 수정 제14조의 법 차권을 침해받았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하 고 이에 해 연방 법원은 과연 이러한 주의 원조가 사설요양원

의 결정을 state action으로 환시키는가에 해 심사하 다.263)

Rehnquist 사의 표의견에서 연방 법원은 비록 원고가 사설요양원의

운 비, 시설의 주비용, 시설수용환자에 한 90%이상의 의료비용부담이라

는 주의 원조를 받고 있고 주에 의해 시설이 허가를 받기에 이 모든 것이

사설요양원의 행 를 state action으로 환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모

든 주장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일지라도 문제된 이송결정이 주의 책임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하 다. 우선 선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 으로

운 되는 기업은 범 하게 규제를 받지만 Burton이나 Jackson 결의 범

주내에 속하지 않고, 주가 이 로그램의 운용으로 인해 사 단체의 행

에 실질 인 지원(substantial funding)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하여도 이 사

실이 사업상 사인의 결정에 한 주의 책임을 입증하기 해 사용되는 규

제의 존재보다 더 큰 설득력을 지닌 요소는 아니라고 단내렸다.264)

그러나 Blum 결에서도 Rendell-Baker 결과 마찬가지로 Brennan 사는

Marshall 사의 동조로 반 의견을 제출하 다.265) 그는 우선 만일 수정

263) 물론 이 결에서 법원은 주와 문제행 간에 긴 련성의 심사를 해 실질

인 주의 원조요건이외에 주의 허가, 범 한 주의 규제가 있었는지를 고려하

고 마지막으로 공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해 심사하 다.

264) 457 U.S., at 1011.

265) Id. at 1013-1030 (Brennan, J., with Marshall, J., joins, disse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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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목 이 주권한의 남용에 한 제한에 있다면 법원은 주권한이

행사되는 형태에 민감해져야만 하고, 공무원이 아닌 사인의 행 에 state

action이 존재하는가를 결정하는 경우, 체 맥락(total context)에서 긴

련성에 한 실 이고 상세한 평가가 요구된다고 제하 다.266) 그리

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이송결정에 한 주의 특별한 련성여부와는 별도

로 사설요양원은 주와 연방의 자 에 의해 지원을 받아 유지되고, 범 한

주의 규제를 받는 기 으로서 정부의 의료보호 로그램에서 구체화된 노인

과 장애인에 한 원조를 제공해야하는 정부의 임무를 보조하는 성격을 띈

다고 하 다. 한 주와 연방의료국(Medicare Agency)의 허가에 따라 국가

인 사설요양원이 존재하고 이윤을 내기에 주와 사설요양원간의 상호의존

도(interdependence)의 정도는 Burton 결에서의 주와 임 차 계에 있는

스토랑과의 상호의존도보다 훨씬 한 것이며, 주가 요양원 소유자의

행 뒤에 그 권한과 재산 그리고 특권을 두기로 한 상황에 좀 더 주목해

야만 한다고 주장하 다. 그는 요양원이 주와 연방정부에 의해 범 하게

규제를 받는다는 사실과 리자의 모든 행 가 사실상 주의 감독하에 있다

는 것은 그 구도 부인할 수 없으며, 문제는 주와 연방법률 차가 주민의

이익보호에 충분한지가 아니라 주가 이들 사인의 사무를 지원하 다는

이며, 이때 우리는 주가 사인을 원조하여 그에게 국가의 임무를 이행하도록

한 경우, 이런 사인이 행한 모든 행 를 state action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편히 가정할 수는 있겠지만 주가 직 인 지원과 조장으로 사인에게 특정

행 를 하도록 하는 경우는 그 사인의 행 는 state action이 된다고 주장하

다.267)

이 게 많은 국가의 지원과 규제를 받는 사립학교, 사설요양원의 행 에

한 state action 환 거부로 긴 련성이론의 기 자체가 무 엄격해짐

과 동시에 그 의미를 잃었다는 비 속에서 이제 단순히 정부의 자 을

266) Id. at 1013-14.

267) Id. at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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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받는다는 이유만으로(그것이 사기 운 비의 90%를 넘는다 할지

라도) 연방 법원이 긴 련성을 인정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268)

Ⅳ. 긴 련성이론에 한 평가

연방 법원은 주와 사인간의 긴 련성(close nexus, significant

involvement)을 근거로 사인의 행 에 한 state action 인정여부를 심사하

여 왔다. nexus라는 명칭의 사용은 1973년 Jackson 결에서 나타났지만, 그

효시는 주의 허가와 규제를 근거로 운송회사와 사인간의 한 련성을

인정한 1952년 Pollak 결로 볼 수 있다. 물론 주와의 임 차 계가 문제된

1963년 Burton 결에서 법원은 주와 사인간의 여러 련 요소를 종합 으

로 고려하 고 특히 주의 수익행 에 을 두어 주와의 공동행 계를

주장하 으며, 이는 긴 련성이론의 개로도 악이 가능한 것이었다.

그 지만 Burton 결의 분석은 이후 공생 계이론으로 명명되며 단지 그

범주를 주의 임 행 나 주의 수익 행 그리고 주공무원과의 공동행

와 련된 사인의 행 를 단하는 기 으로 재정립하 다.269) 따라서 연방

법원은 주로 국가의 엄격한 규제나 허가정책, 과도한 지원 등이 문제된

사례들에 해 국가와 사인간의 긴 련성이론의 용여부를 악하고

있다.

그러나 인종차별과 련된 기 사례들을 제외하고 긴 련성이론의

개야말로 연방 법원이 차 사법 자제론 속에서 수정 제14조의 용

범 를 다시 Civil Rights 결시 로 되돌리는 역할을 한 표 결들로

평가된다. 를 들어 인종과 련된 주의 재정 원조행 가 문제된 사례들

에서 연방 법원은 백인 사립학교의 학생들에 한 교과서의 지 과 주시

설물에 한 배타 사용허가 등을 주의 유형 (tangible)이고 직 인 특

별한 원조행 로 보았던 반면, 인종차별과 련없는 종교학교, 특수사립

268) Rotunda & Nowak, supra, at 569.

269) Moose Lodge 결, Jackson 결, Blum 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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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는 사설요양원 등에는 이와 동일한 원조이거나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재정 원조의 양이 많더라도 이를 직 이거나 특별한 원조

로 보지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긴 련성이론의 개에서 보여 법원의 비일 태도는 다

시 한번 state action심사가 이단계 근, 즉 인종차별사안에서는 사인의

행 가 state action으로 환되기 해 주와의 최소한의 련성(nexus)이

필요한 반면, 인종차별 이외의 사안에서는 상당히 명백하고 직 이며

범 한 주와의 련성(nexus)을 요구하는 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

가하는 추측을 가능 하 다. 그러나 “법원은 다른 분야의 헌법소송이 제

기되면 state action 분석을 해 다른 기 을 용하여야 한다는 개념을 채

택하고 받아들인 은 없었다”고 언 한 Marshall 사의 언 처럼270) 명시

으로 연방 법원이 긴 련성심사에 있어 2단계 근을 시도한 은

없었다. 최근 연방 법원은 긴 련성심사기 으로 과거와 달리 과도한

규제나 직 원조행 라는 단순한 기 이외에 문제된 행 에 한 주의

극 개입, 고무, 조장 는 강제요건까지도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 다.

따라서 긴 련성이론은 state action개념의 확장을 해 가장 많은 잠

재 실용성(utility)을 가지기는 했으나, Burger법원이후 높아진 긴 련

성의 기 설정에 따라 사실상 이 이론이 실질 기능을 발휘할 것이라는

기 는 다소 어려워 보인다는 비 을 받고 있다.271)

V. 결론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state action이론은 Burger법원이후의

보수 경향으로 과거 Vinson․Warren법원에서 보여 state action개념의

270) Jackson 419 U.S. at 373-74. Michael M. Burns, The Exclusion of Women

From Influential Men's Clubs, 18 Harv. C.R.C.L. Rev. 3외, 371-372(1983).

271) Ronald J. Krotoszynski, Jr., supra, at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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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에 한 극 이고 범 한 해석경향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최근의 보수 인 법원의 결만을 근거로 ‘주는… 할 수 없다’라는 연방헌

법상의 명문규정에도 불구하고 여러 심사이론을 기 으로 국가의 행 로

간주하는 것이 한 사인의 행 를 헌법의 용 상으로 확장시킨 사법

부의 노력마 과소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며, 와 같은 여러 심사기 이 존

재하는 한 사인에 한 헌법의 용가능성은 항시 열려있기에 재 법원의

보수 운용만을 비 하여 그 도입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

다만, 한가지 언 할 것은 문제된 사인의 행 를 심사하는 경우 각 심사기

들을 무 개별 이고 고립된 에서 단한 것보다는 총체 이고

인 근방법을 채택하여 국가행 여부를 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물론 문제된 사인의 행 가 이러한 각 심사기 어느 하나만을 충족시

키는 경우도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 국가의 경우 부분 국가로부터

많은 규제나 원조를 받는 경우 그와 같은 사인은 공 기능을 행하는 경우

가 많고 그 반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헌법재 소도 상물등 원회의 등 분류보류제도가 문제된 화

진흥법 제21조 제4항 헌심 제청사건에서 “헌법상의 검열 지의 원칙은

검열이 행정권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한하므로 화의 심의 등

분류기 인 상물등 원회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상물등 원회가 행정기 인가의 여부는 기 의 형

식에 의하기보다는 그 실질에 따라 단되어야 할 것”272)이라고 제하면

서, “ 화에 한 심의 상 등 분류업무를 담당하고 등 분류보류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상물등 원회의 경우에도 비록 이 의 공연윤리 원

회나 한국공연 술진흥 의회와는 달리 문화 부장 에 한 보고 내지

통보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여 히 상물등 원회의 원을 통령이

하고(공연법 제18조 제1항), 상물등 원회의 구성방법 차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공연법 제18조

제2항, 공연법시행령 제22조), 국가 산의 범 안에서 상물등

272) 헌재 2001.08.30. 2000헌가9, 례집 13-2, 134,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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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의 운 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공연

법 제30조)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권이 심의기 의 구성에 지속 인 향

을 미칠 수 있고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 차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 시하 다.273) 이는 우리재 소가 특정 기 의 행 가

국가행 인지 여부를 단함에 있어 기 의 형식보다는 국가로부터의 규제

나 원조와 같은 국가와의 긴 련성을 기 으로 그 실질을 단한 하나

의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단은 정당, 사립학교,

공기업, 민 화기 등과 같은 거 사인에 의한 기본권침해문제를 단하

거나 해석함에 있어서도 마땅히 원용될 수 있는 심사기 이라고 생각된다.

오늘날 개인의 자유, 평등, 법 차, 라이버시 그리고 인간의 존엄은

정부의 행 보다 사인의 행 에 의해 훨씬 더 많은 을 받고 있다. 특히

국가와 그 권력과 향력에 있어 차이를 두기 어려운 거 한 사조직, 사회

권력들에 의한 기본권침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 할 수 있다.274)

따라서 미연방 법원의 state action심사처럼 국가의 행 로 귀속시키는 것

이 한 특정한 사인의 행 를 국가의 행 로 간주하여 헌법의 구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인에 한 자유침해 험을 상 으로 이면서

재 문제되는 거 사인에 의한 헌법침해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273) 이에 해서는 상물등 원회는 문분야별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된 단체에

서 선정한 사람을 한민국 술원회장이 추천하여 원이 되고, 행정부 공

무원이 당연직 원으로 되지 아니하며, 문화 부장 에 한 심의결과

보고의무 문화 부장 의 원장․부 원장 승인제도를 두지 않을 뿐 아

니라 국고 보조도 은 액수에 불과하므로 독립된 민간 자율기 으로 보아야

한다는 반 의견이 있었다(헌재 2001.08.30. 2000헌가9, 례집 13-2, 134,

155-156).

274) 물론 정치 기 인 입법부는 헌법 권리를 보호하고 확장하기 한 극 인

헌법 의무를 지니고 있고 정치 기 이 그런 소임을 다 하는 만큼 법원의

개입가능성은 축소될 것이다. 그러나 입법부가 이런 헌법 권리를 보호할 책임

을 반하거나 침묵할 때 법원은 이들 권리의 궁극 인 보호자가 되어야만 할

것이고, 입법자들이 헌법에 함축된 기본 가치를 인식하거나 보호하지 못한 경

우 이를 해 어도 한 부분 그것도 가장 요한 부분을 다루어야할 기 으로

자리 매김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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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비례의 원칙의 의의 실무상 문제

1. 비례의 원칙의 이념 배경

헌법은 국민주권주의를 바탕으로(제1조 제2항), 자유민주주의․ 의민주

주의․권력분립주의․법치주의(법치국가원리)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헌

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제10조 1문),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

다.”(제34조 제1항),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 인권을 확인하

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10조 2문)고 규정한다. 이러한 내용으로부

터 헌법은 “국가권력의 통제와 합리화”를 도모하고, 이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 한 보장”하고자 하는 입헌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자유와 인권을 존 하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권력이 남용되지 않아

야 한다. 이를 해 헌법이 택한 략은 권력분립제도와 법치주의이다. 즉

자유민주주의헌법의 원리에 따라 국가의 권력과 기능을 입법ㆍ사법ㆍ행정

으로 분산하고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조화되게 함으로써 어느 한

권력이 더 우 에 서지 않도록 하며(권력분립주의), 국가권력의 구성과 행

사를 객 인 법규범 하에서만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하고자 하는 것이다(입헌주의 법률유보원칙).1) 그러므로 “입헌주의 헌

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그 이념으로 하고 그것을 한 권력분립과 법

치주의를 그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권력은 언제나 헌법의 테두리 안에

서 헌법에 규정된 차에 따라 발동되지 않으면 안 된다.”2)

1) 헌재 1992. 4. 28. 90헌바24, 례집 4, 225, 229, 230 참조. 우리 헌법상 법치주의는

헌법에 따른 국가질서를 뜻하는 “입헌주의”와 국가의 요 작용 내지 기본권의 제

한․형성은 국회의 입법에 의하여야 한다는 “법률유보원칙”을 포함한다. 특히 “민

주법치국가에서 모든 행정과 재 이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헌재 1990. 9. 3.

89헌가95, 례집 2, 245, 267).

2) 헌재 1994. 6. 30. 92헌가18, 례집 6-1, 557,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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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명한 명제가 도출된다. 즉, “국가가 헌법이 보장하

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기 해서는 형식 요건으로서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만 하며, 내용 요건으로서 그러한 제한은 보다 우월

인 공익을 달성하기 하여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명제 ‘내

용 요건’은 그 이름이 독일식의 ‘비례의 원칙(과잉 지의 원칙)’이든 미국

식의 ‘법익형량(balancing of interests)’이든, 심지어 헌법에 명문규정이 있

든 없든, 입헌주의를 지향하는 헌법에서 필수 으로 도출될 수 있는 것이

다.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 보장․

질서유지 는 공공복리를 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 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그러한 명제를 명시 으로 선언하고 있다.3)

2. 헌법재 소의 례

헌법재 소는 1990년 국세기본법 사건에서, “과잉 지의 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활동을 함에 있어서, 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내지 입법활동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

한하려는 입법의 목 이 헌법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목 의 정당성), 그 목 의 달성을 하여 그 방법이 효과 이고

하여야 하며(방법의 성),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의 조치가 입

법목 달성을 하여 설사 하다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며(피

해의 최소성),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

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법익의 균형성)는 헌법상의 원칙

이다.”고 하 다.4) 이어 “ 와 같은 요건이 충족될 때 국가의 입법작용

3) 다만, 자유와 인권의 제한목 으로서 “질서유지 는 공공복리”라는 개념은 지나

치게 넓은 것이므로 축소 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후술).

4) 헌재 1990. 9. 3. 89헌가95, 례집 2, 245,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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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로소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에 따라 국민의 수인(受忍) 의무가 생겨

나는 것으로서, 이러한 요구는 오늘날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당연히 추출되

는 확고한 원칙으로서 부동의 치를 하고 있으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서도 이러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고 시하 다.5)

결정에서 헌법재 소는 비례의 원칙의 근거를 법치국가원리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시는 입법작용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경우에 한 것이며 사실상 헌법재 소가 비례의 원칙을

용한 부분의 경우는 법률 혹은 임입법에 한 헌심사 다. 그러나 비

례의 원칙이 법치국가원리에도 근거한다면, 그 용범 는 입법작용뿐만 아

니라 그 밖의 국가작용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이 에서 헌법재 소는 “무

릇 국가가 입법, 행정 등 국가작용을 함에 있어서는 합리 인 단에 입각

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사안의 목 에 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때

선택하는 수단은 목 을 달성함에 있어서 필요하고 효과 이며 상 방에게

는 최소한의 피해를 때에 한해서 그 국가작용은 정당성을 가지게 되고

상 방은 그 침해를 감수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한 바 있다.6) 다만 입법작

용이 아닌 국가작용에 비례의 원칙이 용될 경우에는 그 효력이 달라질

수 있다.7)

5) 같은 결정. 일반 으로 수인가능성 혹은 기 가능성(Zumutbarkeit)은 엄 히 말하

면 목 과 수단 간의 합리성과는 구분되는 것이지만, 법익균형의 원칙에 연 되는

것으로 보아 비례의 원칙의 한 구성요소로 설명되고 있다. R. K. Albrecht,

Zumutbarkeit als Verfassungsmaßstab (1995), 79-80쪽(아래 각주7의 책 452쪽에

서 재인용).

6) 헌재 1989. 12. 22. 88헌가13, 례집 1, 357, 378-379. 비례의 원칙에 한 일반론

과 독일의 발달과정에 해서는, 황치연, 헌법재 의 심사척도로서의 과잉 지원

칙에 한 연구, 연세 법학박사논문(1996), 32-40쪽; 拙稿, “비례의 원칙과 례

의 논증방법”, 헌법논총 제9집(1998), 676-82쪽 참조.

7) 입법자가 정책에 한 필요성과 수단의 선택에 있어서 가치 단과 법익형량상

의 넓은 재량을 지니는 반면, 행정과 司法은 그러한 재량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

는 에서 비례의 원칙의 효력은 달라질 수 있다. Bernard Schlink, “Der

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 Badura/Dreier 편 , Festschrift 50 Jahre

Bundesverfassungsgericht, Zweiter Band (Mohr Siebeck, 2001), 450-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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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무상 문제

가. 원칙의 외 없는 엄격성

헌법재 소가 시한 비례의 원칙은 그 자체가 바로 헌성 단의 내용

지침을 제공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 원칙은 自由와 이를 제한하는 公益

의 상 계에 있어서 자유의 제한에 필요한 조건들을 설정한(제도화한) 것

이며, 그 조건들의 충족여부에 한 다양한 법 논의와 비교형량의 필요성

과 가능성을 마련해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원칙 자체는 립 이고,

그런 에서 성격상 (내용 이 아닌) 형식 인 것이다.8) 그러므로 그 구체

내용은 결국 개별 사건에서 채워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비례의 원칙 자체는 매우 엄격한 기 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입법)목 이 헌법상 정당하여야 하고, 이를 달성하기 한 기본권 제한의

수단이 정하여야 하고, 달리 덜 제약 이면서도 같은 효과를 가지고 오는

안이 없는 정도로 최소화된 제한이어야 하고, 나아가 달성하려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을 형량하여 사익의 침해가 공익에 비추어 한 것이 되어

서는 안 된다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의 포 성과 기본권 제한의 다양한 양

태를 고려할 때, 국가로서는 매우 달성하기 어려운 기 이다. 그러므로 비

례의 원칙은 형식 으로 비어있는 것이라고 해도, 그 그물은 매우 촘촘하고

엄격하다.9)

기본권은 국가의 핵심 가치체계이며, 국가의 존립목 에 해당하는 것으

로서 입법을 포함한 모든 국가권력을 직 기속하는 법이므로, 국가가 이를

최 한 수하여야 한다는 에서 그러한 엄격성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

하다. 그러나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 목록은 매우 다양하며 포 이고 그

기본권 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같은 개인의 핵심 가치에 직

8) Robert Alexy, “Individual Rights and Collective Goods”, Carlos Nino 편, Rights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2), 178쪽.

9) 이는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해당하는 미국 례법상의 법리가 개인의 인권 제한

사항 에서도 한정 으로만 용되는 것에서도 비교가 된다.



515

연 되는 것들도 있지만, 단지 이에 간 으로 연 되거나 국가가 보호

해야 할 성이 상 으로 떨어지는 기본권들도 있다. 한 같은 기본권

에 한 제한도 그 본질 내용을 건드릴 정도로 심각한 제한부터 쉽게 수

인될 수 있는 가벼운 제한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경우에 항상 국

가가 례와 같은 “목 의 정당성, 수단의 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

의 균형성”을 충족할 것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기본권의 종류와 제한의 다

양성을 반 하지 못하는 지나치게 획일 인 법리가 될 것이다. 한 이는

헌법이 입법자에게 부여한 입법사항 달성수단의 선택에 한 재량을 사

법기 이 체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나. 사법기 에 의한 計量化의 한계

비례의 원칙은 기본 으로 목 과 수단 간의 평가 혹은 공익과 사익 간

의 형량을 뜻하게 되는데, 그러한 평가 내지 형량은 다소간 “양 으로 비교

될 수 있음”을 제하게 된다. 그런데 실제 으로 그러한 평가와 형량은 질

인 것이므로, 그 상들이 쉽게 비교 상이 되는 양 인 수치로 계량화

(quantification)되기는 곤란하다.10) 를 들어 ‘피해의 최소성’의 경우, 같은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한 안의 존재 그 안이 덜 침해 이냐를 따

지는데, 그 안들이 동렬선상에서 서로 비교될 수 있는 하나의 비교기 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 ‘법익의 균형성’은 공익과 사익

간의 비교와 형량을 제하지만, 공익과 사익의 크기를 하나의 기 으로 교

량할 수 없고, 이는 결국 질 으로 다른 사항을 양 으로 비교할 수

있다고 보는 의제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 에서 비례의 원칙에서 요구되는 “평가와 형량”에는 단자의 주

과 선입 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는 난 이 있게 된다.11) 더구나 헌법재

10) 헌법재 소 간(박경신 ), Cases and Materials on Korean Constitutional Law,

2001, 20-21쪽.

11) Pieroth/ Schlink 공 , Grundrechte, Staatsrecht Ⅱ, 1999, 헌법재 소 간(정태호

역), 독일기본권개론, 2000, 88-9쪽(Rn.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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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포함한 사법기 은 그러한 비교형량을 구체 으로 할만한 자원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가설을 검증하여 매개된 연 계를 밝히거

나 사회과학 성과를 원용하는 데 있어서도 기능상 한계가 있는 것이다.12)

다. 단자의 주 의 개입가능성

“계량화” 문제에 련되지만 좀더 일반 인 문제로서 비례의 원칙이 왜

곡 내지 남용될 가능성이 다음과 같이 지 되어 왔다.13)

먼 비례의 원칙이라는 상 기 이 개별 인 사안의 다양한 구조와 내

용을 무시하는 무차별 인 헌성 심사의 도식 인 틀로 이해될 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비례의 원칙의 일원 인 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론

이 획일화되고, 상이한 내용을 갖는 자유권이 그 차별성이 부인되면서 일반

인 자유권으로 과잉 통합되는 경향이 우려되어 왔다.14)

한 국가기능체계상 권한분배의 왜곡가능성이 지 되었다. 백지형식인

비례의 원칙에 목 의 설정 평가, 사실의 확인(사실 계 입법사실),

형량 단, 미래의 망 등 주 성이 배제되기 어려운 단과정을 통하여 목

과 수단 혹은 공익과 사익 간의 계를 교량함에 있어서 통제기 에게는

사법자제로부터 엄격한 통제까지 폭넓은 재량 역이 주어지고,15) 따라서 결

과 으로 사법기 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사법기 에 의한 자의 지배의

험이 내재한다는 것이다.16)

12) 다만 행정법의 일부 역, 를 들어 행정계획 분야와 손실배상 분야에서는 보다

구체 인 법익형량(이익형량)의 세분화된 기 과 하부 원칙들이 모색되고 있다.

오 근, “이익형량의 원칙과 실제 용 방안”, 공법연구 제29집 제3호(2001. 5);

성소미, 행 토지공법에 있어서 공익과 사익의 조정에 한 법실증 연구, 단

국 박사학 논문(2000), 289쪽 참조.

13) 아래 문제 들은 독일에서의 논의를 참조한 것이지만, 독일 기본법과는 달리 개

별 법률유보조항 형식이 아니라, 일반 법률유보조항으로서, 기본권 제한에

한 일반 이고 추상 인 포 규정(헌법 제37조 제2항)을 두고 있는 우리 헌

법의 경우에도 그러한 논의가 필요하다.

14) F. Ossenbühl, “Maßhalten mit dem Übermaßverbot” (1993), 이덕연 역, “과잉

지원칙 용의 제”, 경원 법학논총 제3호(1996), 271, 266쪽.

15) 동 번역문, 267쪽.

16) 양삼승, “과잉 지의 원칙－특히 독일에서의 이론과 례를 심으로－”, 헌법논

총 제1집(1990), 1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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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잠재된 ‘피해의 최소성’ 단의 소극성

‘피해의 최소성’은 입법자나 공권력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입법권자

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의 조치가 입법목 달성을 하여 하다고 할지

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

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17) 이는 독일 례법의

‘필요성’(Erforderlichkeit) 원칙과 유사한데, “국가가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

고서는 같이 조성할 수 없고 시민의 부담이 더 으면서도 추구하는 목

이 실 될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태와 실에 한 검증된 가설을 통해서

매개된 연 계에 있는 다른 상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컨 , 실효

성은 같지만 부담을 덜 주는 수단을 통해서 목 을 달성할 수 없어야 한

다.”는 것을 뜻한다.18)

그러나 사법기 이 과연 입법자에게 입법목 을 달성하는 여러 수단(

안)이 있었는데도 기본권을 더 제한하는 수단을 채택하 는지를 항상 심사

하는 것은 어렵다. 한 기본 으로 정책 재량과 입법목 과 수단선택에

한 재량 역이 넓은 입법자에게, 기본권 제한시에는 항상 최소한의 제한

수단만을 택하라고 명하는 것은 실 으로 지나치게 엄격한 요구이다. 왜

냐하면 각 입법사안에서 보다 덜 제약 이면서도 동등한 효과를 래하는

수단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객 으로 불분명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 을 개인들 간의 이해 계가 상충되는 수많은 입법을 행하고 있

는 오늘날 입법자에게 ‘항상’ 요구하는 것은 비 실 이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에서 우리 식의 ‘피해의 최소성’ 원칙이 매우 한정된 심사범

에만 용되고 있는 것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미국 연방 법원은 ‘엄격심

사’(strict scrutiny)에서 우리 식의 ‘피해의 최소성’ 구비 여부를 심사하는데,

엄격심사가 행해지는 경우는, ① 실체 법 차 역에서 근본 권

17) 헌재 1990. 9. 3. 89헌가95, 례집 2, 245, 260.

18) 정태호 역, 독일기본권개론, 87쪽(Rn.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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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fundamental rights)가 제한된 사안 ② 평등원칙 심사의 역에서, 의

심스런 차별이거나 근본 권리가 제한되는 차별, ③ 표 의 자유 역에

서, 표 의 내용(contents)을 규제하는 경우나19) 자유로운 결사를 방해하는

경우, ④ 종교의 자유 역에서, 종교수행의 자유를 방해한 경우에 개 한

정되고 있다. 한편 엄격심사의 구체 기 은, 첫째, 국가가 달성하려는 목

이 ‘매우 요한’(compelling) 것이어야 하고, 둘째, 국가에 의해 선택된

수단은 그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하여 ‘필요한’(necessary) 것이어야 하고,

목 과 수단 간의 합성(fit)이 매우 긴 한(tight), 즉 그러한 공익을 달성

하기 하여 좁게 재단된(narrowly tailored or drawn) 것이어야 한다.20) 한

편 엄격심사가 용되는 많은 경우( 부가 아니다), ‘필요한’(necessary) 수

단이 되기 해서는 목 을 달성하는데 덜 제약 인 수단이 없을 것(no

less restrictive alternatives), 즉 최소 침해 인 수단일 것(the least

restrictive mean)을 합헌성의 요건으로서 요구한다.21)

그런데 우리 례상 ‘피해의 최소성’은 기본권의 종류나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상 없이 항상 용되어야 하는 법리로 표 되고 있다. 이러한 엄격

한 심사척도가 매번 헌심사의 기 으로 용되는 것은 많은 기본권 제한

법률이 쉽게 헌이 될 가능성을 야기하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엄

격심사가 용되면, 정당한 공익이 존재하며 수단이 최소화되었다고 정부가

성공 으로 입증하여 합헌 결을 얻는 것은 매우 어렵다.22) 그런 에서

실에서는 ‘피해의 최소성’ 단을 사실상 보다 완화함으로써 그 법

19) 표 의 자유에 있어서도, 표 방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엄격심사가 용되지 않

는다.

20) 를 들어, Simon & Schuster v. Crime Victims Bd., 502 U.S. 105, 118 (1991)

(“the State must show that its regulation is necessary to serve a compelling

state interest, and is narrowly drawn to achieve that end”).

21) 를 들어, Thomas v. Review Board of Indiana Employment Security Div.,

450 U.S. 707, 718 (1981) (“The state may justify an inroad on religious liberty

by showing that it is the least restrictive means of achieving some compelling

state interest”).

22) Chemerinsky, Constitutional Law(Aspen Law & Business, 1997), 4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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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엄격성을 감쇄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날 여지가 있었다.

우선 사법기 의 ‘피해의 최소성’ 단은 안이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입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즉, “입법자에 의하여 선택된 수단과

다른 안 수단을 비교함에 있어서 많은 다른 안들이 선택된 수단과

비교 가능한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 의심할 바 없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

는 그러한 안들은 이미 배제된다.”는 것이다.23) 입법재량을 명시 으

로 강화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이 견해는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것은 수단의

합성과 련해서만이 아니라 필요성과 련해서도 그 용이 불가피하게

불안정하다는 을 고려하여 입법자의 평가의 자유와 특히 측 단의 자

유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법원에 의한 행정청의 조치에 한 통제에 있어서

와는 달리 이 경우에는 흔히 비례의 원칙에 한 반은 합성이나 필요

성이 명백히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24)

독일 연방헌법재 소의 례 역시 ‘피해의 최소성’(필요성) 단에 있어서

입법재량의 허용 범 를 고려하고 있다. 즉 “어떠한 조치가 必要性의 要件

을 갖추었는지를 헌법 으로 단함에 있어서, 경제 규율 경제 지도

인 조치의 선택 기술 인 형성에 련하여 입법자에게는 범 한 形成

領域이 許容되고 있다는 을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다 덜 권리를 침

해하는 수단이 가능하 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러한 法的인 規律이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것이고, 따라서 헌법에 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고 한다.25) 유사하게, 사인의 재산인 문화

재의 개조나 철거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문화재법에 한 사건에서는,

“재산권을 보다 덜 침해하는, 동일한 효과를 갖는 다른 수단은 인식할 수

없다(nicht erkennbar).”라고 간단하게 ‘필요성’ 심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

다.26)

23) Richter/ Schuppert/ Bumke 공 , Casebook Verfassungsrecht, 4 (2001), 헌법

재 소 간(방승주 역), 독일헌법 례해설(2003), 34쪽.

24) Michael Sachs, Verfassungsrecht II, Grundrechte (2000), 헌법재 소 간(방승주

역), 헌법 II-기본권론(2002), 192쪽(A10-Rn. 38).

25) BVerfGE 39, 210, 231(양삼승, 게 논문에서 번역문 인용). 한 BVerfGE 37,

1, 21 참조.

26) BVerfGE 100, 126, 242; 이 결정에 해서는 Otto Depenheuer, “Interessenabwägung im

Schutz des Eigentums”(김명용 역, “재산권보장에서의 이익형량”), 공법연구 제

29집 제3호(2001. 5.), 25-27쪽 참조.



520

우리 헌법재 소 례도 유사한 이 드러난다. 요양기 강제지정제도

사건에서 헌법재 소는, “강제지정제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은 ‘직업선

택의 자유’가 아닌 ‘직업행사의 자유’이다. … 이 사건의 경우, 의료인은 의

료공 자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의 실질 보장이 의료기 의 의료행 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의료

행 ’의 사회 기능이나 사회 연 성의 비 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에서 볼 때, ‘국가가 강제지정제를 택한 것이 최소침해의 원칙

에 반하는가’에 한 단은 ‘입법자의 단이 하게 잘못되었는가’하는

명백성의 통제에 그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라고 한 바 있다.27)

그런데 법리상으로는 비례의 원칙에서 항상 ‘피해의 최소성’을 요구하면

서, 사실상 그것에 한 심사는 사법기 이 다른 안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는 ‘피해의 최소성’ 법리 자체와

는 다른 단기 을 끌어들여 오는 것이고, 논리 일 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를 들어, 경제 분야에 한 입법의 경우, 입법재량이 크므로 보

다 덜 권리를 침해하는 수단이 가능하 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피해의 최소성’에 반된 것이라고 한다면 피해의 최소성

원칙의 용에 있어서 일 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분야에서 입법

재량이 넓다는 을 인정하더라도, 여 히 ‘피해의 최소성’ 원칙상 입법자는

그 재량 에서 가장 피해가 최소화된 수단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다.

한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에만 피해의 최소성이 침해된 것으로 보는 것

은, 법원의 헌심사 편의상의 ‘심사강도’라는 정책 단 여지에 따른 立論

일 뿐, 피해의 최소성 원칙으로부터 나오는 필연 결과는 아니다. 그러한

을 만일 다른 기본권 제한 역에서도 채택할 경우, 심지어 정치 표

27) 헌재 2002. 10. 31. 99헌바76등, 례집 14-2, 410, 43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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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을 심히 제한하는 경우에도 사법기 은 ‘명백히’ 안이 드러나

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의 최소성이 배되지 않았다고 단하게 된

다. 이는 결국 피해의 최소성 원칙이 요구하는 헌법상 기본권의 보장을 사

법기 의 정책 이나 안모색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보다 덜 침해 인 안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었느냐에 한 객

기 이 존재하기 어렵고, 헌법재 은 단심으로 확정되는 에서, 그러한 사

법기 의 은 사실상 법리상의 ‘엄격한’ 요건을 ‘완화’시켜버리는 효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한 헌법률심사를 포함한 헌법재 제도는 ‘ 립당

사자주의’(adversary system) 소송구조가 아니라 원칙 으로 ‘직권주의’ 소

송구조로 이루어지므로, 보다 덜 침해 인 ‘ 안’의 존재와 내용을 제청법원

이나 청구인이 제 로 주장․입증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주장․입증책임

문제로 귀속하기 어렵다.28)

그런 에서 ‘명백성’이 있는 경우만 통제하거나 ‘입법재량’을 넓게 제

하는 방식은 단자의 주 과 결부되어 사실상 ‘피해의 최소성’이란 엄격한

심사기 을 우회하는 결과를 래할 험이 있다.29) 이는 장기 으로 례

법상의 ‘법리’와 ‘법 실’ 간의 거리를 벌어지게 하며, 헌법재 의 신뢰와

28) 미국의 경우 립당사자주의 소송구조로 인하여 헌법재 에서도 입증책임분배의

원칙이 명백하다. 엄격한 심사에 있어서는 국가가 자신의 행 가 헌이 아니라

는 을 입증하고, 완화된 심사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헌이라는 을 입증하고,

간단계의 심사는 확실치 않지만 개 국가측이 헌이 아니라는 을 입증해

야 한다. 그러나 사실심이라기 보다는 법률심(헌법심)에 해당하는 우리 헌법재

의 경우 입증책임의 문제는 그리 큰 요성을 갖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황

치연, 의 논문, 133쪽.

29) 헌법재 소 례 에는, “헌법재 소의 규범심사과정에서 결정의 제가 되는

요한 사실 계가 밝 지지 않는다든지 특히 법률의 효과가 측되기 어렵다면,

이러한 불확실성이 공익실 을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입법자와 기본

권을 침해당하는 국민 에서 구의 부담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

기된다. 법률이 개인의 핵심 자유 역(생명권,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경우 이러한 자유에 한 보호는 더욱 강화되어야 하므로, 입법

자는 입법의 동기가 된 구체 험이나 공익의 존재 법률에 의하여 입법목

이 달성될 수 있다는 구체 인과 계를 헌법재 소가 납득하게끔 소명ㆍ입증

해야 할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는 시도 있으나(헌재 2002. 10. 31. 99헌바76

등, 례집 14-2, 410, 433), 보편 인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522

설득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측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다면 어떤 안이 비례의 원칙(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있어서 일 성

을 유지하면서 단자의 주 재량 여지를 일 수 있는지가 검토될 필

요가 있는 것이다.

Ⅱ. 비례의 원칙의 단계화

1. 쟁 근방법

비례의 원칙은 기본권의 최 한 보장이며, 불필요한 기본권의 과잉 제한

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이는 사회 자원의 최 실 이라는 토 최

상태(pareto optimum)와 비교되곤 한다.30) 그러나 그러한 최 상태는 하나

의 실체(substance)라기보다는 과정(process)으로서 추구해야 할 상이며,

실 으로 바로 달성되기는 어렵고, 이 에서 외 없는 단일화된 비례의

원칙의 용은 입법자의 입법목 과 수단의 선택을 지나치게 한계지우고,

사법기 에 지나친 통제권한을 부여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 헌법 제37조 제2항은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고 할 뿐, 그

제한이 반드시 “최소한”이 되어야 한다고 요청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에

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의 외 없는 용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취지라

고 단언할 수도 없다. 헌법은 국민의 표기 인 입법부에게 일차 으로 포

인 입법권한을 주고 있으므로, 헌법재 소로서는 입법의 헌심사에 있

어서 입법자에 한 존 과 자제가 필요하고, 엄격한 헌심사 기

30) 토 최 이 이루어지려면 생산의 효율과 교환의 효율에 해서 다음의 조건

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생산의 효율에 있어서는 어떤 한 재화의 생산량을 증가

시키기 해서는 다른 재화의 생산량을 감소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조건, 그리

고 교환의 효율에 있어서는 한 소비자의 효용을 증가시키려면 다른 소비자의 효

용을 감소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조건이다. 토최 의 상태란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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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외 없이 용할 때 래될 수 있는 정책 개입은 방지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발생사 으로도 피해의 최소성 원칙의 일률 용은 문제가 있

다. 독일의 경찰행정법 역에서 처음으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즉, ‘필요성

원칙’ : 목 실 을 해 필요한 한도를 넘어 조 이라도 더 침해하는 수단

을 선택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 등장했을 때, 이는 경찰작용이 국민의 자

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이다.31) 그

러한 연 에 의하면 이 원칙을 모든 형태의 기본권 제한에 일률 으로

용하는 것은 비 실 이다. 한편 이 원칙을 헌법 차원에 등장시킨 독일

연방헌법재 소 역시 왜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이 ‘ 합성’, ‘필요성’, ‘ 의의

비례성’이란 구성요소를 가져야만 하는지, 왜 ‘필요성’이 모든 기본권 제한

에 항상 요구되는지에 한 명확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에서 볼 때, 종래 례상 인정된 단일화된 비례의 원칙(‘피해

의 최소성’)은 지나치게 엄격한 헌심사기 이며, 이를 사태에 맞게 완화하

기 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의 기본 이다.

그런데 이에 해서는, 한편으로 비례의 원칙이란 하나의 우산을 개별 사

항에 각각 맞게 사용하면 될 것이므로, 포 이고 단일화된 기 이 약 이

라고 할 수 없다는 지 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큰 걸림돌은 ‘피

31) 독일에서는 19세기 후반 경찰처분은 법 으로 허용된 목 을 달성할 수 있는 범

를 넘는 강도의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례법에서 확립되었고, Otto

Mayer가 처음으로 행정법 책에서 경찰권 발동에 해 방어의 비례성

(Verhaltnismaßigkeit der Abwehr)이란 표 을 사용하 고, 1931년의 로이센

경찰행정법은 여러 가지의 수단이 있을 때 “가장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수단(am

wenigsten beeintrachtigende Mittel)”을 선택해야 한다고 규정하 다(Hirschberg,

Der Grundsatz der Verhaltnismassigkeit, 1981, 2-5쪽). 1953년의 연방행정집행

법은 제9조 제2항에서 “강제수단은 그 목 과 상당한 비례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강제수단은 당사자와 일반인을 가장 게 침해하도록 결정되어야 한다.”(Das

Zwangsmittel muß in einem angemessenen Verhaltnis zu seinem Zweck stehen,

Dabei ist das Zwangsmittel moglichst so zu bestimmen, daß der Betroffene

und die Allgemeinheit am wenigsten beeintrachtigt werden.)고 규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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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의 최소성’ 원칙이다. 강조했듯이 이 원칙은 그 자체 매우 엄격한 것이

므로, 그 엄격성을 벗어나 개별 으로 완화시키기 곤란하다. 입법재량이 큰

분야에 있어서 “명백히 드러나는 안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 그 원칙이

충족되었다고 후퇴한다면 이는 ‘원칙’과 ‘ 단방법’을 혼동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하나의 비례의 원칙을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따라 ‘비례 ’으로

용하는 방법, 즉 가변 인 기 (sliding scale)으로 용하는 것이 가능하

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럴 경우 측가능성이 없어지고 재

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험성이 드러나는데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은 비례의 원칙 자체를 실에 맞게 재정립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

는데, 이에는 동 원칙의 용을 ‘단계화’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를

해 우선 비례의 원칙의 본질 측면으로 돌아가 보자. ‘비례의 원칙’(과잉

지의 원칙)은 기본 으로 목 과 수단 간의 비례성 내지 공익과 사익 간의

비례성 혹은 계를 뜻한다. 특정 입법이 그 비례성을 넘어서 기본권의 제

한을 과잉되게 할 경우 헌법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핵심 요소는 ‘비례성’(Verhältnismäßigkeit) 혹은 ‘형량’(balancing,

Abwägung)인 것이고, 이는 결국 공익과 사익 간의 비례성, 즉 “국가가 개

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해서는 보다 우월 인 공익을 달성하기 하여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는 명제에 귀착한다.

그런데 ‘비례성’의 언 자체만으로는 “어느 정도의 비례성”을 뜻하는지

말해주지 않는다. 100%의 꼭 맞는 비례성인지 아니면 50% 정도의 상당한

비례성만 있으면 합헌인지 기 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비례성’ 단은

결국 입법자와 사법기 의 재량 여지를 제하고 있다. 특히 헌심사에서

어느 정도로 엄격한 비례성을 요구할 것인지는 심사 상과 단 주체에 따

라 달라질 수 있다. 최 한의 엄격성을 요구하는 ‘비례성’이 개인의 인권보

장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기본권의 다양한 종류와 기본권 제한의 다양

한 경 이 존재하는 실을 반 하지 못하는 획일 이고 부 한 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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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비례성’은 다시 기본권의 특성과 기본권 제

한의 경 과 형태에 따라 ‘단계 ’이어야 한다는 구성이 가능하다.32)

그 다면 단계를 어떻게, 몇 가지로 나 수 있을지가 문제된다. 법 안

정성과 측가능성을 담보하면서 단자의 자의를 이기 해서는 ‘비례

성’을 ‘엄격한 비례성’과 ‘완화된(약한) 비례성’으로 2분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생각된다.33) 이러한 근방법은 미국 연방 법원이 헌심사기 을 2

분 혹은 3분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왜 2분화 혹은 3분화인가, 왜

그 이상의 세분화는 배제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지만, 그 이상의 세분화

는 법 안정성과 측가능성을 주지 못하고 사실상 ‘비례의 원칙’이라는

기 을 포기하는 것이 될 수 있어 부 하다고 본다.

한편 비례의 원칙을 헌심사의 기 으로 할 때, 헌법 제37조 제2항은 단

지 “필요한 경우에”라고 하고 있어 해석의 여지를 주고 있으므로, 그 ‘심사

강도’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헌법재 소의 역할이다. 하나의 단일한 비례의

원칙으로 체 기본권 제한 입법의 정당성을 단하는 것에서 더 세분화

하여, 헌법재 소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 에서

다음과 같이 근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구체 인 기본권 제한 상황을 2단

계로 나 어(이는 기본권에 한 제약의 정도를 2분화 하는 것을 제한

다), 각 단계에 맞는 비례성 원칙 심사를 하는 것이다. 즉 헌심사의 기

이 되는 비례의 원칙을 기본권 제한의 경 에 따라 ‘엄격한 비례의 원칙’과

‘완화된 비례의 원칙’으로 나 어 용하는 것이다.

32) 이러한 시도는 독일에서도 Lerche가 이미 1961년에 기본권의 역에 따라 비례

의 원칙이 섬세하게 유형화되고,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한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

다. 가령 재산권에 해서는 비례의 원칙을 폭넓은 입법형성권의 에서 심사

한다는 것이다. Ossenbühl , 이덕연 역, 의 논문, 266, 272쪽.

33) 혹은 ‘ 간단계의 비례성’을 포함하여 3분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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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권 제한의 경 구분론

와 같이 비례의 원칙을 2단계로 나 는 근방법을 선택한다면, 이는

그 용 상이 되는 기본권 제한 상태를 2단계로 구분하여 보아야 한다. 즉

기본권 제한의 양태를 그 경 에 따라 2분하여야 한다.

가. 기본권의 종류에 따른 구분의 부 합성

우선 기본권의 제한이 아니라, 기본권의 종류별로 구분하는 것이 왜 부

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본권은 종류에 따라 보호범 와 사회 가

치가 다르며, 따라서 기본권의 종류에 따라 헌성 심사기 을 구분하는 것

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즉 기본권 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한 것과, 직업행사의 자유나 일반 행동권과 같이 상 으로 덜 한

것이 존재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도 근본 으로 요한 인권은 기본 인

권(fundamental rights)으로 포섭하여 다른 권리나 혜택과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상 기본권은 매우 포 이며 그 종류도 미국보다 훨씬

많다. 한 기본권 간의 보호강도를 서열을 정하여 결정하기는 어렵다. 그

러므로 기본권별로 심사기 을 단계화 하는 것은 이 에서는 치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재산권과 같이 헌법이 특별한 규율형식을 두고 있는 기

본권의 경우에는 특수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데, 실은 이것도 재산권이라

는 기본권의 서열이나 지 상의 문제라기보다는 헌법 제23조 제1․2항과

제37조 제2항의 규범조화 해석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결론 으로 기본

권의 종류별로 비례의 원칙을 단계화 하는 것은 채택하지 않는다. 오히려

각 기본권은 해당 생활 역을 할하므로 어느 생활 역에 한 기본권의

제한이 심각하다면, 를 들어, 본질 역에 가까운 제한이라면 그 제한

에 해서는 강화된 비례성 심사를 하는 근방법이 타당할 것이다. 즉 기

본권의 제한 강도 내지 양태에 따라 비례의 원칙의 심사강도를 조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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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나. 기본권의 제한 정도에 따른 2분론

기본권의 제한 정도에 따라 비례의 원칙의 심사기 을 달리하는 것은 비

례의 원칙이 내포하는 요한 , 즉 “피해가 클수록 그에 상응하는 공익

필요성도 커야한다.”는 명제에 부합된다. 그러한 은 이미 부분 으

로 종 의 비례의 원칙 심사에서도 용되어 왔다. 를 들어, 재산권의 제

한에 한 헌심사에서 헌법재 소는 개별 재산권의 ‘자유보장 기능’의

정도와 재산권의 객체가 지닌 ‘사회 인 연 성과 사회 기능’에 따라 재

산권을 규제하는 범 를 달리 보았다.34) 직업의 자유에서는 직업선택의 자

유와 직업행사의 자유가 심사에 있어서 구분되었는데, 이는 직업 역에서

야기되는 피해의 심각성에 있어서 요한 차이가 래되었기 때문이다. 즉

“직업선택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 과 개성신장의 불가결한 요소이므로,

그 제한은 개인의 개성신장의 길을 처음부터 막는 것을 의미하고, 이로써

개인의 핵심 자유 역에 한 침해를 의미하지만, 일단 선택한 직업의 행

사방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개성신장에 한 침해의 정도가 상 으로

어 핵심 자유 역에 한 침해로 볼 것은 아니다.”35) 이러한 들을 보

면 비례의 원칙을 기본권 제한의 강약에 따라 구분하여 용하는 것이 상

당함을 알 수 있다.

비례의 원칙을 엄격한 것과 완화된 것으로 나 경우, 그 용 상이 되

는 기본권 제한은 그 제한의 강도에 따라 ‘ 한 제한’과 그 지 않은 제

한, 즉 여기서는 ‘일반 제한’으로 나 어 볼 수 있을 것이다. 헌법재 소

의 엄격한 심사 상이 되는 기본권의 ‘ 한 제한’은 기본권 주체에게 미

34) 헌재 2001. 1. 18. 99헌바63, 례집 13-1, 60, 74; 1998. 12. 24. 89헌마214, 례집

10-2, 927, 945.

35) 헌재 2002. 10. 31. 99헌바76등, 례집 14-2, 410,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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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피해가 ‘직 이고 심각한’(direct and significant)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직 이고 심각한’ 제한이란 해당 기본권이 보호하는 생활

역에서 개인에게 미치는 부정 향력이 커서 개인의 인격 혹은 정신, 신

체, 재산에 한 한 제약을 래하거나, 해당 기본권의 핵심 내용의

실 을 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제한은 해당 기본권이 존재하는 주

된 취지를 상실하게 할 정도의 것을 뜻한다.36) 그러한 ‘ 한’ 제한의 경우

‘엄격한’ 비례성 심사를 통과하여야만 그 제한은 헌법 으로 정당화 되는

것이다. 구체 으로 어떤 것이 이에 해당될 것인지는 개별 으로 검토되어

야 한다. 한편 ‘ 한 제한’이 아닌 그 밖의 제한이 ‘일반 제한’이란 범주

에 속하게 될 것이다.

각 기본권마다 ‘ 한 제한’과 그 지 않은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미국식

분류이자 우리나라 례에서 채택되고 있는 표 의 자유에 있어서 ‘내용 제

한’과 ‘방법 제한’의 구분이 그 에 속한다.37) 따라서 ‘ 한 제한’과 ‘일반

제한’은 표 의 자유처럼 상 으로 더 보호되는 정신 기본권에 있어

서도 존재한다. 반면 직업행사의 자유와 같이 상 으로 덜 보호되는 기본

권에 있어서도 ‘ 한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직업행사의 자유의 제한이라

는 이유만으로 이를 항상 ‘일반 제한’이라고 보게 되는 것은 아니다. 직업

행사의 자유의 제한이면서도 실질은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이상으로 기본

권 주체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주는 제한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38)

36) 개별 기본권이 지니는 사회 련성에 따라 기본권 제한의 성 여부가 달리

단될 수도 있겠으나, 여기서는 일단 개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한 한 엄격심

사의 상으로 보고, 사회 련성은 엄격심사의 구체 형량과정에서 고려될

것이라고 본다.

37) 국가가 개인의 표 행 를 규제하는 경우, 표 내용에 한 규제는 원칙 으로

한 공익의 실 을 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서 허용

되는 반면, 표 내용과 무 하게 표 의 방법을 규제하는 것은 합리 인 공익상

의 이유로 폭넓은 제한이 가능하다(헌재 2002. 12. 18. 2000헌마764, 례집 14-2,

856, 869).

38) 를 들어, 독일 연방헌법재 소는 콜릿과 혼동될 수 있는 식료품을 업 으

로 유통시키는 행 를 지한 법령을 ‘필요성’(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 나 직

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단한바 있다(BVerfGE 53, 135, 145-6). “식품법규

정의 과제는 소비자를 하여 식료품의 혼동을 방지하고 소비자를 건강의 험

으로부터 보호하는 데에 있다. … 카카오시행령 제14조 제2호는 소비자를 기만으

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하여

표시의무(Kennzeichnungsgebot)만이 아니라 유통 지(Verkehrsverbot)도 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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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헌심사기 을 자유와 권리의 제한양태에 따라 단계별로 나

는 것은 미국 연방 법원의 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연방 법원이 완화

된 심사, 간 심사, 엄격한 심사로 심사 상에 따라 심사기 을 구분하는

것은, 해당 사안이 개인의 자유에 미치는 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미국 례가 개인에게 미치는 자유의 제한 강도에 따라 심사기

을 달리 한다는 경우는, 심지어 근본 권리(fundamental rights)가 제한된

경우에도(통상 엄격심사의 용 상)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제한이 직

이고 실질 이냐(interfere directly and substantially)의 여부에 따라 엄격심

사가 용될 수도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39)

이 에서 말하는 ‘엄격한 비례의 원칙’은 미국의 ‘엄격심사’와 유사하고,

‘완화된 비례의 원칙’ 심사는 미국의 ‘ 간심사’와 유사하다. 미국의 ‘합리성

심사’에 해당하는 더 완화된 심사기 은 비례의 원칙 심사에서는 없다(자의

지심사는 별도).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 비례의 원칙의 근거가 되고

있는 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다. 하지만 유통 지는 소비자를 혼동과 기만으로부터 보호하기 하여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 의 하나이다. 보통 그러한 험은 표시의무에 의하

여 같이 효과 이지만 덜 침해 인 방법으로 처될 수 있다. …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해서는 일반 으로 표시의무로써 충분하다.”

39) Zablocki v. Redhail (1978) 434 U.S. 374, 386-387; Fair Political Practices Com.

v. Superior Court (1979) 25 Cal.3d 33, 47 (“Not every governmental regulation

implicating First Amendment or other fundamental rights is subject to strict

judicial scrutiny. On the contrary, it is only when there exists a real and

appreciable impact on, or a significant interference with the exercise of the

fundamental right that the strict scrutiny doctrine will be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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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엄격한 비례의 원칙

기본권의 제한이 ‘직 이고 심각한’ 경우에는 ‘엄격한’ 비례의 원칙이

헌심사기 으로 용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권 제한 목 의 정당성과

달성수단의 정성 그리고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서는 종 과 큰 변화가 없

다. 다만, 종 의 시 가장 강한 기 을 설시한 시들이 참조되어야

할 것이다. ‘피해의 최소성’ 원칙은 본래의 의미 로 엄격한 심사기 으로

용되게 될 것이다. 결국 ‘엄격한’ 비례의 원칙은 종 의 헌법재 소 례

에 나타난 비례의 원칙과 별 차이가 없다. 세부 으로 각 원칙들의 일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목 의 정당성

비례의 원칙을 엄격하게 용할 경우 국가의 기본권 제한행 가 정당성

을 가지려면 그 제한의 목 은 ‘국가안 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속하

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본권제한 사유로서 그러한 개념들, 특히 ‘공공복

리’는 매우 포 이므로, 기본권의 제한이 ‘직 이고 심각한’ 경우라면,

그에 상응하게 입법목 은 미국의 엄격심사에서 볼 수 있는 정도의 강화된

공익(compelling public interests)이 있을 것이 요청된다.40) 그 지 않다면,

‘국가안 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만 해당되면 모든 형태의 기본권 제한

이 어도 목 상 정당하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기본권 제한이 심각할 경

우 그에 상응한 한 공익이라는 ‘비례성’을 갖추지 못하는 것이다.41) 기

40) 즉, 미국 연방 법원의 엄격심사에서 요구되는 공익, 즉 ‘매우 요한’ 혹은 ‘필수불

가결한’(compelling) 공익만이 인권 제한의 정당한 목 이 된다. 이는 독일에서, 직

업선택의 자유의 객 제한에 필요한 공익, 즉 “매우 요한 공익에 한 명백하

거나 존하는 한 험의 방지를 하여(zur Abwehr nachweisbarer oder

höchstwahrscheinlicher schwerer Gefahren für ein überragend wichtiges

Gemeinschaftsgut)” 가능하다.

41) 독일의 경우 역시 술한 객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경우 엄격한

공익을 요구하고 있다. 독일 례는 다른 기본권의 경우 그러한 강화된 공익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나, 제한이 심각한 경우 다른 기본권 제한사례에서도 마찬가

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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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면서도 단지 공공복리의 외 만을 갖춘 입법은

결국 ‘목 의 정당성’을 통과하더라도 ‘법익의 균형성’에 배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나. 수단의 정성

‘수단의 정성’은 채택된 수단이 입법목 의 달성을 단순히 증진하거나

(fördern) 그러한 개연성이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42) 그 이상으로 “목

의 달성을 하여 그 방법이 효과 이고 하여야” 한다.43)

다. 피해의 최소성

‘피해의 최소성’은 종 에 확립된 ‘피해의 최소성’ 원칙과 동일하다. 즉 목

실 을 하여 채택된 수단은 그 수단이 아니라면 그 목 실 이 불가능

한 경우여야 한다. 이는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만일 같

은 목 을 실 할 수 있는 보다 덜 제약 인 다른 입법수단이 존재할 경우

‘피해의 최소성’ 원칙이 배된다. 그러한 안의 존재여부는 단지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극 으로 단될 것이 아니라, 헌법재 소가 직권으로

충분한 심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서 달리 덜 제약 인

안이 있는지 여부는 ‘입법재량의 ’이나 ‘명백성 여부’와는 무

42) 독일의 경우 ‘ 합성’은 “목 달성의 추상 가능성이 있으면, 즉 허용된 조치들

이 처음부터 무용한 것이 아니라 목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면, 법률차원에서는

그것으로 족하다”(BVerfGE 100, 313, 373). 방승주 역, 게 헌법Ⅱ- 기본권론,

191쪽에서 인용.

43) 헌재 1990. 9. 3. 89헌가95, 례집 2, 245, 260. 이 례는 ‘수단의 정성’을 그와

같이 다소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데, 다른 례의 경우 “ 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수단”이 아니라면 수단의 정성이 인정된다고 하고 있다(헌재 1996. 4.

25. 92헌바47, 례집 8-1, 370-371 참조). 우리는 보다 엄격한 기 에 따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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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입법재량이 큰 경우에도 해당 수단이 최소화된 것인지 여부가 검

증되어야 하며, 명백하지 않지만 다른 최소화된 기본권 제한수단이 있을 것

이라고 합리 으로 의심될 경우라면 그 존재여부를 히 논증하여야 할

것이다.

라. 법익의 균형성

‘법익의 균형성’은 독일의 례에서와 흔히 말하는 것과 같이 단순히 공

익과 사익간의 한 부조화만을 통제하는 것(Stimmigkeitskontrolle)에 그

치는 것이 아니라,44) 목 과 수단 간의 법익을 세심하고 엄격하게 형량할

것을 요구한다. 사익이 공익보다 명백하게 더 큰 경우만이 헌 단의 상

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익과 사익을 세분화된 기 을 용하여 비교형량

하되, 각각의 개별 이익이 각자의 체계에 맞게 종합 으로 고려되어야 하

고, 피해의 심각성이 공익에 비추어 기본권 주체에게 수인가능성이 있는 것

인지 여부가 심사되어야 할 것이다.

4. 완화된 비례의 원칙

기본권의 제한이 개인의 법익에 한 한 제약이 아닌 경우라면 헌법

재 소는 입법자의 정책재량 여지를 존 하여, 이에 한 심사는 보다 완화

된 형태로 하는 것이 상당하다.

가. 목 의 정당성

‘목 의 정당성’은 기본권 제한의 목 이 ‘국가안 보장, 질서유지, 공공

44) 독일에서는 ‘ 의의 비례성’(법익의 균형성) 심사는 이론 으로는 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연방헌법재 소 실무상으로는 작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한다. 정태호 역, 게 독일기본권개론, 89쪽(Rn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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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에 해당될 것을 요구하나 동 개념의 포 성을 고려할 이 개념들이

불필요한 기본권제한 목 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수단의 정성

‘수단의 정성’은 채택된 수단이 해당 입법목 을 효과 으로 증진시킬

수 있을 경우 일응 정될 것이다. 즉 해당 수단이 달성되면 목 이 달성되

는 효과가 나타난다면, 원칙 으로 ‘수단의 정성’은 충족된 것으로 보게

될 것이다.

다. 피해의 최소성

‘피해의 최소성’은 ‘완화된 피해의 최소성’45)으로 심사기 이 낮추어져야

한다. 기본권의 제한이 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제한의 헌 여부는

반드시 엄격하게 심사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완화된’ 피해의 최소성이란

기본권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이 입법목 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최

소화’ 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채택된 수단이 입법목 과 ‘실질

으로 연 되는’(substantially related)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다. 달리

표 하면, 이는 목 달성에 ‘ 하게’ 연 되는지(closely related), 해당 수

단이 목 달성에 ‘ 요한’ 것인지 여부를 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엄격

한 피해의 최소성이 최소한의 것일 것, 달리 덜 제약 인 안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자의 지원칙 심사가 입법목 과 수단의 선택에 합리성 내지 자

의성이 있는지를 단하는데 비하여 ‘완화된’ 피해의 최소성은 그 간 정

도 강도의 심사기 에 해당한다.

이러한 기 은 미국 연방 법원의 ‘ 간단계 심사기 ’과 유사한 것으로

서, 표 의 자유의 경우에 내용제한이 아닌 시간․장소․방법(time, place

and manner)의 제한이나 상업 언론의 제한이거나, 평등 문제에 있어서

性別

45) 다른 개념을 사용하면 더 효과 이겠지만 마땅히 안이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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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이나 불법이민자(illegitimacy)와 같은 半의심스런(semi-suspect)

역의 차별에 한 심사기 과 유사하다.46)

한편 ‘수단의 정성’ 심사가 채택된 수단이 과연 목 달성에 이바지하

느냐를 뜻하는 것에 비하여, ‘완화된 피해의 최소성’은 이를 넘어서 채택된

수단이 목 달성을 하여 ‘실질 으로 요한’ 것일 것을 요구한다는

에서 양자는 구분된다.

라. 법익의 균형성

‘법익의 균형성’은 원칙 으로 공익과 사익 간의 균형이 심하게 기울어졌

거나, 명백히 부조화된 경우에만 배된 것으로 보게 될 것이다. 기본권의

한 제한이 아니라면,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이 매우 포 이며 다양한

것을 고려할 때, 입법자에게 부여된 공익 달성을 한 형량 단의 재량을

존 하는 것이 필요하다. 침해되는 사익이 해당 기본권 주체에게 심각한 것

인 반면, 추구되는 공익은 긴요한 것이 아니라고 볼 때에 법익의 균형성 원

칙이 배되게 될 것이다.

5. 제37조 제2항과 조화 여부

비례의 원칙을 와 같이 기본권 제한의 강약에 따라 2분하여 서로 다르

게 용할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과 모순이 없는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46) 미국에서 엄격심사의 경우 수단은 “목 에 맞게 재단된”(narrowly tailored) 것이

요구되며, 이는 같은 목 을 달성하는 달리 덜 제약 인 수단이 없을 것을 뜻한다

(Clark v. Community For Creative Non-Violance, 468 U.S. 288 (1984)). 그러나

간심사의 경우 “실질 으로 련되는”(substantially related) 것이 요구되는데,

이는 목 달성에 “ 하게 련된”(closely related) 것을 뜻한다(Rostker v.

Goldberg, 453 U.S. 57 (1981). 를 들어, 캘리포니아주가 18세 미만자와의 성

계시 남자만 처벌하는 것은 임신의 방이라는 입법목 에 실질 으로 련된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합치된다고 단되었다(Michael N. v. Superior Court, 450

U.S. 464 (1981)). 그 구체 내용은 개별 으로 악될 수밖에 없으나 통상 ‘엄

격심사’와 ‘합리성 심사’의 간 정도의 심사기 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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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조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 보장․질서유지 는

공공복리를 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률로써”는 기본권 제한에 있어 ‘법률유보’와, 나아

가 본질 사항은 의회가 스스로 정하고 임해서는 안 된다는 ‘의회유보’

를 뜻하므로, 비례의 원칙과 직 련되지는 않는다. “국가안 보장․질서

유지 는 공공복리를 하여”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라는 요건이 검토

의 상이다.

우선 ‘엄격한 비례의 원칙’은 입법목 에 있어서 “국가안 보장․질서유

지 는 공공복리”를 되도록 축소 해석할 것을 요구한다. 기본권 제한의 심

각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축소 해석이 기본권의 보장을 더 담보하므로 이

는 조항의 취지에 더욱 부합한다.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라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는 해석상의 재량 여지

가 있는 개념이며, 이 개념이 반드시 “최소한으로”라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

고 볼 필연성은 없다. 모든 기본권 제한이 최소한으로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공익목 이 극 화 된다면 사회 자원의 최 상태가 되므로 바람직하겠지

만, 실 으로 수많은 입법에서 입법자로 하여 반드시 모든 안을 다

고려하여 최소한의 제한만을 하라는 것은 사실상 기 가능성이 없다. “필요

한 경우”를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고 한다면 ‘피해의 최소성’과 일치되지

만, “반드시”라는 형용사를 붙여야 할 필연성은 없는 것이다. 그 다면 “상

당히 필요한 경우”로 완화시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으며, 이는 필요성의

강도를 달리할 뿐이므로 조항에 배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그 다고 하여 “여하한” 필요성이라도 있으면 제37조 제2항이 충족된 것

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입법자가 공익을 하여 기본권을 제약할 경

우 개 나름 로 그러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므로, 그러

한 해석은 부분의 입법에 무조건 헌법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과가 된다.

이는 동 조항의 지나친 확장 해석이고, 입법자를 기본권에 기속시키는 헌법

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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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상당히 필요한 경우”란 개념 역시 넓게 인정될 여지도 있으나,

이는 입법목 에 “실질 으로 련된”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

아가 공익에 비하여 사익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을 것이라는 법익형량 요

건으로 보완될 수 있는 것이다. ‘엄격한 비례의 원칙’에서 ‘피해의 최소성’은

기본권 제한의 심각성에 상응하게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라는 요건

을 충족하므로, 종 의 례에서와 같이 제37조 제2항의 배 문제는 발생

하지 않는다. 비례의 원칙은 기본권의 제한 강도에 따라 걸맞는 목 과 수

단이 갖춰져야 하고, ‘엄격한 비례의 원칙’은 기본권의 제한 강도가 한 경

우에 용되므로, 그와 같은 “필요성” 기 은 오히려 제37조 제2항에 충실

한 것이다.

결론 으로 이 에서처럼 비례의 원칙을 단계별로 나 어 심사하는 것

은 헌법 제37조 제2항과 조화된다.

Ⅲ. 2단계 비례의 원칙의 용례

-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의 경우 -

이상에서 논의된 ‘2분론’을 구체 사례에 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편의상 재산권 분야와 직업의 자유 분야를 언 하기로 한다.

1. 재산권 분야

가. 재산권의 특수성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財産權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하고, 제2항은 “財産權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1항 2문은 입법으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가

범 하게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이고, 제2항은 재산권 행사의 사회 연

성과 한계를 강하게 표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형식은 소유권(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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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제한하고자 했던 바이마르 헌법을 모방한 것이었다.47) 여기서 “내

용과 한계”는 구분되는 개념이지만,48) 독일에서는 통상 내용(Inhalt)과 한계

(Schranken)를 하나의 포 재산권의 한계지움, 즉 의의 제한

(Beschränkungen)을 뜻한다고 보며,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서로 구분

하지 않고 재산권의 사회 기속성을 포 하는 통합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내용과 한계를 입법자가 정할 수 있다는 규정 형식은 제2항의 공공복리

합성과 연 시키면, 재산권이 다른 자유권에 비하여 매우 강한 제한을 수

반할 수 있다는 헌법제정권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한 헌법의 경제

조항에서도 매우 구체 으로 토지재산권 등에 한 제한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며, 헌법재 소의 례도 재산권이 입법자의 폭넓은 형성의 상이 될

수 있음을 차 강조해 왔다.49) 일반 으로 토지재산권에 하여서는 입법

부가 다른 재산권보다 더 엄격하게 규제를 할 필요가 있어 이에 한 입법

재량의 여지는 다른 정신 기본권에 비하여 넓다는 것이 인정된다.50)

그런데 헌법재 소 례는 토지공개념과 같이 공공복리를 한 입법들에

하여 지 않게 헌결정을 하 는데, 이는 그러한 입법들이 본래의 취지

를 잘 살리지 못하고 졸속으로 만들어진 것에도 이유가 있으나 한편으로는

(토지)재산권의 와 같은 제한가능성이 헌심사척도, 특히 ‘비례의 원칙’

심사에서 히 반 되지 못하 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미국식의 엄격한

심사/완화된 심사와 같은 헌심사의 세분화된 法理 없이, 우리의

47) 유진오, 憲法解義(명세당, 단기4282), 46-7. “독일 바이마르헌법은 제153조에 「소

유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에 의하여 정한다」고 규

정하고 다시 동조 제3항에서는「소유권은 의무를 포함한다. 소유권의 행사는 동

시에 공공의 복리를 함을 요한다」고 규정하여 소유권은 불가침한 것이 아

니고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해지는 것이며 소유권을 가진 자는 공공복리

를 하여 그를 이용할 의무가 있는 것을 천명하 다. 이는 19세기의 소유권 신성

불가침의 사상으로 볼 때에는 획기 변천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헌법의 규

정은 바이마르헌법 제153조에 유사한 내용을 가진 것이라 할 것이다.”

48) 拙稿, “헌법 제23조의 구조”, 헌법논총 제11집(2000), 317-9쪽 참조.

49) 로서, 헌재 1989. 12. 22. 88헌가13, 례집 1, 357, 368-373쪽 참조.

50) 같은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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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의 원칙 심사는 재산권 제한에 해서도 일률 으로 ‘엄격한 비례의

원칙’ 심사를 하는 경향이 있어왔고,51) 특히 비례의 원칙 가장 엄격한

하부원칙인 ‘피해의 최소성’ 원칙이 재산권의 제한에 한 심사에서 어떻게

완화될 수 있는지에 한 고려가 체계 으로 되어있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

을 극복하는 방법의 하나가 이 이 제시하는 비례의 원칙의 단계

용론이다.

나. 재산권의 ‘ 한 제한’과 ‘일반 제한’

비례의 원칙을 2단계로 나 경우, 재산권에 한 ‘ 한 제한’만이 ‘엄

격한 심사’를 받게 된다. 재산권에 한 한 혹은 심각한 제한인지 여부

를 단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가 입법자의 형성범

에 한계 지워져 있고, 재산권은 사회 구속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것이므

로, 어지간한 재산권 제한은 이 에서 말하는 ‘심각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

려울 것이다. 다만 재산권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자기 책임 하에 자주

으로 형성하는 필요한 경제 조건을 보장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재산권의

보장은 자유실 의 물질 바탕이므로,52) 재산권의 제한은 때로는 개인의

자유의 핵심부분을 제약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므로 재산권의 사회

51) “입법자가 헌법 제2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재산권의 내용을 구체 으로 형

성함에 있어서는,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의 원칙과 재산권의 제한을 요청하는 공

익 등 재산권의 사회 제약성을 비교 형량 하여, 양 법익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

도록 하여야 한다. 입법자가 형성의 자유의 한계를 넘었는가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의하여 단하게 된다. 공익을 실 하기 하여 입법자가 용한 구체

수단이 비례의 원칙에 합치된다고 하기 해서는, 우선 그 입법목 이 정당하여

야 하고,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이 의도하는 입법목 을 달성하고 진하기에

정하여야 하며, 입법목 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효율 인 여러 수단 에서 가장

기본권을 존 하고 게 침해하는 수단을 사용하여야 하고, 법률에 의하여 기본

권이 침해되는 정도와 법률에 의하여 실 되는 공익의 비 을 반 으로 비교

형량하 을 때 양자 사이의 정한 비례 계가 성립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4헌바37, 례집 11-1, 289, 310; 1998. 12. 24. 89헌마214등, 례집 10-2,

927, 948).

52) 헌재 1998. 12. 24. 89헌마214등, 례집 10-2, 927,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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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성, 재산권의 자유보장 기능, 사유재산제도, 헌법 제119조 제1항

의 경제질서 내지 사 자치를 형량하여 해당 재산권의 형성과 제한이 개인

의 자유와 권리에 한 ‘ 한’ 제한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재산권의 제한은 일정한 행 를 제한하거나 지하는 형태로 나타나겠지

만 그 정도는 재산의 종류, 성질, 형태,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데

재산권행사의 상이 되는 객체가 지닌 사회 인 연 성과 사회 기능이

크면 클수록 입법자에 의한 보다 더 범 한 제한이 허용되므로, 한

제한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해서는 우선 ‘사회 연 성’에 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재산권의 객체가 지닐 수 있는 사회 련성과

사회 기능을 고려하고, 규율의 목 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재산권의 제한

이 과 한 부담인지 아닌지를 검토하여야 한다.53)

일반 으로 재산권의 제한이 ‘ 한 제한’이 되기 해서는 재산권의 통

상 법 내용에 해당하는 “재산가치 있는 객체에 한 사 유용성과 원

53) 를 들어, 독일 연방헌법재 소의 ‘의무납본’ 결정은, “출 물은 그 발행의 시

부터 자신의 생이 시작된다. 그것은 출 업자의 노력에 한 재산가치있는 결과

물일 뿐만 아니라, 사회 생활에도 작용을 한다. 그럼으로써 출 물은 고유의,

그 시 의 문화 ․정신 사건을 공동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사법 처분가능성

을 제외하면 출 물은 정신 이자 문화 인 공동재이다. 이러한 사회 의미를

고려할 때 문자로 된 창작물을 학술 , 문화 이해 계자에게 최 한 완결 으

로 제공하고 미래세 에게 시 의 정신 산물에 한 포 인상을 달하

는 것은 정당한 심사이다. 이러한 문화정책 인 필요성은 공공도서 에 한

제출의무를 통하여 의미있게 고려될 수 있다. 헌법 단에 있어서는, 사회공

(die Allgemeinheit)은 국립도서 을 설립하고 유지함으로써 의무납본법이 추구하

는 문화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요한 기여를 한다는 을 고려하지 않으

면 아니된다. 사회공 은 그를 통하여 자신의 측면에서 출 의 사회 의미와 기

능을 히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 하에서, 모든 출 물에 해 한 부의 납본을

보상 없이 제출토록 하는 것은, 그로 인한 경제 손실이 본질 으로 하지

않은 이상 감내할 만한 부담이며, 출 업자에게 지나치고 일방 인 부담이 되지

않는다. 량으로 발행되는 한 정기간행물과 비정기 문헌의 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단하 다. 그러나 나아가, “그러나 일반 납본제출

의무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한 소량만 발행되는 출 물에 해서도 일률

으로 보상 없는 납본제출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에서 규율의

흠결이 있다. 렴하게 량생산되는 출 물과는 달리 그러한 출 물에 해 보

상 없이 납본제출의무를 지우는 것은 한 부담이 됨이 분명하다.”고 시하고

있다.(BVerfGE 58, 137; 헌법재 소 간, 독일연방헌법재 소 례번역집(2003),

17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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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인 처분권”54)이 심각하게 제한하는 경우여야 할 것이다.55)

그 밖의 제한은 통상 재산권에 한 ‘ 한 제한’으로 볼 수 없고, ‘일반

제한’에 해당될 것이며, 따라서 ‘완화된 비례의 원칙’의 심사 상이 된다.

이 경우에도 입법목 의 정당성과 수단의 정성 여부가 심사되지만, ‘피해

의 최소성’ 원칙은 ‘완화된’ 형태로만 용되어, 그 제한이 입법목 의 달성

에 ‘실질 으로 연 ’되고 있는지가 기 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법익

간에 균형이 왜곡되어 사익이 지나치게 침해되고 있는지가 단될 것이다.

그 다면, 재산권에 한 하지 않은 제한에 해당될 경우, ‘완화된 비례

성 원칙’에 배되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상된다.

2. 직업의 자유 분야

헌법재 소는 몇 개의 례에서 직업의 자유의 제한을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즉 객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 주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과 직업수행의 자유의 제한이 그것

이다. 헌법재 소는, 당사자의 능력이나 자격과 상 없는 객 사유에 의

한 제한은 “월등하게 요한 공익을 하여 명백하고 확실한 험을 방지

하기 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고,56) 일정한 주 요건을 갖춘

54) 헌재 1999. 10. 21. 97헌바26, 례집 11-2, 383, 407-8 참조.

55) 참고로, 독일 연방헌법재 소는 ‘소형庭園’ 사건에서, “기본권 으로 보장되는 법

지 는 우선, 소형정원 임 차계약의 해지가 기본 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해지 지가 원칙이 됨을 통해서, 제한되고 있다. 개별 인 법률에 의한 법 상

황을 시해보면, 소형정원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한 사 인 임 자가 자신의

재산권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할 정도로, 해지 지에

한 외 구성요건들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로지 경제

생존이 태롭게 되는 경우에만, 임 차계약을 해지할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이

러한 해지가능성도 다시 한 제한을 받게 되며 보상의무와 결부되어 있다.

… 기본권상으로 보장된 처분권한은 자신의 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자

의 자유를 포함한다. 재산권 질서의 역에서 행동의 자유라는 근본 인 구성요

소는, 오로지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제한될 수 있을 뿐인데(BVerfGE 25, 215

[222] ; 42, 263 [295]), 행동의 자유는 심 상 법규정에 의해서 심각한 정도

로 제한당하고 있다.”라고 단하여 제한의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BVerfGE 52,

1; 헌법재 소 간, 독일연방헌법재 소 례번역집(2003), 104-5쪽)

56) 헌재 2002. 4. 25. 2001헌마614, 례집 14-1, 410, 42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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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만 그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경우에는, “주 요건

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이, 구에게나 제한 없이 그 직업에 종사하도록

방임함으로써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공의 손실과 험을 방지하기 한

한 수단이고, 그 직업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용되어야”

하며,57) 직업선택의 자유에 비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는 상 으로 더욱 폭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고 한다.58) 그러나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3단계 제한 모두의 경우에 동일한 하나의 비례의 원칙이 용되고 있다.59)

그러므로 3단계의 차이 은 에서 언 한 입법목 에 있어서의 차이를 제

외하고는 비례의 원칙 심사에서 구체 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직업의 자유에 한 그러한 단계별 평가의 배경에는 개인의 직업의 자유

에 한 제한의 강도가 반 되고 있다. 즉 직업의 자유는 “개인의 창의와

자유로운 인격의 발 수단이면서 한편으로 자유주의 경제․사회질서의

요소”60)라는 에서 의미가 큰 기본권인바, 당사자의 주 능력으로도 피

할 수 없는 객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제한은 개인에게 미치는 향

력과 피해가 심각하고, 주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은 그 보

다는 덜 침해 이며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특정 직업에 진입할 가능성

이 있는 것이고, 직업수행의 자유의 제한은 통상 심각한 제한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 다면 이러한 제한상의 ‘강약’ 내지 ‘특성’이 비례의 원

칙 심사에서 충분히 반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종 에 용된 비례의

원칙은 하나의 단일한 기 만을 가지고 있었다.

우선 객 요건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은 자신의 의지와 상

없이 특정 직업에 해 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많은 경우

57) 헌재 1995. 6. 29. 90헌바43, 례집 7-1, 854, 868.

58) 헌재 1993. 5. 13. 92헌마80, 례집 5-1, 365, 374; 1997. 10. 30. 96헌마109, 례

집 9-2, 537, 543.

59) 같은 례들 참조.

60) 헌재 1989. 11. 20. 89헌가102, 례집 1, 329, 336; 2002. 4. 25. 2001헌마614, 례

집 14-1, 410,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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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제한’에 속하게 될 것이다.61) 주 요건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

유의 제한은 그 자격취득 요건이 지원자에게 심히 불리하거나 기득권자들

의 보호에 치 하여 새로이 시장에 진입하려는 자에 한 진입장벽을 높이

쌓거나, 종 의 법 신뢰를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면, 이 역시 삷의 기반

이 될 특정 직업 자체를 사실상 쇄하게 되므로 ‘ 한 기본권 제한’에

해당된다.62) 직업수행의 자유의 제한의 경우 설정된 직업의 업방식을 제

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통상 개인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을 것이나, 직업수행의 자유가 항상 ‘일반 제한’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직업수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거나 과도하게 무거운 제재를 하

는 경우라면 이는 ‘ 한 제한’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63)

한편 그러한 한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다른 제한은 ‘완화된’ 비

례의 원칙 심사가 이루어진다.

61) 를 들어, 경비업을 경 하고 있는 자들이나 다른 업종을 경 하면서 새로이 경

비업을 경 하고 있는 자들이나 다른 업종을 경 하면서 새로이 경비업에 진출

하고자 하는 자들로 하여 , 경비업을 문으로 하는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

는 한 경비업과 그 밖의 업종을 겸 하지 못하도록 지하고 있는 경비업법상의

제한이나(헌재 2002. 4. 25. 2001헌마614, 례집 14-1, 410, 428-431), 자연인인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경우나(헌재 2002. 9. 19. 2000헌바84,

례집 14-2, 268, 279-283), 법률에 의하여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법무사 자격취

득의 기회를 왜곡하여, 법무사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법원규칙

이나(헌재 1990. 10. 15. 89헌마178, 례집 2, 365, 372-3), 국․공립사범 학 출

신자의 우선 신규교사채용제도(헌재 1990. 10. 8. 89헌마89, 례집 2, 332, 350)

는 모두 직업선택의 자유에 한 ‘ 한 제한’에 해당될 것이고, 따라서 엄격한

비례성 심사를 거쳐야 할 것이다.

62) 를 들어, 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 를 받으면 일정 시험자격( 험물탱크안

성능시험자 자격)의 필요 취소사유로 하는 경우(헌재 2001. 5. 31. 99헌바94,

례집 13-1, 1150, 1160-2)나, 종 에 장기간 해당 부서에 근무한 사람들이 렸던

자격제도(세무자, 변리사 등)의 폐지(헌재 2001. 9. 27. 2000헌마152, 례집 13-2,

338, 345-6; 2001. 9. 27. 2000헌마208등, 례집 13-2, 363, 374-5)가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63) 헌재 1990. 11. 19. 90헌가48, 례집 2, 393, 402; 1995. 2. 23. 93헌가1, 례집

7-1, 130, 1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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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비례의 원칙 심사는 헌법재 소의 가장 요한 헌심사 기 이고, 그동

안 헌결정이 많았던 것은 그 심사의 엄격성에 기인한 바가 있다. 그러나

하나의 포 이고 일률 인 기 으로 많은 다양한 기본권들을 종류에 상

없이, 기본권의 제한의 양태와 비 에 상 없이 일률 으로 용하는 것

은 실무상 어려운 문제 을 가져왔다. 특히 ‘피해의 최소성’ 원칙이 매우 엄

격한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본권 제한에 포 , 일률 으로 용되

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비례의 원칙은 기본권의 최 한의 보장 정신과 법치국가원리 헌법 제

37조 제2항에 의하여 근거 지워지지만, 그 원칙은 기본 으로 비어있는 법

리이므로 이를 어느 정도로 채워 헌법의 규범력을 철시킬 것인지는 따로

논해질 수 있는 문제이다. 법 안정성과 측가능성을 보장하면서 헌법 제

37조 제2항의 취지를 구 하고 동시에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존 한다는

측면에서, 이 에서는 비례의 원칙을 2단계로 나 어 용하는 것을 시도

하 고, 이로서 구체 타당성과 융통성 있는 헌심사기 을 확보할 수 있

다고 본다.

한편 이 은 ‘완화된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설정하고, 이를 채택된 수단

이 목 달성에 ‘실질 으로’ 연 된 것으로 으로써, 종 의 ‘피해의 최소

성’을 완화하자 하 다. 다만, ‘실질 연 ’ 여부의 기 이 명확한 것은 아

니다. 비례의 원칙의 2단계화의 취지에만 맞는다면, 즉 ‘피해의 최소성’ 원

칙을 2단계(혹은 3단계)로 상 화하자는 취지에 공감한다면, 다른 ‘완화된’

기 이 용되어도 무방하다. 기본권 제한의 ‘경 ’을 나 는 기 에서도 마

찬가지이다. 기본권 제한의 강약에 따라 심사강도를 단계화 하자는 취지에

동감하는 한, 경 을 구체 으로 어떻게 나 것인지, 완화된 심사를 구체

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하여는 이론이 있을 수는 있는 것이다.

비례의 원칙은 오늘날 각국의 헌법재 에서 더 요해지고 있다. 하

지만 이상 이고 일률 인 기 으로서가 아니라 기본권의 제한의 강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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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인’ 헌심사의 기 으로 용되는 것이 동 원칙의 발달된 진화과

정이라고 믿는다. 이로써 헌법재 에서 필연 으로 요청되는 입법자에 한

존 내지 사법자제를 도모하면서, 헌법이 부여한 헌법재 의 과제가 보다

충실하게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64)

64) 부연할 것은 비례의 원칙은 헌법재 소의 헌심사 기 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

다도 입법원칙으로서 입법자에게 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법률유보원

칙’은 ‘비례의 원칙에 맞는 법률유보’를 뜻한다. 자유와 인권을 최 한 보장할 과

제는 일차 으로 입법자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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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1. 2001년 9월 11일 미국을 상으로 이슬람 무장단체인 ‘알카에다’가 행

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시다발 테러공격이 발생하 다. 이에 응하여 미

국은 즉각 단체를 지원하 다는 이유로 아 카니스탄에 한 무력공격

을 감행하 고, 이어서 미국 동맹국에 테러를 가할 험이 있다는 이유

로 2003. 3. 20. 이라크에 하여 규모 공습을 감행하여 이라크 쟁을 시

작하 다. 우리나라는 이라크 쟁 시작 직후 통령의 국민담화를 통해

미국 등의 이라크공격에 한 지지입장을 표명하 고 이후 소집된 임시 국

무회의에서 미국과 동맹국군의 기지운용 진료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

600여 명 규모의 1개 건설공병지원단과 100여 명 이내의 의료지원단을 이

라크 지에 견하는 내용의 “국군부 의 이라크 쟁 견동의안”을 의

결하여 병결정을 하 다. 이어서 국회는 2003. 4. 2.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견동의안에 하여 출석의원 256명 찬성 179표,

반 68표, 기권 9표로 의결하여 동의하 다. 이러한 국군부 의 이라크

쟁 견결정을 후하여 많은 논쟁이 있었고, 일부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

등 정치권에서는 이 견결정이 헌법과 국제법에 반된다는 주장을 제기

하기도 하 다.65) 이러한 논쟁은 이후 국군의 이라크 추가 병결정66)을 둘

러싸고 다시 한번 벌어졌고 병시한연장을 상으로 계속되고 있다.67)

2. 해방 후 지 까지 우리 국군은 크고 작은 규모로 외국에 견되어 다

양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가장 표 인 베트남 병과 같이 규모의 부

가 견되어 실질 인 투에 참여한 경우도 있었고, 소말리아, 동티모

65) 이에 따라 이라크 쟁 병동의안에 한 헌법소원심 이 헌법재 소에 청구되

었으나 2003. 12. 18. 법요건의 미비로 각하되었다(헌재 2003. 12. 18. 2003헌마

255등, 례집 15-2하, 655).

66) 통령의 2003. 12. 18. 추가 병결정에 한 헌법소원심 청구 역시 헌법재 소

에서 각하되었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814, 례집 16-1, 601)

67) 연합뉴스 2004. 8. 4.자 기사 여야의원 9명 “ 병 연장동의안 막아낼 것”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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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 서부사하라 등 지역에서 유엔평화유지활동(PKO: Peace Keeping

Operation)에 참여하여 평화유지군 는 군감시단으로서 훌륭히 그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 으며, 최근에는 테러 쟁 지원 명목으로 많은 병력이 아

카니스탄 등 지역에 견되기도 하 다.68) 이와 같이 여러 차례 국군이

해외에 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의 합법성, 특히 과연 이들이 우리 헌

법에 합치되는 것인지 여부가 진지한 검토 상으로 여겨지지 않았고 단지

정치 인 ‘결단’의 문제로만 생각되어 왔다. 그 결과 헌법상 허용되는 해외

병의 범 와 헌법 제5조 제1항의 ‘침략 쟁부인’ 등 련 규정들에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직까지 명확하

게 규명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와 같은 이라크 쟁을 둘러싼 최근 몇

년간의 상황 개에 의하면 국군의 해외 견이나 참여하는 쟁의 성격과

같은 문제가 단지 정치 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 해명의 상

으로서 연구의 필요성이 큼을 알 수 있다.

3. 따라서 이 에서는 우리 헌법상 국군의 이라크 쟁 견과 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헌법 제5조 제1항의 의미를 해명해보려고 한다. 이

를 해서 우선 그 연 을 정리하면서 우리 헌법에 그와 같은 규정이 도입

된 의미와 배경을 찾아본다. 이어서 쟁에의 참여는 단순히 한 국가내의

문제가 아닌 국제법 인 사안이므로 헌법과 국제법상의 침략 쟁과 무력사

용에 한 규정과 논리들을 정리하면서 헌법과 국제법이 어떻게 서로 교차

되면서 이들을 규제하고 있는지를 밝힐 것이다. 이어서 가능하면 미국 등

동맹국들의 이라크 쟁행 와 이에 한 우리의 국군 견이 와 같은

규범에 비추어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68) 유엔평화유지활동을 해 병된 군병력은(2003. 6. 재) 7개 지역에 연인원 총

5,003명에 이른다. 특히 동티모르의 경우 보병을 주축으로 한 ‘상록수부 ’가 병

되어 평화유지군으로서 활동하기도 하 다. 테러 쟁을 한 병은 같은 기간

연인원 총 2,601명이 이루어졌다. 자세한 황은 국방부, 참여정부의 국방정책,

2003, 17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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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헌법상 ‘침략 쟁 부인’의 입법연

1. 행 헌법규정

행 헌법은 문에서 항구 인 세계평화와 인류공 에 이바지할 것을

헌법이념의 하나로 들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하여 제5조 제1항에서

‘ 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 쟁을 부인한다’고 규정

하고 제2항에서 국군의 사명을 ‘국가의 안 보장과 국토방 의 신성한 의무

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은 제60조 제2항에서 선 포

고 국군의 해외 견에 한 국회의 동의권을 규정하고 제73조에서 통

령에게 선 포고와 강화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제89조 제2호에서 선 ․

강화를 국무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모든 종류의 쟁 국군

의 해외 견이 지되는 것이 아니며 일정한 경우 허용될 수 있음을 밝히

고 있다.

이러한 헌법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제평화와 인류공 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침략 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 선 포고를 하

여 쟁을 수행하거나 국군을 해외에 견하여 다른 나라들의 쟁행 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국군의 사명인 국가의 안 보장과 국

토방 의 의무 수행에 반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제5조 제1

항 ‘침략 쟁’의 의미를 해명하는 것은 구체 인 사안이 헌법상 허용되는

쟁 는 국군의 외국 견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2. 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문헌

헌법 문에 의하여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

련 문헌들을 보면 이미 국제평화에 하여 언 하고 있는 규정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우선 한민국임시정부의 성립을 선포함과 동시에 만들어진

‘大韓民國臨時憲章(1919. 4. 11.)’ 제7조는 “大韓民國은 神의 意思에 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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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國한 精神을 世界에 發揮하며 進하야 人類의 文化 及 平和에 貢獻하기

爲하야 國際聯盟에 加入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 비슷한 시기 ‘朝鮮

民國臨時政府 創立章程(1919. 4. 10.)’ 제15조를 보면 “民國은 國際聯盟의 一

員으로서 來의 世界平和에 貢獻할 義務를 充分히 履行할 것으로 함”이라

고 규정되어 있다.69)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당시 국제연맹규약에 의하면 일정한 경우 분

쟁해결을 해 쟁에 호소하는 것이 지되어 있었으므로 와 같이 임시

정부의 문헌들이 세계평화에 공헌할 것과 국제연맹의 일원으로서 그 의무

를 다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국제연맹규약에 의한 쟁행

지를 받아들인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명시 으로 침략 쟁을 부인

하거나 군의 의무를 국토방 에 한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임시정부 성립

기부터 헌법상 일정한 쟁행 가 부인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이후 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들에서는 와 같은 취지의 규정

을 찾아볼 수 없다.

3. 1948년 헌법의 침략 쟁부인 규정 도입

가. 행헌법과 같이 명시 으로 침략 쟁을 부인하고 국군의 의무를 국

토방 에 한정한 취지의 규정은 1948년 헌법에서부터 나타난다. 1948년 헌

법은 제6조 제1문에서 “大韓民國은 모든 侵略的인 戰爭을 否認한다”라고 하

고 제2문에서 “國軍은 國土防衛의 神聖한 義務를 遂行함을 使命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취지의 규정은 유진오가 남조선과도정부 사법부 조선법 편

찬 원회 헌법분과 원회의 을 받아 작성․제출(1948. 5.)한 이른바 ‘유

진오 헌법 안’에 처음으로 나타난다.70) 안 제6조는 “朝鮮民主共和

69) 이상의 임시정부 련 문헌의 내용은 정종섭, 한국헌법사문류, 박 사, 2002를 기

본으로 하 다. 뒤에서 살펴볼 헌법제정을 한 각종 안들의 내용도 이와 같다.

70) 유진오, 헌법기 회고록, 1981, 일조각, 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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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은 國策의 手段으로서의 모든 侵略的인 戰爭을 否認하고 抛棄한다. 國

防軍은 國土防衛의 神聖한 義務를 遂行함을 使命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행정연구회 회원들의 토론을 거쳐 국회헌법기 원회에

제출된 헌법 안71)에서 그 로 유지되었으며 일부 문구가 변경되어 1948.

6. 23. 국회에 토론을 해 제출된 헌법안 제6조에 1948년 헌법과 같은 조

문으로 확정되었다.

헌법안을 제출할 당시 문 원 유진오는 규정의 의미에 하여 다음

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세계의 요 국가가 지 다 가입되어 있는 「 쟁포기에

한 조약」, 그 쟁포기에 한 조약의 기본정신을 우리나라에서도

그곳을 시인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본 것이올시다. 그러나

쟁을 포기한다는 것은 국가를 방어하는 그런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침략 인 쟁은 부인하지만 우리 국가를 방 하

는 데에 있어서는 강력한 국방군을 건설하지 않으면 안되겠음으로 침

략 쟁에 이어서 규정한 바입니다.”72)

여기에서 ‘ 쟁포기에 한 조약’이란 1928년에 체결된 이른바 ‘ 로그-

리앙 조약(Treaty Providing for the Renunciation of War as an

Instrument of National Policy; Kellog-Briand Pact)’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

인다. 이 조약 서문을 보면 제1문에서 “ 쟁을 국가정책의 수단으로 사용하

는 것을 포기하여야 한다”는 을 명시하고 있고, 제1조에도 “조약체결국들

은 상호 계에서 국가정책의 수단으로서 쟁을 포기한다”라고 하여 같은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73) 헌법안 제6조의 신으로 생각되는 유진오

71) 앞의 , 207쪽

72) 제헌국회 속기록 선인문화사, 1989, 제1권 제1회 제17호, 210쪽

73) “Persuaded that the time has, come when a frank renunciation of war as an

instrument of national policy should be made to the end that the peaceful and

friendly relations now existing between their peoples may be perpetuated”

“Article 1.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solemly declare in the names of their

respective peoples that they condemn recourse to war for the solution of

international controversies and renounce it, as an instrument of national policy

in their relations with one an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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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6조에 ‘國策의 手段으로서의 모든 侵略的인 戰爭을 否認하고 抛

棄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기본 인 취지가 일치한다. 따라서 1948년 헌법

제6조 ‘침략 쟁의 부인’은 조약의 ‘Renunciation of War’를 번역하여 그

취지를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군의 국토방 의무 역시 이러한 침략 쟁의 부인과 하게 련되어

해석되어야 한다. 이는 한민국은 침략 쟁을 포기하 지만 여 히 ‘국가

를 방 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실 을 해서만 국군이 존재함을

밝힌 것이다. 따라서 국군이 단순히 국가정책의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무력

사용이나 다른 나라의 침략 쟁에 참여하는 것은 국토방 의무의 수행에

해당될 수 없다.

나. 헌법 안작성자들이 와 같은 취지를 가지고 규정을 만들었다 하더

라도 만약 의회의 토론을 거치면서 의원들이 다른 의미로 해석하고 그러한

의미에 찬동하는 취지로 헌법규정이 확정되었다면 토론과정에서 나타난 의

미 역시 강력한 해석의 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1948년 헌법 제6조에

한 찬반토론을 보는 것은 매우 요하다.

유진오의 와 같은 설명에 응하여 제헌의회의 몇몇 의원들은 규정

을 삭제 는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 다.74) 우선 강욱 의원은 규

정을 삭제하자는 제안을 하 다. 그는 제2차 세계 후 패국(戰敗國)이

이런 규정을 헌법의 문에 규정하 다는 기 원과 문 원들의 설명에

기 하여 ‘패 국이 아닌 신생국가로서 우리가 이를 헌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 패국(戰敗國)에서는 세계평화

를 지향하는 것이고 연합국에 해서 항복한다는 의미로서 쓴 것이므로 이

조문을 삭제하고 다만 헌법의 문에 그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표시하면

족하다’고 삭제를 제안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하여 유진오 문 원은

74) 이러한 수정 는 삭제안에 한 토론은 제2독회(1948. 7. 1.)에서 이루어졌다. 자

세한 토론내용은 제헌국회 속기록 제1권, 제1회 제22호, 361-364쪽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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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이 반드시 패 국의 헌법에 나타난 것만은 아니며 ‘강 국의 유력

한 국가가 다수 참가하고 있는 그 조약의 정신을 이 헌법에서 채용한 것’으

로서 쟁 후 나타난 새로운 헌법들 를 들면 랑스 는 필리핀 헌법

등이 패 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침략 인 쟁에 한 증오감, 평화를

사랑하는 그 정신을 나타냈기 때문에 헌법 속에 채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충설명을 하 다. 이어서 이진수 의원은 “우리는 약소민족인 까닭에 쟁

을 부인한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한가지는 우리는 약소민족인 까

닭에 嚴正中立이라는 의미를 이 조문에 넣어야겠다는 것이 한가지 지

하는 이유올시다”라며 삭제에 반 하는 입장을 밝혔다.75)

삭제하자는 제안 이외에도 김재학 의원은 헌법의 의를 밝히고 공세

인 입장을 취하는 의미로 ‘ 한민국은 道義彰明으로 건국의 정신으로 하고

침략 인 쟁을 부인한다’라고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하 다. 이에

하여 윤석구 의원은 ‘침략 인 쟁을 부인한다는 것에 道義彰明의 정신

이 포함되었고 한 국제평화를 주장하는 그 정신도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이정래 의원 역시 ‘침략 쟁부인으로 道義彰明의 뜻은 히 표 되었다’

는 이유로 김재학 의원의 수정동의안에 한 반 의견을 밝혔다.

다른 수정동의안으로 김문평 의원은 안내용을 ‘ 한민국은 평화

를 주장함으로 모든 침략 인 쟁을 부인한다’로 수정하자고 제안하 다.

그는 헌법 문에는 세계평화를 강조하는 내용이 있으나 본문에는 없어 내

용충실을 해 필요하고, 앞으로 립국가가 될 것을 상정할 때 평화를 기

로 하는 국가만이 그 자격이 있으며, 유엔의 일원이 될 자격을 주장하는

데 필요한 정치 의의가 있으므로 와 같이 수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다.

마지막으로 오택 의원은 ‘ 한민국은 하느님의 聖旨를 받들어 道義의

彰明을 건국정신으로 하고 침략 쟁을 부인한다’로 수정하자고 주장하

다. 독립에 하여 하느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조선의 고유도덕을 숭상하

75) 이진수 의원은 삭제에는 반 하 으나 아래에서 살펴볼 김재학 의원의 수정동의

안에 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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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미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해서 신앙문제나 신의 문제는 각 국

민의 종교생활의 문제로서 이를 방임하는 것이 당하다는 이재학 의원의

반 의견이 있었고, 정 의원은 한민국임시정부헌장에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건국의 정신으로 한다’고 하는 명문이 있고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하느님이라는 말을 해왔으므로 지 와서 이를 잊고 지내는 것은 신의 뜻

에 어그러지는 것이라고 하며 수정에 찬성의견을 밝혔다.

이와 같이 여러 건의 삭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지만 표결에 의하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헌법안 제6조는 원안 그 로 통과되었다. 따라서

기본 으로 1948년 헌법 제6조 침략 쟁의 부인 규정에 기 원들이 부여

한 ‘국가정책으로서 쟁사용의 포기’라는 의미가 리 의원들에게 받아들

여졌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더불어 반 토론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당시 규정에 우리나라가 립국으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

고 보는 견해도 상당히 리 퍼져있었음을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4. 소 결

1948년 헌법에서 확정된 침략 쟁부인 규정은 1962년 헌법 제4조에서 ‘국

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라는 문구가 첨가되어 행 헌법 제5조 제1항과

같은 문구로 규정되었지만 당시 조문에는 국군의 사명에 한 제2문이

삭제되어 있었다. 이후 1980년 헌법 제4조는 제1항에서 의 규정을 그 로

받아들이면서 제2항에서 “국군은 국가의 안 보장과 국토방 의 신성한 의

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 고, 1987년 개정시 제2항의 말미

에 ‘그 정치 립성은 수된다’는 문구가 덧붙여져 행 헌법의 규정으

로 확정되었다. 이러한 규정의 변천에 의하면 몇 차례 문구와 순서가 변경

되기는 하 지만 1948년 헌법 당시의 기본 인 내용은 행 헌법까지 그

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행 헌법상의 침략 쟁부인규정이 기본 으로 국제조약인 ‘ 쟁

포기에 한 조약’을 기반으로 도입되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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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 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헌법 제6조 제1항)76) 결국 우리 헌법상 어

떠한 경우가 침략 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단하기 해서는 국제법의

논의들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입법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

제연맹체제 쟁포기에 한 조약이 규정의 바탕이 되었으므로 그

의미를 정확히 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나아가 이후 그러한 규범의 취지가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새롭게 해석되어 재까지 이어져왔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요할 것이다.

Ⅲ. 국제법상 침략 쟁의 지

1. 국제연맹규약

국제법 으로 일정한 경우의 쟁을 지하고 법한 쟁을 일으킨 국

가에 한 제재를 규정한 것은 국제연맹규약(Covenant of League of

Nations, 1919)에서 시작되었다. 그 에도 ‘국제분쟁의 평화 해결을 한

헤이그 약(Convention for the Pacific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1899, 1907)’과 같은 노력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국가간의 계에

서 무력에 호소하는 것을 가능한 한(as far as possible) 막기 하여 최선

을 다할 것’을 합의(제1조)하고 ‘국가간의 심각한 이견이나 분쟁의 경우 무

력에 호소하기 에 사정이 허락하는 한(as far as circumstances allow) 주

선이나 개를 의뢰할 것’을 합의(제2조)한다는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들 약은 단지 쟁발생을 억제할 뿐 일정한 쟁을 지하는 데에는 미

치지 못하 던 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비하여 국제연맹규약은 제8조에서 평화의 유지를 하여 국가의 안

과 국제 의무의 이행을 해 필요한 수 으로 군축을 행할 필요

76) 이 규정은 1948년 헌법에서부터 존재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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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음을 규정하고, 제10조에서 연맹국에 한 외부의 공격(external

aggression)에 하여 집단 으로 응할 것을 규정함과 동시에, “연맹국

상호간에 국교단 의 우려가 있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if there should arise

between them any dispute likely to lead to a rupture) 재 는 사법재

, 연맹이사회 등의 심사에 부의할 의무를 지며, 어떠한 경우에도 재

정이나 결, 는 이사회의 보고가 있은 후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쟁

에 호소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제12조)”고 규정하 다. 나아가 결에 복

종하는 일방당사자나 연맹이사회가 분쟁해결을 하여 행한 권고에 복종하

는 일방에 하여 타방이 쟁을 일으킬 수 없음(제13조 제4항, 제15조 제6

항)을 밝힘으로써 일정한 경우 연맹국들이 분쟁해결을 해 쟁에 호소하

는 것을 지하 다. 한 국제연맹규약은 의 규정들에 반하여 쟁을

일으킨 연맹국의 경우 다른 모든 회원국들에 한 쟁행 를 행한 것으로

간주되어 심각한 무역, 융, 교역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연맹이사회는

몇몇 국가에 무력사용에 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제16조 제1항, 제2

항) 쟁 지규정을 반한 국가에 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연맹규약은 일정한 국가 간 분쟁의 경우 재재 등 제3

의 기구에 의한 해결이 이루어지면 쟁에 호소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함으

로써 정책수단 는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쟁의 이용을 제한하 고 그 실

행을 한 강제수단을 명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여 히 쟁을 합법 으로 행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는 한계가 있었

고 이사회 는 총회의 의사결정이 모두 만장일치로 이루어지도록 되어있

음으로써(제5조 제1항) 강제수단 등의 시행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2. 쟁포기에 한 조약

가. 에서 살펴본 국제연맹규약의 한계를 해결하고 쟁을 반 으로

지하기 한 시도로서 체결된 것이 ‘ 쟁포기에 한조약(Treaty

Provi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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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Renunciation of War as an Instrument of National Policy,

1928; 일명 Kellog-Briand Pact)’이다. 그 문에서 서명국들77)은 다음과 같

이 선언하 다. 그들은

“인류복지를 증진하여야 할 엄숙한 의무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 그 국민

들 사이에 재 존재하는 평화 이고 우호 인 계를 속시키려면 국가

정책수단으로서의 쟁을 솔직하게 포기(a frank renunciation of war as

an instrument of national policy)해야할 시간이 왔고 … 상호 계의 모든

변화는 오직 평화 수단에 의하여만 이루어져야 하며 평화 이고 법 인

차(peaceful and orderly process)의 결과여야 한다… 따라서 세계문명국

가(the civilized nations of the world)들을 국가정책수단으로서의 쟁을

공통 으로 포기하는 데에 결합시켜야 함을 … 인정한다.”

이에 따라 조약 본문의 처음 두 조항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제1조. 조약 체결국들은 국제분쟁의 해결을 해 쟁에 호소하는 것을

규탄하며 상호 계에서 국가정책수단으로서 쟁을 포기할 것을 개별국민

의 이름으로 엄숙하게 선언한다.

제2조. 조약 체결국들은 그 성격과 기원에 상 없이 그들 사이에 일어나

는 모든 형태의 분쟁과 갈등의 해결과 해소는 평화 인 방법 이외에는 다

른 방법에 의하지 않는다는 에 동의한다.”

이와 더불어 쟁을 수단으로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s)을 도모하는 경

우 당해 조약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지 못한다(should

be denied the benefits furnished by this Treaty)고 규정하여(서문 제3문)

조약 반의 경우 다른 조약 체결국들에 의한 합법 인 무력사용의 상이

될 수 있음을 간 으로 밝히고 있다.

이는 면 으로 침략 쟁을 한 것이며 국제연맹규약에 비하여 쟁

77) 조약은 1928. 8. 27. 독일, 미국, 벨기에, 랑스, 국, 이탈리아, 일본, 체코슬

로바키아, 폴란드 등 9개국에 의하여 체결되었으나, 이후 그 취지에 동의하는 국

가들의 참가를 정하는 개방조약(open treaty)임을 조약의 말미에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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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화의 범 를 크게 확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조약 반에 한

제재수단과 쟁의 합법성을 정하는 국제기구에 한 언 이 없다는 한

계를 가지고 있었다.78)

나. 이 조약은 이후 국제 인 분쟁이 발생할때마다 국제재 소들에 의하

여 그 의미와 효력이 새롭게 해석되었고 특히 범재 에서 처벌의 근거가

되어왔다. 특히 제2차 세계 후에 있었던 뉘른베르크 범재 소의 결

(Opinion and Judgement,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at Nuremberg,

1946)은 조약으로 말미암아 침략 쟁이 국제법상의 범죄가 되었다고 지

하 다.

“조약에 서명한 이후에 어떤 국가가 국가정책의 수단으로 쟁에 호

소하는 경우 이는 조약의 반에 해당한다. 재 소의 견해에 의하면

국가정책으로서의 쟁의 엄숙한 포기는, 그러한 쟁은 국제법 으로

불법이며 그러한 쟁을 계획하고 수행하여 그에 필연 으로 수반하는

가공할 결과들을 래한 자들은 이를 행하는 범죄를 지르는 것이라

는 제와 반드시 련되어야 한다. 국가정책수단으로서 행하여지는

국제분쟁의 해결을 한 쟁에는 침략 쟁이 포함되며 따라서 그러한

쟁은 조약에 의하여 불법화하 다.”79)

이러한 내용은 비슷한 시기 미국이 독일 령지역에 설치한 범재 소

(American Military Tribunal, 1948)에서의 United States of America v.

Wilhelm von Leeb et al.(The High Command Case) 사건 결에서도 볼

수 있다.

“이것은 이후 각각의 서명국들이 국제법의 제한 속에서 다른 국가의

무

78) 이한기, 국제법강의(신정 ), 1997, 690-691쪽

79) Jordan J. Paust 외 7인, International Criminal law - Cases and Materials,

Carolina Academic Press, 2000, 756쪽; Preparatory Commission for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Historical review of developments relating to

aggression, PCNICC/2002/WGCA/L.1, 27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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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 의한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황에서 주권국으로서의 모든 특

권들과 권한들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되어야 한다는

을 선언한 것이다. 이에 부가하여 무력에 의한 국제 계의 변화 는

변화의 시도는 침략행 이며 침략이 쟁을 가져온다면 그 쟁은 침

략 쟁이 된다. 따라서 조약으로 포기된 것은 침략 쟁인 것이다.

이로써 바로 침략 쟁이 국제법상의 범죄가 되었다.”80)

그러나 이 조약이 명시 으로 그러한 쟁들을 범죄라고 규정하지 않았

고 그러한 쟁을 일으킨 자들을 재 하기 한 법원에 하여 아무런 언

이 없는 에서 와 같은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이에

하여 뉘른베르크 범재 소는 “포로의 비인간 우, 독성무기의 사용

등을 지한 1907년 헤이그 약은 그러한 행 들을 범죄라고 명시하지 않

고 이에 한 형벌 역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그 반자들을 재 하고 처

벌하기 하여 법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어떠한 언 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해 동안 군사법원들은 이 약에 규정되어 있는 쟁에 한 규칙을

반한 사람들을 재 하고 처벌해왔다”면서, 침략 쟁의 수행은 헤이그

약의 규칙 반 보다 훨씬 한 불법이고 국제조약들은 일반 인 법의 원

칙들을 다루어야 하지 차 인 행정사항을 다룰 필요는 없는 을 기억하

여야 한다고 하 다. 특히 조약체결 이후의 많은 국가들의 행과 행 들이

조약에 부여한 침략 쟁이 단지 불법 일 뿐 아니라 범죄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선언하 다.81)

다. 쟁포기에 한 조약의 문언과 그에 한 일련의 결례를 종합해보

면 조약은 국가의 정책수단으로서 이용되는 쟁은 면 으로 지되

며 이러한 규정에 반하여 수행되는 쟁은 침략 쟁으로서 불법 인 것

일 뿐 아니라 이를 수행한 자들은 범죄자로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

를 가지고 있다.

80) Jordan J. Paust 외 7인, 주 15, 765쪽; Preparatory Commission for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주 15, 53쪽에서 재인용.

81) Jordan J. Paust 외 7인, 주 15, 757-758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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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헌법상의 ‘침략 쟁의 부인’이 와 같은 조

약의 기본정신을 수용한 것이므로 결국 그 의의 역시 우리나라의 정치 ,

경제 이익을 증진시키기 한 정책 고려에 의하여 쟁을 수행하는 것

은 침략행 (act of aggression)로서 헌법에 반된다는 것이며 나아가 그에

한 책임이 있는 자82)들은 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를 범한 범죄자

로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까지 해석될 수 있다.83) 한 정책수단으

로서 해외 병 등으로 침략 쟁에 참여하는 것이 국군의 사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며 일정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정책결정에 참여한 자들이

형사 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실 으로 구체 인 처

벌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헌법규정만으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어도 침략 쟁의 문제가 단순히 정치 인 정책결정의 상이 아니며 정

교한 사법 단의 상이 됨을 이미 헌법규정이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82) “ 쟁은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불문하고 국가 정책 수행의 하나이다. 쟁을 시작

하도록 한 정책이 그 의도와 목 의 면에서 범죄 이라면 그것은 정책결정자가

그 정책을 결정하면서 범죄의 의도와 목 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쟁이 범

죄목 의 달성을 한 수단이라면 쟁의 수행은 단지 그러한 정책의 수행에 불

과하며 쟁 수행에 수반되는 범죄성은 정책결정 수 에 참여한 사람들에 한정

되어야 한다.”(United States of America v. Wilhelm von Leeb et al., Jordan J.

Paust 외 7인, 주 15, 762쪽에서 재인용)

83) 국가에 의한 침략행 와 개인에 의한 침략범죄는 개념상 구별되며 국가는 침략

행 를 행한 데 하여 국제 인 책임을 지고 개인은 침략범죄를 범한 데 하

여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특히 이러한 개념 인 구별은 국제형사재 소

(International Criminal Court)가 설립되고 그 할범죄로서 침략범죄(the crime

of aggression)가 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rticle

5, 1(d)]된 이후 의미가 있다. 자세한 것은 최태 , 국제형사재 소 할 상범죄

로서의 침략범죄, 세계화시 의 법․법률가(제3회 한국법률가 회 논문집), 2002,

385-38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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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연합헌장84)

가. 제2차 세계 이후 1945년 국제연합이 만들어지면서 종래의 쟁

지는 포 으로 무력의 사용이나 을 지하고 다만 외 으로 자

를 한 무력행사와 국제연합의 승인을 얻은 무력사용만이 허용되는 것으

로 발 하 다. 국제연합헌장은 제2조 제4항에서 다른 국가의 토보

(territorial integrity)이나 정치 독립(political independence)에 하여

는 국제연합의 목 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기타 방식으로 행하는 회원국들

의 ‘무력의 이나 무력행사(threat or use of force)’를 지하고 제33조

에서 어떠한 분쟁도 평화 해결에 의하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신

제39조에서 안 보장이사회로 하여 평화에 한 (threat to the

peace), 평화의 괴(breach of the peace) 는 침략행 (act of

aggression)의 존재를 결정하고, 국제평화와 안 을 유지하거나 이를 회복

하기 하여 권고하거나 경제제재 외교 계의 단 (제41조) 그리고 무력

의 사용(제42조) 등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나

아가 외 으로 제51조에서 국가가 가지는 본질 권리로서 개별 , 집단

자 권(right of individual or collective self-defence)을 인정하고 있다.

나. 국제연합헌장이 성립된 후 많은 시간이 흘 음에도 불구하고 제2조

제4항에서 지하는 무력행사의 범 와 제39조의 평화에 한 과 괴

그리고 침략행 의 개념, 제51조 자 권 발동의 요건 등의 해석에 한 논

의는 여 히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제2조 제4항이 제51조에 의한 자 권행사

이외의 개별국가들에 의한 ‘모든’ 무력행사를 지하는지에 해서는 많

84) 쟁포기에 한 조약과는 달리 국제연합헌장상의 여러 규정들이 헌법해석에 직

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제연합상의 무력사용과 침략 쟁에

한 규정은 국제사회의 평화를 지키려는 일련의 노력의 연장선상에 치하는 것

이므로 이 의 논의들이 재 가지는 의미를 악하기 해서는 검토가 필요하

다. 게다가 1991년 우리나라가 국제연합회원국이 된 과 국제법의 국내법 효

력에 한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국제연합헌장상의 논의들이 헌법상 침략

쟁부인 규정과 무 하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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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논란이 있다.

국제연합헌장은 개별국가들에 의한 자력구제식 무력행사를 지하는

반 인 분 기와 방침을 배경으로 제정되었으므로 국제연합헌장의 승인 없

는 개별국가의 모든 무력행사가 지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이른

바 포 지설이 재 일반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한편 규정을 제한 으로 해석하여 다른 국가의 토보 이나 정치

독립과 직 인 련이 없는 무력행사는 국제연합의 목 과 양립하는

한 허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를 들면 다른 국가의 무력공격이

상되는 상황에서의 무력행사, 다른 국가에 억류되어 있는 자국민의 보호

를 한 무력행사, 그리고 다른 국가에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시정하기

해 개별국가가 국제연합의 승인 없이 무력 으로 개입하는 ‘인도 간섭

(humanitarian intervention)’이 허용된다는 것이다.85)

4. 자 권의 행사

가. 국제연합헌장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 권발동의 요건인 ‘무장

공격이 발생한 경우(if armed attack occurs)’의 해석에 하여도 견해가

립되고 있다. 우선 무엇을 무력공격으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

다. 이를 해서는 국제연합총회 결의 제2625호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국가

간 우호 계 력에 한 국제법원칙의 선언(Declaration o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

among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States,

A/8082, 1970)’이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다.86) 결의는 우선 헌장 제2조 제

4항의 내용인 “모든 국가는 다른 국가의 토보 이나 정치 독립에

85) 이상의 학설상의 립에 하여는 이충면, 힘의 리시스템: 무력행사(use of

force)에 한 국제법체계, 21세기 국제법질서(개정 ), 2001, 634-635 참조

86) 이 결의는 국제연합 25주년을 맞이하여 당시까지 있었던 국가 간 우호 계

력에 한 국제법 원칙을 집 성한 것으로서 국제법 발 에 이정표가 된 것으

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 의의에 해서는 결의 서문 제1문, 제4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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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는 국제연합의 목 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기타 방식으로 행하는

무력의 이나 무력행사를 삼갈 의무가 있음”을 첫 번째 원칙으로 선언

하고 이에 하여 해설을 덧붙이고 있다. 그 무력행사와 련된 것들은

다음과 같다.

“침략 쟁(a war of aggression)은 평화에 한 범죄(a crime against the

peace)에 해당하며 국제법상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모든 국가는 존재하는 다른 나라의 국제 토를 침범하거나 토분쟁과 국경

에 련된 문제를 포함한 국제분쟁해결의 수단으로서 무력행사 는 을

삼갈 의무를 진다…

모든 국가는 평등권과 민족자결원칙의 구체화와 련하여 국민들로부터 민

족자결과 자유 그리고 독립권을 박탈하기 한 강압행 (forcible action)를 삼

갈 의무가 있다.

모든 국가는 다른 국가의 토에 침입하기 한 용병을 포함한 비정규군

는 무장군 (irregular forces or armed bands)들의 조직 는 조직의 장려를

삼갈 의무가 있다.

모든 국가는 다음의 언 되는 행 들이 무력사용 는 과 련되는 경

우, 다른 국가에서의 내 는 테러리스트 행 (acts of civil strife or

terrorist)의 조직, 조장, 지원 는 참가(organizing, instigating, assisting or

participating) 는 앞의 행 에 기여하기 한 행 들이 자국 토 안에서 일

어나는 것의 묵인을 삼갈 의무가 있다…”

앞의 두 문장은 침략 쟁이 범죄에 해당하며 분쟁해결수단으로 무력행사

는 을 삼간다는 내용으로 특별한 것은 없다. 다만 헌장 제2조 제4항

에 이와 같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는 에 의미가 있

으며 지되는 무력의 이나 무력행사의 가장 한 것으로 침략 쟁

이 포함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자 권행사의 요건인 무력공격의 해석

에 요한 것은 뒤의 세 문장이다. 이들은 무력사용의 하지 않은 형태를

언 한 것으로 침략 쟁에는 미치지 않으나 국제연합헌장에 의하여 지된

무력사용에는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에서 언 된 모든 행 를 자 권의 상인 ‘무장공격(armed

attack)’으로 볼 수는 없다. 를 들면 경미한 테러리스트 행 에 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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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있었다고 바로 자 권의 행사가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제사법재 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도 “한 국가에 의한 무장 부

의 다른 국가에 한 견에, 그들의 행 가 규모와 효과면에서 단순한

국경분쟁이 아닌 정규군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 무장공격으로 분류될 수 있

는 것일 경우, 습법상 무력공격의 지가 용될 수 있음을 부인할 이유

가 없다.”고 하며 ‘상당한 규모로 발생하는 무장 부 에 의한 행 들(acts

by armed bands where such acts occur on a significant scale)’만이 무장

공격에 포함된다고 보고 단순한 ‘무기의 공 는 운송수단의 제공 는

다른 수단에 의한 반란에 한 원조’는 무력사용 는 이나 내정 는

외정에 한 간섭에 해당할 뿐 자 권의 상이 되는 ‘무장공격’에 해당하

지는 않는다고 하 다.87) 따라서 규모가 무장공격에 미치지 않는 낮은 수

의 무력사용에 하여 자 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무력을 사용하는 경

우 이는 국제연합헌장상 자 권의 발동으로 볼 수 없다.

나. 나아가 ‘무장공격이 실 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자 권을 발동할 수 있는가’라는 비 자 권(anticipatory

self-defense)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의 출 으로 말미암아 비 자

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상 자 권 자체가 무의미하게 될 우려가 있다

는 이유로 체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남용가

능성으로 인하여 한계와 행사요건에 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88)

비 자 권 행사요건과 련하여 제2차 세계 후에 있었던 뉘른베

르크(Nuremberg) 범재 소 결을 여겨 볼만하다. 당시 독일제국의 덴

마크, 노르웨이 침략에 하여 피고인들은 방 자 권의 발동이라고

87)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Nicaragua v.

United States, 1986), General List No. 70, 195, 93-94쪽. 이 사건은 미국이 니카

라과내부의 일명 ‘contra’반군들을 지원한 것에 하여 니카라과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미국은 니카라과가 엘살바도르정부에 한 반군들을 지원한 사실을 들어

집단 자 권을 주장하 다.

88) 김 원, 자 권에 한 유엔헌장 제51조와 비 자 권 문제, 주 21, 67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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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 고 재 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방어 조치의 요건으로

“자 를 한 즉각 이고 압도 인 필요성이 존재할 것, 방어를 한 다른

수단이 없을 것 그리고 숙고할 시간이 없을 것”을 들고 있다.89)

이와 같이 비 자 권은 ‘ 존하는 험과 임박한 (present

danger and imminent threat)’이 있는 경우에 자 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테러리즘에 한 공격의 경우 그러한 형태의 이 존재하

지 않더라도 선제 으로(preemptively) 자 인 공격이 가능하다는 재

미국의 략 입장90)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보인다.

5. 침략행 의 개념정의

가. 침략행 의 해악은 일 부터 국제사회에서 인식되어왔으므로91) 그

개념을 규정하려는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다. 표 인 것으로 1974

년 국제연합총회 결의 3314호 ‘침략행 의 정의(definition of aggression)’를

들 수 있다.92) 이 결의는 우선 침략행 를 ‘한 국가에 의해 다른 국가의 주

권, 토보 는 정치 독립에 하여 는 국제연합헌장과 양립되지 않

는 기타 모든 방법에 의해 행해지는 무력행사(the use of armed force)(제1

조)’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국제연합헌장 제2조 제4항 는 국제연합총회

결의 2625호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국가 간 우호 계 력에 한 국제

법원칙의 선언’의 제1원칙을 거의 그 로 언 한 것이며, 침략을 극

89) Jordan J. Paust 외 7인, 주 15, 753쪽에서 재인용

90) Bush,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ptember 2002, 6쪽

91) 를 들면 뉘른베르그 범재 소는 “ 쟁은 본질 으로 악한(evil) 것으로 그 결

과는 교 국가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세계에 향을 미치므로 침략 쟁

을 일으키는 것은(to initiate a war of aggression) 단지 하나의 국제범죄에 그치

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 모든 쟁범죄의 악을 축 하여 담고 있다는 에서

다른 쟁범죄들과는 구별되는 최상의 국제범죄(supreme international crime)”라

고 하고 있다.(Jordan J. Paust 외 7인, 주 15, 752쪽에서 재인용)

92) 이 결의의 채택과정에 해서는 박시홍, 침략과 자 권에 한 소고, 조선 법

학논총 9집, 2003, 133-13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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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의하기보다는 국제연합헌장에 한 반을 들어 순환 으로 개

념을 설정하고 있다.

결의 제3조는 의 정의를 부연설명하여 선 포고의 유무에 상 없이

(a) 타국 토에 한 무력침입․ 령․합병, (b) 타국에 한 폭격 는 무

기의 사용, (c) 무력에 의한 항만이나 연안의 쇄, (d) 다른 나라의 육․

해․공군 는 해병 그리고 선단에 한 공격, (e) 정에 의하여 주둔하

는 다른 나라에서 정에 반하여 무력을 사용하거나 잔류하는 경우, (f)

자국 토에서 다른 나라 군 가 제3국에 무력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

그리고 (g) 무장부 (정규군, 비정규군, 용병포함)를 견하여 앞의 행 에

상당하는 성을 갖는 무력행 를 하도록 하거나 그에 실질 으로 여

(substantial involvement)하도록 하는 경우를 침략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다만 침략행 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해서 ‘한 국가의 국제연합헌장에

반되는 선제무력행사(the first use of armed force)는 침략행 를 추정하

는 증거’가 되나, 안 보장이사회는 련행 들과 그 결과 등 련사정에

비추어 그 행 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결정할 수 있고(제2

조) 특히 제3조에 열거된 행 는 모두를 망라한 것이 아니므로 그 밖의 행

에 해서도 침략행 로 결정할 수 있다(제4조). 나아가 결의는 어떠

한 정치 , 경제 , 군사 고려사항도 침략을 정당화하지는 않으며, 침략으

로 인한 토취득이나 특별한 이익도 합법 인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침략 쟁은 국제평화에 한 범죄임을 확인하고 있다(제5조).

결의 제1조만을 보면 무력사용의 정도나 실질 인 여의 면에서 앞

서 살펴본 자 권의 요건이 되는 ‘무장공격(armed attack)’보다 더 낮은 수

의 무력사용도 국제연합헌장에 반되는 것이므로 침략행 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제3조에 열거되어 있는 행 들을 보면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

지는 것을 정하고 있고 (g)호에서 이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모든 국제연합

헌장에 반된 무력사용이 침략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특히 유의해야할 은 (g)호에서 병의 경우 침략행 에 해당하려면 일

정한 무력행 에 ‘실질 으로 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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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른 국가들의 침략행 를 단순히 부수 으로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침략행 에 해당하지 않으며 문제가 된 무력행사에 가담하여 일정한 역할

을 하여야 한다는 을 지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다른 나라의 침

략 쟁에 한 의료지원 행 나 물자 는 자 의 지원만으로는 침략행

를 하 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이와 같은 국제연합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와 같은 침략행

의 개념정의가 일반 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결의

내용의 습법 지 획득여부와 침략범죄정의시의 원용가능성에 하여 끊

임없이 찬반양론이 립되고 있기 때문이다.93) 특히 국제형사재 소의 할

범죄로서 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를 규정하면서 이를 정의 내리려는

노력이 계속되었지만 국가간 주장의 립으로 말미암아 개념규정이 실패한

것을 보아도 이러한 을 알 수 있다.94) 따라서 어느 경우가 국제법 으로

지되는 침략행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 히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

로 보아야 한다.

6. 소 결

이상에서 국제법상의 침략 쟁의 지에 하여 우리 헌법사 으로 요

한 문헌인 국제연맹규약과 쟁포기에 한 조약을 심으로 살펴보고 당

시의 논의들이 오늘날 어떻게 변화․발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해 국

제연합 성립 이후의 침략행 에 한 논의까지 검토하 다. 이는 다음과 같

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1) 정치 , 경제 이익을 증진시키기 한 정책 수단으로서 이루

93) 최태 , 주 19, 381-382쪽

94) 김 석, 국제형사재 소법강의, 법문사, 2003, 36～38쪽; 침략범죄의 개념정의를 해

많은 국가들이 의견을 제출하 고 재 이를 충하여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 에 있

다. 특히 2002년 제출된 소회의 의장(Coordinator of Working Group)의 통합안을 보

면 이러한 시도가 상당히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Preparatory Commission for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Discussion paper proposed by the Coordinator,

PCNICC/2002/WGCA/RT.1/Rev.1, I, 1.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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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쟁은 침략 쟁으로서 지된다.

(2) 침략 쟁에 책임 있는 련자들은 범죄자로서 형사처벌의 상이 된

다(따라서 침략 쟁의 여부는 사법 단의 상이 된다).

(3) 선 포고에 의한 정식 쟁 이외에도 국제연합헌장에 반되는 일정

한 수 을 넘는 무력행 의 경우에는 침략행 에 해당하며 이는 불법이다.

(4) 주도 으로 쟁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군을 견하여 무력행사에 실

질 으로 여하는 경우에는 침략행 를 한 것으로 본다.

헌법 제5조 제1항의 해석에 국제법상의 와 같은 모든 논의들이 그 로

용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특히 제5조 제1항은 ‘침략 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과연 국제법상의 ‘침략행 ’에 한 논의가 그 로 용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1948년 헌법을 제정할 당시 헌법 제5조

제1항에 ‘침략 쟁 부인’ 규정을 둔 것은 ‘ 쟁포기에 한 조약’의 기본취

지를 도입한 것이고 그 조약에서 형성된 법원리들이 이후 국제법에서 침략

쟁뿐 아니라 그보다 하지 않은 침략행 의 지에까지 발 해 온 것이

므로, 어도 에서 악된 최소한의 부분만큼은 헌법규정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Ⅳ. 국군부 의 이라크 쟁 견에 한 법 평가

이라크 쟁에 한 국군부 의 견이 법 으로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

를 살피려면 먼 이라크 쟁 자체의 법 정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국

제법 으로 정당한 쟁과 무력사용인 경우 이에 참여하는 것은 국제사회

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이자 의무의 하나로 볼 수 있기 때문

이다. 미국의 이라크에서의 쟁행 에 한 국제법 평가는 학자들에 의

하여 이미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95) 이 에서는 국군부 의 견에

95) 표 인 것으로 김 정, 아 카니스탄과 이라크에의 미국 무력행사에 한 국제

법 평가,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04, Vol.3, No.1, 1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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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평가에 필요한 정도로만 간략하게 검토하려고 한다.

물론 이라크 쟁이 국제법 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라 해도 우리의 병

결정의 헌성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에 고유한 정당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군부 의 제2차 병이

이미 결정되어 ‘자이툰 부 ’가 재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고 병시한의

연장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미 종료된 제1차 병에 한정하여 그

헌성 여부를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1. 이라크 쟁에 한 국제법 평가

가. 국제연합결의의 존재 여부

먼 미국과 국을 심으로 이루어진 동맹군은 자신들의 군사행동이

국제연합안 보장이사회 결의 제678호, 제687호, 제1441호를 근거로 국제평

화와 안 을 회복하기 하여 취해진 조치이므로 법하다고 주장한다.96)

국제연합안 보장이사회는 결의 제678호(1990. 11. 29.)에서 이라크의 쿠

웨이트로부터의 즉각 이고 무조건 인 철수를 구하는 국제연합안정보장

이사회 결의 제660호(1990. 8. 2.) 련결의의 이행을 한 무력사용을

승인하 고97) 결의 제687호(1991. 4. 3.)에서 이라크에게 국제감시하의 생

96) The Use of Force Against Iraq, Current Developments, ICLQ vol 52, July

2003, p.811. 이는 국정부가 하원에 이라크 쟁에 한 법 근거를 설명하기

해 제출한 보고서를 정리한 것이다. 미국 측의 논거 역시 이와 다르지 않을 것

으로 생각된다.

97) “2. 이라크가 1991년 1월 15일까지 에 언 된 결의들을 완 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쿠웨이트정부와 력 계에 있는 회원국들이 결의 제660호와 이어진 모든

련결의의 이행 국제평화와 안 의 회복을 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승인함[Authorizes Member States co-operating with the

Government of Kuwait, unless Iraq on or before 15 January 1991 fully

implements,(…) the above-mentioned resolutions, to use all necessary means

to uphold and implement resolution 660(1990) and all subsequent relevant

resolutions and to resto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e area]”

여기서 “필요한 모든 조치(all necessary means)”는 국제연합안정보장이사회에서 무

력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일반 으로 사용되는 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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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 탄도미사일, 핵무기, 핵물질 등 량살상무기 괴, 제거의무와

테러지원 지의무를 부여하고 이라크가 와 같은 의무들을 공식 으로 받

아들이는 경우에만 결의 제678호에 의한 쟁의 종료(cease-fire)가 유효하

다고 규정98)하여 이라크의 의무 반시 무력사용이 가능함을 시사하 다.

나아가 국제연합안 보장이사회 결의 제1441호(2002. 11. 8.)는 이라크가

결의 687호를 비롯한 안 보장이사회의 련 결의에서 규정한 의무들을

하게 반하 음을 확인하고99) 이라크의 계속되는 의무 반이 있는 경

우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을 거듭 경고하 음을 인정함으로써100) 무력사

용의 요건인 이라크의 의무 반 역시 확인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결의 제678호는 소 걸 이 1991. 1. 17. 일어나기 에 국

제연합안 보장이사회가 이라크의 즉각 인 철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

온 것으로 무력사용 승인의 주된 취지는 쿠웨이트의 토를 회복하기 한

것이었고, 결의 제687호는 소 걸 이 1991. 2. 8. 종료된 후 이라크

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기 한 것으로서 제34조에서 그 이행과 동지

98) “33. 이라크의 규정들의 수용이 공식 으로 국제연합 사무총장과 안정보장이

사회에 통지되면, 결의 678에 의한 이라크와 쿠웨이트 그 력국간의 쟁종

료가 유효함을 선언함[Declares that, upon official notification by Iraq to the

Secretary-General and to the Security Council of its acceptance of the above

provisions, a formal cease-fire is effective between Iraq and Kuwait and the

Member States cooperating with Kuwait in accordance with resolution 678

(1990)]”

99) “1. 이라크가 특히 국제연합사찰단 국제원자력기구에 하여 력하지 않고

결의 제687호 8조부터 13조에서 요구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결의 687

호를 포함한 기타 련 결의들하의 의무들의 한 반 상태에 있음을 확인한

다[Decides that Iraq has been and remains in material breach of its

obligations under relevant resolutions, including resolution 687(1991), in

particular through Iraq's failure to cooperate with United Nations inspectors

and the IAEA, and to complete the actions required under paragraphs 8 to 13

of resolution 687 (1991)]"

100) “13. 안 보장이사회는 계속되는 의무 반으로 인해 이라크가 심각한 결과에 직

면할 것임을 거듭 경고해왔음을 상기한다(Recalls, in that context, that the

Council has repeatedly warned Iraq that it will face serious consequences as a

result of its continued violations of its obl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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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평화와 안 을 보장하기 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명시한 101)에 비추어 결의 제678호의 무력사용승인의 효력이

이에 미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결의 제1441호는 명시 으로

무력사용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채 단순히 이라크의 의무 반이

계속되는 경우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는 을 경고하는 것에 그쳐

문언상 자동 인 무력사용을 허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결의 제1441

호가 성립된 이후 미국과 국이 무력사용에 한 새로운 결의를 얻어내기

하여 노력하다가 그 망이 불투명하자 결의안을 철회한 을 보아도 미

국과 국조차도 와 같은 결의들만으로 국제법 으로 허용된 무력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미국 통령 부시의 주요 투 종료선언(2003. 5. 1.) 이후의 국제연

합안 보장이사회 결의 제1483호(2003. 5. 22.), 제1511호(2003. 10. 16.)를 근

거로 미․ 동맹국의 이라크 쟁이 사후에 추인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

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결의가 동맹국들의 이라크 령과 이후 활동들을

수용하고 있다 하더라도102) 이는 이미 쟁이 종료되고 기존 이라크 정부

가 붕괴된 상황에서 후 처리를 하여 잠정 으로 령국들의 권한을 인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처음부터 동맹국의 무력사용이 모두 정당화

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101) “34. 이 문제는 계속 주시할 것이며 이 결의의 이행과 동지역의 평화와 안

을 보장하기 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한다(Decides to

remain seized of the matter and to take such further steps as may be

require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resolution and to secure peace

and security in the region)”

102) “단일 명령권하의 령권력으로서 련 국제법에 의한 특별한 권한, 책임, 그리고

의무들을 인정한다(…recognizing the specific authorities,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under applicable international law of these states as occupying

powers under unified command…)”(제1483호)

“1. 련 국제법에 의하여 인정되고 결의 제1483호에 기술되어 있는 특별한 권한,

책임, 그리고 의무들을 가진 동맹국 권력의 잠정 인 성격을 강조한다[…

underscores … the temporary nature of the excercise by the Coalition

Provisional Authority (Authority) of the specific responsibilities, authorities,

and obligations under applicable international law recognized and set forth in

resolution 1483 (2003)…]”(제15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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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의 결의들에 의하여도 국제연합 안 보장이사회가 동맹국들의

무력사용을 허용하 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한 결의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들의 군사행동이 국제연합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졌고 국제법

상 허용된 것으로서 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집단 자 권의 행사

이라크 쟁이 국제연합의 승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

도 이라크의 량살상무기로 말미암아 국제사회에 심각하고 박한 이

존재하여 이에 하여 동맹국들이 자 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국제법에

반된 침략 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비 자 권(anticipatory self-defense)이 국제연합 헌장 제51조상의 자

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량살상무기에 의하여 공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자 권의 실질 보장을 해서는 무력공격이 실 으

로 발생하기 에도 자 공격이 가능해야 함을 주된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 자 권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 방이 공격할

만한 ‘ 존하는 험과 임박한 (present danger and imminent threat)’

이 있고 방어를 한 다른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같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라크 쟁의 경우, 개시 당시 국제연합무기사찰단(UNMOVIC:

UN Monitoring, Verification and Inspection Commission)과 국제원자력기

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의 이라크 내 량살상무기

핵시설에 한 사찰이 상 으로 큰 어려움 없이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후 수개월내에는 남아있는 주요 무장해제 임무(the key remaining

disarmament tasks)가 사찰활동을 통하여 완료될 수 있다는 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103)이었다. 따라서 당시로서는 이라크의 량살상무

103) Briefing of the Security council, 7 March 2003 : Oral introduction of the 12th

quarterly report of UNMOVIC(Executive Chairman Dr. Hans Blix)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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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말미암아 국제사회에 심각하고 박한 이 존재하 다고 볼 수

없었고 동맹국들의 방어를 하여 쟁을 일으키는 것 이외의 다른 수단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었다.

이에 하여는 테러단체나 이를 지원하는 이라크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

는 그 성질상 존하는 험과 박한 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 에 공격을 통하여 방어할 필요성이 있다는 선제 (preemptive) 자 권

을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선제 자 권은 남용의 험성이 있어 국제연합헌장 제51조 자

권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 이며, 설사 인정된

다 하더라도 테러단체와 공격 가능성, 무기 황 등에 하여 수집된 정보의

정확성이 보장되는 경우 등과 같은 극히 외 인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

다. 그 지 않으면 선제 자 권은 일부 강 국들이 자 권의 행사라는 명

목으로 의도 으로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이라크 쟁의 경우를 보더라도 미국과 국은 이라크의 량살상

무기 에 하여 많은 증거를 제시하 으나 쟁이 시작되어 이라크를

동맹국이 령한 이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량살상무기의 실체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당시 발표하 던 이라크의 량살상무기에 한 여러 가지 자료

들에 왜곡과 오류가 있었음도 상당수 밝 지고 있어104) 과연 당시 미국․

국 등 동맹국들이 이라크를 상 로 선제 으로라도 자 권을 행사할 필

요성이 있었는지 단히 의심스럽다.

따라서 비 는 선제 자 권 이론에 의하여도 이라크 쟁은 국제

104) 가장 표 인 것으로 조지 부시 미국 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쟁명분으로 삼

았던 “이라크가 아 리카로부터 우라늄을 구입하려 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

라고 백악 이 공식 으로 시인한 것을 들 수 있다. 미국의 이라크에 한 정보의

부정확성에 한 최근의 자료로는 Iraq Survey Group(ISG)이 작성하여 2004. 9.

30. CIA에 제출한 ‘Comprehensive Report of the Special Advisor to the DCI on

Iraq's WMD’(이른바 Duelfer Report)를 들 수 있다. 이에 의하면 미국의 이라크

침공 당시 이라크에는 량살상무기가 존재하지 않았다. 보고서의 문은

http://www.cia.gov/cia/reports/iraq_wmd_2004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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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헌장 제51조에 의한 자 권 행사로서 국제법상 허용된 것으로 법

하다고 볼 수도 없다.

미국을 심으로 한 동맹국들의 이라크에 한 무력행사는 정식으로 선

포고와 함께 이루어졌고 지 까지 이라크의 토를 그들이 령하고 있

으므로 쟁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침략 쟁인지 여부를 단하기 해서는

과연 그 의도가 무엇인지, 과연 그 국가들의 정책 인 이익을 한 것이었

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쟁상태에서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의 진정한 의도를 명확히 밝 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

반면,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라크 쟁의 정당성에 한 그들의 주

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며 달리 국제법 으로 정당화할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라크에 한 무력행사가 어도 국제연합헌장에

반되는 것은 분명하므로 극 으로 침략 인 의도가 확인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간 으로나마 침략 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105)

2. 이라크 쟁에 한 국군부 견의 정당성

와 같이 이라크 쟁이 국제법 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

도 우리 군 의 견 후 그곳에서의 임무가 침략 쟁을 돕기 한 것이 아

닌 인도주의와 국제평화유지 등 정당한 목 을 한 것으로서 침략 쟁에

실질 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 으로 허용되는 해외 병에 해당할

수 있다.

가. 먼 우리의 견결정은 한미동맹 계의 요성과 함께 북한 핵문제

와 련하여 이라크 문제에 해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국가이익에

105) 특히 국제연합총회 결의 3314호 ‘침략의 정의’ 제1조에 의하면 침략행 에 해당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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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하는 것인지 여부에 한 진지한 검토를 거쳐 마련된 것이므로 헌법

단의 상이 될 수 없고 설사 상이 된다 하더라도 헌이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2003. 4. 2. 통령은 국회에서 행한 국정에 한 연설에서 병 결정의

가장 주요한 이유로서 북한 핵문제와 이를 둘러싼 한미간의 갈등에 의한

정치․경제 불안을 해소하고 평화 해결을 도모하는 것을 들고 있고

병에 동의하는 여러 국회의원들도 병결정에 한 토론에서 체로 이와

비슷한 취지의 견해를 표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병결정은 한반도에서의

쟁을 방지하고 평화와 안 을 도모하기 한 것이며 이는 국군의 헌법상

의 사명인 ‘국가의 안 보장과 국토방 의 신성한 의무 수행(제5조 제2항)’

에 합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을 견하고 그것이 침략행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극단 인 경우 범죄로서 처벌이 가능한 행 로서 그 자

체 사법 단의 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 한반도에서 쟁의

험이 높아진 것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둘러싸고 련국 간에 발생한

갈등이 주된 요인이었고 그 해소를 한 방법이 이라크 쟁에의 참여 이

외에는 달리 없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에서, 단지 한미동맹 계의 증진과

이로 인한 한반도에서의 쟁 험의 약화에 한 개연성만을 이유로 국제

법 으로 지된 침략 쟁에 한 동조와 참여를 의미하는 병결정을 한

반도에서의 쟁을 방지하고 평화와 안 을 도모하기 한 것으로서 정당

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국회에서의 이라크 병동의안에 한 찬반토론에 의하면 후

이라크 복구 사업에 한 참여와 같은 경제 이유 역시 병결정의 주요

이유 하나 던 것으로 보이며,106) 따라서 정치 ․경제 이익을 증진시

키기 한 정책 수단으로서 국군의 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이

는 곧 헌법 제5조 제1항 침략 쟁 부인 조항의 최소한의 의의에 반하는 것

106) 제237회 국회 국군부 의이라크 병동의안에 한 원 원회회의록 제1호, 17쪽,

김진표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 의 답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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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병결정이 인도주의와 국제평화유지 등 정당한 목 만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국가의 안 보장과 국토방 를 한 어쩔 수 없는 선택

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법 으로 허용되는 해외 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나. 나아가 우리의 이라크 쟁에 한 참가는 2003. 5. 1. 부시 미국

통령의 주요 투종료선언이 있은 후인 같은 달 11.(이라크 지도착)에 이

루어졌으므로 실질 으로 침략 쟁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2003. 5. 1. 이라크 정부와의 쟁종결을 한 조약이나 이라크의

공식 인 항복선언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부시 미국 통령의 선언은

사실상의 종 선언에 불과하므로 이를 법 으로 효력있는 쟁종결선언으

로 보기는 어렵다.107) 게다가 그 이후에도 이라크인들에 의한 행 로

말미암아 무력충돌은 계속되었으므로 비록 국군이 이라크에 도착하여 실제

임무를 시작한 것이 그 이후라 하더라도 근본 으로 침략 쟁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특히 병결정이 그 이 인 같은 해 3. 21.

(국무회의)과 4. 2.(국회동의)에 이루어졌고 선발 가 우리나라를 출발한 것

이 같은 달 17.인 을 보더라도 애당 병결정이 쟁종결 이후 이라크

복구에 참여하기 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오히려 우리의 병형태가 투병이 아닌 건설공병단을 병하여 미

국 동맹국군의 기지 운용에 필요한 지원과 이라크 후 복구 등 인도

107) 국제법 으로 쟁이 종결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The Law of Land

Warfare, Department of the Army, Washington, D.C., 1976, 8쪽)

1. 조약(일반 으로는 평화조약)에 의한 쟁의 종결

2. 한편 쟁 당사자의 일방 인 선언에 의한 쟁종결, 이 경우 다른 한편이

행 (hostilities)를 계속하거나 상 국가 행 의 승인을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3. 제1호, 제2호에 앞서 국과 그 동맹국들의 완 한 항복(subjugation)이 있는 경

우

4. 단순한 행 의 종료에 의한 쟁선언이나 무력충돌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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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의 지원을 하도록 하고 의료지원단을 통하여 미국 동맹국군에

한 진료 이라크 주민에 한 인도 구호활동을 담당하도록 하는 형

태108)로 이루어졌으므로 극 인 쟁행 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침략행 로 볼 수는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이에 하여 건설공병단이나 의료지원단이 비 투요원들로 구성된 부

로서 성격상 동맹국의 투행 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침략행 에 극

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병결정에 의하여 병된 국군부 는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군을 돕는 것을 제1의 임무로 하고 있고 이라크 국민

들에 한 인도 인 구호활동은 부수 인 임무에 불과하며,109) 건설공병단

이나 의료지원단의 지원업무도 체 쟁수행의 에서 보면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므로 침략 쟁에 한 참여라는 에서 병결정이 투병

병의 경우와 본질 으로 다른 것이라 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병이 침략행 에 해당하려면 ‘무력행사에 한 실질 인 여’

가 필요한데, 건설공병단과 의료지원단의 활동을 과연 이에 해당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체 쟁수행에서 필수 인 역할

을 한다 하더라도 투병을 병하여 실제 무력행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

과 본질 으로 같다고 하기에는 건설공병단과 의료지원단의 활동은 단순한

지원업무로서의 성질이 무나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견부 의 성격에 의하면 우리 국군의 제1차 이라크

견을 침략행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결국 헌법 제5조 제1항에

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

Ⅴ. 결론

1. 1948년 헌법제정당시 입법자들은 ‘ 쟁포기에 한 조약’의 취지를 도

108)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군부 의 병동의안’ 참조

109) 제237회 국회 국군부 의이라크 병동의안에 한 원 원회회의록 제1호, 22쪽,

조 길 국방장 의 답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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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여 침략 인 쟁을 부인한다는 원칙을 헌법에 규정하 고 그 내용

은 행 헌법까지 이어져 왔다. 따라서 헌법 제5조 제1항의 해석을 해서

는 조약의 취지와 함께 국제법상 침략 쟁에 한 논의가 어떻게 이루

어져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요하다. 국제연맹체제에서 시작된 쟁의 제

한은 ‘ 쟁포기에 한 조약’에서 정책수단으로서의 쟁포기를 거쳐 국제

연합헌장에 이르러 자 권의 행사와 국제연합의 결의에 의한 무력행사를

제외한 모든 무력행사가 지되는 것으로 발 하 다. 한편 세계 을 거

치면서 침략 쟁은 단순한 불법행 가 아닌 범죄로서 그 책임자들은 형사

처벌의 상이 된다는 인식이 일반 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략행 에 하여 아직까지 확정 인 개념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나 다만 침략 쟁뿐 아니라 그보다 하지 않은 일정한 수 을 넘는

무력행 의 경우에는 침략행 에 해당하며 불법이라는 에 일반 인 동의

는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헌법상의 ‘침략 쟁부인’규정은 정책 인 단

에 의한 정식의 쟁 뿐 아니라 침략행 까지도 허용하지 않는 규정이라

보아야 하며 제5조 제2항의 규정과 결합되어 국군이 견되는 경우에도 다

른 나라의 침략 쟁 는 침략행 에 참여하여 무력행사에 실질 으로

여하면 이는 침략행 로서 국군의 사명에 해당하지 않으며 헌법에 반된

다고 보아야 한다.

2. 이라크 쟁의 정당성에 한 동맹국 측의 주장은 국제법 으로 근거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극 으로 국제법상 침략 쟁이라고 단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재 국제법상 허용되는 무력사용에 해당되지

않음은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라크 쟁에 한 국군부 의

견결정은 국제법 으로 허용되지 않는 무력행사에 동참하는 것이다. 다만

제1차 병의 경우 건설공병 와 의료지원단만이 견되었으므로 그 자체

로 침략행 를 하는 것이라 할 수 없을 뿐이다. 따라서 투병을 주축으로

한 국군부 가 견되어 이라크 지에서 실제로 투에 참여하는 경우에

는 헌법의 침략 쟁부인의 취지에 반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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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만 헌법규정의 의미가 와 같다 하더라도 이를 실 으로 어떻게

구 하여야 할 것인지는 다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국군의 해외 견

이나 선 포고, 강화 등에 한 결정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 뿐 아니

라 크게는 국가의 운명이 걸려있는 매우 요한 것으로서 바람직한 결정을

해서는 국제정치 계, 사회․경제 사정 등 당시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

들에 한 종합 분석과 함께 앞으로의 국제 계의 변화와 그 속에서의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치, 국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 미래를

측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국제 , 역사 시각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 결정

은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모으고 수많은 논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며 이

를 해 우리 헌법은 국민의 의기 인 통령과 국회에게 이를 맡겨서

상호견제 속에서 토론과 숙고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두 차례 병결정에 한 헌법재 소의 결정 특히 통치

행 를 이유로 헌법소원심 을 각하한 것(헌재 2004. 4. 29. 2003헌마814, 공

보 92, 550)의 당․부당은 별도로 논의되어야할 문제다. 이는 다음의 과제로

남겨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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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論

憲法 제11조 제1항 제5호는 헌법재 소의 장사항으로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한 심 ’을 규정하고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 을 제외하고는 헌법재 소에 헌법소원심 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다. 공권력의 행사 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았음을 주장하면서 청구

하는 헌법소원을 통상 權利救濟型 憲法訴願이라고 부른다.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반되는 여부가 재 의 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

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

소에 헌 여부의 심 을 제청한다’고 규정하는데, 재 의 당사자는 법원에

헌법률심 의 제청을 신청하 으나 기각결정을 받게 되면 같은 법 제68

조 제2항에 의거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헌법소원

을 통상 違憲法律審査型 憲法訴願이라고 부르고 있다.

한 憲法裁判所法 제75조 제5항은 ‘제2항의 경우(헌법재 소에서 權利救

濟型 憲法訴願을 인용하는 경우)에 헌법재 소는 공권력의 행사 는 불행

사가 헌인 법률 는 법률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

정에서 당해 법률 는 법률의 조항이 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

다. 그와 같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 근거법률에 한 헌결정도 선고

할 수 있는 제도와 련하여 다음과 같은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즉 권리

구제형 헌법소원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헌법재 소로 하여 헌의 원인을

제공한 根據法律에 하여 附隨的 違憲法律審査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으로 하여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근거법률에 한

헌법소원을 병합하여 동시에 청구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용함으로써 根據

法律에 한 憲法訴願 請求權을 독립 으로 부여하는 것인지 여부의 문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 소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인용하면서 근

거법률에 하여 헌결정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의 법 성격을 명쾌하게

규명하거나 실무상의 문제 을 지 하는 문헌자료는 거의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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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것이 실이다.

Ⅱ. 根據法律에 한 違憲請求 事例

1. 類型

權利救濟型 憲法訴願에서 헌법재 소가 공권력 행사에 한 헌 단을

선고함과 동시에 근거법률에 해서도 결정주문으로 헌 단을 선고한

례들 에서 우선 아래에서 소개하는 바와 같은 7개를 찾아 볼 수 있다. 4

개의 례에서는 헌법재 소가 청구인이 공권력 행사에 한 헌법소원과

根據法律에 한 憲法訴願을 병합하여 청구한 헌법소원의 倂合請求로 악

하면서 공권력 행사에 한 헌 단 근거법률에 한 헌 단을 각각

별도의 決定主文으로 선고하 다. 한편 나머지 3개의 례에서는 청구인이

공권력 행사에 한 헌법소원이라는 單一請求로 악하여 근거법률에 한

헌 단은 공권력 행사의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보면서 공권력 행사에

한 違憲確認決定을 선고함과 동시에 근거법률에 한 違憲決定을별도의

主文으로 선고하거나 는 공권력 행사에 하여 기각결정을 선고하면서

근거법률에 한 헌 단은 決定理由에서 언 하는데 그쳤다. 병합된 헌법

소원으로 악하고 근거법률에 한 헌 단을 한 사례와 단일한 헌법소

원으로 악하고 근거법률에 한 헌 단을 한 사례로 구분하여 사안의

내용 등을 구체 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事案槪要

가. 倂合請求로서 根據法律에 한 違憲判斷

(1) 公訴權없음處分과 交通事故處理特例法 제4조 제1항

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반으로 고소된 형사사건에서 사고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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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交通事故處理特例法 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교통사고 피의자에 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처

분을 결정하 다. 그러자 고소인은 고소사건에 한 公訴權없음處分의 취소

를 청구하고 한 공소권없음처분을 결정하는데 법 근거로 된 交通事故

處理特例法 제4조 제1항에 해서 헌심 을 청구하 다. 와 같은 심

청구에 하여 헌법재 소는 심 의 상을 불기소처분 근거법률에

한 2개의 헌법소원으로서 악하 다. 그리고 공소권없음처분의 취소청구는

재 원일치의견에 따라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却下決定을

선고하고, 근거법률의 헌심 청구는 재 4인의 합헌의견, 재 5인

의 헌의견에 따라서 棄却決定을 선고하 다.1) 이 사례(이하 象判例라고

약칭함)는 여러 측면에서 법률 문제 들을 노출시켰기 때문에 분석 상으

로 선택하여 뒤에서 상세하게 근거법률에 한 헌결정의 법 성격을 규

명하면서 해결방안을 나름 로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2) 公訴權없음處分과 性暴力犯罪의處罰 被害 保護등에 한法律

제19조 제1항

검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피해자보호등에 한법률 반으로 고소된 형사

사건에 하여 피해자가 性暴力犯罪의處罰 被害 保護등에 한法律 제19

조 제1항2)에서 규정하는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경과한 다음 고소를 제기하

다는 이유로 피의자에 하여 공소권없음처분을 결정하 다. 그러자 고소

인은 公訴權없음處分의 취소를 구하고 불기소처분으로 결정하는데 법 근

거로 된 性暴力犯罪의處罰 被害 保護등에 한法律 제19조 제1항의 헌

심 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병합하여 청구하 다(이하 事例 ①이라고 약칭

함). 이와 같은 심 청구에 하여 헌법재 소는 심 의 상을 불기소처분

근거법률에 한 2개의 헌법소원으로서 악하 다. 그리고 공소권

1) 헌재 1997. 1. 16. 선고 90헌마110․136 결정

2) 性暴力犯罪의處罰 被害 保護등에 한法律 제19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 친고

죄에 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

게 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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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처분의 취소청구는 기본권 침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

7인의 다수의견에 따라서 棄却決定을 선고하고, 근거법률의 헌청구

는 헌법소원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却下決定을 선고

하 다.3)

(3) 罪가안됨處分과 刑法 제9조

검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피해자보호등에 한법률 반으로 고소된 형사

사건에 하여 피의자의 연령이 12세와 13세인 刑事未成年 라는 이유로

刑法 제9조4)에 따라서 죄가안됨처분5)을 결정하 다. 그러자 고소인은 罪가

안됨處分의 취소를 구하고 불기소처분의 법 근거로 된 刑法 제9조에

하여 헌심 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병합하여 청구하 다(이하 事例 ②라고

약칭함). 이와 같은 심 청구에 하여 헌법재 소는 심 의 상을 불기소

처분 근거법률에 한 2개의 헌법소원으로서 악하 다. 그리고 죄가안

됨처분에 한 취소청구는 기본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棄却決

定을 선고하고, 근거법률에 한 헌청구는 합리 근거에 의거한 차별이

라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역시 棄却決定을 선고하 다.6)

(4) 通告處分과 道路交通法 제118조 등

고속도로에서 갓길운행을 하다가 범칙 60,000원을 납부하라는 통고처분

을 받은 청구인은 경찰서장의 通告處分에 한 취소를 구하고 통고처분의

법 근거로 된 道路交通法 제117조 제3항 후단, 같은 법 제118조 본문 등

에 한 헌심 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병합하여 청구하 다(이하 事例 ③

이라고 약칭함). 이와 같은 심 청구에 하여 헌법재 소는 심 의 상을

통고처분과 근거법률에 한 2개의 헌법소원으로서 악하 다. 그리고 통

고처분에 한 취소청구 道路交通法 제117조 제3항 후단의 헌심 청

구는 청구인이 법률시행 이후에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

하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 헌법소원을 청구하 다는 이유로 却下決定

3) 헌재 2002. 3. 28. 선고 2000헌마725 결정

4) 刑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 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5) 檢察事件事務規則 제69조 제3항 제3호

6) 헌재 2003. 9. 25. 선고 2002헌마53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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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고하고, 같은 법 제118조 본문의 헌청구는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

실이 없다는 이유로 棄却決定을 선고하 다.7)

나. 單一請求로서 根據法律에 한 違憲判斷

(1) 辯護人助力權 侵害와 行刑法 제62조

국가보안법 반으로 구속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미결수용 인 청구인이

변호인 처와 견할 당시 국가안 기획부에 소속된 수사 이 견 장

에 참석하여 화내용을 기록하는 등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를 침해한

행 에 하여 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 다(이하 事例 ④라고

약칭함). 이와 같은 심 청구에 하여 헌법재 소는 심 의 상을 변호인

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權力的 事實行爲에 한 1개의 헌법소원

으로서 악하 다. 그리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권력 사

실행 에 한 취소청구는 이미 침해행 가 종료되어 권리보호이익을 상실

하 음에도 외 으로 헌법소원의 청구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단한

다음 선언 의미에서 違憲確認決定을 선고하고, 憲法裁判所法 제75조 제5

항에 의거하여 권력 사실행 의 법 근거로 된 行刑法 제62조가 기

결수용자에게 용되는 같은 법 제18조 제3항을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견에도 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근거법률에 한 違憲決定도 선

고하 다.8)

(2) 書信檢閱과 行刑法 제62조

집회 시 에 한법률 반으로 구속되어 상고심 재 을 받는 등 미결수

용 인 청구인이 변호인에게 발송한 서신을 교도소장이 검열하거나 지연하

여 발송한 행 에 하여 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 다(이하

事例 ⑤라고 약칭함). 이와 같은 심 청구에 하여 헌법재 소는 심 의

상을 서신검열 등의 權力的 事實行爲에 한 1개의 헌법소원으로서 악

7) 헌재 2003. 10. 30. 선고 2002헌마275 결정

8) 헌재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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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그리고 권력 사실행 에 한 취소청구는 이미 침해행 가 종

료되어 권리보호이익을 상실하 음에도 외 으로 헌법소원의 청구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단한 다음 선언 의미에서 違憲確認決定을 선고하고,

憲法裁判所法 제75조 제5항에 의거하여 권력 사실행 의 법 근거로 된

行刑法 제62조가 기결수용자에게 용되는 같은 법 제18조 제3항을 미

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서신검열에도 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근거

법률에 한 違憲決定도 선고하 다.9)

(3) 公訴權없음處分과 刑事訴訟法 제249조

국가보안법 반으로 구속된 고소인이 국가안 기획부 소속의 수사 들로

부터 구타를 당하 다고 수사 들을 불법감 죄, 독직폭행죄로 1994. 7. 7.

고소를 제기하 다. 검사는 같은 해 7. 28.과 같은 해 7. 29. 고소된 범죄의

公訴時效가 모두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각 公訴權없음處分을 결정하 다. 그

러자 고소인은 공소권없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경유한 다음 공

소시효를 규정하는 刑事訴訟法 제249조가 拷問犯罪는 공소시효 용 상에

서 제외시켜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권없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

법소원을 청구하 다(이하 事例 ⑥이라고 약칭함). 이와 같은 심 청구에

하여 헌법재 소는 심 의 상을 공소권없음처분에 한 1개의 헌법소

원으로서 악하 다.

그리고 재 5인이 찬성하는 多數意見은 청구인들이 刑事訴訟法 제249

조가 헌이라고 제하면서 헌규정에 근거한 公訴權없음處分으로 기본

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해당 법률조항

의 헌성을 가려서 기본권을 침해받았는지 여부를 심 할 權利保護利益은

존재한다고 단하 으나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

유로 기각결정을 선고하 다.10) 이에 하여 재 3인은 數意見에서 공

소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으므로 각하결정을 선고해야

되고 다수의견과 같이 심 의 상을 불기소처분으로 악하는 경우에

9) 헌재 1995. 7. 21. 선고 92헌마144 결정

10) 헌재 1995. 7. 21. 선고 95헌마8․9․16․1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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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근거법률에 한 헌법소원은 독립된 심 의 상이 아니기 때문에 각

하결정을 선고하면서 決定理由에서 설시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하 다.

Ⅲ. 象判例

1. 事件槪要 決定要旨

가. 事件槪要

헌법재 소가 交通事故處理特例法 제4조 제1항11)에 근거하여 결정한 검

사의 公訴權없음處分 근거법률에 하여 각각 청구된 헌법소원 2건을

병합하여 선고한 례12)의 사건내용 처리경 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사건은 피의자 A가 1990. 1. 29. 버스를 운 하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고소인 甲을 충격하여 치 16주의 상해를 입게 하여 고소인 甲

은 같은 해 3. 6. 피의자 A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반으로 고소하고, 두 번

째 사건은 피의자 B가 같은 해 4. 28. 화물트럭을 운 하다가 도로를 횡단

하는 고소인 乙을 충격하여 치 12주의 상해를 입게 하여 고소인 乙은 같

은 해 6. 13. 피의자 B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반으로 고소한 것이다. 검사

는 같은 해 6. 28. 같은 해 7. 25. 사고차량인 버스와 화물트럭이 자

동차종합보험 등에 각 가입되었다는 이유로 交通事故處理特例法 제4조 제1

항에 따라서 피의자들에 한 고소사건에 하여 각 公訴權없음處分을 결

정하 다.13)

11) 交通事故處理特例法 제4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5조, 제

7조, 육운진흥법 제8조 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 자에 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

우나 보험계약 는 공제계약이 무효 는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규정 등으

로 인하여 보험사업자 는 공제사업자의 보험 는 공제 지 의무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12) 헌재 1997. 1. 16. 선고 90헌마110․136 결정

13) 檢察事件事務規則 제69조 제3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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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들은 불기소처분의 법 근거로 된 交通事故處理特例法 제4조 제1

항에서 상해의 교통사고를 발생하 음에도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었다는 이유로 교통사고 피의자를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등 평등원칙에 배되는 헌 법률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사의 공소권

없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의 권리구제 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헌법재 소에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각 청구하

다. 즉 고소인 甲은 같은 해 7. 4. 그리고 고소인 乙은 같은 해 8. 22. 각 公

訴權없음處分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공소권없음처분을 결정하는 법 근거로

된 交通事故處理特例法 제4조 제1항에 해서도 憲法裁判所法 제75조 제5

항에 의거하여 근거법률에 한 헌심 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병합하여

청구하 다.

나. 決定要旨

헌법재 소는 일정한 경우 교통사고 피의자에 한 공소를 제기하지 못

하는 특례를 규정한 근거법률인 交通事故處理特例法 제4조 제1항의 헌성

을 둘러싸고 상당기간 논란을 벌 다. 주된 쟁 은 해당 조항이 비록 형벌

에 한 조항이지만 피의자에 한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하기 때문에 헌

결정을 하여 소 용을 하는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교통사

고 피의자에게 형사상 불이익을 래하므로 憲法裁判所法 제47조 제2항 단

서14)의 용범 에 포함하는 것은 규정 취지에 배되고 불처벌 특례조항

을 헌이라고 선고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를 소 하여 처벌

할 수가 없다는 이다.

14) 憲法裁判所法 제47조 제2항은 ‘ 헌으로 결정된 법률 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

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한 법률 는 법률의 조항은

소 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2항 단서의 경우에 헌으

로 결정된 법률 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 결에 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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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 소는 公訴權없음處分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에 해서는 재

원일치 의견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却下決定을 선고하 다.

공소권없음처분의 법 근거로 된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하는 법률조항을

헌으로 선고하더라도 刑罰不遡及原則에 따라 憲法裁判所法 제47조 제2항

단서가 용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 결정의 효력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의자들의 각 범죄행 당시로 소 하여 불처벌의 특례조항을 실효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교통사고 피의자들에게 형사처벌을 소 하여 부과할 수 없

기 때문에 공소권없음처분을 취소할 여지도 없어 헌법소원으로 고소인들의

기본권을 구제하는 주 권리보호이익을 결여하여 부 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통사고 피의자에 한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하는 交通事故處理特

例法 제4조 제1항의 헌을 구하는 청구는 재 4인은 합헌의견, 재

5인은 헌의견을 각 제시하 으나 헌결정을 선고하기 한 정족수 6

인15)에는 미달하여 결국 棄却決定을 선고하게 되었다. 근거법률에 한 합

헌의견과 헌의견은 아래 항에서 별도로 소개한다.

2. 合憲意見

불처벌의 특례조항에 하여 재 4인이 찬성하는 합헌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근거법률에 한 헌법소원은 헌결정을 선고하더라도 刑罰不

遡及 原則에 의하여 헌으로 선고된 법률조항을 소 하여 용할 수 없어

主觀的 權利保護利益은 결여하 다. 그 지만 헌법소원제도는 객 헌법

질서의 보장기능도 수행하므로 기본권 침해행 를 종료하는 등 취소의 여

지가 없어 청구인의 주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침해행 가 앞으로 반복될 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

15) 憲法裁判所法 제23조 제2항은 ‘재 부는 종국심리에 여한 재 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 6인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는 헌법소원에 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2. 종 에 헌법재 소가 시

한 헌법 는 법률의 해석 용에 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라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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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호․유지를 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그 해명이 헌법 으로

한 의미를 지니는 때에는 외 으로 憲法訴願의 請求利益을 인정해야 된

다는 것이다.

근거법률이 헌임에도 불기소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

해명을 하지 아니하면 향후 교통사고 피해자는 해당 법률조항에 하여 헌

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고 교통사고 피의자는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하는 등

자신에게 유리한 법률조항에 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거나 헌심 제정

을 신청할 리가 없으며 법원에서 직권으로 헌심 을 제청하는 경우도 기

하기 어렵다. 결국 헌인 법률조항으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평등권과

재 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것이 상되므로 憲法的 解明이 필요

하다. 즉 권리보호이익은 결여되었더라도 외 으로 憲法訴願의 請求利益

을 인정하여야 된다고 단하 다.

그러나 외 으로 헌법소원의 청구이익을 인정하 음에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처벌의 특례조항이 헌법에 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棄却

決定을 선택하 다. 범죄의 유형과 형량은 원칙 으로 형성자유를 갖는 입

법자의 결정사항에 속하고 헌법재 소는 입법자의 결정에서 차별을 정당화

할 수 있는 합리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에만 평등원칙에 배된다

고 선언한다. 交通事故處理特例法 제4조 제1항의 경우 입법자는 행 의 輕

過失과 重過失을 차별의 기 으로 삼았는데 그러한 차별의 기 은 입법목

을 달성하기에 합하며 경과실과 과실의 성질과 비 에 있어 확인될

수 있는 차이가 형사처벌에 한 차별 우를 정당화하고 교통사고 규율

상을 유형화하면서 빠짐없이 포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重過失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신체의 피해를 입은 일부 유형을 같은 법 제3조 제2

항 단서에 포함시키지 못하 더라도 범죄의 유형화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

이므로 평등원칙에 배된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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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第1 違憲意見

헌의견을 제시한 재 5인 재 3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

처벌의 특례조항은 헌법에 반된다고 주장하 다. 交通事故處理特例法 제3

조 제2항 단서16)에 해당하지 아니한 重過失에 의하여 발생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한 신체 침해 는 생명에 한 험을 발생시킨 경우,

불구 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 즉 重傷害를 입게 한 경우에도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교통사고 피의자에 한 공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 신체에 한 보호로서

무 부족하여 寡 保護禁止原則에 반된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과실로 유발한 일부 교통사고 피의자에 하여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

에 가입되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의 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동질의 행

들에 하여 원칙 으로 같은 형법 평가를 해야 된다는 刑事的 正義에

배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교통사고 피해

자들과 단서에 해당되지 아니한 과실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생명․

신체의 보호에 있어 差別待遇하게 된다. 형벌권의 행사를 통한 기본권 보호

에 있어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한 공익의 실 을 한 불가피한 사유

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平等原則에 되는 헌의 법률조항이라는 것이다.

4. 第2 違憲意見

헌의견을 제시한 재 5인 재 2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

처벌의 특례조항은 헌법에 반된다고 주장하 다. 交通事故處理特例法 제

16) 交通事故處理特例法 제3조 제2항 단서는 사고 후 도주, 신호 반 사고, 앙선침

범 사고, 앞지르기방법 반 사고, 건 목 통과방법 반 사고, 횡단보도 사고, 무면

허운 사고, 주취운 사고, 보도침범 사고, 승객추락 사고 등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 유무에 불구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유형으로서 열거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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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제1항이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과실로

상해를 유발한 교통사고에서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

우에는 교통사고 피의자에 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형사

처벌의 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행 의 실태와 죄질, 행 자 책임, 처벌규

정의 보호법익 형벌의 범죄 방 효과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에 비하여 지나치게 하게 평가하여 刑事處罰

體系에 히 배하고 결과 으로 범죄행 자들의 형사처벌에 있어 지켜

야 할 平等原則에도 된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이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重過失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

를 발생시킨 경우까지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었다는 이유

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피해자로 하여 재 차진술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 법률조항에 의하여 실

되는 이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상호간에 법익상 균형을 상실하여 過剩禁

止原則에 반된다는 것이다.

Ⅳ. 根據法律에 한 違憲決定

1. 憲法裁判所法 規定

憲法裁判所法 제75조 제5항은 ‘제2항의 경우(權利救濟型 憲法訴願을 인용

하는 경우)에 헌법재 소는 공권력의 행사 는 불행사가 헌인 법률 는

법률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당해 법률 는

법률의 조항이 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75조 제6항은 ‘제5

항의 경우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違憲法律審査型 憲法訴

願)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 헌법률심사의 헌결정) 제47조( 헌

결정의 효력)의 규정을 용한다’고 규정한다. 헌법재 소는 공권력의 행사

는 불행사에 한 헌법소원, 즉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하면서 認容決定의 원인으로 된 根據法律에 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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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임을 선고할 수가 있고 그러한 헌 단은 법률조항에 한 정식의 違

憲法律審査로서 완 한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憲法裁判所法을 제정하면서 제75조 제5항을 도입하게 된 입법취지를 참

고하여 볼 목 으로 그 입법 경 를 살펴보았다. 국회 법제사법 원회는

1988. 7. 21.과 같은 해 7. 23. 民正黨 소속의 국회의원 91인이 제출한 제1

법률제정안과 平民․民主․共和黨 소속의 국회의원 163인이 합동으로 제출

한 제2 법률제정안을 심의한 결과 합의안을 도출하여 같은 해 7. 23. 국회

본회의에 회부하여 가결되었으며 같은 해 8. 5. 법률로서 공포되었다. 그러

나 제1 법률제정안, 제2 법률제정안 그리고 합의안은 모두 처음부터 행

憲法裁判所法과 제75조 제5항의 조문내용과 완 히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

되어 있어 도입배경에 하여 설명을 하거나 토론을 진행한 바가 없

었다.17) 그리하여 오로지 행 법조문의 해석론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헌법재 소가 공권력 행사의 취소를 구하는 權利救濟型 憲法訴願을 심리

한 결과 헌법소원을 인용하여 공권력 행사를 취소하는 결정을 선고하는 경

우 공권력 행사의 법 근거로 된 법률조항에 해서도 附隨的으로 違憲法

律審査를 하여 해당 법률조항에 하여 헌결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허용

함으로써 차의 편의성을 도모한다는 것이 입법취지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헌법소원 청구인은 공권력 행사에 한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

면서 그 취소사유의 하나로서 根據法律의 違憲性을 주장할 수 있고 헌법재

소가 근거법률의 헌성 주장이 타당하다고 단하여 공권력 행사를 취

소하는 認容決定을 선고하는 때에는 근거법률에 해서도 함께 헌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法的 性格

공권력 행사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에서 근거법률에 한 헌결정도

17) 국회사무처 ‘제143회 법제사법 원회 회의록 제3호’(1988. 7. 21.) 74, 82, 94, 1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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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할 수 있는 제도의 법 성격을 명쾌하게 규명하는 문헌은 거의 찾

아보기 어렵다. 다만 헌법재 소에서 공권력 행사의 근거법률에 한 헌

결정은 독자 으로 선고할 수 없고 공권력 행사의 取消決定 는 違憲確認

決定과 함께 선고하여야 된다는 은 지 하면서 헌선고의 방식은 單純

違憲決定이든 變形違憲決定이든 상 없다는 견해가 있을 뿐이다.18) 따라서

행의 헌법재 제도 에서 법률조항에 한 헌법률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형태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첫 번째는 憲法裁判所法 제41조 제1항에

의거한 具體的 規範統制節次에 있어 법원이 직권 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

거하여 헌법재 소에 헌법률심사를 제청하거나 제청신청이 기각되면 청

구인은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거하여 違憲審査型 憲法訴願을 청구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청구인이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의거한 處分的 法律

의 헌법률심사를 權利救濟型 憲法訴願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세 번째는

청구인이 공권력의 행사 는 불행사에 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청구

하면서 같은 법 제75조 제5항에 의거하여 공권력의 根據法律에 한 違憲

法律審査를 요청할 수가 있다.

같은 법 제75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근거법률에 한 헌법률심사는 재

의 제로서 헌법률 여부를 심리하는 구체 규범통제방식과 련된

違憲法律審査 는 違憲法律審査型 憲法訴願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

다. 한 처분 법률에 한 일반 인 헌법소원과는 달리 법률에 한 헌

법소원의 특수한 형태를 별도로 창설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같

은 법 제68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공권력 행사 는 불행사에 한 헌법소원

을 청구한 사건에서 헌법재 소로 하여 당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을 선

고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통상 인 처리 차에 있어 그 임무를 수행

하는 필요한 범 에서 공권력 행사를 취소하는 인용결정을 선고하고 취소

사유가 근거법률의 헌성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根據法律에 한 違憲法律

審査를 하여 헌결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차라고 보아야 한다.

즉 權利救濟型 憲法訴願의 附隨的 違憲法律審査節次라고 해석하지 않

18) 鄭宗燮「憲法訴訟法」(2002년) 5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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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없다.

3. 獨立的 憲法訴願 請求權 否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憲法裁判所法 제75조 제5항은 헌법재 소에서

근거법률의 헌을 이유로 하여 공권력 행사에 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根據法律에 한 附隨的 違憲法律審査를 할 수 있도록 허

용하는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에게 공권력 행사의 근거법률에 해서도 獨

立的 憲法訴願 請求權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별히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그러나 헌법재 소가 象判例의 결정문에서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審判의 象을 불기소처분 근거법률 등 2개라고 명시함으로써

청구인이 불기소처분에 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외에 불기소처분의 근거

법률에 한 헌법소원도 독립 으로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에 입

각하 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하는 交通事故處理特例法 제4조 제1항은 처

분 법률조항이 아니므로 구체 집행행 인 불기소처분 등을 통해서만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될 뿐이고 근거법률의 조항 자체만으

로는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근거법률에 한 헌법소원은 直接性

이라는 법요건을 결여하여 부 법할 것이다. 직 성은 헌법소원을 청구하

기 하여 요구되는 기본 법요건이므로 憲法裁判所法 제75조 제5항에

의거하여 법률에 한 헌법소원 에서 직 성 요건을 배제하면서까지 특

수한 형태의 헌법소원을 창설하 다고 해석할 여지도 없다. 따라서 불기소

처분에 한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근거법률에 하여 독립 인 헌법소원

을 별도로 청구하여 병합할 수는 없고, 단지 不起訴處分에 한 取消事由의

하나로서 근거법률의 헌성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불기소처분의 근거법률에 한 헌 단을 헌

법재 소에 요청할 수 있는 것은 法律에 한 특수한 憲法訴願 請求權

는 例外的인 違憲法律審査型 憲法訴願 請求權을 행사하기 때문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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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제75조 제5항에서 헌법재 소로 하여 불기소처분에 한 헌법

소원을 심리하면서 不起訴處分의 取消事由인 근거법률의 헌성도 부수

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함에 불과하다. 한

헌법재 소의 입장에서는 근거법률에 한 헌법률심사의 청구를 청구인

이 독립 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獨立的인 訴訟物로 인정할 수는

없고 어디까지나 소송물은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이므로 근

거법률의 헌성은 불기소처분의 취소사유로서 주장할 수 있는 請求原因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타당하다. 따라서 불기소처분에 한 헌법소원의 법요

건과 본안을 심리한 결과 헌법소원을 인용하여 불기소처분 취소결정을 선

고하는 경우에 不起訴處分의 取消事由가 根據法律의 違憲性에 기인하 다

고 단하면 근거법률의 조항에 해서도 違憲決定을 선고할 수 있다는 것

이다.

Ⅴ. 補充性原則과 例外事由

1. 權利救濟節次의 適法한 經由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

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 을 제외하고는 헌법재 소

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 차가 있는 경우에

는 그 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 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

정한다. 헌법소원제도는 본질 으로 豫備的․補充的인 後의 權利救濟手段

이므로 청구인은 헌법소원을 청구하기에 앞서 법률이 정한 통상 권리구

제 차에서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받기 하여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

와 같은 통상 권리구제 차에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때에 비로소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補充性原則 는 權利救濟節次消盡原則이라

고 부른다. 헌법소원에서 보충성원칙이 요구되는 것은 기본권을 보장하기

한 특별하고 보충 인 권리구제수단이기 때문에 다른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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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음에도 이를 경유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헌법

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불기소처분에 한 헌법소원에서 보충성원칙은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에 檢察廳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항고․재항고라는 권리구제 차를 법

하게 경유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상 례의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불기소처

분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경유하지 아니한 채 헌법소원을 곧바

로 청구하여 보충성원칙을 반하여 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 다고 보아

야 되는지 는 보충성원칙에는 일응 배하 으나 例外事由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여 법하게 헌법소원을 청구하 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다. 그 지만 상 례의 결정문에서는 보충성원칙 반 는 외사유 해

당 등의 문제에 해서는 아무런 언 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2. 補充性原則의 例外事由

憲法裁判所法은 보충성원칙의 외사유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

하다. 그러나 獨逸의 聯邦憲法裁判所法 제90조 제2항은 ‘침해에 하여 권

리구제 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권리구제 차를 모두 경유한 다음이

아니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헌법소원이 일반 요성을 가지

고 있는 경우 는 권리구제 차를 미리 경유하게 되면 헌법소원 청구인에

게 하고 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헌법소원에 하여 곧바로 재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보충성원칙의 외

사유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재 소 례도 補充性原則의

例外事由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인정한다. 첫째는 공권력의 행사 는 불

행사를 직 상으로 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權利救濟節次를 법률

상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둘째는 헌법소원 청구인이 그의 불이익으로

돌릴 수 없는 正當한 理由가 있는 錯誤로 인하여 권리구제 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경우, 셋째는 권리구제 차를 경유하더라도 權利救濟를 받을 可能性

이 없거나 권리구제 차를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가 객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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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하여 권리구제 차를 경유하도록 요구하는데 期待可能性이 없는

경우이다.19)

象判例에서는 청구인이 불기소처분에 하여 항고․재항고라는 권리구

제 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채 根據法律의 違憲性을 주장하면서 곧바로 불

기소처분에 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보충성원칙을 반하 음은 명백

하나 보충성원칙의 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더구나 피청구

인은 청구인이 보충성원칙에 반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 다는 취지로 本

案前抗辯을 제출하 음에도 헌법재 소는 본안 항변을 단하거나 배척하

지 아니한 채 보충성원칙의 외사유에 해당된다는 사실도 명시 으로 인

정하지도 않았다. 이는 근거법률의 헌성 주장은 불기소처분에 한 헌법

소원에 있어 補充性原則의 例外事由로 당연히 인정할 수 있다고 단하

기 때문이라고 짐작은 된다. 그러나 근거법률에 한 헌법소원은 불기소처

분에 한 헌법소원과는 달리 법률상 권리구제 차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

한 경우이므로 당연히 둘째 외사유에 해당될 것이다.20)

Ⅵ. 刑罰不遡及原則과 權利保護利益

1. 遡及效 肯定說

憲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행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

하지 아니하는 행 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刑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 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형벌불

소 원칙은 형벌권을 규정하는 實體法인 刑法에만 용되고 형벌권을 실

하기 한 節次法인 刑事訴訟法에 해서는 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입장이다. 그리하여 親告罪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비친고죄로 변경하거나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연장하는 법률개정 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

19) 헌재 1995. 12. 28. 선고 91헌마80 결정

20) 헌재 1996. 10. 4. 선고 94헌마68 결정, 1997. 5. 29. 선고 94헌마3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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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한 범죄에 하여 公訴時效를 연장하거나 정지하는 법률제정 등은 刑

罰不遡及原則에 배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견해로서 通說이다.21) 親告罪의

범죄자로서는 행 당시 범죄의 가벌성에 하여 단을 착오한 바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능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처벌하도록 非親

告罪로 법률을 개정하더라도 법질서에 한 신뢰와 법 안정성을 크게 침

해하 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 公訴時效는 소추조건을 규정하는

차법 규정에 불과하여 이를 변경하는 입법을 하더라도 범죄와 형벌은 행

당시 이미 법률로써 확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친고죄의 고소기간 는 공소시효를 변경하는 법률을 시행하기

에 이미 告訴期間 는 公訴時效期間을 도과하 다면 일단 처벌이 불가능

하게 된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변경하거나 공소시효를 연장 는 정지하여

처벌을 받도록 변경하는 것은 형벌불소 원칙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고 주

장한다. 한 소 효 정설을 주장하는 부분은 法院의 判例變更은 법률

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례변경으로 인하여 처벌범 를 확

하더라도 형벌소 지원칙에는 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交通事故處理特例法 제4조 제1항처럼 특정행 를 범죄로 규정하면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차법 조항을 헌이라고 선고하여

헌결정 이 의 범죄행 를 소 으로 처벌하더라도 憲法 제13조 제1

항22)의 형벌불소 원칙에는 배되지 않는다는 견해23)를 소개한다. 象判

例의 헌의견은 重過失로 피해자에게 重傷害를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의

21) 鄭盛根 외 1인「형법총론」(2001년) 17쪽

李在祥「형법총론」(2001년) 18쪽

金日秀 외 1인「형법총론」(2002년) 60～61쪽

申東雲「형법총론」(2003년) 30쪽

裵鍾大「형법총론」(2001년) 71～72쪽

朴相基「형법총론」(1999년) 28쪽

22) 憲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행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

니하는 행 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하여 거듭 처벌되지 아니한

다’고 규정한다.

23) 尹眞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그에 근거한 불기소처분에 한 헌

법소원의 법성’ 례월보 통권 제352호(2000. 1.) 16～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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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 등에

가입하면 交通事故處理特例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헌법재 소에서 헌결정을 선고하기 에 발생되었으

나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던 사고운 자를

헌결정의 선고로 인하여 비로소 처벌하게 되더라도 이미 존재하던 憲法

내지 刑法의 조항을 용할 뿐이므로 소 입법에 의한 형벌의 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법원에서 례를 변경하기 에는 처벌받지

않았으나 례변경으로 새로 범죄행 를 구성하게 된 경우에도 변경된

례를 근거로 처벌할 수 있는가 하는 례변경의 소 효 문제와 본질을 같

이 한다고 보고, 判例變更에 의한 遡及的 處罰은 법원 례에서도 인정한

다는 것이다.

한 고소인들은 불기소처분에 하여 항고․재항고라는 권리구제 차를

경유하지 않았으나 불기소처분의 근거법률 자체의 헌성을 근거로 헌법소

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補充性原則의 例外事由에 해당하므로 부 법한 것

은 아니라고 주장하 다. 그러나 헌법재 소에서 불기소처분에 한 헌법소

원에서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선고하면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한 헌 여부를 단하여 별도로 선고한 것은 이

론 으로 수 하기 어렵다고 지 하 다.

2. 遡及效 否定說

공소시효는 차법 문제일지라도 범죄의 가벌성과 처벌의 필요성과

련되므로 형벌불소 원칙이 용되어야 하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하여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제정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로

서 數說이다.24) 그러나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에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24) 金鍾源「주석 형법총칙」상권(1988년) 45～46쪽

姜求眞 ‘죄형법정주의와 정 차의 원칙’ 고시연구(1983. 6.) 116쪽

金永煥 ‘공소시효와 형벌불소 의 원칙’「형사 례연구」제5권(1997년) 2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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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정에 해서는 소 효를 인정하면서도 親告罪와 같은 소송조건을

폐지하여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一般犯罪로 환원시키

면 국가의 형벌권을 사후 으로 창설하여 소 으로 용하게 된다는 이

유로 반 하는 견해가 있다.25) 한 친고죄와 공소시효에 하여는 소 효

를 정하면서도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判例變更을 하여 소

으로 용하면 사후입법에 의한 형벌의 소 용과 마찬가지로 법 안정

성과 신뢰보호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례변경에도 형벌불소 원칙을 용

하여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26) 象判例에서도 처벌이 면제되던 범죄사

실에 하여 사후의 법률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어 교통사고 피의자를

소 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는 견

해가 있다.27)

日本에서도 법원의 判例變更에 의하여 례를 변경하기 의 행 에

하여 처벌범 를 확 시키는 것은 소 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유력

한 학설이라고 한다.28) 그러나 일반 으로 법원의 례에 해서 法源性을

인정하면 罪刑法定主義에 배된다는 문제 이 있다고 시인하면서도 례

를 間接法源, 補充法源, 第2次的인 法源 등으로 지칭하며 事實上의 法源으

로서 인정하면서까지 형법불소 원칙의 상으로 삼아야 된다고 주장하기

도 한다. 한 충 인 입장에서 례에 의한 법 안정성과 피고인의 이

익을 고려하여 선례로서 구속력을 지니는 高裁判所의 判例에 한정하여

判例의 法源性을 인정하여 변경된 례의 소 용을 지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29)

25) 町野 判 외 1인 번역「ロクシン 刑法總論」제1권(2003년) 155～156쪽

26) 鄭盛根 외 1인「형법총론」(2001년) 18쪽

申東雲「형법총론」(2003년) 32～33쪽

27) 方勝柱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헌법소송사례연구」

(2002년) 459쪽

28) 大塚 仁 외 2인「大コンメンタル 刑法」제1권(1991년) 35쪽

29) 大塚 仁 외 2인「大コンメンタル 刑法」제1권(1999년)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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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大法院 判例

가. 刑事實體法의 遡及適用

형사실체법의 소 용과 련된 법원 례를 소개한다. 법률을 개정하

여 형벌을 가볍게 변경하면서 附則에서 개정되기 의 범죄를 종 규정으

로 처벌하도록 규정하더라도 형벌불소 원칙에는 배되지 아니한다고

시하 다.30) 형의 집행유 를 선고하면서 부과하는 保護觀察命令은 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과거의 불법에 한 책임

에 기 하는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험성으로부터 행 자를 보호하고 사

회를 방 하기 한 합목 조치이므로 반드시 범죄행 이 에 규정되

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형벌불소 원칙에 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시

하 다.31) 社 保護法에 의한 保護監護處分은 보호감호시설에 격리수용하여

신체자유를 억제하지만 형벌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형벌불소 원칙에

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시하 다.32) 社 安全法을 시행하기 에 이미

特殊犯罪處罰에 한特別法 등에 의한 처벌을 받은 자에 한 保安處分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부칙 제2조 제2항은 새로운 처벌을 한 것이 아니

고 장래의 방 교화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보안처분을 할 수 있

도록 하므로 형벌불소 원칙에 배되지 아니한다고 시하 다.33)

한 범죄행 를 할 당시 법원 례에 의하면 처벌 상으로 되지 않았지

만 례변경에 의하여 피의자를 처벌하게 되더라도 형사처벌의 근거로 되

는 것은 법률 그 자체이고 례가 아니므로 형벌조항에 한 判例變更을

하더라도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여 법률조항 자체를 변

경하 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형벌불소 원칙에는 배되지 않는다고

30) 법원 1992. 2. 28. 선고 91도2935 결, 1995. 1. 24. 선고 94도2787 결, 1996.

10. 26. 선고 96도1210 결, 1999. 7. 9. 선고 99도1695 결

31) 법원 19997. 6. 13. 선고 97도703 결

32) 법원 1989. 10. 24. 선고 89감도143 결

33) 법원 1979. 6. 26. 선고 78도1680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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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 다.34) 그러나 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全員合議體判決

에서 법 4인은 반 의견에서 建築法의 兩罰規定에 하여 새로운

해석을 하는 등 종 의 례를 변경하면서 례를 변경하기 의 행 에

하여도 변경된 례를 소 으로 용하는 것은 형벌불소 원칙에 배

된다는 주장을 한 바가 있다.

나. 刑事節次法의 遡及適用

법원 례 에서 형사 차법의 소 용과 련된 례를 소개한다.

戒嚴法 제16조35) 소정의 범죄를 범한 자를 非常戒嚴 宣 地域 내에서

재 하는 경우 범행자가 군인 는 군속이든 아니든 범행일시가 비상계엄

을 선포하기 이 이든 이후이든 모두 군법회의가 재 권을 행사할 수 있으

며 군인 는 군속이 아닌 자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에 범한 죄로 인하

여 범죄행 당시의 재 차가 아닌 軍法 議節次에 의하여 재 을 받더

라도 형벌불소 원칙에 배되지 아니한다고 시하 다.36) 獨逸의 통설과

례도 親告罪와 公訴時效를 규정한 법률조항은 차법 문제로 보고서

형벌불소 원칙을 용하지 아니하는 입장이라고 한다.

해외도피자에 한 공소시효의 정지를 신설한 법률조항과 련된 례를

소개한다. 1995. 12. 29. 刑事訴訟法을 개정하여 海外 避 에 한 공소시

효를 정지시키는 제253조 제3항을 신설하고 부칙에서 개정된 법률을 1997.

1. 1.부터 시행하되 개정법률 시행당시 법원 는 검찰에 계속된 사건에

34) 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원합의체 결, 1999. 9. 17. 선고 97도3349

결

35) 행 戒嚴法 제16조 제1항은 ‘비상계엄지역 안에 있어서는 제14조 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군사법원에서 재 한다. 다만, 계엄사령 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할 법원으로 하여 이를 재 하게 할 수 있다. 1. 내란

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교에 한 죄 4. 공안을 해하는 죄 5. 폭발물에 한 죄

6. 공무방해에 한 죄 7. 방화의 죄 8. 통화에 한 죄 9. 살인의 죄 10. 강도의

죄 11.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1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규정된 죄 13. 군

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된 법령에 규정된 죄’라고 규정한다.

36) 법원 1980. 7. 22. 선고 80도1027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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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다고 규정하 다.37) 항소심은 개정법률 시행당시인 1997. 1. 1. 피고

인에 한 외국환 리법 반 사건이 법원 는 검찰에 계속되어 있지 않았

으므로 개정된 刑事訴訟法 제253조 제3항을 용할 수 없고 외국환 리법

반의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하여 2000. 6.경 2001. 3.경부터 같은 해 8.

22.경까지 각 공소시효가 모두 완성된 다음 공소를 제기하 다는 이유로 免

訴判決을 선고하 다.

그러나 법원은 개정법률은 구법 시행당시 진행되었던 소송행 의 효력

을 인정하되 신법을 시행한 후 소송 차에는 신법을 용한다는 취지이므

로 당시 법원 는 검찰에 계속된 사건이 아니더라도 1997. 1. 1.부터 개정

된 법률을 용하여야 된다고 시하면서 면소 결을 선고한 부분을 破棄

還 하 다.38) 따라서 1997. 12. 28. 출국하여 2002. 10. 9. 입국한 피고인은

개정법률 시행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 고 외국에 있는 기간 동

안 개정법률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되었기 때문에 공소를 제기한 2002.

10. 28.까지 공소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법하다는 것이다.

4. 憲法裁判所 判例

가. 公訴時效 延長의 遡及效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조항의 소 효에 한 헌법재 소 례를 소개

한다. 憲政秩序破壞犯罪의公訴時效등에 한特例法은 刑法의 내란죄, 외환죄

와 軍刑法의 반란죄, 이 죄 등 헌정질서 괴범죄와 집단살해범죄에는 공소

시효의 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39), 5․18民主化運動등에 한特別法

37) 刑事訴訟法(1995. 12. 29. 개정법률 제5054호)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

을 면할 목 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

하고 부칙 제2조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 는 검찰에 계속된 사건에

하여 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종 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 의

효력에는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38) 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도4327 결

39) 憲政秩序破壞犯罪의公訴時效등에 한特例法(1995. 12. 21. 법률 제5028호, 공포일

부터 시행) 제3조는 ‘다음 각 호의 범죄에 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내지 제

253호 군사법원법 제291조 내지 제296조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용하지 아니

한다. 1. 제2조의 헌정질서 괴범죄 2. 형법 제250조의 죄로서 집단살해죄의방치

와처벌에 한 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되는 범죄’라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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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2․12 군사쿠데타와 주민주화운동에 한 군사 무력진압은 그에

한 소추권을 행사하는데 장애사유가 존재하던 동안에는 공소시효를 정지

시킨다고 규정한다.40) 검사는 12․12 군사반란사건은 1994. 10. 29. 起訴猶

豫處分을 결정하고 5․18 내란사건은 1995. 7. 18. 公訴權없음處分을 결정하

다. 그 후 5․18民主化運動등에 한特別法이 같은 해 12. 21. 공포되고 같

은 날 시행되자 검사는 같은 해 12. 29. 와 같은 불기소사건들을 재기하

여 1996. 1. 30. 피의자들에 하여 구속 장을 청구하 다. 피의자들은

장청구에 있어 재 의 제로 되는 5․18民主化運動등에 한特別法 제2조

가 공소시효를 이미 도과한 범죄사실에 하여 소 으로 공소시효의 정

지사유를 규정하여 형벌소 지원칙에 배하 다고 주장하면서 헌심

제청을 신청하여 헌법재 소에서 違憲法律審査를 하게 되었다.

헌법재 소는 공소시효는 범죄행 자의 의사와는 계없이 정지될 수도

있어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이상 상된 시기에 공소시효가 반

드시 완성되리라고 보장할 수 없는 등 불확실한 기 에 불과하여 신뢰보호

이익이 미약하여 헌법에는 반되지 않는다고 시하 다.41) 공소시효가 완

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하여 진행 인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不眞正 遡及

效의 입법은 합헌이라고 재 원일치 의견으로 시하 다. 그러나 공

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범죄를 처벌하는 眞正 遡及效의 입법에 해서는 재

4인은 합헌의견을 제시하고 5인은 한정 헌이라고 반 하 으나 헌

결정을 선고하기 한 정족수인 6인에 미달하여 합헌으로 선고하

40) 5․18民主化運動등에 한特別法(1995. 12. 21. 법률 제5029호, 공포일부터 시행)

제2조 제1항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후하여 발생한 헌정질

서 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 한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 괴범죄에 하여 국가

의 소추권 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서 국가의 소추권 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이라 함은 당해 범죄행 의 종료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

다’고 규정한다.

41) 헌재 1996. 2. 16. 선고 96헌가2, 96헌바7․1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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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合憲意見

재 4인이 찬성하는 합헌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형벌소 지 원

칙은 행 의 가벌성, 즉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가 하는

문제이고 얼마동안 가능한가 하는 문제는 아니므로 과거에 행한 범죄에

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입법을 하더라도 憲法 제12조 제1항과 제13조

제1항의 罪刑法定主義와 생원칙인 刑罰不遡及原則에 언제나 배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단지 진행 인 공

소시효를 연장하는 입법으로 不眞正 遡及效를 갖게 되나 공소시효제도에

근거한 개인의 신뢰와 공소시효의 연장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을 비교,

형량하여 공익이 개인의 신뢰보호이익에 우선하면 소 효를 갖는 법률도

헌법상 정당화될 수 있다. 심 상인 법률조항은 왜곡된 한국 반세기 헌정

사의 흐름을 바로 잡아야 하는 시 당 성과 아울러 집권과정에서 憲政

秩序破壞의 범죄자들을 응징하여 정의를 회복한다는 한 공익이 있는

반면 公訴時效는 행 자의 의사와 계없이 정지될 수도 있어 아직 공소시

효가 완성되리라는 보장이 없는 불확실한 기 일 뿐이므로 공소시효에 의

하여 보호되는 신뢰보호이익은 상 으로 미약하여 헌법에 반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론은 眞正 遡及效의 합헌성을 인정하여 刑罰不遡

及原則을 시한 법치주의 원리를 심 하게 훼손하 다는 비 을 받고 있

다.42)

(2) 限定違憲意見

재 5인이 찬성하는 한정 헌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형사실체법

의 역에서 형벌은 바로 신체자유와 직결되기 때문에 어도 범죄구성요

건과 형벌에 한 한 어떤 공익상 이유도 국가 이익도 개인의 신뢰보호

요청과 법 안정성에 우선할 수 없고 公訴時效가 완성되어 소추할 수 없

는 상태에 이른 후 뒤늦게 소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입법은 결과

으로 형벌에 비치는 사실 향에 있어 사후 으로 처벌하는 새로운 범

42) 金永煥 ‘공소시효와 형벌불소 의 원칙’「형사 례연구」제5권(1997년) 22～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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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구성요건을 제정하는 것과 실질 으로 동일하여 특별법을 시행하기

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행 도 소추할 수 있도록 眞正 遡及效를 규정하

는 이상 憲法 제12조 제1항 후단의 適法節次原則과 제13조 제1항의 刑罰遡

及禁止原則에 비추어 헌법 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나. 公訴時效 短縮의 遡及效

공소시효를 단축하는 법률조항의 소 효에 한 헌법재 소 례를 소개

한다. 청구인은 수산업 동조합장 선거에 당선되었으나 선거인인 조합원에

게 품을 제공하 다는 의로 1999. 2. 26.과 같은 해 9. 29. 수산업

동조합법 반으로 각 공소제기되어 재 이 진행되는 도 인 2000. 1. 28. 법

률이 개정되어 公訴時效가 선거일부터 6개월로 단축되었다. 같은 법 부칙

제11조는 법률을 개정하기 의 행 도 단축된 공소시효를 용하면서 단

서조항에서 법률개정 당시 재 계류 인 사건에는 용하지 아니한다고 규

정하 다. 청구인은 같은 법 부칙 제11조 단서조항은 공소제기된 피고인을

합리 이유도 없이 차별 우하는 등 평등원칙에 배하 다는 이유로 법

원에 헌법률심 제청을 신청하 으나 2001. 3. 22. 기각결정을 받자 같은

해 4. 2. 違憲法律審査型 憲法訴願을 청구하 다.

헌법재 소는 재 원일치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합헌이라고 선고하

다.43) 합헌결정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같은 법 부칙 제11조 단서조항은

公訴時效를 短縮하는 신법의 개정내용을 경과규정을 통하여 신법을 시행하

기 에도 용한다고 규정하는 본문조항의 외로서 이미 공소제기되어

裁判繫屬中인 경우까지 용범 를 확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공소시

효란 검사가 일정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경우 국가

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의미하는바 비록 신법에서 공소시효기간을

단축하고 신법을 시행하기 의 사건에 한 용을 규정하는 經過規定이

존재하더라도 과거에 법하게 공소제기된 사건을 공소제기되지 아니한 사

43) 헌재 2003. 2. 27. 선고 2001헌바2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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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과 달리 취 하는 것은 공소시효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오히려 합리

인 것으로서 결코 자의 인 차별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공소

가 이미 제기되었다는 의미는 검사가 사건에 한 수사를 진행하여 범죄에

한 객 의를 밝 내어 법원에 하여 유죄 결을 구하는 경우이므

로 범죄의 처벌에 한 실질 정의의 요청이 강한 경우이고 부칙 단서조

항으로서 불이익을 받는 자는 공소제기시 에 公訴時效가 완성되지 않았던

상태 으므로 당사자의 신뢰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에 비

추어 보면 입법자가 평등원칙 등에 반하여 立法裁量權을 자의 으로 행

사하 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Ⅶ. 公訴時效 完成과 權利保護利益

불기소처분(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결정한 공소권없음처분을 제외함)에

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심리하는 단계에서 공소시효를 도과시키면 비

록 청구가 이유 있더라도 權利保護利益을 상실하 다는 이유로 却下決定을

선고하여야 된다.44) 헌법재 소는 헌법소원이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

이므로 주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고 상범

죄의 公訴時效가 완성되면 권리보호이익을 상실하여 청구할 수 없다고 일

하여 시하고 있다.45) 헌법재 소 결정 특이한 례를 소개한다. 起

訴猶豫處分을 받은 피의자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범죄 의를 부인하

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한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헌법재 소가 기소

유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公訴權없음處分을 결정하게 될 것이지만 공소권

없음처분은 범죄 의에 한 실체 단을 하지 아니한 채 형식 단

44) 헌재 1989. 4. 17. 선고 88헌마22 결정, 1990. 6. 17. 선고 89헌마185 결정, 1991. 6.

17. 고지 91헌마82 결정, 1991. 9. 16. 선고 91헌마72 결정, 1997. 8. 21. 선고 97헌

마73 결정, 1998. 4. 30. 선고 97헌마117 결정

45) 헌재 1993. 5. 13. 선고 92헌마241 결정, 1993. 9. 27. 선고 92헌마284 결정, 1993.

11. 25. 선고 93헌마107 결정, 1994. 2. 24. 선고 93헌마134 결정, 1994. 4. 28. 선고

93헌마197 결정, 2001. 4. 26. 선고 99헌마671 결정 , 2002. 2. 21. 선고 2001헌마

475 결정, 2002. 3. 28. 선고 2001헌마30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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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 것이므로 기소유 처분보다는 피의자에게 유리하여 公訴時效가 完

成된 사실만으로 權利保護利益이 소멸하 다고 볼 수 없다고 시하 으나

헌법소원의 청구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선고하 다.46)

그러나 公訴權없음處分을 받은 청구인이 자신의 범죄 의를 부정하면서 嫌

疑없음處分을 받기 하여 公訴權없음處分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

구하더라도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시한 헌법재 소 례47)와

도 모순되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불기소처분을 취소할 권리보호이

익을 상실하 다는 이유로 却下決定을 하여야 된다고 보인다.

재정신청 상인 범죄의 불기소처분에 하여 裁定申請을 제기하면 법원

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48) 여기서 불기소처분에 한 헌법소원에서도 재정신청과 마찬가지로 헌

법소원을 청구하여 결정을 선고할 때까지 公訴時效가 停止된다고 유추해석

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되어 왔다. 헌법재 소는 多數意見으로 특별히

법률로 공소시효의 정지를 규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정지시킬 뿐이며 헌

법소원의 청구로 당연히 공소시효를 정지시키지는 못한다고 시하 다.49)

이에 하여 數意見은 헌법재 소 지정재 부에서 헌법소원의 법요건

을 심리하여 원재 부에 회부한 때 는 청구서를 수한 때부터 결정을

선고하는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주장하 다.

Ⅷ. 權利保護利益의 消滅과 例外的 請求利益

헌법소원제도는 원칙 으로 개인의 주 권리를 구제하기 한 主觀訴

訟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본권 침해에 하여 법률상 이해 계를

가지는 청구인 격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하 더라도 침해받은 기본권을 구

46) 헌재 1997. 5. 29. 선고 95헌마188 결정

47) 헌재 2003. 2. 27. 선고 2002헌마309 결정

48)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49) 헌재 1993. 9. 27. 선고 92헌마284 결정, 1997. 7. 16. 선고 97헌마40 결정, 1997. 8.

21. 선고 97헌마73 결정, 1998. 4. 30. 선고 97헌마11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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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받을 수 없다면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 한편 헌법소원제

도는 개인의 주 권리를 구제한다는 주 소송 외에 객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客觀訴訟으로서 기능하는 二重的 性格을 지니고 있다. 헌법소원을

청구할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하 으나 사정변경으로 사후에 소멸되어

주 권리구제에는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그러한 侵害行爲가 앞

으로 反復될 危險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憲法秩序의 守護․維持를

하여 긴요한 사항이고 憲法的 解明이 重大한 意味를 지니는 경우 외

으로 헌법소원의 청구이익을 인정하여 헌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 헌법재 소의 확립된 례이다.50) 여기서 반복 침해의 험이란 단순

히 추상 이거나 이론 가능성이 아니라 具體的 可能性임을 요구한다. 청

구인이 고소한 범죄사실의 공소시효기간을 도과하여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등 權利保護利益을 상실하 더라도 와 같이 헌으로 확인할

사유가 존재한다면 외 으로 憲法訴願의 請求利益을 인정할 수 있다. 그

러나 불기소처분에 한 헌법소원에서 외 청구이익을 인정하여 취소결

정을 선고한 헌법재 소 례는 재까지 찾아볼 수가 없다.

Ⅸ. 判例評釋

1. 本件 憲法訴願의 審判 象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憲法裁判所法 제75조 제5항에 의거하

여 불기소처분에 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외에 근거법률에 한 헌법소

원도 독립 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기소처분에 한 헌법소원

을 청구함에 있어 근거법률의 헌성을 不起訴處分의 取消事由, 즉 請求

50) 헌재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결정, 1993. 7. 29. 선고 89헌마31 결정, 1995. 5.

25. 선고 91헌마44 결정, 1995. 7. 21. 선고 92헌마177․199 결정, 1996. 8. 29. 선

고 95헌마108 결정, 1998. 10. 29. 선고 98헌마4 결정, 2001. 8. 30. 선고 99헌마496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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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因으로서만 주장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법률조항의 문언으

로 보더라도 헌법재 소가 불기소처분에 한 헌법소원을 심리하여 근거법

률의 헌성을 이유로 不起訴處分 取消決定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근거법률

에 한 違憲決定을 부수 으로 선고한다는 취지임은 외 상 명백하게 알

수가 있다. 결국 청구인이 불기소처분에 한 헌법소원과 병합하여 청구한

근거법률에 한 헌법소원은 獨立한 訴訟物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象判例에서 심 의 상으로는 불기소처분에 한 취소청구가 있을 뿐

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근거법률에 한 헌법소원을 독립하여 별도로 청구

하 더라도 헌법재 소는 釋明權의 행사 등을 통하여 심 의 상은 불기

소처분에 한 헌법소원만 존재할 뿐이고 근거법률에 한 헌법률의 요

청은 불기소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명백하게 정리한 다음 事例 ④,

⑤, ⑥과 같이 공권력행사인 불기소처분에 한 헌법소원에 해서만 결정

주문으로 선고하 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법요건의 충족 여부도 심 의

상인 不起訴處分에 한 憲法訴願을 기 으로 단하여야 되고 근거법률

에 한 헌심 청구를 기 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헌법재 소가 象判例 事例 ①, ②, ③에서 근거법률에 한 헌법소

원도 독립된 청구인 것처럼 인정하여 심 상을 2개의 헌법소원인 것처럼

악하면서 각각 법요건을 검토하여 결정을 선고하 음은 분명한 잘못이

라고 지 하지 않을 수 없다.

2. 憲法訴願 認容決定의 範圍

憲法裁判所法 제75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헌법소원을 인용하

는 결정, 즉 상 례에서는 불기소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선고하는 경우

에 한정해서만 근거법률에 한 헌결정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언 한 바와 같이 근거법률에 한 헌결정을 權利救濟型 憲法訴願의 附

隨的 違憲法律審査로 해석하는 경우에도 憲法訴願 認容決定이라는 범 를

어느 정도까지 획정하여야 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같은 법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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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

정서의 주문에서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5조 제3항은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 소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

나 그 불행사가 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헌법재 소

가 공권력 행사에 한 헌법소원에서 取消決定을 선고하거나 공권력 불행

사에 한 헌법소원에서 違憲確認決定을 선고하는 경우는 인용결정의 범

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인다. 이를 불기소처분에 한 헌법소원 차에

입하면 헌법재 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여 不起訴處分 取消決定을 선고하

는 때에 불기소처분의 근거법률이 헌이라고 단하면 근거법률에 해서

도 헌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뒤에서 소개하는 바와 같이 헌법재 소 례는 공권력 행사에 하

여 권리보호이익의 소멸에 의하여 취소결정을 선고할 수 없더라도 외

인 경우에는 선언 의미에서 公權力 行使에 한 違憲確認決定을 선고할

수가 있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같은 법 제75조 제5항은 공권력 행사에 한

例外的 違憲確認決定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과연 인용결정의

범 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논란될 수도 있다. 이러한 공권력 행사에 한

例外的 違憲確認決定은 공권력 행사를 취소하려고 단하 음에도 사후의

사정변경 등으로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헌확인결정을 선고한다

는 의미에서 인용결정에 당연히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불

기소처분 상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 등 권

리보호이익을 상실하 더라도 헌법재 소는 선언 의미에서 외 으로

不起訴處分에 한 違憲確認決定을 선고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외

헌확인결정의 경우에도 당연히 根據法律에 하여 違憲決定을 선고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헌법재 소도 事例 ④, ⑤에서 권력 사실행 라는 공권

력 행사의 종료로 권리보호이익을 상실하 더라도 외 청구이익을 인정

하여 헌확인결정을 선고하면서 근거법률에 한 헌결정을 선고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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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判例 事例 ③에서는 공권력 행사에 한 헌법소원은 却下決定을

선고하면서 근거법률에 한 헌법소원은 기각결정을 선고하 고, 事例 ①에

서는 공권력 행사에 한 헌법소원은 棄却決定을 선고하면서 근거법률에

한 헌법소원은 각하결정을 선고하 으며, 事例 ②에서는 공권력 행사에

한 헌법소원과 근거법률에 한 헌법소원 청구는 각 棄却決定을 선고하

다. 그러나 공권력 행사에 한 헌법소원의 기각결정 는 각하결정은 모

두 認容決定의 범 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은 무나도 명백하다. 헌

법재 소는 공권력 행사에 한 헌법소원에 하여 인용결정이 아니라 기

각결정 는 각하결정을 선고하 으므로 근거법률에 한 헌법소원에 하

여 附隨的 違憲法律審査를 하여 違憲決定을 별도의 주문으로 선고하는 것

이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결정문에서도 근거법률의 헌성을 둘러싸고

합헌의견 는 헌의견을 논란할 필요조차 없었던 사안이 아니었다고 생

각된다.

3. 法律 憲法訴願의 直接性 要件

만약 憲法裁判所法 제75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근거법률에 한 헌법

률심사를 청구인에게 부여된 獨立的인 根據法律에 한 憲法訴願 請求權이

라고 해석한다는 견해를 지지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법요건이라는 에

서 검토할 문제 은 있다. 청구인에게 부여된 근거법률에 한 헌법소원

청구권이라고 악한다면 그 법 성격은 특수한 형태의 法律에 한 憲法

訴願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헌법재 소도 事例 ①, ③의 결정이유에서

근거법률에 한 헌법소원의 법 성격을 法律에 한 憲法訴願이라고 명

백히 설시하면서 청구인이 법률시행 이후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실을 알았

던 때부터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 다는 이유로 각하결정

을 각 선고한 바가 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

해된 사실을 適法要件으로 한다. 청구인 자신에 하여(自己關聯性)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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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直接性) 재(現在性)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경우에만 헌법소원을 청

구할 수 있다. 이러한 법요건은 헌법재 의 필수 소송요건으로서 청구

인 등 계인의 주장과 상 없이 충족 여부를 조사해야 되는 職權調査事

이다.51) 직 성이란 공권력 작용이 별도의 구체 집행행 를 매개하는 때

에만 비로소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媒介的인 執行行爲가 없더라도

공권력 작용 그 자체만으로써 곧바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직 으로

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주로 法律에 한 憲法訴願과 련하

여 논의되어 왔다. 즉 법령이 별도의 행정처분 등 집행행 를 매개로 하지

아니한 채 직 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소 處分的 法律인가 아니면 법

률조항 자체로는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고 구체 행정처분을 거쳐야만 비

로소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象判例에서는 근거법률인 交通事故處理特例法 제4조 제1항은 불기소처

분인 公訴權없음處分을 매개로 하여 비로소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청

구인의 근거법률에 한 헌법소원은 직 성의 법요건을 명백하게 흠결하

다고 보인다. 따라서 근거법률에 한 헌법소원은 直接性의 법요건을

결여하 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선고하 어야 마땅하다.52) 헌법재 소

례 에는 不正手票團束法의 벌칙조항 자체로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에

직 으로 련되지 아니하고 法院裁判이라는 구체 집행행 를 매개하

여 비로소 기본권에 향을 미치므로 청구인이 공소제기되어 재 을 계속

받던 법원에서 헌심 제청신청을 기각한 때에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 소정의 違憲法律審査型 憲法訴願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벌칙조

항에 하여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權利救濟型 憲法訴願을 곧바로

청구함은 직 성의 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 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53)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 소가 象判例에서 근거법률에 한 헌법소

51) 헌재 1989. 9. 4. 선고 88헌마22 결정, 1993. 5. 13. 선고 91헌마190 결정 등

52) 헌재 1994. 1. 7. 선고 93헌마283 결정, 1994. 4. 28. 선고 92헌마280 결정, 1998. 2.

27. 선고 97헌마101 결정

53) 헌재 1997. 6. 26. 선고 96헌마14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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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독립한 청구로서 악하고 청구인들이 제기한 고소사건에 하여

검사가 재량의 여지도 없이 불처벌의 특례조항을 용하여 공소권없음처분

을 결정하 기 때문에 근거법률에 의거하여 재 차진술권을 직 침해당

하여 自己關聯性, 直接性, 現在性이라는 법요건을 충족하 다고 명시 으

로 언 하면서 근거법률에 한 헌법소원의 본안 단에 들어가서 합헌의견

과 헌의견으로 갈리면서 기각결정을 선고하 음은 잘못이라고 지 하지

않을 수 없다. 한 交通事故處理特例法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불처벌의 특

례조항에 해서만 일반법률의 벌칙조항과는 달리 헌법소원의 직 성 요건

을 특별히 배제할 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憲法裁判所法 제75조 제5항에

근거하여 이를 정당화시킬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4. 權利救濟節次 經由의 期待可能性

청구인이 불기소처분에 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에 앞서 항고․재항고

라는 權利救濟節次를 경유하여야 되고54), 이를 경유하지 아니한 채 헌법소

원을 청구하면 헌법재 소는 헌법소원이 부 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선고하고 있다.55) 象判例에서는 청구인은 근거법률인 交通事故處理特例法

의 불처벌 특례조항 자체에 헌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근거법률에

의거하여 무조건 으로 公訴權없음이라는 不起訴處分의 決定主文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는 결과로 된다. 청구인은 근거법률의 헌을 주장하

면서 근거법률에 의거하여 결정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기 때

문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에 權利救濟節次를 經由하더라도 권리를 구제

받기 어려워 권리구제 차의 경유에 한 期待可能性이 없다는 이유로 補

充性原則의 例外事由를 인정하여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

부가 문제된다.

54) 檢察廳法 제10조 제1항, 제4항

55) 헌재 1991. 4. 28. 선고 91헌마43 결정, 1992. 6. 26. 선고 91헌마68 결정, 1993. 3.

11. 선고 92헌마142 결정, 1994. 2. 24. 선고 93헌마42 결정, 1994. 12. 29. 선고 93

헌마70 결정, 1995. 5. 25. 선고 94헌마200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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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 소 례 에서 권리구제 차의 경유에 한 期待可能性을 정

한 사례와 부정한 사례를 1개씩 소개한다. 기 가능성을 肯定한 判例부터

소개한다. 청구인이 국가안 기획부장의 변호인 견 거부처분에 하여 刑

事訴訟法 제417조에 따라 법원에 準抗告節次까지 밟아 취소결정을 받았음

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무시하면서 재차 견거부처분을 하기 때문에 곧바

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안에서 헌법재 소는 법원의 準抗告節次로써는 權

利救濟의 期待可能性이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항고결정의 이행을 거부

하는 처분에 하여 다시 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권

리구제 차가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補充性原則의 例外事由에 해당된다고

시하 다.56)

다음 기 가능성을 否定한 判例를 소개한다. 청구인은 세무서장의 부가가

치세 부과처분 과세개시기간 20일 까지 一般課稅 에서 課稅特例 로

환하는 課稅類型轉換의 通知를 하지 아니한 공권력 불행사로 인하여 재

산권, 평등권을 침해당하 다고 헌법소원을 청구하 다. 청구인은 과세처분

에 하여 행정심 ,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大法院의 確立된 判例가 과

세유형 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과세유형 환을 하고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하더라도 법하지 아니하다는 입장이므로 행정심 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청구기각이 될 것으로 명백히 견되어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하 다고 주장하 다. 그러나 헌법재 소는 조세법령의 해석과 용에

한 大法院의 確立된 判例에 비추어 패소 결을 선고받을 것이 견된다

는 사실만으로는 심 차에서 권리를 구제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 前審

節次履行의 期待可能性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시하

다. 과세처분에 한 國稅基本法에 따른 이의신청 등의 구제 차와 행정소

송에 의한 권리구제 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하

는 것은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 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 다.57)

56) 헌재 1991. 7. 8. 선고 89헌마181 결정

57) 헌재 1998. 10. 29. 선고 97헌마28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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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判例에서는 불기소처분은 근거법률에 의하여 기계 으로 公訴權없음

處分이라는 불기소처분을 결정하도록 강제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에서

근거법률의 헌성을 주장하 던 것이므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에 앞서 권

리구제 차를 경유하더라도 권리구제 차에서 권리를 救濟받을 可能性은

거의 기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항고와 재항고를 담당하는 상

검찰청에서도 불기소처분의 根據法律이 헌법재 소에서 정식으로 違憲

決定으로 선고되기 까지는 유효한 법률로서 용하도록 지시할 수밖에

없어 근거법률의 헌성 자체를 문제로 삼아 불기소처분에 한 再起搜査

命令 등을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리

구제 차의 경유를 기 할 수 없다는 이유로 補充性原則의 例外事由에 해

당한다고 인정하여 곧바로 불기소처분에 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58) 헌법재 소는 결정문에서 권리구제 차 경유에

한 기 가능성이 없어 補充性原則의 例外事由에 해당한다고 명시 으로

단한 다음 권리보호이익 등을 순차 검토하 어야 상당하다고 보인다.

5. 交通事故處理特例法 제4조 제1항의 意味

일반 으로 反意思不罰罪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

할 수 없다’는 조문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交通事故處理特例法 제3조 제2

항 본문도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자동차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

우에는 ‘당해 차의 운 자에 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

라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반하여 공소

58) 尹眞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그에 근거한 불기소처분에 한 헌

법소원의 법성 - 헌결정의 소 효 문제를 심으로-’「헌법실무연구」제1권

(헌법실무연구회 2000년) 135쪽

方勝柱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헌법소송사례연구」(2002

년) 4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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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기할 수 없는 反意思不罰罪임이 명백하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경우는 사고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등 가입사실에 의하여 피해자의 처벌불

원의사가 존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동등하게 평가하여 處罰不願意思를 擬

制하는 第2次的 反意思不罰罪라고 생각된다. 법원 례도 교통사고처리특

례법 반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악하여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

입되었다면 刑事訴訟法 제327조 제2호에 배된 공소제기로 보고 피고인에

게 업무상 주의의무 반사실을 인정할 수 없더라도 無罪判決을 선고할 것

이 아니라 소송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公訴棄却判決을 선고하여야 된다고

시하 다.59)

결국 일반범죄로 규정된 刑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 에서 교통

사고와 련된 일부의 범죄유형을 交通事故處理特例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反意思不罰罪라는 방식으로 형사처벌 차를 변경한 것이다. 한 같

은 법 제4조 제1항은 와 같이 일단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범죄에서 사

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었다면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표시하

더라도 보험가입사실 자체에 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명시 으로 표시한 것

과 다름이 없다고 간주하는 擬制된 反意思不罰罪라는 방식으로 刑事處罰節

次에 하여 重疊的으로 變更을 가하 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결국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죄와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의제된 반

의사불벌죄는 모두 刑事節次法과 련된 규정에 불과하고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한 형사실체법과는 무 한 것이다.

6. 刑罰不遡及原則과 權利保護利益

憲法과 刑法의 조문해석상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형사실체법 규정이

아닌, 범죄자의 처벌을 한 刑事節次法的 規定은 소 하여 용하더라도

형벌불소 원칙에 배되지 않는다는 遡及效 肯定說이 타당하다고 생각된

다. 그러나 일부 입법례와 같이 刑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여 해결하는 방

59) 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1818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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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60)도 바람직하므로 향후 검토해 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한

法院의 判例變更은 사실상 입법작용인 것처럼 기능하더라도 법률 자체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유효한 刑罰法規의 존재를 제로 한 그 존

재의 범 내에서 解釋適用을 변경함에 불과하므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규정하는 형사실체법을 창설하는데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그러

므로 례변경으로 기존 형벌법규의 처벌범 에 한 해석을 다소 확 함

으로써 례를 변경하기 의 범죄행 에도 소 용하여 처벌하더라도 소

효를 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일반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거나 반의사불벌죄로 의제하는 제2차

반의사불벌죄를 추가시키는 刑事節次法的 立法 는 반 의 경우에

해서도 헌결정의 소 효를 정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象判例를 검토

하여 본다. 불기소처분에 한 헌법소원은 상범죄의 공소시효기간이 이미

도과하 기 때문에 형벌의 소 용 여부와는 상 없이 권리보호이익을 인

정할 수가 없음은 명백하다. 헌법재 소의 결정주문과 결정이유를 종합하면

심 의 상을 不起訴處分과 근거법률인 交通事故處理特例法 제4조 제1항

만으로 악하고 있다. 해당 법률조항이 상해를 당한 형사피해자의 재

차진술권을 배제한다는 이유로 헌결정을 선고하는 경우 일응 피의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변경되지만 刑罰不遡及原則 때문에 처벌할 수 없어 불기

소처분을 취소할 權利保護利益이 없다는 이유로 재 원일치에 의하여

각하결정을 선고하 다. 한 근거법률에 한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제 아래 例外的인 憲法訴願의 請求利益을 인정하면서 본안 단에

들어가서 기각결정을 선고하 다.

60) 를 들면 랑스 刑法 제112조의 2는 ‘다음 각 호의 법률은 본법의 시행 에 행

하여진 범죄의 처벌에 하여 즉시 용한다. 1. 사법제도와 재 할에 한 법

률, 다만 제1심 법원에서 실체 결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된다. 2. 형사

소추의 방식 재 진행의 형식을 정하는 법률 3. 형벌의 용과 집행에 한

법률, 다만 형을 가 하는 결과를 래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시행후에 행하여

진 행 에 하여 선고되는 유죄 결에 해서만 용한다. 4.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공소시효 형의 시효에 한 법률, 다만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결

과를 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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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 소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고 짐작된다. 즉 같

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피해자가 교통사고 피의자에 한 처벌불원의사

를 명시 으로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므로 刑事被害

의 裁判節次陳述權을 침해하지 아니하여 헌이라고 단하지 아니하는 듯

하다. 한편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명시

으로 표시하 더라도 사고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등 가입사실을 피해자의

명시 처벌불원의사와 동등하게 평가하면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죄와는 달리 재 차진술권을 본질 으로 침해하여 헌이라고

단하 던 것은 아닌가 추측된다.

그러나 第2次的 反意思不罰罪인 같은 법 제4조 제1항을 헌이라고 선고

하여 소 으로 효력을 소멸시키면 교통사고 피의자에게는 본래의 反意思

不罰罪인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을 용하게 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처

벌을 원하는 의사를 명시 으로 표시하는 이상 피의자를 처벌할 수 있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主觀的 權利保護利益을 상실하 다고 볼 수 없

게 되는 모순을 래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같은 법 제4조 제1항을 헌

으로 선고하면 해당 범죄는 第2次的 反意思不罰罪에서 같은 법 제3조 제2

항 본문의 反意思不罰罪로 환원될 뿐이고 청구인은 피의자에 한 처벌을

계속 원하고 있으므로 교통사고 피의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헌법재 소에서 교통사고 피의자의 重過失로 인하여 重傷害를 당한

피해자는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를 명시 으로 표시를 하 든, 즉 反意思不罰罪 는 擬制된 反意思不罰罪

로 해당되더라도 과실 상해의 교통사고 피의자는 반드시 처벌하여야

된다는 취지에서 헌 단을 하기 해서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과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하여 모두 違憲決定을 선고하여야 비로소 가능하

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만을 헌으로 선고해서는 소기의 목 을 달성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4조 제1항과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

부를 헌으로 선고한다는 제 아래에서만 刑罰不遡及原則에 의해 피의자

를 처벌할 수 없게 되어 불기소처분을 취소할 권리보호이익이 상실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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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논리를 비로소 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지만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을 헌으로 선고하여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 표명 는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입사실이라는 요건을 제거하여 반

의사불벌죄 는 제2차 반의사불벌죄를 모두 一般犯罪로 환원하여 조건

없이 처벌하더라도 이는 刑事節次法的 規定의 변경에 한 것이므로 그 법

률조항에 한 헌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헌결정된

차법 법률조항의 소 용을 정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 소의 단

과는 달리 결국 權利保護利益은 존재한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7. 公訴時效 完成과 例外的 請求利益

불기소처분에 한 헌법소원의 상범죄인 교통사고는 1990. 1. 29.과 같

은 해 4. 28. 각 발생하여 헌법재 소에서 결정을 선고하기 인 1995. 1.

28.과 같은 해 4. 27. 이미 각 公訴時效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형벌불소 원

칙 때문에 불처벌 특례를 정하는 벌칙조항을 소 하여 용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헌결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무 하게 공소시효의 완성

으로 명백하게 헌법소원의 權利保護利益을 인정할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검사가 交通事故處理特例法 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공소권없음처분을 결

정하 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根據法律의 違憲性을 정하면 공소권없음

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으므로 일단 권리보호이익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헌법재 소에서 헌법소원을 심리하는 도 해당범죄의 公訴時效가

모두 완성되었으므로 취소결정을 선고하더라도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등

權利保護利益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却下決定을 선고하 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헌법재 소가 불기소처분에 한 헌법소원이 헌법상 지극히

한 사안으로 단하 다면 권리보호이익은 상실되었으나 헌법소원의 객

소송 기능에 유의하여 외 으로 憲法訴願의 請求利益을 인정할 수도

있었다고 보인다.61) 불기소처분의 상범죄에 한 공소시효기간이 완성되

61) 尹眞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그에 근거한 불기소처분에 한 헌

법소원의 법성 - 헌결정의 소 효 문제를 심으로-’「헌법실무연구 제1권」

(헌법실무연구회 2000년) 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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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나 선언 의미에서 헌임을 확인하는 例外的 違憲確認決定을 선고

하면서 근거법률에 해서도 헌결정을 선고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 다

고 생각된다. 즉 공소시효기간을 도과하여 상범죄를 처벌할 수 없어 주

인 권리보호이익은 없더라도 향후에도 그와 같은 侵害行爲가 反復될

험성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憲法秩序의 守護․維持에 긴요하면 선

언 의미에서 외 으로 불기소처분이 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선고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근거법률의 헌성에 근거한 불기소처분도 향후 반복

될 험성이 있으므로 외 인 헌확인결정을 선고할 수 있는 요건도 어

느 정도 갖추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재까지 불기소처분에 한 헌법소

원에서 例外的 違憲確認決定을 선고한 헌법재 소 례는 찾아 볼 수가 없

다.

주로 權力的 事實行爲라는 공권력 행사를 둘러싸고 당해 행 가 종료하

여 주 권리보호이익은 상실하 으나 외 으로 헌법소원의 청구이익

을 인정하면서 종료된 권력 사실행 가 헌법에 반되었다는 이유로 선

언 의미에서 違憲確認決定을 선고한 례들이 있다. 그 사례로서 변호인

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 에 한 헌법소원62), 국제그룹 해체지

시에 한 헌법소원63), 구치소 미결수용자에 한 서신을 검열하는 행 에

한 헌법소원64),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거부하는 행 에 한 헌법소

원65), 구치소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착용을 강제하는 행 에 한

헌법소원66), 경찰서 유치장내에서 화장실 사용을 강제하는 행 에 한 헌

법소원67), 증인을 반복 으로 소환하는 행 에 한 헌법소원68) 등이 있다.

62) 헌재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결정

63) 헌재 1993. 7. 29. 선고 89헌마31 결정

64) 헌재 1995. 7. 21. 선고 92헌마144 결정

65) 헌재 1997. 11. 27. 선고 94헌마60 결정

66) 헌재 1999. 5. 27. 선고 97헌마137, 98헌마5 결정

67) 헌재 2001. 7. 19. 선고 2000헌마546 결정

68) 헌법재 소 2001. 8. 30. 선고 99헌마49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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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結 論

헌법재 소는 본건의 헌법소원 청구인에게 請求趣旨와 請求原因에 한

釋明權을 행사함으로써 상 례의 소송물을 불기소처분에 한 헌법소원

과 근거법률에 한 헌법소원의 병합청구로 보지 아니하고 不起訴處分에

한 憲法訴願이라는 단일한 청구로서 악하 어야 된다. 한 근거법률에

한 헌성 주장은 不起訴處分에 한 取消事由의 하나로 정리한 다음 불

기소처분에 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근거법률에 한 헌 단

은 별도의 決定主文으로 선고하고, 불기소처분에 한 헌법소원에 해서

기각결정 는 각하결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根據法律에 한 違憲性 判

斷은 決定理由에서 설시하는데 그쳤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象

判例에서는 불기소처분에 한 헌법소원을 각하하면서 근거법률에 한

헌 단에 하여 헌의견 는 합헌의견으로 나뉘면서 별도의 주문으로

棄却決定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청구인이 끝까지 불기소처분에 한 헌법소원 외에 근거법률에

한 헌법소원을 독립하여 청구하여 병합하 다고 고집한다면 헌법재 소로

서는 불기소처분에 한 헌법소원은 公訴時效의 完成에 의하여 權利保護利

益을 상실하 다는 이유로 却下決定을 선고하고 근거법률에 한 독립 인

헌법소원 심 청구는 直接性이라는 법요건을 결여하 다는 이유로 역시

却下決定을 선고하여야 된다. 그리고 불기소처분에 한 권리구제 차를 경

유하지 아니한 채 헌법소원을 청구하 다는 취지로 피청구인의 本案前抗辯

이 제출되었으므로 근거법률에 의거하여 불기소처분의 주문 선택을 강제받

았으므로 권리구제 차의 경유에 한 期待可能性이 없다는 이유로 보충성

원칙의 例外事由라고 명백하게 인정하 어야 마땅하다.

한 형벌법규의 소 효를 언 하면서 권리보호이익의 존재를 논란할 것

이 아니라 해당 범죄의 公訴時效가 완성되어 권리보호이익을 상실하 다는

이유로 却下決定을 선고하 어야 타당하다. 만약 공소시효기간을 도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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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향후에도 기본권 침해를 반복할 험이 있다는 등 외사유를 인

정하 다면 외 으로 불기소처분에 한 헌법소원에 하여 例外的 違憲

確認決定을 선고하면서 근거법률인 交通事故處理特例法 제4조 제1항 제

3조 제2항 본문에 하여 각 違憲決定을 부수 으로 선고할 수 있었다. 한

편 근거법률에 한 헌법소원에 해서 헌의견을 제시하려면 불기소처분

에 한 헌법소원에 해서는 각하결정을 선고하는 견해에는 찬성해서는

아니하고 例外的 違憲確認決定을 선고하여야 된다는 취지로 반 의견을 표

명하 어야 논리 일 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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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이 은 사립 학교수의 기간제임용의 문제를 헌법재 소 2003. 2. 27,

2000헌바26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헌소원사건을 심으로 고찰

한 것이다. 헌법재 소는 이 결정에서 사립 학교수의 재임용문제와 련하

여 재 7 : 2의 의견으로, “ 학교육기 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다”고 한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소정의 ‘기간임용제’ 규정이 헌법 제31조 제6항에서 정하

고 있는 교원지 법정주의에 반된다고 선고하 다. 이는 헌법재 소가

1998. 7. 16. 선고한 96헌바33등 결정에서 동규정을 합헌이라고 시한 의견

을 변경한 것으로,69) 학교원의 신분보장에 한 매우 요하고 의미있

69) 헌법재 소는 이 사건에서 5 : 4의 의견으로 동규정이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원

지 법정주의에 반되지 않는다고 시했다. 그 결정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다수의견

(1) 헌법 제31조 제6항이 규정한 교원지 법정주의는 단순히 교원의 권익을 보장하

기 한 규정이라거나 교원의 지 를 행정권력에 의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보호

하는 것만을 목 으로 한 규정이 아니고, 국민의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한 것까지 포함하여 교원의 지 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2) 학교원의 기간임용제를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은 문성․연

구실 등에 문제가 있는 교수의 연임을 배제하여 합리 인 교수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한 것으로 그 입법목 이 정당하고, 학교육기 의 교원에 한

기간임용제와 정년보장제는 국가가 문화국가의 실 을 한 학문진흥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나 국민의 교육권의 실 ․방법 면에서 각각 장단 이 있어서,

그 단․선택은 헌법재 소에서 이를 가늠하기보다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에 맡

겨 두는 것이 옳으므로, 조항은 헌법 제31조 제6항이 규정한 교원지 법정주

의에 반되지 아니한다.

(3) 기간임용제는 학교육기 의 교원을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교원의 학문에 한 연구․활동 내용이나 방식을 규율한 것은 아니며, 재임용

될 교원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임면권자인 학교법인의 교원인사에 한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도 아니므로,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은 헌법 제31조 제4항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 문성․정치 립성 학의 자율성과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한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4) 1) ․ ․고등학교 교육은 일반 으로 승인된 기 인 지식의 달에 이

있는 데 반하여, 학의 교육은 학문의 연구․활동과 교수기능을 유기 으로 결

합하여 학문의 발 과 피교육자인 학생들에 한 교육의 질을 높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교원의 자격기 도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이 요구되고, 이와 같은 학교육기 의 교원의 특수성은 임용기간 만료시에

교원의 자질을 심사하는 재임용제도를 두어야 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

2) 사립 학 교육기 의 교원과 국․공립 학교의 교원의 차별취 은 사법 계

와 공법상 권력 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고, 학교법인의 자율권 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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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정이며, 아울러 그동안의 법원의 례와도 구별되는 단히 진일보

한 결정이다.70) 특히 교육 학의 특성과 헌법 의미, 학교원의 기능

한 불가피한 수단이다.

3) 따라서 사립 학 교육기 의 교원이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의 임에

의하여 만들어진 학교법인의 정 에 따른 기간임용제의 용을 받음으로써 다

른 사립교육기 의 교원 국․공립 학교 교원과 비교하여 차별을 받는 것

은 모두 합리 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평등권 반의 문제는 생기지 않

는다.

2. 재 이재화, 재 조승형, 재 정경식, 재 고 석의 반 의견

(1) 입법자가 헌법 제31조 제6항이 규정한 교원지 법정주의에 근거하여 교원의 지

를 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효율 으로

보장하기 한 규정과 함께 교원의 신분보장 등 교원의 권리에 한 사항이 반

드시 규정되어야 한다.

(2) 1)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이 기간임용제를 채택한 근본목 은 학교육

기 의 교원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함으로써 학문 능력과 자질이 없는

학교원을 배제하기 한 것인데, 기간임용제는 학교법인의 주 인 편견이 개

입될 소지가 있어 객 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이와

같은 결과는 교원의 신분을 불안하게 하여 학문의 연구․활동의 독립성과 연속

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기간임용제를 채택함에 있어서는 교원의 신분보장을

하여 어도 재임용의 거부사유와 재임용의 거부에 한 구제 차를 반드시

함께 규정하여야만 교원지 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6항의 헌법정신에

합치된다.

2) 따라서 재임용 거부사유와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의 구제 차를 규정하지 아니

한 채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이 교원의 기간임용제를 규정한 것은 헌

법 제31조 제6항에 반된다.

한편 이 결정에 한 평석으로는 김종철, 사립 학교수 재임용제의 헌법 근거와

한계, 헌법실무연구, 제2권, 2001, 547면 이하 참조.

70) 컨 법원은 1987. 6. 9, 86다카2622 결에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

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임용계

약을 체결해야 하고 만약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

한 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되는 것이므로, 학교법인이 교원인사 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결정 통지는 교원에 하

여 임기만료로 당연퇴직됨을 알려주는데 지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교원과 학

교법인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어서 교원은 이에 한 무

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시하고 있고, 이러한 법원의 입장은 그

이후의 법원 례에 일 되게 유지되어 왔다. 이러한 재임용거부와 련한 법

원 례들에 하여는 김선수, 교수재임용에 한 례의 문제 , 법과 사회, 제20

호, 2001, 313면 이하 참조.

그런데 법원은 최근의 국립 학교수의 재임용탈락 사건에 있어서 그동안의 입장

을 변경하여 매우 획기 인 결( 2004. 4. 22, 2000두7735 교수재임용거부처

분취소)을 만장일치로 내렸다. 즉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

학의 조교수에 하여 임용권자가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

통지가 행정소송의 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련하여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 학의 조교수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

에 하여 합리 인 기 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재임용 되리라는 기 를 가



633

과 지 의 특성 등 다양하고 요한, 그리고 과거 헌법재 소와 법원의

례에서 소홀히 다루어졌거나 부정되었던 사안들을 매우 극 으로 다루

었고 단했다는 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

은 그 이후의 결정[2003. 12. 18, 2002헌바1432(병합) 교원지 향상을 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등 헌소원사건]에서도 그 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언 되지 않았거나 단을 회피한 , 는 다소 잘못

된 제에서 논의를 게한 부분도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 에서 이번 헌

재의 결정내용과 의미 그리고 그 문제 을 살펴보는 것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던 교수기간임용제 등 교수재임용제도에 하여 면

검토하고 조속히 획기 인 보완입법을 해야 한다는 을 상기할 때 자못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 에서는 먼 이번 결정의 내용과 의의 문제 을 살펴본 후, 사

지고 재임용 여부에 하여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니,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수에 하여 재임용을 거부

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는 와 같은 학교원의 법률 계에 향을

주는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국․공립 학

의 교수에 하여 재임용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고 이를 통지하 다고 하더라

도 이를 행정소송의 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시한 법원

1997. 6. 27. 선고 96 4305 결은 이와 되는 범 내에서 변경하기로 한다.”고

시했다.

이 에서 다루는 사립 학교수의 재임용 문제에 한 헌법재 소의 결정과 더불어

국․공립 학교수의 재임용 문제에 한 번 법원의 결은 학교수의 지

와 학문의 자유의 보장 학과 학교수의 자주성과 자율성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석이 되는 례라 하겠다.

이번 법원 결에서처럼 극 인 결을 이미 내렸던 이 사건의 원심 결인 서

울행정법원2000. 1. 18, 99구683 결의 내용과 그에 한 평석에 하여는 정연

주, 교수재임용거부처분에 한 공법 구제, 인권과 정의, 제285호, 2000. 5, 172

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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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학교법상의 교수 기간임용제의 헌법 문제 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Ⅱ. 헌법재 소의 결정내용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83. 3. 1.부터 1993. 2. 28.까지 10년간 학교법인 우학원이

경 하는 아주 학교 경 학과 교수로 임용되었다가 1984. 10. 31. 직권면직

되자, 학교법인을 상 로 소송을 제기하여 ‘학교법인 우학원은 청구인

에게 1984. 3. 1.부터 1993. 2. 28.까지의 기간 청구인을 복직시킬 때까지

의 임 을 지 하라’는 내용의 일부승소 결을 받았으나, 학교법인이 청

구인을 복직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임용기간의 만료로 교수로서의 신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학교법인의 자신에 한 무효

의 면직처분 복직불조치의 법을 이유로 수원지방법원에 97가합2514호

로 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 고, 상고심( 법원 99다41398호) 계

속 에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

고,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

항’이라 한다)에 하여 헌제청신청을 하 으나 법원이 상고를 기각하

면서 헌제청신청에 하여도 기각결정을 하자, 2000. 3. 14.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 다.

2. 심 의 상과 련규정

가. 심 의 상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①～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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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교육기 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

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다.

나. 련규정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③ 학교육기 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다. 이 경

우 국․공립 학의 교원에게 용되는 임용기간에 한 규정을 용한다.

사립학교법(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③ 학교육기 의 교원은 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여․근무조건, 업 성과약정 등 계약

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하여는 국․공립 학

의 교원에게 용되는 련규정을 용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 임

면권자는 교원인사 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다수의견

(1) 교육은 개인의 잠재 인 능력을 계발하여 으로써 개인이 각 생활

역에서 개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해주며, 국민으로 하여 민주시민의 자

질을 길러 으로써 민주주의가 원활히 기능하기 한 정치문화의 기반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학문연구결과 등의 수의 장이 됨으로써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문화국가의 실 을 한 기본 수단이 되고 있다.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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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행하는 이와 같은 요한 기능에 비추어 우리 헌법은 제31조에서

국민에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제1항),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어도 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부과하고(제2항), 의무교육의 무상제공과 평생교육진흥을 국가의 의

무로 부과하며(제3항제5항), 교육의 자주성․ 문성․정치 립성

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제4항), 나아가 학교교육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 , 교육재정 교원의 지 에 한 기본 사항을 법률

로 정하도록(제6항) 하 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립 학의 학교법인이 정 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그 교원을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도록, 따라서 임용기간의 만료

시에 그 교원의 격성 여부를 심사하여 다시 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

정할 수 있는 제도를 채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임용기간이 만료되

는 교원을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다시 임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재임

용 상으로부터 배제하는 기 이나 요건 그 사유의 사 통지 차에

하여 아무런 지침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당한 재임용거부의

구제에 한 차에 해서도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 기 때문

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년보장으로 인한 학교원의 무사안일을 타 하

고 연구분 기를 제고하는 동시에 학교육의 질도 향상시킨다는 기간임용

제 본연의 입법목 에서 벗어나, 사학재단에 비 인 교원을 배제하거나

기타 임면권자 개인의 주 목 을 하여 악용될 험성이 다분히 존재

한다.

(3) 따라서 객 인 기 의 재임용 거부사유와 재임용에서 탈락하게 되

는 교원이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재임용거부를 사

에 통지하는 규정 등이 없으며, 나아가 재임용이 거부되었을 경우 사후에

그에 해 다툴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회에서 학교육이 갖는 요한 기능과 그 교육을 담당

하고 있는 학교원의 신분의 부당한 박탈에 한 최소한의 보호요청에 비

추어 볼 때 헌법 제31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지 법정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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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성은 에서 본 바와 같이 기간임용제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임용 거부사유 그 사 구제 차, 그리고 부

당한 재임용거부에 하여 다툴 수 있는 사후의 구제 차에 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완 히 차단한 데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하여 단순 헌

을 선언하는 경우에는 기간임용제 자체까지도 헌으로 선언하는 결과를

래하게 되므로, 단순 헌결정 신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것이다. 헌법

불합치결정의 경우 입법자에게는 법률의 헌 상태를 조속한 시일내에

제거해야 할 입법개선의무가 발생하게 되므로, 입법자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기간임용제에 의하여 임용되었다가 그 임용

기간이 만료되는 학교원이 재임용거부되는 경우에 그 사 차 그에

해 다툴 수 있는 구제 차규정을 마련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

상태를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나. 재 한 , 재 하경철의 반 의견

헌법 제31조 제6항은 단순히 교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한 규정이라거나

교원의 지 를 공권력 등에 의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만을 목

으로 한 규정이라고 볼 것은 아니고, 국민의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한 것까지도 포함하여 교원의 지 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헌법조항을 근거로 하여 제정되는 법률에

는 교원의 신분보장, 경제 ․사회 지 보장 등 교원의 권리에 해당하는

사항뿐만 아니라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해할 우려있는 행 의 지

등 교원의 의무에 한 사항도 규정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교원의 기본

권을 제한하는 사항까지도 규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사립

학의 학교법인은 교원을 임용함에 있어 정년보장제를 채택할 수도 있고

기간임용제를 채택할 수도 있으며, 기간임용제를 채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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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①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원칙 으로 교원을 재임용하여야 하는 방

식을 채택할 수도 있고 ②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교원으로서의 신분 계가

당연히 종료되고 교원을 재임용할 것인지 여부가 오로지 임용권자의 단

에 따르는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는 등, 다양한 임용방식 당해 학에

가장 합하다고 단되는 방식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데, 이는 입법자

가 국․공립 학과는 다른 사립 학의 특수성을 배려하고 개개의 사립 학

교육의 자주성과 사립 학의 자율성을 최 한 보장하기 하여 마련한 제

도로서, 그 입법취지를 충분히 수 할 수 있다. 그 다면, 다수의견이 내세

우는 사 ․사후 장치가 사립 학교원의 지 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한 것임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장치를 두지 아니하 다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원지 법정주의의 본질을 훼손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

니한다고는 볼 수 없다.

Ⅲ. 기간임용제의 헌법 문제

1. 교원지 법정주의와 련하여

먼 다수의견도 지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 여

부는 교원지 법정주의와 가장 한 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결론 으

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수의견이 시하는 바와 같이 학교원의 지 와

신분에 한 기본 이고 본질 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교원지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반된다고 할 것이다.

동조항은 “학교교육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 , 교육재정

교원의 지 에 한 기본 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학교수를 비롯한 교원의 지 와 신분에 한 기본 인 사항을 법률로 정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이 사회에서 가지는 요한 기능을 실

하기 하여 헌법이 마련한 다양한 제도 장치들 하나이다. 두말할 것

도 없이 교원지 법정주의를 통한 교원의 지 와 신분의 보장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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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육이 제 기능을 할 수 없고, 교육의 자주성․ 문성․정치 립성

학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없으며, 나아가 학문의 자유가 보장될 수 없

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법자는 법률로 정하여야 할 교원지 의 기본 사항

에 교원의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의무에

한 사항을 규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립 학의 학교법인이 정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교원을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도록, 따라서 임용기간의 만

료시에 그 교원의 격성 여부를 심사하여 다시 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채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을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다시 임용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 재임용 상으로부터 배제하는 기 이나 요건 그 사유의

사 통지 차에 하여 아무런 지침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당한 재임용거부의 구제에 한 차에 해서도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

지 않다. 그 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년보장으로 인한 학교원

의 무사안일을 타 하고 연구분 기를 제고하는 동시에 학교육의 질도

향상시킨다는 기간임용제 본연의 입법목 에서 벗어나, 사학재단에 비

인 교원을 배제하거나 기타 임면권자 개인의 주 목 을 하여 악용될

험성이 다분히 존재한다.

결국 다수의견이 지 하고 있듯이 객 인 기 의 재임용 거부사유와

재임용에서 탈락하게 되는 교원이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 그

리고 재임용거부를 사 에 통지하는 규정 등이 없으며, 나아가 재임용이 거

부되었을 경우 사후에 그에 해 다툴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마련하

지 않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회에서 학교육이 갖는 요한

기능과 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원의 신분의 부당한 박탈에 한

최소한의 보호요청에 비추어 볼 때 헌법 제31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

원지 법정주의에 반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원지

법정주의를 반한 것이고, 따라서 이 을 매우 하게 시한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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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의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2. 사립 학 교원의 신분 계에 한 공법 원리의 용

가. 국․공립 학과 사립 학의 이원화의 문제

사회에서는 교육이 가지는 요성과 특성에 비추어 교육제도 반에

한 국가의 통제와 지원이 이루어지며 이를 사 자치에 방임하고 있지

않다. 이를 한 제도의 하나가 바로 교원, 특히 학교원에 한 신분과

지 의 보장이며 이는 교육의 자주성․ 문성․정치 립성 학의

자율성을 해 필수불가결한 제조건이고, 학문의 자유의 신장을 한 기

본요소이다. 이러한 신분보장의 필요성과 그 제도 장치에는 국․공립 학

교원과 사립 학 교원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없으며, 이를 해 헌법도 제

31조 제6항에서 교원의 지 에 한 기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신분보장을 제고하면서,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 사이에 어떠한

구별도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국․공립 학 교원과 사립 학 교원 사이의 신분상의 차이 내지

국․공립 학과 사립 학의 이원화의 문제와 련하여 다수의견은 명백한

견해를 피력하지 않거나 양자의 이원화를 묵시 제로 논의를 게하고

있으며, 반 의견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사립 학의 학교법인은 교원

을 임용함에 있어, 정년보장제를 채택할 수도 있고 기간임용제를 채택할 수

도 있으며, 기간임용제를 채택하는 경우에도 ①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원칙

으로 교원을 재임용하여야 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고 ②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교원으로서의 신분 계가 당연히 종료되고 교원을 재임용할 것인

지 여부가 오로지 임용권자의 단에 따르는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는 등,

다양한 임용방식 당해 학에 가장 합하다고 단되는 방식을 자유로

이 선택할 수 있는데, 이는 입법자가 국․공립 학과는 다른 사립 학의 특

수성을 배려하고 개개의 사립 학교육의 자주성과 사립 학의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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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최 한 보장하기 하여 마련한 제도로서, 그 입법취지를 충분히 수

할 수가 있다. 그 다면, 다수의견이 내세우는 사 ․사후 장치가 사립

학 교원의 지 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한 것임을 이해한다고 하더라

도, 그러한 장치를 두지 아니하 다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원지 법정

주의의 본질을 훼손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그러

한 장치를 반드시 두게 하는 것이 오히려 어 부스럼이 되어 사립 학교

육의 자주성이나 사립 학의 자율성을 해치는 결과가 되지 아니할까 걱정

스럽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양자의 구별을 명시 제로 하여 사립 학

교원의 신분보장의 차별성을 인정하면서 이를 학당국의 자유재량에 일임

하고 있다.

나. 국․공립 학과 사립 학 교원의 신분 계에 한 공통 인 공법

원리 용의 필요성 논거

그런데 이러한 반 의견의 주장은 그 결과 뿐 아니라 그 제에 있어서

도 부당하다. 왜냐하면 양자는 설립근거 등 형식 인 면에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실질 인 기능면에서 그리고 신분보장의 필요성면에서 하등의 차이

가 없기 때문이다.

첫째, 양자는 공교육과 학문을 실천한다는 면에서 동일하다.

둘째, 양자는 요한 국가의 공 임무를 수행한다는 면에서 동일하

다.

셋째, 그래서 국․공립 뿐 아니라 사립 학에도 국가의 각종 통제와 지원

이 이루어지고, 국가의 다양한 간섭과 규제가 따른다는 면에서 동일하

다.

넷째, 교원의 신분보장이 필요하다는 면에서 동일하고, 오히려 우리

의 실에 비추어 볼 때 사립 학의 경우 더욱 실하다.

다섯째, 이에 따라 사립학교의 경우 그 제도운 과 교원의 신분 지

등 반에 걸쳐 국․공립 학에 한 규정이 용되는 등 범 하게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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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용되고 있으며,71) 사립 학교원에 한 불이익한 처분에 한

구제 차도 교육부에서 이루어지는 등 행정심 의 차를 거치고 이에 불

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실질 으로 공법 차를 밟게 하고

있다.72)

이 모든 것이 양자의 공통성과 동일한 국가 규율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다. 에서 언 한 다섯가지 사항을 포함하여 학문과 교육기 으로서의

사립 학의 공 기능과 특성, 헌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교육의 자주성․

문성․정치 립성 학의 자율성 보장, 헌법 제31조의 제6항의 교

원지 법정주의의 취지와 정신,73) 아울러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헌법 제31

조 제6항이 교원의 지 를 법정하도록 하면서 국․공립과 사립 양자의 구

별을 하지 아니한 것, 사립 학의 경우에도 원칙 으로 공법규정이 용되

도록 한 다양한 법제도, 그리고 사립 학 교원의 신분보장의 필요성에 있어

서의 양자의 동일성 등이 교원의 신분보장문제와 련하여 국․공립 학과

사립 학의 이원화를 지양하고 사립 학 교원의 신분 계에도 국․공

71) 행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도 “ 학교육기 의 교원은 정 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근무기간․ 여․근무조건, 업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하여는 국․공립 학의 교원에게 용되는 련

규정을 용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72) 교원지 향상을 한특별법 제9조 제1항, 제10조 제3항은 “교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

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징계재심 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결

정에 하여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립 학의

경우도 학당국의 재임용거부에 하여 해당 교수가 교육부의 교원징계재심 원

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여기서 구제받지 못할 경우 동 원회를 상 로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법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최근에 재임용을 거부당한 사립

학교수가 교육부의 교원징계재심 원회에 재심을 요청하 지만, 당해 원회가

이를 각하하자, 동 원회를 상 로(해당 학은 피고측에 보조참가하 다) 교원징

계재심각하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해 법원은 원고(교수)

승소의 결을 내린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00. 1. 18, 99구26807).

73) 헌법 제31조 제6항이 교육의 물 기반인 교육제도 이외에도 인 기반인 교원

의 지 를 특별히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로 정하도록 한 취지는 그에 한 사항을

으로 사법 원리의 용을 받는 사 자치의 역에만 귀속시킬 수 없을 만

큼,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의 지 에 한 문제가 교육본연의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 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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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학 교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칙 으로 공법 원리가 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논거라고 할 것이다.

물론 양자 사이에는 형식 인 면을 비롯하여 지 않은 차이도 존재하고

사립 학의 다양성과 특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등 차별성이 인정되어야 하

겠지만 이는 세부 인 것이고 앞서 언 한 기본 인 기능과 신분보장의 필

요성에 하여는 차별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이다.74)

결국 신분보장에 한 사안에서도 기본 으로는 사립학교법이 교육공무

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이 용하고 있듯이 공법의 규정과 원리가 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반 의견이 양자의 차이를 제로 신분보장문제를

사립 학에 일임하는 등 사 자치와 사법상의 법률 계의 문제로만 악

하는 것은 교육의 특성과 기능 이의 실천을 한 제로서의 학교원

의 신분보장문제를 제 로 이해하지 못한 단히 잘못된 견해이다. 아울러

이러한 반 의견의 주장처럼 교원의 신분보장을 한 제도 장치를 마련

한다고 해서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특성 건학이념 등이 손상받는 것은

결코 아니고 오히려 더욱 강화되고 정당화되는 것이며, 정년보장으로 인한

학교원의 무사안일을 타 하고 연구분 기를 제고하는 동시에 학교육

의 질도 향상시킨다는 기간임용제 본연의 입법목 이 보다 잘 실 될 수

있을 것이다.

국․공립 학과 구별되는 사립 학의 특성과 자율성은 어디까지나 헌법

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교원의 신분보장과 학문의 자유 교육의 자주

성․ 문성․정치 립성이 보장되는 범 내에서 그리고 앞서 언 한

재임용제도의 두 가지 이념을 실 하는 제와 바탕 에서 인정되는 것이

지 사립학교 당국이 마음 로 모든 것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은 아니며, 그 지 않을 경우 이는 오히려 사립 학의 자율성을 해치는 결

과를 래하게 될 것이다. 결국 반 의견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이

는 오로지 사립학교 당국의 자의와 횡을 보장하면서 교원의 신분보장과

학문의 자유 교육의 자주성․ 문성․정치 립성의 보장을 포기하겠

74) 유사견해 김종철, 게논문, 5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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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한편 반 의견은 사립 학의 자율성과 련하여 사립학교는 사법인으로

서 국가에 한 계에서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논거를 들고 있는데,

이 역시 설득력이 없는 논거이다. 왜냐하면 교원의 신분보장이나 재임용문

제는 그 학의 법 형식이나 국가에 한 계에서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는 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차 언 한 바와

같이 학교원의 재임용문제는 한편에서는 학교원의 신분보장과 학문의

자유보장,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무능한 교원을 퇴출시키고 학문연구와

교육을 진시킴으로써 학문과 교육을 발 시키고자하는 상호 한 련

성이 있으면서 상호 모순될 수 있는 이익을 조화롭게 실 시키고자하는 문

제이기 때문에 그 학의 법 형식이나 교원의 고용 계 는 기본권효력

문제와는 련이 없는 것이다. 아울러 사립 학은 국가에 하여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나 이것이 사립 학 교원이 학당국에 하여 기본권

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논거로 국․공립

학과 사립 학을 구별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한 국․공립 학과 사립 학의 구별을 정당화시키는 논거로 제시되는

사립 학의 자율성에 한 반 의견의 주장은 마치 헌법 제31조 제4항의

학의 자율권조항과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원의 신분보장조항이 상호 모

순․배척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학의 자율성은

교육의 자주성․ 문성․정치 립성이 제될 때 가능한 것이고 이러한

교육의 자주성․ 문성․정치 립성은 학교원을 비롯한 교육종사자의

독립성과 신분보장이 제될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임을 상기할 때 학의

자율성과 교원의 두터운 신분보장은 상호 보완 계에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결국 교원지 법정주의는 학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립성․자주성․정치 립성의 확립, 그리고 학문의 자

유의 실 을 하여 최소한의 교원의 신분보장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것

에 불과하다. 그리고 여기서 법정화될 사항은 교원의 신분보장, 특히



645

이 사건에서처럼 학교원의 재임용에 한 기 과 차 구제사항 등

에 하여 규정할 것을 요구하며 그러한 기 등이 측가능하고 명확하며

객 이고 재임용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는 내용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따라

서 그 내용이 지극히 추상 이고 불명확하거나 재임용제도의 취지와 계

없는, 컨 교육과 학문 업 과는 계없는 그리고 주 인 자의가 개

입될 소지가 있는 기 이 법률이나 사립학교의 정 등에 정해진다면 이는

바로 헌인 것이다. 만일 그 지 않고 반 의견 로 교원의 임면에 한

사항이 오로지 학의 자율이나 임면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면 학교

원의 신분보장은 요원한 것이고 다수의견이 히 지 하고 있듯이 학

교원은 재임용을 해 - 특히 학교원의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고 이동이

사실상 어려운 우리의 실을 감안할 때 - 임면권자의 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되며, 이는 결국 교육의 립성과 자주성 정치 립성을 해치는

일이며 학교원의 학문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아울러

다수의견이 소개하고 있는 선진외국의 경우와도 매우 상치되는 것이다.

한편 이처럼 국․공립 학과 사립 학의 본질 구별을 제로 하고

있는 반 의견 뿐 아니라 “… 사회에서 필수불가결한 공교육이 가지는

요성과 특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의 실천을 해 교육제도 반에 한

국가의 통제와 지원이 이루어지며 이를 사 자치에 방임하고 있지 않다.”

라고 하면서도 이 양자의 구별문제에 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음으로

써 이와 유사한 사안에도 용될 수 있는 요한 헌법 해명을 회피한 다

수의견에도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립 학의 교원도 국․공립 학의 교원이 학당국이나 국가 등

에 하여 가지는 지 기본권과 본질 으로 동일한 지 와 기본권-

컨 학문의 자유, 직업의 자유, 재임용에 한 신뢰 내지 기 권, 차

기본권 등-을 학당국 등에 하여 가진다고 하겠다.

결국-물론 다른 에서 양자의 차이가 인정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어도 사립학교의 신분보장의 문제는 기본 으로는 양자의 차이를 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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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공법규정과 원리가 사립학교교원의 신분보장 계에 용된다는 데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고,75) 그때에 비로소 헌재의 헌논거인 헌법상 교원

지 법정주의에 한 이해가 가능해진다.

다. 사립 학 교원의 신분 계에 한 공법 원리의 용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사립 학 교원의 신분 계에 하여는 원칙

으로 국․공립 학의 경우처럼 공법의 규정과 원리가 용되어야 한다. 따

라서 재임용문제와 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이 용되어야 할 것이다.

(1) 법률유보의 원칙(포 임입법 지의 원칙)과 련하여

주지하는 바와 같이 기본권의 행사와 제한 등에 련된 기본 인 사항은

반드시 법률에 유보되어 있어야 하고, 그를 하 규범에 임해서는 안 된다

고 하는 것이 법률유보의 원칙이다. 따라서 기본권에 한 강만을 법률에

정하고 본질 이고 기본 인 사항을 하 규범이나 행정청에 임한다면 이

는 포 임입법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배되는 것이다. 결국 법치

주의원리의 주요내용인 법률유보의 원칙은 포 임입법 지의 원칙을

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헌법 제75조도 “ 통령은 법률에서 구체 으로 범

를 정하여 임받은 사항 … 에 하여 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임입법의 근거와 아울러 그 범 와 한계를 제시함으로써 이러

한 포 임입법 지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는 만일 그 지 아니하

고 일반 이고 포 인 임을 한다면 이는 사실상 입법권을 백지 임하

는 것으로 법치주의를 부인하는 것이 되고 행정권의 자의와 남용 기본

권에 한 무제한 인 침해를 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기본권에 한 사항을 법률에 어느 정도까지 구체

으로 정해야 기본권의 본질 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을 지

킨 것인가 하는 기 은 일률 으로 단할 수 없고, 련되는 다양한 사안

을 총체 으로 고려해야 하겠으나 어도 법률에 이미 하 규범으로

75) 결국 같은 맥락에서 김종철, 게논문, 5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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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될 내용 범 의 기본사항이 구체 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구라

도 당해 법률로부터 하 규범에 규정될 내용의 강을 측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76)

한편 일반 으로 이러한 법률유보의 원칙은 국가의 공권력행사에 의한

기본권의 행사나 제한의 경우에 용되는 것이지만 앞서도 언 한 바와 같

이 사립 학 교원의 신분 계의 경우 교원의 재임용에 한 학교당국의 결

정은 국․공립 학의 교원에 한 국가나 공공단체에 의한 공권력행사의

경우처럼 실질 으로 이러한 국가의 공권력행사에 한다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 결국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 계 등 기본권행사와 련되는 법률

계에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용되어야 할 것이고,77) 따라서 어도 이러한

신분 계에 련되는 기본 이고 본질 인 사항의 강이 해당 법률에 규

정되어 있어야 한다.78)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립 학교 교원의 재임용과 련한 신분

계에 하여 단지 “ 학교육기 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다수의견

도 지 하는 바와 같이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과 련한 기본 인 사항,

컨 객 인 기 의 재임용 거부사유와 재임용에서 탈락하게 되는 교

원이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 재임용거부를 사 에 통지하는

규정, 그리고 재임용이 거부되었을 경우 사후에 그에 해 다툴 수 있는 제

도 장치 등을 마련하지 않고 일종의 하 규범인 학정 에 포

으로 임하고 있다.79) 따라서 학교당국의 자의와 남용에 교원의 재임용

76) 헌재 1991. 7. 8. 91헌가4.

77) 교수의 지 에 하여 정한 법률의 경우에 헌법 제75조가 용된다는 주장은

김선수, 게논문, 333면.

78) 기간임용제의 세부사항을 사립학교법인의 정 에 임한 것이 헌법 제75조 등을

통하여 법치주의의 생원칙으로 인정되어 온 포 임입법 지의 원칙을

반했다는 주장은 김종철, 게논문, 563면.

79) 비록 그 후 개정․신설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은 “ 학교육기 의 교원은

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여․근무조건, 업 성과약정 등 계약

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하여는 국․공립 학의 교

원에게 용되는 련규정을 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항은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 임면권자는 교원

인사 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한 재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과거보다 진일보한 내용을 마련하고 있으나 본질 으로는 커다란

차이가 없는, 즉 교원의 재임용과 련한 신분보장에 한 기본 인 사항을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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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등 신분보장이 좌우될 수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 내지 포 임

입법 지의 원칙에 반된다고 하겠다.80)

물론 이러한 사항들은 에서도 언 했듯이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원지

법정주의와 련하여서도 논해지는 것들이지만, 이러한 헌법규정에 계

없이 헌법상의 법치주의원리와 련하여서도 논해질 수 있고, 한 논해져

야 하는 사항들이기도 하다. 따라서 만일 헌법에 제31조 제6항의 교원지

법정주의에 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이러한 논리는 독자 인 의

미를 가질 수 있다고 하겠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이 법률조항은 법률유보

의 원칙에 배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2) 법 차의 문제

무릇 모든 공권력작용은 법령이 요구하는 일련의 차를 거쳐야 하고, 행

정작용의 경우에도 그 성립요건으로서 법한 행정 차를 거쳐야 한다. 이

러한 행정 차가 행정의 민주화, 행정의 정화, 권리침해의 사 방과

효율 권리구제, 행정의 합리화를 하여 로 필요한 것임은 두말할 여

지가 없을 것이다. 특히 국민의 권리를 제한 내지 침해하는 부담 행정작

용의 경우에는 계기 의 동의나 의결 차 뿐 아니라, 상 방에게 의견진

술가나 증거의 제출 는 변명의 기회 등을 부여하는 청문 차 등의 행정

차가 실히 요구된다.

물론 이러한 법 차의 원리는 국가 공권력작용에 하여 용되는 것

이 원칙이지만,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실질 으로 이에 하는 법률 계에

도 용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서처럼 형식 으로는 사

법 계에 속하는 사립학교 당국과 사립학교 교원간의 법률 계에서도 재임

용문제와 같은 신분 계의 경우에는 법 차의 원리가 용되어야 할

지 않고 학교정 에 포 으로 임하고 있어 포 임입법 지를 한 내용

으로 하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여 히 반된다고 하겠다.

80) 김선수, 게논문, 3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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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왜냐하면 법 차원리를 비롯한 헌법상 내지 공법상 원리의 의

의와 그 용의 필요성은 그것이 용되는 법률 계의 형식 인 성격과 종

류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추구하는 실질 인 목 , 즉 공권력 내

지 이에 하는 행 를 통제하고 그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공익

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 에 좌우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서도 지 했듯이 사

립학교 교원의 신분 계에도 당연히 이러한 법 차원리가 용되어야 하

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공법 원리가 용됨으로써 사립학교 당국

의 행 가 히 통제되고 교원의 신분보장과 기본권이 보장되고, 이로써

학문의 자유의 신장과 학문의 발 교육의 자주성․ 문성․정치

립성과 학의 자율성 등의 공익도 아울러 추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재임용문제는 교수의 권리와 지 에 직결되

는 가장 요한 사안이므로 이 문제를 다루는 인사 원회의 심의결정과정

에서 당연히 해당 교수에게 청문 차 등의 행정 차를 인정해야 하는 등

다양한 차 통제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차가 사립학

교법에 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도 지 했듯이 이러한 차에 하여

구 사립학교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행법에도 매우 미흡하게 규정

되어 있어서 이는 에서 언 한 법률유보의 원칙에 배됨과 동시에 헌법

상의 법 차원리에 배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행정 차에 한 법 근거가 사립학교법 등 련법에 없거

나 미흡하게 규정되어 있을 경우 련 기본권자, 이 사건의 경우 재임용문

제와 련된 교원은 법 차에 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일반 으로는 청구인은 각 개별법이나 일반법으로

서의 행정 차법에서 이러한 권리를 찾을 수 있겠으나, 이 사건의 경우처럼

련개별법과 행정 차법 등에서 단순한 인사 원회에 한 규정 이외에

재임용결정과정에서의 해당 교수의 의견진술이나 증거의 제출 는 변명의

기회 등 청문 차에 한 직 근거규정을 찾기 어렵다면 최후 ․보충

으로 헌법규정과 원리에서 찾을 수도 있다고 본다. 이 경우 외 으로

직 련 헌법규정이나 헌법원리로부터 임용권자 내지 인사 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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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을 포함한 일정한 행정 차를 거칠 의무가 발생되고, 상 방에게는

이러한 헌법규정이나 원리로부터 그러한 행정 차를 거칠 것을 요구할 권

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헌법 근거로서 고려될 수 있는 규정

이나 원리는 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의 법 차에 한 조항이다. 동 조항은

“ 구든지 … 법률과 법한 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미국수정헌법 제5조의 법 차조항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형사사법작용에 의한 경우 뿐 아니라

행정작용에 의한 경우에도 그것이 국민에게 불이익을 래하는 처분이라면

그 처분에 하여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처분이

정한 차를 거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의 법

차조항은 “ 구든지 청문없이 비난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자연 정

의와 그 이념 바탕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침해 행정작용의

경우 이 규정에 근거하여 상 방에게 청문 차 등의 행정 차에 한 권리

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민주주의원리이다. 이 원리는 모든 국가권력행사의 최후 정당성

이 국민의 의사에 귀착될 것을 요구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이다. 따라서 민

주주의원리는 일정한 공권력행사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그 공

권력행사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키고 국민의 의사를 반 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일정한 침해 행정작용에 있어서도 사 에 그 내용을 상 방에

게 통지하고, 의견진술이나 증거제출 등의 청문 차를 부여하는 등 일련의

행정 차를 거칠 것을 민주주의원리는 요구하는 것이다.

셋째, 법치주의원리이다. 이 원칙은 국가권력행사를 헌법과 법률에 기속

시킴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이다.

이러한 법치주의원리는 국가권력행사의 자의와 남용을 방지하기 하여 국

가권력행사에 앞서 일정한 행정 차를 거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법치주

의원리는 헌․ 법한 국가권력작용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당

했을 경우 이러한 침해된 권리를 구제할 것을 당연히 요구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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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후 권리구제보다는 사 에 행정 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국가

권력작용의 정화를 도모하고 권리침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보다 효

율 인 권리구제이며, 이는 법치주의원리의 본래의 목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치주의원리는 이러한 사후 권리구제 뿐 아니라 국가권력행사과

정의 정화를 통한 이른바 사 권리구제를 실 하기 하여 국가권력

행사에 앞서 청문 차 등의 일정한 행정 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넷째, 신뢰보호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모든 국가권력행사가 국민의 신뢰

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즉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는 제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법치주의원리의 생원리라고 볼 수 있다.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법치주의원리는 국가권력행사의 자의와 남용을 방지하고 국

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을 그 이념으로 하고 있는데, 신뢰보호의

원칙이 무시되면 국민의 법 안정성과 측가능성 기득권이 침해되고

결국 국민의 기본권보장이 확립될 수 없어 법치주의원리는 실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국가권력행사, 특히 국민의 권리와

지 를 침해하는 공권력행사의 경우 그 내용을 사 에 상 방에게 통지하

고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사 행정 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만

일 이러한 행정 차를 소홀히 한다면 이는 상 방의 법 안정성과 측가

능성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결과 으로 법치주의원리는 실 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인사 원회의 심의결정과정

에서의 해당교수를 한 청문 차 등의 행정 차의 법 근거는 원칙 으

로 련 법령에서 도출해야 할 것이나, 이것이 어렵다면 최후 ․보충 ․

외 으로 상기 언 한 헌법규정과 원리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이러한 해당 교원의 재임용과 련한 일련의 차문제, 컨 재임

용에서 탈락하게 되는 교원이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 재임용

거부를 사 에 통지하는 문제, 객 이고 립 인 인사 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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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구성원의 자격 운용 문제 등은 에서 이미 교원지 법정주의와

련하여 논해졌지만, 법 차의 문제를 별도로 논의하는 의미는 에서

언 한 이유로 충분히 있다고 하겠다.81) 특히 이러한 논리는 만일 헌법에

제31조 제6항의 교원지 법정주의에 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독

자 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이 법률조항은

법 차원리에 배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재임용행 는 재량행 인가?

이 사건 반 의견은 이미 에서 소개했듯이 “… 교원의 임면에 한 사

항도 학자율의 범 내에 속하는 것이다. …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사

립 학의 학교법인은 교원을 임용함에 있어, 정년보장제를 채택할 수도 있

고 기간임용제를 채택할 수도 있으며, 기간임용제를 채택하는 경우에도 ①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원칙 으로 교원을 재임용하여야 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고 ②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교원으로서의 신분 계가 당연히 종료

되고 교원을 재임용할 것인지 여부가 오로지 임용권자의 단에 따르는 방

식을 채택할 수도 있는 등, 다양한 임용방식 당해 학에 가장 합하다

고 단되는 방식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데, 이는 입법자가 국․공립

학과는 다른 사립 학의 특수성을 배려하고 개개의 사립 학교육의 자주성

과 사립 학의 자율성을 최 한 보장하기 하여 마련한 제도로서, 그 입법

취지를 충분히 수 할 수가 있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사립학교 당국의 해당

교원에 한 재임용행 가 재량행 라는 것을 제로 하고 있고, 다수의견

도 “ 이고 통제받지 않는 자유재량은 남용을 불러온다는 것이 인류역

사의 경험이라는 에서 볼 때, 자의 인 재임용거부로부터 학교원을 보

호할 수 있도록 구제수단을 마련해 주는 것은 국가의 최소한의 보호의무에

해당한다. 즉, 임면권자가 학교원을 왜 재임용하지 않으려 하는지 이유를

밝히고 그 이유에 하여 당해 교원이 해명할 기회를 주는 것은

81) 이러한 일련의 차 내용들이 법 차상 요구된다는 견해로 김선수, 게논

문, 331면; 김종서, 교수재임용제, 어떻게 할 것인가?, 법과 사회, 제20호, 2001,

3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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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차의 최소한의 요청인 것이다. 그런데 닫힌 문 안에서 비 스럽게

재임용거부결정이 이루어지고 이를 당해 교원에게 고지하지도 않는 경우에

는 이러한 자의 인 결정에 한 견제수단이 없게 되는 것이다.”라고 시

함으로써 역시 사립학교 당국의 해당 교원에 한 재임용행 가 재량행

라고 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립학교당국의 해당 교원에 한 재임

용행 가 재량행 이냐 기속행 이냐는 교원의 신분보장 학교당국에

한 통제와 련하여 매우 요한 문제이다.

일반 으로 일정한 행 가 기속행 인가 는 재량행 인가의 여부는 사

법심사의 상가능성 여부 사법심사의 범 등과 련하여 요한 문제

이고, 원칙 으로 행정청의 행정행 와 련해서 문제되는 것이다. 그런 면

에서 행정청이 아닌 사립학교 당국의 행 에 하여 이러한 논리를 용하

는 것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런데 앞서도 언 했듯이 사립학교의 경

우 재임용문제와 련해서는 공법 원리가 용되어야 하고 아울러 학교

당국의 행 는 실질 성질상 행정행 에 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가 여기서도 용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앞서 소개한 법원 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법부는 종래 임기가

만료된 교수를 재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임용권자의 단에 따른 재량행

로 보아 사법심사의 상이 될 수 없다는 소극 입장을 취해왔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교수의 기간제 임용과 재임용제도의 취지는 연구

와 강의 학생지도 등 학교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능력과 자질이 없

는 교수가 정년까지 신분을 보장받고 재직하게 되는 폐단을 보완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학문의 자유, 학의 자율성 교육의 문성․자

주성․정치 립성을 보장하기 하여, 그리고 교원지 법정주의에 한

헌법규정과 정신에 비추어 학교수에 한 일정한 범 의 신분보장은

로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임용권자에게 재임용

여부에 하여 합리 인 기 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할 의무가 있고, 기간

제로 임용된 교수도 재임용 여부에 하여 합리 인 기 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신청할 법률상 는 조리상의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재임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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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학교수의 신분을 하는 도구로 악용되어 학의 자율성과 자

유로운 학문 활동을 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다언을 요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처럼 재임용제도가 학교수의 신분보장, 학의 자율성,

학문의 자유 등과 직결되어 있다는 을 감안할 때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

수에 한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행 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한 재임용기 을 충족시켰을 경우에는 반드시 재임용해야 할 의무를 지우

는 기속행 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그 지 않고 재임용 여부가 으

로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한다면 재임용제도는 본래의 제도

취지와는 달리 과거의 지않은 에서 보듯이 학교수를 순치시키고

학재단이나 정부에 비 조 이고 비 인 교수를 탈락시키기 한 교수에

한 통제도구로 락할 것이고, 교수의 임용권자 국가의 이해 계나 정

책에 반하는 내용의 학문연구 학술활동을 제한하여 결과 으로 학교

수의 신분보장과 학문의 자유 학의 자율성은 형해화되어질 것이다.82)

행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이 “… 교원의 임용기간이 종료되는 경

우에 임면권자는 교원인사 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사 원회의 심의

82) 교수재임용추천거부 등에 한 헌법소원사건(1993. 5. 13, 91헌마190)에서 변정수

재 도 “임용기간이 만료된 학교원에 한 재임용 여부는 기간제임용제도의

취지에 비추어서나 그것이 학교원의 신분과 기득권에 한 것임에 비추어 임

용권자의 자유재량행 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나 자질에 뚜렷한 하자가

없는 한 재임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기속행 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교육

의 자주성․ 문성․정치 립성․ 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 이를 한

제조건으로서의 학교원의 신분보장을 해서는 임용권자는 그 교원의 능력

과 자질에 객 으로 명백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한 반드시 해당교원을 재임

용하여야 하며 따라서 임용권자에게는 재임용 여부에 한 결정재량권이 부여되

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만일 재임용 여부의 결정이 으로 임용권자의 자유재

량에 맡겨져 있다고 한다면 즉 재임용행 가 순수한 자유재량행 라고 한다면

학교원의 재임용제도는 본래의 제도 취지와는 달리 과거의 에서 보듯이

학교원을 순치시키고 학재단이나 정부에 비 이거나 비 조 인 교원을

탈락시키기 한 학교원의 통제제도로 락할 것이고 학교원의 신분보장과

학의 자율성 학문의 자유 그리고 교육의 자주성․ 문성․정치 립성은

형해화될 것이다.”라는 반 의견을 통해 재임용행 가 기속행 임을 주장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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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재임용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의미있게 운용되기 해서

는 해당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인사 원회가 객 인 기 에 따라 결정하

고, 이 결정에 학교당국이 기속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

사 원회 심의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재임용행 는 기속행 이어

야 함을 알 수 있다.83)

결국 임용권자는 재임용의 기 을 충족한 교수에 하여는 반드시 재임

용해야 한다.84) 그리고 사립학교법에 보완되어야 할 련 규정내용, 컨

재임용기 등도 재임용제도가 기속행 로 운용되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한 그 기 은 객 이고 합리 이며 재임용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어야 하

고( 컨 학문과 연구 교육과 직결되는 내용),85) 가능한 한 명확해야

한다. 그래야 임용권자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를 일 수 있다. 다만 그 기

자체에 불가피하게 추상 인 불확정개념이 존재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이론상 임용권자에게 일정한 단의 여지가 부여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단의 여지는 재량의 여지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이 경우 그러한 추상

기 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단이 되면 반드시 재임용해야 하고, 반면에 기

에 미달하는 것으로 단이 되면 재임용을 거부해야 하는 기속행

83) 결국 같은 견해로서 김선수, 게논문, 328면.

84) 서울행정법원 2000. 1. 18, 99구26807 결은 “재임용제도가 임용권자에게 자의

인 기 으로 사립 학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라고 할 수는 없다. 만약 재임용제도를 ‘임용권자의 자의 인 기 으로 사립 학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이는 학문의 자유

와 학의 자율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 정신에 반함은 물론, 교원지 향상

을 한특별법의 근본 정신이나 재임용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53조

의2 제3항의 입법 목 에도 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한 재임용제도의 취지

에 비추어 보면, 임용권자는 ‘합리 인 재임용 심사기 ’을 설정( 에서 본 교육

부의 지침 등이 합리 인 심사기 을 설정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하

고, 이 기 에 따라 학 교원의 능력과 자질을 정당하게 평가한 후 재임용 여부

를 결정하여야 하며, 나아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사기 에 따른

재임용 요건을 갖춘 임기만료 교원에 하여는 재임용을 하여야 하며, 재임용을

거부할 때에는 그 거부사유를 밝 야한다.”라고 시하고 있는데, 이는 재임용결

정여부가 기속행 라는 취지의 견해를 간 으로 시사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85) 같은 견해 김선수, 게논문, 330면; 김종서, 게논문, 3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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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결합되는 것이다. 따라서 임용권자는 불명확하고 추상 인 기 에

따른 충족여부와 련하여 공익과 재임용제도의 목 과 취지에 부합하는

정당하고 객 이며 합리 인 단을 해야 할 의무를 지며, 만일 임용권자

가 이러한 단을 그르치거나, 아 단행 를 하지 아니하거나, 는

단에 한 객 이고 구체 인 이유를 시하지 아니한다면 이는 법한

행 로서 그에 따른 재임용 거부처분은 당연히 사법심사의 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86)

(4) 평등의 원칙

원칙 으로 평등의 원칙 등 조리상의 원칙은 공법상의 법률 계에 용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재임용문제도 비록 형식상 사법상의 고용 계이

지만 앞서 언 한 이유로 공법상의 법률 계에 한다고 보고 다양한 공법

상의 원리가 용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평등의 원칙도 용된다고 보아

야 할 것이다. 그런 에서 볼 때 행 재임용제도는 평등의 원칙상 문제가

된다고 하겠다.

만일 사립학교 교원이 재임용과 련하여 다른 사립학교 교원 는 국․

공립 학 교원과 비교하여 부당한 차별을 받는다면 이는 평등의 원칙에

배되는 것이다.87) 왜냐하면 앞서도 언 했듯이 학교원의 재임용과 련해

서는 사립 학 상호간 는 사립 학과 국․공립 학 상호간 합리 이고

본질 인 차별사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사립학교의 특성상 재

임용과 련하여 본질 이지 아니한 문제, 컨 기간제 임용에 있어서 기

간의 장단 등과 련하여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질 인 문제,

컨 재임용기 의 합리성과 객 성, 학교당국의 부당한 자의 방지, 립

이고 객 인 인사 원회의 구성, 해당 교원에 한 사 통지, 해당 교

원에 한 청문의 기회부여, 구제 차 등과 련하여서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이러한 에

86) 단의 여지문제에 하여는 김동희, 행정법 I, 2004, 255면 이하; 김성수, 일반행

정법2001, 191면 이하.

87) 유사견해, 김종철, 게논문, 5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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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규정을 결함으로써 학당국에 자의와 남용의 여지를 부여하고

학교원들 상호간의 부당한 차별을 래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고 한 실제

로 래하고 있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배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사립 학교육기 의 교원이 … 다른 사립교육기 의 교원

국․공립 학교 교원과 비교하여 차별을 받는 것은 모두 합리 이고 정당

한 사유가 있으므로 평등권 반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라고 시한 과거

96헌바33등 결정은 잘못되었고, 한편 96헌바33등 결정을 변경하면서 이러한

요한 헌법 해명에 해당하는 평등의 원칙문제에 하여 아무런 언 을

하지 아니한 이번 결정은 모두 잘못되었다고 하겠다.

(5) 구제 차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교원지 법정주의 법률유보의 원칙상 재임용

과 련한 구제 차가 사립학교법 등에 당연히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구제 차의 종류와 련하여 볼 때 본래 사법상의 법률 계에

한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과

련한 사립 학교원의 재임용문제는 민사소송의 차를 밟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그러나 재임용과 련한 법 분쟁은 비록 그것이 형식 으로는 사

법상의 법률 계라 하더라도 앞서 언 한 이유로 다양한 공법 원리가

용되고 따라서 이에 한 해결도 공법상의 소송, 즉 행정쟁송으로 이루어지

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재임용거부와 련된 분쟁은 교원의 의사

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으로 보아 교육인 자원부의 교원징계재심 원회에

일종의 행정심 으로서의 재심을 청구하고 이에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소

송을 제기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88) 최근에 이 원회

88) 교원지 향상을 한특별법 제9조 제1항, 제10조 제3항은 “교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

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징계재심 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결

정에 하여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립 학의

경우도 학당국의 재임용거부에 하여 해당교수가 교육부의 교원징계재심 원

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여기서 구제받지 못할 경우 동 원회를 상 로 행

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법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과거에도 재임용을 거부당한

사립 학교수가 교육부의 교원징계재심 원회에 재심을 요청하 지만, 당해 원

회가 이를 각하하자, 동 원회를 상 로(해당 학은 피고측에 보조참가하 다)

교원징계재심각하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해 법원은 원

고(교수)승소의 결을 내린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00.1.18. 99구26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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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거 재임용이 거부된 국․공립 학의 교원 뿐 아니라 사립 학의 교

원에 하여도 구제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3. 재임용 기 권의 문제

결국 재임용의 기 은 사립학교법 등 련법령과 학교정 에 합리 이고

객 이며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이러한 기 을 충족시킬 경우

학교당국은 해당 교원을 당연히 재임용시켜야 하는 기속행 로 운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임용 상 교원은 이러한 기 을 충족시킬 경우 재임용된다

는 신뢰와 기 를 가지게 되며, 이러한 신뢰와 기 는 일종의 기본권으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89) 연구와 교수능력 제고라는 교수재임용제도의 목

은 이러한 능력이 객 으로 인정된 교수는 당연히 재임용된다는 사실

을 제로 할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임용제도

의 목 으로부터 -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 재임용에 한 기 권

은 도출된다고 하겠다.90) 그 지 않고 반 의견 그동안의 법원의 견해

로 임용기간 만료로 단순히 고용 계는 종료되고 그에 한 이의제기와

련하여 아무런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다면 사립학교 교원은 재임용거부

행 가 아무리 형식 ․내용 으로 부당한 처사라 하더라도 이에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아무런 법 근거도 없고 권리도 없다는 것이 되고,

이는 학임면권자의 횡을 인정하는 것이며, 결국 학교원의 신분보장과

학문의 자유 학교원지 법정주의는 형해화되는 것이다.

89) 이러한 재임용되리라는 기 권을 법률상 보호의 가치가 있는 법익이라고 보는

견해로는 김선수, 게논문, 328면.

90) 유사한 견해로서는 김선수, 게논문, 326-327면; 김종서, 게논문, 343면; 김종

철, 게논문, 5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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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에서 다수의견이 “임기가 만료된 교원이 ‘재임용을 받을 권리

내지 기 권’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도 학교법인으로부터 재임용

여부에 하여 ‘합리 인 기 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시한 것도 잘못이다. 왜냐하면 에서 언

했듯이 그리고 아래에서도 언 하는 바와 같이 학교원은 임기가 만료되

었더라도 일정한 기 을 충족시켰을 경우에는 본인에 의사에 반하여 재임

용에서 탈락되지 않고 당연히 재임용되고, 한 학교당국도 재임용해야 하

는 기속행 이므로 이 경우 마땅히 해당 교원은 재임용에 한 신뢰 내지

기 권을 가지며, 이는 결국 ‘일정한 조건하의 재임용 받을 권리’라고 보아

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는 교원의 직업의 자유, 학문의 자유,

그리고 국․공립 학 교원의 경우 공무담임권 교원지 법정주의 등에서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그 지 않고 임기가 만료된 교원이 ‘재임용을

받을 권리 내지 기 권’을 가지지 않고 단지 ‘합리 인 기 과 정당한 평가

에 의한 심사를 받을 권리’만을 가진다고 한다면 해당 교원은 심사 차를

통해 일정한 재임용의 기 을 충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교는 이미

당사자에게 합리 인 기 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기회를 제공했으므로

학교로서는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되며 그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당

사자를 재임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며 이는 결국 학교당국의 자의와

남용 내지 횡을 가능 하는 것이다. ‘합리 인 기 과 정당한 평가에 의

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말은 당연히 그러한 심사의 결과 재임용

의 기 을 충족시켰을 경우에는 ‘재임용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며,

그 게 해석할 때 다수의견의 논리도 일 성을 가지게 된다. 왜냐하면 ‘합

리 인 기 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권리’는 바로 ‘재임용에

한 기 권 내지 권리’를 제로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재임용에 한

기 권 내지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합리 인 기 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권리’가 인정될 수 없고, 한 그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

가 없기 때문이다. 컨 건축허가신청을 당해 행정청에게 했을 때 신청인

에게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신청자가 충족했을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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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받는다는 기 권 내지 권리가 당연히 인정되고, 그러한 기

가 법․부당하게 침해되었을 때에는 그에 한 구제 차를 밟을 수 있으

며, 이는 건축허가에 한 법률상 인정되는 신청인의 권리를 제로 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해당 교원은 재임용을 목 으로 하는 것으로 그러한 ‘일정한 조건하

의 재임용 받을 권리’가 없는 ‘합리 인 기 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권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따라서 다수의견의 논리의 일 성을

해서 그리고 교원의 두터운 신분보장과 재임용제도의 한 운용 학교

당국의 부당한 자의와 남용을 막기 해서 해당 교원은 재임용의 조건을

충족한다는 제하에서의 ‘재임용 받을 조건부 권리’를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91)

Ⅳ. 맺는 말

지 까지 이번 헌법재 소 결정의 내용과 문제 을 살펴보았다. 체 으

로 이번 결정은 과거의 헌재나 법원의 유사 례와 비교해 볼 때 획기

인 것이고 결론에 있어서도 체로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아울러 이 결정이

원인이 되어 최근 교육부에서 과거 재임용에서 탈락된 교수들에 한 구제

를 극 으로 도모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한 이 결정을 계기로 련 법

령의 보완도 극 으로 고려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그런 에서 이번

결정의 의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는 반 의견 뿐 아니라 다수의견에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 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다수의견은 이번 사안을 교

91) 앞서 소개했던 법원의 최근 결( 2004. 4. 22, 2000두7735 교수재임용거부

처분취소)에서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 학의 조교수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하여 합리 인 기 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재임용 되리라는 기 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하여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

규상 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니, …”라고 시한 것도 이러한 재

임용에 한 기 내지 신뢰를 권리 내지 기본권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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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지 법정주의와 련해서만 단하고 있는데, 즉 “…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취지 앞에서 살펴본 입법자의 동기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 여부는 교원지 법정주의와 가장 한 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원지 법정주의에 반되는지 여

부를 먼 살핀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기간임용제가 교

원지 법정주의에 반됨을 확인하는 이상, 그밖에 청구인이 주장하는바 교

원지 법정주의 반의 결과 래될 수 있는 평등권, 학문의 자유, 재 청

구권, 근로조건법정주의 반 여부에 하여는 따로 단하지 아니한다.”라

고 시함으로써 교원지 법정주의와 련한 사항만 단하고 있다. 물론

다수의견 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여부 단의 가장 요한 사항과 기

은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원지 법정주의임에는 틀림없다. 한 그 잣

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여부가 단될 수 있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 의 목 은 단순히 사건을 해결하고 종결하는 데에만 있

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 은 당해 사건의 해결과 련 청구인 등의 기본권

을 구제해주는 것에서 그 목 과 기능이 다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 헌법

해명, 동일 는 유사한 다른 사건의 해결을 한 지침, 헌법수호, 공익

추구 등 다양한 기능과 특성을 헌법재 은 가지고 있는 것이다.92) 그 때문

에 당사자주의가 아닌 강한 직권심리주의가 헌법재 에 인정되고 있고, 그

러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청구인 등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하

여도, 그리고 일반 으로 언 되는 의의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헌법

재 소는 단할 수 있고 한 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런 에서 볼 때

에서처럼 다수의견이 오로지 교원지 법정주의와 련해서만 단하고

그 이외의 에서 소개된 다른 사항에 하여 단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

이다.

한편 다수의견은 국․공립 학과 사립 학의 구별문제에 하여 명시

92) 헌법재 의 특성에 하여는 정연주, 헌법소원심 청구취하의 효과, 공법연구 제

28집 제4호 제2집, 2000, 191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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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반 의견은 이의 구별을 논의의 출발 으로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앞서 언 한 이유로 잘못되었다. 즉 양자를 구별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이에 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다수의견도 에

서 지 한 바와 같이 논란이 되는 요한 헌법 해명과 동일 는 유사한

다른 사건의 해결을 한 지침제공이라는 헌법재 의 특성과 기능에 비추

어 볼 때 치 못한 태도라고 하겠다.93)

한 학당국의 재임용행 를 재량행 로 보는 반 의견과 명확한 입장

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재량행 를 제로 하는 듯한 다수의견도 재임용행

를 기속행 로 보는 시각에서 볼 때 잘못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94)

93) 컨 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과거 헌법재 소는 96헌바33등 사건에서 “사립

학교육기 의 교원과 학교법인 간에는 기본 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 계로서

교원의 임면권은 학교법인의 고유권한이라는 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임면

권을 갖는 국공립 학교의 교원과는 근본 으로 다르다. 사립 학교를 설

치․경 하는 학교법인도 국․공립 학교와는 달리 국가에 한 계에서 기본

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법원 1993. 2. 12. 92

13707, 공1993, 1005 참조). 그러므로 법률로써 사립 학교육기 의 교원임용에

한 구체 인 임용기간이나 임용 차를 교원의 직명별로 자세히 정할 경우에는

도리어 학의 자율권을 침해할 우려도 없지 않다. 사립 학교육기 의 교원과

국공립 학교의 교원의 차별취 은 공법상의 권력 계와 사법 계와의 차

이에서 비롯된 것이고 학교법인의 자율권 보장을 한 불가피한 수단인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간임용제의 선택여부를 으로 학교법인의 자율

인 결정에 맡기고 있으므로, 오히려 교원의 임임용시부터 기간임용제가 아닌

정년보장제를 선택할 여지도 없지 않은 것이다.”라고 시하면서 사립 학의 교

원과 국․공립 학의 교원과의 본질 구별을 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

한 례의 입장은 과거 사립학교법 제55조 등에 한 헌심 사건(1991. 7. 22,

89헌가106)에서 양자 모두 공교육의 담당자라는 에서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

립학교 교원은 본질 으로 동질 이라는 이유로 사립학교 교원의 노동운동을

지한 법률규정을 합헌선언한 례와 모순된다. 따라서 이처럼 논란이 되는 사립

학과 국․공립 학간의 구별에 한 헌법재 소와 법원의 과거 입장에 하

여 이 사건 헌법재 소의 다수의견은 과거의 례를 변경하면서 요한 헌법

해명의 차원에서 자신의 명확한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

94) 법원 역시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학교육기 의 교원은 학교법인의 정 이나

인사규정에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의 만료로 교원

으로서의 신분 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

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단에 따른 자유재량행 에 속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법원 1997. 6. 27, 96다7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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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논리필연 으로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한 조건부 기 권 내지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은 이미 언 한 바와 같은데, 이를 부인한 반

의견은 물론 이에 하여 소극 인 입장을 밝힌 다수의견 역시 잘못되었다

고 하겠다.

그 외에도 다양한 문제와 미흡한 을 다수의견이 지니고 있다는 에서

상당한 아쉬움이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기본

으로 잘 된 결정이며, 더욱이 과거의 엄청 잘못된 결정에 비하면 매우 높

이 평가받아야 될 결정이라고 하겠다. 아울러 이 사건은 사립학교 교원에

한 문제를 다룬 것이지만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학교원의 신분보장과

재임용에 한 문제는 사립과 국․공립의 경우에 원칙 으로는 차이가 있

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국․공립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용되어

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취지에 따라 행 사립학교법 련규정이 조

속히 보완․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665

임입법에 있어서의 명확성 원칙
- 헌법재 소 결정에서 나타난 문제 을 심으로 -

池 成 洙

憲法硏究官

- 目 次 -

Ⅰ. 서 론 ································································································· 667

1. 명확성원칙의 기능과 문제되는 역들 ··········································· 667

2. 임입법에서의 명확성 원칙 용의 필요성 ·································· 670

Ⅱ. 각 나라에서의 임입법 ·································································· 672

1. 임의 필요성과 우리 헌법에서의 임입법 ·································· 672

2. 독일의 임입법 ··············································································· 674

3. 미국의 임입법 ··············································································· 676

4. 일본의 임입법 ··············································································· 679

Ⅲ. 임입법의 명확성 정도를 결정하는 요소들 ·································· 680

1. ‘구체 으로 범 를 정하여’의 의미 ················································ 680

2. 임입법에서 명확성 정도를 결정하는 요소들 ······························ 682

Ⅳ. 완결 법률과 임입법에서의 명확성 정도의 차이 ····················· 685



666

1. 처벌규정이나 조세규정의 임에 있어서 명확성의 정도 ·············· 686

2. 헌법재 소 심사 기 의 문제 ······················································ 693

3. 임에 있어서 명확성 원칙의 첩 용문제 ································ 697

4. 소 결 ································································································· 700

Ⅴ. 결 론 ································································································· 702



667

Ⅰ. 서론

1. 명확성원칙의 기능과 문제되는 역들

법치국가는 소 법률유보 원칙이라 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

한하기 한 모든 국가행 가 법에 근거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법은 국

민의 행동 지침이 되므로 그 내용이 구구하거나 불명확해서는 안 되며 구

체 이고 일의 인 언어로 규정되어 수범자에게 측가능성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의 복잡하고 다양한 상 속에서는 일의 인 언어로 법문을

규정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한 언어가 가지는 본질 인 한계 때문

에 아무리 명확한 언어를 사용하여 법문을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용하는

자에 따라 그 언어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고, 그 언어에 한 사회 반의

합의 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게 되어 항구 으로 일의 인 의미를

가진 언어를 사용하여 법문을 작성하는 것은 기 하기 어려운 일이다. 만의

하나 일의 인 언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시시각각 변하는 사회 상을

규제하기 해서는 보다 많은 상을 포 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진 언어의

사용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입법자가 입법을 할 때는 일정한 범 내에서 가치충 이 필요한

개념을 사용하게 되는데, 만약 일정한 규범 의미를 담고 있는 가치개념을

추상 보편개념이라고 하여 이의 사용을 지한다면 법률은 모두 기술

표지만을 가진 언어로 서술될 것이고, 그 게 되면 법률 자체가 무 신축

성을 잃은 경직된 내용과 시 형식을 갖게 되어 국민 생활의 다양한 형

상이나 구체 인 개개의 사례에 합한 해결을 이끌어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가치개념들의 부득이한

사용의 범 와 한계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한데, 법률에 한 명확

성 원칙은 바로 이 같은 가치개념의 필요 불가결한 사용한계를 확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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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계를 벗어나는 불명확한 법문의 사용을 헌으로 확인해 주는 역할

을 한다.1)

명확성 원칙은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규정은 명확하여야 하며,

불확정 개념이나 막연한 용어를 사용하여 그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률이 헌 무효가 된다는 것을 말한다. 인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그 문언 자체로부터 규제의 상이 되는 행 와 그 지 않은 행 를 식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2).

그러나 측가능성과 다양한 상에 한 규제라는 양쪽 모두의 요구를

수용하고 조정하여 최 의 을 찾아 명확과 불명확의 한계를 는 작업

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입법자가 명확성 원칙을 철 하게 철하기 해 법

문을 지나치게 상세히 규정할 경우에는 입법목 을 제 로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그 다고 하여 불명확하고 포 인 언어의 사용을 폭넓게

허용하면 법률의 수범자인 국민에게 측 불허의 불이익을 주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호 모순인 듯한 요구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여 헌과 합헌의

한계를 그어주는 것이 바로 명확성 원칙이다.

헌법재 소는 그 동안 명확성 원칙을 법률의 헌 여부를 심사하는 요

한 척도로 사용하여 왔다. 권 주의 시 에 만들어진 법률들은 그 차나

내용 면에서 문제가 많았고, 특히 포 인 의미를 가진 언어로 규정된 법

률들이 많이 존재하 는데, 헌법재 소가 명확성 원칙을 용하여 이러한

법률들에 해 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지 은 상당부분이 정비되기에 이

르 다.

그동안 헌법재 소에서 명확성 원칙이 문제되었던 법률들을 내용별로 나

어 보면 주로 표 의 자유 역, 형벌법규 역, 조세법규 역, 임입법

역, 그리고 그 밖의 역으로서 일반 명확성원칙이 용되는 역들이다.

1) 김일수, 죄형법정주의(하), 변호사 회지, 1987. 4. 50면

2) 中村睦男, 法定節次の保障と明確性の原則, 法學敎室, 1988.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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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표 의 자유 역에서의 명확성 원칙은, 표 의 자유가 갖는 사회

, 정치 역할 때문에 다른 역과 비교하면 그 엄격성에 특징이 있다.

즉 이 역에서는 고도의 명확성 원칙이 요구된다.

구성요건의 명확성으로 표 되는 형벌 역에서의 명확성 원칙은, 군주의

자의 인 형벌권 행사에 하여 항이 가장 먼 일어났던 역으로 이

역에서의 명확성 기 은 다른 역의 명확성을 단할 때 그 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며, 헌법재 소는 이 부분에서도 상 으로 엄격한 명확성

을 요구하고 있다.

한 과세요건 명확주의로 불리고 있는 조세 역에서도 비교 엄격한

명확성 기 을 요구하고 있는데, 의 조세환경이 조세법률주의가 등장하

게 되었던 시 에 비해 엄청난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 소는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듯하다.

이 밖에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은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가권한 행사의 근거를 법률에 둠으로써 자의 인 권한 행사를 방지할 필

요가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법치국가의 원리상 법률의 명확성 원칙이 당

연히 요청된다3). 다만 이러한 일반 명확성 원칙은 상당히 그 정도가 완

화되어 용될 것이므로 이 기 을 용하여 헌으로 단되는 사례는 좀

처럼 없다.

그리고 이 의 주제에 해당하는 임입법4) 역에서의 명확성 원칙인

데, 임에서의 명확성 원칙이라고 하면 약간은 생소한 용어이지만, 명확성

3) 헌법재 소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 으로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라고 시하여(헌재 1999. 7.

22. 97헌바9, 례집 11-2, 112, 124) 법치국가 원리로서 일반 으로 명확성 원칙이

요구됨을 밝히고 있는데, 헌법재 소가 일반 명확성 원칙을 용하여 법문의 명

확성을 단한 사건으로는 자연공원내 집단시설지구의 지정․개발에 한 자연공

원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등에 한 사건(헌재 2000. 2. 24. 98헌바37, 례집

12-1, 169, 187)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등에 한 사건 그리고 집합건

물의소유 리에 한법률상의 재건축 결의에 한 사건(헌재 1999. 9. 16. 97헌바

73등, 례집 11-2, 285)등이 있다.

4) 여기서 임입법이라는 용어는 법률에서 모든 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하 법령인

통령령 등에 임하고 있는 법률을 의미하며, 수권법률이라는 용어도 같은 의미

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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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의 단기 이 측가능성이라는 에 착안하여 보면 임 역에서

명확성 원칙의 수 여부를 문제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상이다. 다만

이 역에서의 명확성 원칙은 에서 나열된 것들과 명확성 요청에 한

이유가 약간은 다른데,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이라는 이유 이외에

행정의 특성상 나타나는 삼권분립의 완화를 제도 으로 보호한다는 측면이

함께 고려된다는 이다. 이러한 임은 입법의 거의 모든 역에서 이루어

지고 있고, 특히 명확성 원칙의 엄격한 수가 명문의 규정으로 요구되는

형벌이나 조세 역에서조차 임은 일반 인 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제 상이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임에서의 명확성 정도를 일률 으로

정의하는 것은 별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에서 에 열거한 다른 역

에서의 명확성 원칙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임입법에서의 명확성 원칙 용의 필요성

법치국가의 법률유보 원칙에 비추어 보면 행정작용의 제1차 인 기 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이것은 행정작용에 한 국회의 사 승인을 의미

하고, 일 부터 국가기 상호간에, 구체 으로 의회와 행정부와의 사이에

서는 양자의 권력분립 인 역할분담을, 국가기 과 시민과의 계에서는 시

민의 권리를 국가의 개입으로부터 수호하는 기능을 해왔다.5)

그러나 와 같은 법률유보의 원칙은 에 이르러 행정의 실에 닥쳐

온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기를 맞고 있는데, 임입법의 일반화 추세도

그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가 복리국가를 지향하게 되면서 행정

기능은 질 , 양 으로 확 되었고, 그에 따라 필연 으로 임입법이 증가

되고 있는 것이다.

즉, 행정활동이 고도로 문화, 기술화됨에 따라 국회의 심의보다는 문

, 직업 공무원에 의한 심의가 보다 합한 문 , 기술 인 입법사항

이 증가하고 있고, 사회, 경제, 과학기술 등 행정 상의 격한 변화에

5) 大橋洋一, 法律による行政の原理, 法學敎室 2000. 6(237), 11



671

응하기 한 탄력 인 입법의 필요성 한 증가하고 있으며, 그 밖에 법

률의 일반 규정으로는 지방 특수사정을 규율하기 곤란한 , 시 기타

비상사태의 발생과 국제 긴장의 장기화로 인한 신축성 있는 사태 응을

하여 범한 수권이 불가피한 , 행정분야에서는 객 공정성이 요구

되기 때문에 국회의 획일 , 면 입법으로는 행정 실에 타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등등의 이유들은 임입법의 증가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

다.6)

한편, 국가에서 의원내각제 국가는 물론 우리나라와 같이 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7)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의 문성과 복잡성에 기

인해 집행부인 행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이 극단 으로 나타나게 되면 법치국가의 원리는 무력화될 것이라는 우

려도 있다. 특히 부분의 법률안이 행정부에 의해 제출되고 있는 우리나라

와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가 의도 으로 법문의 내용을 애매하게 규정함으

로써 편의 으로 법률을 집행하게 될 험성이 높다는 지 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임입법에 따른 하 법령까지도 행정부가 여하게

되는 실에서 입법권은 사실상 행정부의 권에 속하게 될 것이라는 속단

까지도 낳는다. 따라서 임입법에 해 학자들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도 그 남용을 억제하기 한 통제 장치를 강조한다. 법치국가의 무력화를

방지하고 집행권의 자의 인 권한 행사를 막기 해서는 임입법의 필요

성이 인정될 때에도 하 법령에서 규정될 내용들을 법률 자체에서 어느

정도는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명확성 원칙은 법률 자

체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못지 않게 임의 경우에도 집행부

의 자의 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는데 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입법에 있어서 명확성 원칙을 거론하는 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

다. 물론 임입법에 있어서 명확성 원칙이 시된다고 하

6) 석종 등, 융 련법령의 헌성에 한 연구(법률유보원칙 포 임 지원

칙과 련성을 심으로), 국경제인연합회, 2002. 12., 24-25

7) 통령제 국가인 미국에서는 법률안 제출권이 국회의 속 권한이고 다만 통

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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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어느 정도의 엄격한 명확성을 요구할 것인지에 한 것은 다

른 문제이므로 임입법을 재단하는 명확성 원칙은 그것이 국가권한의 남

용가능성에 을 두고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행정의 능률성과 응성 측

면에 을 두고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그 엄격성 정도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에서는 헌법재 소가 그 동안 임 역에 용하여 온 명확성 정도

에 한 문제를 다룬다. 죄형법정주의나 조세법률주의에서 요구하고 있는

명확성의 정도와 그러한 역에서 임이 발생할 경우에 그 수권 법률에서

지켜야할 명확성의 정도가 차이는 없는지를 살펴보고, 만약 이들 사이에 차

이가 있다면 그 차이는 어디에서 유래하는 것인지, 그러한 차이가 실제 재

에서는 제 로 반 되어 왔는지 등등의 문제에 하여 그 동안 헌법재

소가 해 온 결정을 심으로 살펴본다.

Ⅱ. 각 나라에서의 임입법

1. 임의 필요성과 우리 헌법에서의 임입법

우리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하여 국가권력을 그 성질

에 따라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으로 나 고, 이들 권력을 각각 독립된 별개

의 국가 기 에 분산시킴으로써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국가권력이 집

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권력 상호간에도 억제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는

권력분립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다. 헌법 제40조의 국회입법권, 제66조 제4

항의 통령을 수반으로 한 정부의 행정권, 제101조 제1항의 법원을 정

으로 한 법원의 사법권 규정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자유

와 권리에 한 사항은 의회가 법률의 형식으로 규율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에서 언 한 것처럼 국가에 있어 임입법은 불가결한 헌

법 실의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다8). 입법권비 임 는 권한 임 지의 원

8) 한국공법학회연구보고서, 임입법의 한계에 한 연구, 헌법재 소, 199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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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은 의 고도로 복잡, 다양하고 속히 변화하는 행정 환경하에서는

더 이상 그 엄격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행정은 그 역이 복

잡․다기하여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히 처할 필요성

이 요구되는 반면, 국회의 기술 ․ 문 능력이나 시간 응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 기술 인 사항이나 시시각각 변화하는 분야에

한 사항은 임을 통하여 행정부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입법 실의

보편 인 요청이다. 생활이 복잡해지고 속도로 변화함에 따라 규율 상

이 증가하고 있고, 문성, 기술성을 요하는 분야 한 많아져 시의 한

규제가 필요함은 물론 명문화를 통한 법 안정성도 국가의 포기할

수 없는 목표이므로 의회에 의한 입법의 원칙과 법률만에 의한 기본권 제

한의 원칙은 더 이상 고수할 수 없게 된 것이다9).

사실상 모든 법규사항을 의회가 직 법률로 규정한다는 것은 부 당하

기도 하고, 한 불가능하기도 하다. 따라서 헌법에 그 근거가 있든(독일,

일본, 우리나라 등) 없든(미국, 국 등) 에 입법부의 고유 역으로 분

류되었던 입법권의 상당부분을 행정부에 임하는 것이 일반 인 상이

되고 있다.

우리 헌법도 제75조에서 통령이 ‘법률에서 구체 으로 범 를 정하여

임받은 사항’에 하여 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95조에서

국무총리 는 행정각부의 장이 ‘소 사무에 하여 법률이나 통령령의

임’에 의하여 총리령 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고 하여 임입법의 근거

를 마련하는 한편, ‘법률에 구체 으로 범 를 정하여’라는 조건을 설정하여

일정한 한계 내에서는 임입법이 허용됨을 선언하고 있다. 헌

9) 임입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을 지 하는 견해가 있다. 즉

임입법에 따른 하 법령은 국회의원이 아닌 임명된 기 에 의해 여론이나 정

치 인 고려 없이 제정되므로 국회입법에 비해 비민주 이고, 행정공무원은 일반

국민과의 교섭이 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에 무 심하기 쉬우며, 다수의 행정기

이 입법을 행하게 됨으로써 법령들 간에 통일성이 결여되기 쉽다는 지 이 그것

이다. 정종학, 미국헌법상 임입법에 한 연구, 논문집(박원창교수 정년퇴임기념

특집호(1980. 12), 충남 학교 법률행정연구소, 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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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 소도,

아무리 권력분립이나 법치주의가 민주정치의 원리라 하더라도

국가의 사회 기능증 와 사회 상의 복잡화에 따라 국민의 권리․의

무에 한 사항이라 하여 모두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만으로 다 정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외 으로 행정부에서 제정한 명령에 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다.10)

고 시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다.

2. 독일의 임입법

독일은 행 기본법 제80조 제1항에서 ‘연방정부, 연방장 는 주 정부

는 법률에 의하여 법규명령을 제정할 권한을 임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임된 권한의 내용, 목 범 는 법률에 확정되어야 한다. 법규명령에는

그 법 근거가 명시되어야 한다. 임받은 권한을 다시 임할 수 있음을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임받은 권한의 임을 해 법규명령이 필

요하다’고 명시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규정의 취지는 임의 내

용, 목 범 에 명확성 요건을 부과하여 명령의 내용을 법률과 결부시

킴으로써 이를 입법부의 통제하에 두려는 것이다11).

독일연방헌법재 소는 수권법률이 명확성 요건에 합치하는가 여부에

한 결에서 기에는 이를 상당히 엄격하게 해석하여 많은 법률에 해

헌 결을 내렸다. 그러나 1970년 이후에는 거의 헌 결이 나오지 않

고 있는데, 수권법률에 한 명확성의 해석이 완화되었기 때문이며, 그

은 제80조 제1항 제2명제인 ‘ 임된 내용, 목 범 는 법률에 확정되어

야 한다는 문언의 해석에 한 변천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방헌법재 소는 당 규정을 이론의 여지없이 내용, 목 범

10) 헌재 1991. 7. 8. 91헌가4, 례집 3, 336, 340

11) Ulrich M Gassner, Palamentsvorbehalt unt Bestimmtheitsgruntsatz, dӦv, 1996.

S 18f. 박 도, 임입법에 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9, 184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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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 법률 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엄격하게 해석하 으

나12) 서서히 그 입장을 후퇴하 다. 즉 수권의 내용, 목 범 가 그에

한 규정 자체에서가 아니라 그 법률의 다른 규정에서라도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면 족하다고 완화하 다가, 이후에는 법률의 조문 가운데 명시 으

로 규정될 필요도 없고, 그 법률 체의 해석을 통하여 명확히 알 수 있으

면 족하다는 쪽으로까지 완화한 것이다13). 때로는 당해 법률의 범주를 넘어

서 다른 법률 는 국제법인 조약과 연 시켜 명확성의 근거를 구하는 방

향으로까지 나아갔다. 명문의 헌법규정에 되는 이러한 확장해석에 하

여는 국민이 그 수권법률에 의해 어떠한 내용의 명령이 발해지는가를 측

할 수 없으므로 문제가 있다는 비 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연방헌법재 소는 임의 명확성 조항의 해석과 련하여 최근에

는 통일 인 명확성 기 을 추구하는 것을 단념하고 그에 신하여 명확성

의 기 에 단계를 부여하여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단계별 세분화의 기 을 제80조 제1항과 기본법 체와의 계에서 구한다.

우선 련된 사항의 헌법 가치 내지 지 의 요성 여하에 의하여, 다시

말해, 기본권에의 련성을 기 으로 명확성의 정도를 세분화하고 있는

데,14) 문제가 되는 기본권의 요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요구되는 명확

성 기 은 엄격하며, 반 로 기본권의 비본질 인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에

는 명확성의 기 은 완화된다. 한편 수권의 내용, 목 범 에 하여

어디까지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실제 , 법기술 인 도

명확성의 단계를 설정하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 구체 으로는 다양하고

속한 경제 , 사회 , 기술 변화에 응하여 신속하게 법 제정을 할

12) BverfGE 2, 334f ; 7, 303

13) D. Wilke, a.a.O., SS. 1942-1943, Bruno Schmidt-Bleibtreu/Franz Klein, Kommentar

zum Gruntgesetz fur die BRD, 8 Aufl., Berlin 1995, S. 865. 박 도, 의 책

186면 재인용

14) 법률에 의한 수권에 필요한 명확성의 정도는 일반 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규율되는 구체 인 역의 특성, 특히 기본권이 련성을 받는 정도 행정에

수권되는 행 의 종류와 강도에 련된다(BverfGE 48,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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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요구되나 의회의 입법 차로는 그것을 실 할 수 없는 역인 경우,

규제가 장소 , 시간 , 기술 으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국가의 본질 인 문

제를 결정해야 하는 의회에는 시간 여유가 없는 경우, 수권의 내용, 목

범 에 하여 의회가 엄 히 규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그것이다.

여하튼 오늘날에는 획일 이고 확정 인 기 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 이다.15)

3. 미국의 임입법

미국은 임입법에 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고, 다만 헌법 제1

조 제1항이 ‘이 법에 의한 모든 입법권은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는 미합

국의 의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에서 입법권을 열거하고 있

다. 그리하여 기의 연방 법원은 ‘권력을 임받은 자는 이를 임하지

못한다’는 법언에 입각하여 입법권비 임의 원칙을 도출해냈다16). 그러나

15) 연방헌법재 소의 결은 그 내용에 따라 벌칙을 정하는 법규명령, 침해 인 법

규명령, 수익 인 법규명령의 3단계로 나 어 명확성 기 을 달리 용하고 있

다. 즉 수익 인 행 에 한 수권법률의 명확성 정도에 한 요구는 침해 인

수권법률의 그것보다는 다(BverfG 48, 222)고 하고 있고, 기본법 제80조 제1항

제2문의 용에 있어서 침해법률의 수권규범의 내용 명확성은 특히 엄격한 요

구를 과하는 것이 정당하다(BVerfGE 7, 301)고 하고 있으며, 기본법 제80조 제1

항 제2문의 요구는 부담 인 수권법률의 경우가 수익 수권법률의 경우보다 엄

격하다(BVerfGE 23, 73)고 하 고, 침해법률 특히 형법법률의 수권규범의 내용

명확성에는 엄격한 요구가 부과되어야 한다(BVerfGE 14, 185)고 하 다. 박 도

의 책 188면 재인용.

16) 표 인 사건으로 1892년의 Field v. Clark(143 U. S. 649. 692)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 연방 법원은 ‘국회가 입법권을 통령에게 임할 수 없다는 것은

통치구조의 보호, 유지에 기본 인 것으로서 헌법에 의하여 선언되고 일반 으로

승인된 원칙이다’라고 하 다. 이 사건은 통령에게, 미국에 설탕, 꿀, 커피 등을

생산, 수출하는 나라가 동일한 제품을 수출하는 미국업체에게 불평등하고 불합리

한 세를 부과하는 경우 세우 조치를 정지하고 수입 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의 임을 부여하고 있는 1890년의 세법 제3조의 합헌성에 한 것이었는

데, 법 해석 기술을 통하여 연방 법원은 실 으로 입법권의 임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을 임이 아니라고 하고, 이를 법 집행권의 부여로 해석함으로써 합

헌성을 인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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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에도 사실상은 임입법을 허용하 으며, 1928년 Hampton v.

United States17)사건에서 연방 법원은 의회가 입법권을 포기하고 다른 기

에 이를 이양하는 것은 나라의 근본법을 반하는 것이지만, 권력분립국

가에 있어서도 각 권력 간의 상호 동이나 조정은 필요하므로 상식 내

재 인 필요성에 의해 그 정도와 성격이 정해지는 한 권력 상호간의 조

는 허용되고, 의회가 규범을 정립할 때 행정부가 수해야 하는 기 으로

‘명료한 원리(intelligible principle)’를 설정한 경우에는 입법의 임이 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미국의 임입법의 법리는 다음과 같은 개를 통해 발 되어 왔

다.

19세가 후반부터 1930년 반 시기에 연방 법원은 행정부에 한 권

한 임을 행정권 내지 집행권의 부여로 보아 입법권의 임이 아니라고 하

다. 이것은 임 지법리에 충실하려고 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지만 극

국가화 상과 그에 수반한 행정권의 비 화 앞에서 이러한 입장은 설득력

을 갖지 못하 다.

그리하여 1935년부터 1940년 후반에 걸친 시기에는 피 임 권한을 행사

하는 기 을 임법률 에 명시하면 그 임은 입법권의 본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의회는 자신에게 부여된 본질 기능에

해서는 이를 포기하거나 이양하지 못하므로 스스로 그 본질 인 입법기

능을 수행하지 않고서 행정기 에게 임했다면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반한 것이라고 하 다. 1935년의 Panama refining Co.18)사건과 Schechter

Poultry Corp.19) 사건에서 연방 법원은 임 법률 에 나타난 정책이나

17) Hampton v. United States, 276 U. S. 394(1928)

18) 연방 법원은 각주 간 는 국가 간의 무역에 있어 장해의 제거, 농공생산품에

한 구매의 증 , 국가자원의 보호 국가산업의 부흥과 같은 추상 인 규정

아래, 이미 생산되었거나 장되어 있는 모든 석유의 각주간의 통상이나 수송을

지할 수 있는 권한을 통령에게 수권한 것은 통령이 석유수송의 지를 결

정함에 있어 수해야 할 기 이나 조건에 해서 아무것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

므로 헌 인 입법재량권의 임이라고 선언하 다.

19) 이 사건은 국가산업부흥법 제3조의 효력과 련된 사건으로 동 조항은 통령이

어떤 조직이나 집단으로 하여 동법이 기 하는 산업부흥정책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종 산업에 용하는 공정경쟁에 한 규칙을 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통령이 이 규칙을 승인하면 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그 지 않을 때는 통령이 스스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수권하고 있

다. 수권 조항에 의한 규칙은 최장근로시간과 최 임 에 한 것이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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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의 명시 여부를 합헌성 단의 기 으로 삼았다.

그러다가 1946년의 American Power & Light Co.20) 결에서는 의 요

건이 완화된다. 이미 1936년의 Curtis Wright Export 결21) 이후 통령의

군사, 외교 분야에 있어서 기 요건의 완화 경향이 진행되었으나 1940년

후반 이후는 일반 인 행정분야에 한 입법권 임에 해서도 기 요건

의 완화 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례의 경향은 1970년 까지 지속되는데,

행정기 이 입법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제정법의 목 에 한 기본지침과

기 들을 제시해야할 책임이 행정공무원들에게 있다고 연방 법원은 시

했다.

그런데 1989년에 선고된 결에서 연방 법원은 임입법의 요건으로 일

정한 기 이 제시되어야 함을 재확인하게 된다. Mistretta22) 사건에서 당

있었다. 연방 법원은 동 조항이 통령이 공정경쟁에 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

어 수해야 할 아무런 기 도 마련하고 있지 않은 무제한 인 임으로 합헌성

의 범 를 일탈하고 있다고 보고 헌선언하 다.

20) 329 U.S. 90, 67 S.Ct. 133, 142, 91 L.Ed. 103(1946). 이 사건에서 연방 법원은

의회가 일반정책, 그것을 용할 공공기 , 그리고 그 임된 권한의 한계를 명

확히 한정한다면 이는 헌법 으로 충분하다고 하 다.

21) 이 사건은 미국 회사들의 국제무기 매매에 련하여 통령에게 입법권을 임

한 것에 한 것이었는데, 연방 법원은 국내문제에 한 사안이라면 이러한

임은 헌이라고 할 것이지만 외교문제에 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합헌이라고

단하 다. 즉 국제 계의 유지에서 돌발상황은 피해져야 하고 이러한 목표가

성공하려면 의회의 입법권이 어느 정도의 재량 범 내에서 통령에게 주어져

야 하는데, 통령은 의회보다 외국의 상황을 더 잘 알 수 있는 비 정보를 제공

받고 있고, 외교 사 등의 형식으로 자신의 리인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회에

게 통령이 따라야 할 아주 좁은 기 을 부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명하지

못하다고 시한 것이다. 299 U.S. 304(1936)

22) 488.U.S.361 109 S. Ct 647, 102 L.Ed 717(1989). 이 사건은 미국 형량 원회가 만

든 연방 사의 선고 형량의 가이드라인에 한 사건이었다. 원고측은 임입법

지의 원칙에서 볼 때 의회가 동 원회에 과도한 입법 재량을 부여하 다고

주장하 다. 연방 법원은 원고청구를 기각하면서 권력분립의 원칙과 임입법

지원칙은 의회가 조 인 다른 정부기 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요구되는 것은 수임자가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따라야할

intelligible principle을 설정해두는 것이라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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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법률은 양형 원회의 설치와 련하여 그 원회의 임무와 임무수행

방법 그리고 구체 인 상황을 규율할 특정 지침들을 정립하고 있었다. 이

사건에서 연방 법원은 임입법이 헌법 으로 지되는 것은 아니며, 명료

한 원리라는 기 에 따르는 한 허용된다고 선언했다.

이상에서 미국에서의 임법리는 시 마다 국가 이나 행정 , 경제정책

이나 실정법제도의 실태의 변화에 부응하여 다르게 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23).

즉 연방 법원은 외교, 군사 등에 련되는 통치 분야에서는 임의 법리

를 완화하거나 그 용을 제외한다. 일반행정분야에서는 수권법률의 명확성

을 심사하는 때에 당해 임 조항 뿐 아니라 련조항도 포함한 수권법률

체를 고찰하고 입법권 임이 행해지기에 이른 배경과 당해 수권법률 하

에서 개된 행정선례 그에 한 입법부의 응을 탐구함으로써 임법

리의 용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수권법률이 형벌을 포함하거나 한

인권을 제약하는 경우에는 임을 행하고 있는 법문을 한정 으로 해석하

고 있다.24)

4. 일본의 임입법

일본헌법 제41조는 ‘국회는 국권의 최고기 이며 국가의 유일한 입법기

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9조는 ‘법률안은 이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 의원에서 가결한 때 법률로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내각이 행하는 사무에 하여 헌법 제73조 제6호에서 ‘이 헌법

법률의 규정을 실시하기 하여 정령을 제정하는 것. 다만 정령에는 특히

그 법률의 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칙을 둘 수 없다’라고 규정하

고 있고, 내각법 제11조는 ‘정령에서는 법률의 임이 없으면 의무를 과하

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

23) 박 도, 임법법에 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9, 62-64면.

24) 의 책, 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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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규정만으로는 임입법에 한 허용여부에 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법 체의 해석을 통해서 볼 때 일본에서도 임입법이 일정한 범

내에서 인정되고 있다는 데에는 이론이 없다. 한 일본에서도 포

임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포 임인가의 여부를 단하기 한

자료로는 의회의 문 , 기술 능력의 한계나 시간 응능력의 한계,

죄형법정주의나 조세법률주의 등과 련하여 의회 입법 자체로 규율되어야

할 사항인가의 여부, 사인에 해 어떠한 효과를 갖는지, 련되는 인권의

성질이나 행정 역, 행정목 의 차이, 임되는 행정기 의 성격, 이해 계

를 가진 사인의 참가 차 정비 여부 등이 거론되고 있다.25)

Ⅲ. 임입법의 명확성 정도를 결정하는 요소들

1. ‘구체 으로 범 를 정하여’의 의미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이 불가피하게 요청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한정 인정할 수는 없다. 규제 역에서도 일반 으로 임이 이루어지

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 없이 임을 허용하게 되면 이로 인해 법규의

수범자인 국민은 측 불허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이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한 제약이 필요하고, 임의 내용을

측할 수 있는 척도로 우리 헌법 제75조는 ‘구체 으로 범 를 정하여’라는

수식어를 사용하여 임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해 어떤 법

률의 내용을 하 법령에 임을 할 경우에는 임의 내용, 목 , 범

등이 법률에 구체 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명확성 원칙이 도출

될 수 있다26). 헌법재 소도,

헌법 제75조는 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임은 구체

으로

25) 박 도, 의 책, 280면

26) 한국공법학회, 앞의 책, 12. 41-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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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를 정하여 하도록 하여 그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

부에 입법을 임하는 수권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한 것이다.27)

라고 시하여 헌법 제75조가 임에서의 명확성 원칙 조항임을 확인하고

있다.

그 다면 우리 헌법 제75조의 ‘구체 으로 범 를 정하여’라는 의미는 무

엇일까.

먼 ‘ 임은 개별 , 구체 수권이어야 하고 일반 , 백지 수권은 허

용되지 아니하며, ’구체 ‘으로라는 말은 상 법이 범 를 정하는 경우에 일

반 , 포 으로 입법사항을 일임하는 골격입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

미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28). 한 법률에 의한 수권은 개별 , 구체 이

어야 하고 포 내지는 백지 임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원칙 으로 법

률에 의한 수권에 있어서는 행정입법의 규율 상, 범 등을 구체 으로 정

하여 구라도 행정입법에 의하여 규율될 내용의 강을 합리 으로 측

할 수 있어야 한다29)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고, 수권규정에서 행정입법의 규

율 상, 범 , 기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일반 , 포 임은 허용

되지 않는다는 견해30)가 있는가 하면, 여기서 구체 이란 상이 특정되어

야 할 뿐 아니라 그 기 도 명확하여야 함을 의미한다는 견해31)도 있다. 그

런데 이 견해들은 모두 헌법 제75조가 일반 , 포 임을 지하고 있

다는데 이론이 없고, 헌법재 소는,

‘구체 으로 범 를 정하여’란 법률에 통령령 등 하 법규에 규정

될 내용 범 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 이고도 명확하게 규정

되어 있어서 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강을 측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32)

27) 헌재 1999. 4. 29. 94헌바37, 례집 11-1, 289, 325

28) 김도창, 행정법론(상), 청운사, 1993. 314면

29) 김동희, 행정법I, 박 사, 1998, 134-135면

30) 김남진, 행정법I, 법문사, 1998, 172면

31)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 사, 1997, 210면

32) 헌재 1997. 2. 20. 95헌바27, 례집 9-1, 156, 16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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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시하여 수권법률에서의 명확성이란 법률자체로부터 하 법령에 규

정될 내용의 강을 측할 수 있느냐는 의미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임은 어느 특정 분야에만 국한되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입법

행 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어디에서나 항상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

에 죄형법정주의나 조세법률주의 등과 련하여 발생되는 명확성 문제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그 범 가 범 하고 다양하므로, 와 같은 정도의 설

시만으로는 수권법률의 명확성 정도를 충분히 악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이를 구체 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2. 임입법에서 명확성 정도를 결정하는 요소들

여기서의 문제는 수권법률의 명확성 여부를 단할 때 어떠한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고, 그러한 요소들이 고려됨으로써 명확성의 정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하는 이다. ‘구체 으로 범 를 정하여’라는 용어 이외

에, 일반 , 포 임이 아닌 개별 , 구체 임이기 하여 요구되는

임의 명확성 정도에 한 명시 인 헌법 규정은 없다. 그러므로 개별 ,

구체 임이기 한 규율 상의 한정성과 기 의 명확성 정도를 일률

으로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제로 하여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양한

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해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해서는 국회입법

원칙의 철과 임입법의 실 인 요청과의 조화, 국민의 권익 공동체

에 미치는 향, 상의 한정성과 기 의 명확성과의 상호 계, 임입법에

한 차 통제여부, 수임기 의 민주 정당성 조직형태 등을 고려하

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33), 이 밖에, 규율 상의 국가 , 사회

성, 사법심사 국민의 통제가능성, 입법 기술상의 곤란성 등을 드는 견

해도 있으나3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수권법률의

명확성 정도를 결정하는 고려 상이 될 것이다35).

33)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 사, 2003, 148-149면

34) 김철용, 홍 형, 송석윤, 임입법의 한계에 한 연구, 헌법재 소, 1996, 64-67면

35) 박윤흠, 행정법강의, 1996, 218-2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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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수권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일반 근거로서 의회의 문 , 기술

능력의 한계와 시간 응성, 임기성의 한계 등이 구체 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법 규율은 국민에 해 미치는 향의 정도에 따라 벌칙이나 의

무 부과 ․제재 규율, 그 밖의 행정처분에 한 규율, 행정처분 이외의

국민에 한 구체 행정작용에 한 규율, 행정작용과 계없는 행정내부

조직에 한 규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 으로 이러한 구분에 의

한 순서에 따라 구체성 정도의 요구가 완화된다.

셋째, 련되는 기본권의 성질 행정분야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명확성

의 요구가 달라질 수 있다. 가령 표 의 자유 등 정신 자유권의 제한이나

규제행정에 한 것인 때에는 보다 엄격한 한정이 요구된다.

넷째, 규율 상의 한정성과 기 의 명확성은 상호 향을 미치는 요인들

로 규율 상의 범 가 좁고 요성의 정도가 낮은 때에는 명확성의 요구도

덜 엄격할 것이다.

다섯째, 수임기 이 구인가에 따라서도 구체성의 요구는 달라질 것이

다. 가령 통령에 임되는 경우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경유하게 되므로 어

느 정도 구체성의 요구가 완화되지만, 행정각부장 에게 임되는 부령의

경우는 당해 행정 청의 입장을 내세울 소지도 있으므로 구체성의 요구는

한층 엄격해질 수밖에 없다36).

36) 헌법재 소는 행정규칙에 한 임의 구체성 정도와 련하여 ‘법규명령과 행정

규칙은 입법 고제나, 공청회와 같은 행정 차상의 차이 외에도 법규명령은 법

제처의 심사를 거치고( 통령령은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된다) 반드시 공포하

여야 효력이 발생되는데 반하여, 행정규칙은 법제처의 심사를 거칠 필요도 없고

공포 없이도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는 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법률이 입법 임

을 할 때에는 “ 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법규명령에 임함이 바람직하고,

다만 “보건복지부장 이 정하는 바에 따라”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 임을 함으로

서 법규명령에 임한 것인지 행정규칙에 임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고, 그 게 임한 경우에는 그 법률의 임입법의 한계

일탈여부를 단함에 있어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8. 5.28.

96헌가1, 례집 10-1, 509, 515-519)라고 하여 부득이 행정규칙에 임을 할 경

우에는 그 명확성의 정도가 엄격하여야 함을 밝혔고, 한 조례에의 임에 한

구체성 단에서는,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 인

민주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표기 이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해

포 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조례제정권에 한 지나친 제약

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조례에 한 법률의 임은 법규명령에 한 법률의

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 으로 범 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 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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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이해 계인의 참가를 보장하는 제도가 얼마나 정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도 수권법률에 의한 행정입법의 내용에 한 통제의 요구 정도는 달

라진다.

결국 같은 법률사항이라도 헌법이 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취지나

그 내용이 일반에 미치는 향 정도에 따라 임의 명확성 정도는 달라질

것이다. 역사 으로 침해 역의 명사 던, 그래서 그 법률 한계의

명시가 간 히 요구되었던 형벌이나 조세와 같이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

한하는 사항(침해 역)과 국민의 권리를 형성하거나 부여하는 사항( 부

역)이나 국민에 하여 직 효과를 미치지 않는 사항(정책 역 는 국

가형성 역)은 그 요구되는 명확성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헌법의 제37조 제2항과 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 등

은 임에 있어서의 명확성 정도에 한 헌법 한계의 주요한 기 이 될

것이다37). 헌법재 소도 침해 역과 부 역 간에 그 법률유보의 성질

입법권자의 입법책무에 한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 즉,

족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5. 4. 20. 92헌마264등, 례집 7-1 564, 572-572)라

고 하여 민주 정당성을 가진 지방의회에 임할 경우에는 그 명확성의 정도를

완화함으로써 수권자가 구냐에 따라 명확성의 정도를 달리 단하고 있다.

다만 재 임과 련해서 헌법재 소는, 법률에서 임받은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모두 재 임하는 것은 ‘ 임받은 권한을 그 로 다시 임할 수 없다’는 복

임 지의 법리에 반할 뿐 아니라 수권법의 내용변경을 래하는 것이 되고,

통령령 이외의 법규명령의 제정․개정 차가 통령령에 비하여 보다 용이한

을 고려할 때 하 의 법규명령에 한 재 임의 경우에도 통령령에의 임에

가하여지는 헌법상의 제한이 마땅히 용되어야 할 것이다(헌재 1996. 2. 29. 94

헌마13, 례집, 8-1, 126, 163 ; 2002. 10. 31. 2001헌라1, 례집 14-2, 362,

371-372)라고 하여 법률에서 직 으로 임하는 경우나 임된 것을 다시 재

임하는 경우에 차이를 두지 않고 그 구체성에 있어서 같은 정도의 명확성을 요구

하고 있다.

37) 한국공법학회연구보고서, 앞의 책, 31-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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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 임은 법률로써 구체 인 범 를 정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특히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

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의 요구가 강

화되어 그 임의 요건과 범 가 일반 인 부 행정법규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 으로 규정되어 한다38)

고 시하고 있는 것이다.

Ⅳ. 완결 법률39)과 임입법에서의 명확성 정도의 차이

임에서의 명확성 정도는 일률 인 기 이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때그때 규율하는 내용 등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기 이 달라진다는 것을

에서 보았다. 문제는 수권법률의 명확성 원칙과 법률 자체가 완결 으로

내용을 규정할 때의 법률 자체의 명확성 원칙이 그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야 하는가 하는 이다. 를 들어 형벌이나 조세 역에서 임이 있

었다면 이때 어떤 기 으로 명확성 정도를 심사해야 하는가가 문제될 수

있다. 즉 임이 있을 경우에는 법률자체에서 완결 으로 그 내용 등을 정

하는 경우보다 완화된 명확성 원칙을 용하여 심사할 수 있을 것인지, 아

니면 형벌이나 조세 역에서 심사기 이 되는 엄격한 명확성 원칙을 그

로 심사기 으로 삼아야 하는지가 문제인 것이다. 물론 임은 거의 모든

역에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임이 이루어지는 모든 경

우에 발생한다. 다만 가장 빈번하게 법률자체의 명확성이나 수권법률의 포

임 여부가 문제되는 역이 형벌과 조세 역이므로 특히 이 분야를

를 들어 생각해 본다.

38) 헌재 1995. 11. 30. 94헌바40등, 례집 7-2, 616, 633-634

39) 완결 법률이라는 용어는 공식 인 법률용어가 아니며 다만 법률이 하 법령

에 임하지 않고 모든 내용을 법률에서 직 정한다는 의미로 필자가 논의의

편의를 해 사용하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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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벌규정이나 조세규정의 임에 있어서 명확성의 정도

우리 헌법은 처벌규정의 구성요건이나 조세 규정의 과세요건 등을 법률

에서 정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법률에서 직 명확하게 규정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실 으로 처벌규정의 경우라도 긴 한 필요

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구구하게 정하는 것이 사회 실정에 합하지 않

아 임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과세요건의 경우는 경제구조의 고도화와

격한 경기변동 등으로 생기는 조세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응하기 해

소집, 심의, 의결에 상당한 기간을 요하는 의회를 통하는 것보다 하 법령

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부득이 하

법령에의 임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재 소는, 처벌법규의 경우에는 특히 긴 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

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40), 조세법규의

경우에는, 사회 상의 복잡 다기화와 국회의 문 ․기술 능력의 한계

시간 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조세부과에 련된 모든 법규를 외

없이 형식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에 행정입법에의 임이 허용된다고 하고 있다41).

문제는 형벌이나 조세 역에서 임의 경우에 요구되는 명확성의 정도

가 범죄 구성요건이나 과세요건을 법률에서 직 규정하는 경우와 비교하

여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헌법재 소는, 구성요건을 법률에서 직 정하는 경우,

죄형법정주의에서 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구나 법률이 처벌하

고자 하는 행 가 무엇이며, 그에 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견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 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이

명확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42)

40) 헌재 1995. 10. 26. 93헌바62, 례집 7-2, 419, 429

41) 헌재 1997. 10. 30. 96헌바92등, 례집 9-2, 478, 494

42) 헌재 2000. 6. 29. 98헌가10, 례집 12-1, 741, 748 ; 2001. 1. 18. 99헌바112, 례

집 13-1, 85, 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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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는 한편, 구성요건을 하 법령에 임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한 처벌법규의 임에 있어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 상

인 행 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이를 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

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

다43)

고 시하고 있다. 한편, 조세 역에서 과세요건을 법률에서 직 정하는

경우는,

과세요건 명확주의란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 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 내용이 명확하고 일의 이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과세요건을 명

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생활의 법 안정성과 측가능성을 보장하는 것

을 그 기능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44)

고 하는 한편, 임의 경우에는,

입법을 임할 경우에는 법률에 통령령 등 하 법규에 규정될 내

용 범 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 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

의 강을 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45)

고 설시하고 있다.

와 같은 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헌법재 소가 구성요건이나 과세요

건을 법률자체에서 규정하는 경우나 하 법령에 임하는 경우에 모두

측가능성을 기 으로 명확한 규정인지 여부를 단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명확성 원칙은 곧 측가능성을 의미하므로 와 같은 설시는 당연해 보이

43) 헌재 1991. 7. 8. 91헌가4, 례집 3, 336, 341

44) 헌재 1989. 7. 21. 89헌마38, 례집 1, 131, 138-139 ; 1999. 12. 23. 99헌가2, 례

집 11-2, 686, 695 ; 2002. 12. 18. 2002헌바27, 례집 14-2, 840, 847-848

45) 헌재 1995. 11. 30. 91헌바1등, 례집 7-2, 562, 591 ; 2000. 1. 27. 98헌바6, 례

집 12-1, 42, 4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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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헌법재 소의 와 같은 설시를 문제삼는다면 왜

이를 문제삼는지에 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처벌법

규의 구성요건에 한 설시를 살펴보면 완결 법률과 임입법 사이에는

명확성의 정도, 즉 측가능성의 정도에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것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임입법을 인정하고 있는 제도의 취지를

반 하지 않은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 물론 조세법규에 한

설시의 경우에는 완결 법률의 그 규정 내용이 명확하고 일의 이어야 한

다는 설시와 임의 경우 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통령령 등

에 규정될 내용의 강을 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시 사이에 명확성의

정도 면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으므로 어도 조세 역에서는 처벌법규에서

지 하고 있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조세 역에서의 임입법 부분 설시가 완결 법률의 경우보다

는 완화된 기 을 요구하는 것으로 읽힐 수도 있지만, 한편, 하 법규에 규

정될 내용 범 의 기본사항에 해 가능한 한 구체 이고도 명확할 것

을 요구하고 있고, 구라도 당해 법률 자체에서 그 내용을 측할 수 있어

야 한다고 함으로써 오히려 명확성 정도에 있어 완결 법률의 경우와 같

은 정도의 엄격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설사 명확성에 한

설시를 완결 법률과 임입법 사이에 차이를 인정하는 설시로 본다고 하

더라도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헌법재 소가 조세 임입법에 한 명확성

원칙 수 여부를 실제로 심사함에 있어서는 완결 법률과 임입법 사이

에 거의 는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이다.

조세 역에서 완결 법률의 명확성 원칙 반 여부 단에서 합헌 단

을 받았던 사례와 임입법에서 헌 단을 받았던 사례들을 비교해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우선 완결 법률의 합헌 단 사례를 보면,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2항46)은 고가 양도시 증여의제를 한 규정인데,

46) 구상속세법 제34조의2 ②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히 높

은 가액의 가로서 재산을 통령령이 정하는 특수 계에 있는 자로부터 양수

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수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수자가 그 가와 시가와

의 차액에 상당한 액을 통령령이 정하는 특수 계에 있는 자인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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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높은 가액’이 명확한 규정인지에 하여 법정의견47)은,

‘ 히 높은 가액’이란 것은 ‘드러나게 값이 비싸다’는 의미를 가지

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도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는 일상용어이므로,

일반 통상인의 에서 보았을 때 비록 그 구체 인 수치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여도 법이 증여세의 상으로 정하고 있는 행 의 범

를 상당 정도 측할 수 있다48)

고 하 다.

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49)의 부가가치세 과세표 에 해 제

2호가 ‘부당하게 낮은 가’를 받거나 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

가 공 한 재화 는 용역의 시가를 합산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과 련해

서는,

‘부당하게 낮은 가’란 것은 ‘정당하지 않거나 이치에 맞지 않게 낮

은 가’ 혹은 ‘ 하게 낮은 가’라는 의미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

는 용어로서, 일반인의 에서 부가가치세 상으로 정하고 있는

행 의 범 를 측할 수 있다50)

고 하 고,

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51) ‘고 사진기’의

47) 5인 재 의 헌의견이 있다.

48) 헌재 2001. 8. 30. 99헌바90, 례집 13-2, 158, 172

49)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 ) ① 재화 는 용역의 공 에 한 부가가치세

의 과세표 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 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부당하게 낮은 가를 받거나 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 한 재

화 는 용역의 시가

50) 헌재 2002. 5. 30. 2000헌바81, 례집 14-1, 466, 475

51)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 상과 세율)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

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4종 다음의 과세물품은 물품가격 통령령이 정하는 기 가격(이하 “기 가격”

이라 한다)을 과하는 가격에 당해 물품의 세율을 용한다.

제2류

다음 각호의 과세물품의 세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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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명확한지에 하여,

‘고 사진기’란, 사회통념상 사진기에 해당하는 물품 일반인이 일상 으

로 사용하는 용품의 범 를 벗어난 일정 가격 이상의 사진기를 의미하는 것으

로서 과세요건 명확주의의 원칙에 반되지 않는다52)

고 시하 다.

이에 반해 조세에 한 임입법의 명확성 단에서 헌 단을 한 사

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53)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정

하면서 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임원에게도 그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것

과 련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 주주인 임원의 범 를 구체 인 기 도 없

이 이를 모두 통령령에 포 임하여 “ 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인 과 주주

가 법인의 경 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에 한 권리를 실질 으로 행사하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한 채, 과세청이 자

의로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 주주를 지정하여 보충 인 납세의무를 지울 여

지가 있으므로 포 임입법 지의 원칙에 반된다54)

고 시하 고,

1. 고 사진기와 동 련제품

52) 헌재 2003. 10. 30. 2002헌바81, 례집 15-2(하), 67, 80-81

53)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 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의 성립일 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하여 제2차 납

세의무를 진다.

2. 과 주주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라. 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54) 헌재 1998. 5. 28. 97헌가13, 례집 10-1, 570,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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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율에 하여 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55)의 ‘고 주택’

부분에 해서는,

고 주택이 무엇인지 하는 것은 취득세 과세요건의 핵심 내용을 이루는

본질 이고도 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 과 범 를 구체 으로 확정

하지도 않고 그 최 기 을 설정하지도 않은 채 단순히 ‘ 통령령으로 정하

는 고 주택’이라고 불명확하고 포 으로 규정함으로써 고 주택의 기 과

범 를 측해 내기 어렵다56)

고 시하고 있는가 하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5호57)가 종합합산과세표 가액에 합산하

지 않는 토지로, 골 장․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정하고 있는 것에 해서는,

‘기타 사치성 재산’의 개념 자체가 지나치게 추상 이고 불분명하며 포

일 뿐만 아니라, 사치성 재산에 한 사회통념이 형성되어 있다고도 볼 수 없

으므로 어느 형태와 어느 규모의 사치성 재산인지는 구체 으로 측해내기가

어렵다58)

고 시하고 있다.

에 든 사례들에서 헌법재 소는 완결 법률의 ‘ 히 높은 가격’이나 ‘부당하

게 낮은 가격’, ‘고 사진기’ 등의 개념이 명확하다고 시하고 있

55)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① 생략

② 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 장․고 주택․고 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토

지․고 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

다.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한 같다.

56) 헌재 1998. 7. 16. 96헌바52등, 례집 10-2, 172, 201 ; 1999. 1. 28. 98헌가17,

례집 11-1, 11, 16

57) 지방세법 제234조의15(과세표 ) ② 종합합산과세표 은 과세기 일 재 납세의

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국의 모든 토지 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5. 골 장․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토

지의 가액

58) 헌재 1999. 3. 25. 98헌가11등, 례집 11-1, 158,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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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이러한 표 들이 임입법에서 헌 단을 받은 표 들과 히

명확성 정도의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임입법 사례

과 주주 사례에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가59) 과 주주의 의

미 규정을 두고 있고, 이 사건 규정은 과 주주인 회사의 임원 에서

통령령이 정하는 임원만 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

무의 상이 되는 과 주주를 측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할 것이

고60), 고 주택 사례 역시 합헌 단을 받은 완결 법률의 고 사진기에 비

해 그 의미가 왜 덜 명확한지가 의문이며, 기타 사치성 재산 부분도 그 앞

에 시되어 있는 골 장, 별장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기타 사치성 재산의 의미가 불분명하다거나 포 이라고 할 수는 없

을 것이다61).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 소가 와 같은 심사 구도를 취하고 있는 것

을 볼 때 헌법재 소는 조세규정에 있어서도 처벌규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완결 법률의 경우와 임입법의 경우 모두에 엄격한 명확성 원칙을 요구

하는 것 같다.

유달리 조세 역의 임에서 헌 결정이 많이 선고되었던 것은 이 부

분 임 법률들이 권 주의 시 의 산물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장의

측면보다는 행정편의 측면에 을 두어 만들어졌던 탓도 있지만, 임

59) 제39조 제2호 주주 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액 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 주주”라

한다)

60) 헌법재 소는 이 과 주주 사건의 명확성 원칙 수 여부를 단함에 있어서, 이

사건 규정에서의 과 주주가 법인의 경 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지, 발행주식총

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한 권리를 실질 으로 행사하는 자인지 여부

를 가려주어 행정청의 자의성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 어야 함에도 이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포 임 지원칙을 반하는 것이라고 설시하고 있지만 이것은

실질과세원칙과 련한 논거는 될 수 있을지언정, 명확성 원칙을 단하기 한

논거로는 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61) 헌법재 소가 완결 법률 련 사건들의 경우에 헌 단을 했어야 했는지

에 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도 헌 단을 한 임입

법 련 사건들에서는 합헌 단을 했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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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비교 엄격한 명확성 기 을 요구하고 있는 헌법재 소의 태

도도 주요한 이유가 되었다고 단된다.

2. 헌법재 소 심사 기 의 문제

형벌 역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조세의 경우는 의 격한 경제 변화

에 응하여 공평한 과세와 조세회피 방지라는 목 을 달성하기 해서 다

른 행정분야보다 임의 필요성이 한층 크다. 임의 필요성이 크다는 것은

그 만큼 법률자체에서 그 내용을 명확히 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 소가 법률자체에서 내용을 정할 때와 거

의 같은 정도의 엄격한 명확성을 수권법률에서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명확성원칙과 포 임 지원칙은 부분 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이라는 같은 이념을 가지고 있으므로 완결 법률의 경우이든 임입법의

경우이든 명확성요구의 정도는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

다.

그러나 임을 허용한다는 것은 이미 의회에서 법률의 내용을 완결 으

로 규정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면 법률 자체에

서 완결 으로 내용을 모두 규정하는 경우보다 하 법령에 법률의 일부

내용을 임하는 경우는 그 구체성 정도가 완화되는 것이 당연한 요청이다.

즉 임을 허용한다는 것은 입법 기술 으로 는 입법 정책 으로 법령의

일정 부분 내용에 한 형성권을 행정권에 다는 것이고, 그러한 형성권이

허용되는 범 내에서는 어느 정도 명확성 정도가 완화될 수밖에 없다. 물

론 법률자체에서 내용을 완결 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도 그 규정내용이 어

느 정도는 일반 추상 내용의 언어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언어가 가

진 의미의 한계상 어쩔 수 없는 상이다.

헌법재 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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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입법권자가 모

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의미의 서술 인 개념에 의하여 규정하여야 한

다는 것은 아니고,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범 하여 어떤 범

에서는 법 의 보충 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 다고 하

더라도 건 한 상식과 통상 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 그

용 상자가 구이며 구체 으로 어떠한 행 가 지되고 있는지 충분

히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배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62)

라고 하 고, 한

과세요건 명확주의란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할 경우 그 규정 내용이 명확

하고, 일의 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고, 법률은 일반성․추상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법률규정은 항상 법 의 법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

가 구체화, 명확화 될 수 있다63)

고 하고 있는바,

형벌이나 조세 역의 완결 법률에서도 일반 , 추상 의미의 언어 사

용은 부득이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내용은 법 의 법 해석을 통해 의미

가 충 될 수 있음이 부인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형벌이나 조세 련 법률의 법률자체에 한 명확성 원칙에서의

법 의 법률해석 보충권과 임입법에서의 행정기 의 입법보충권 사이에

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완결 법률의 법 의 법률해석 보

충권은 이미 존재하는 법률의 내용을 발견해 내는 것으로, 그 법 문언에

한 추상성의 허용정도도 구체 사례 해결을 한 법 해석으로서의 내용

보완을 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치지만, 행정기 의 입법보충권은 수권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일정 부분 법률의 내용을 형성하고 창조하는 권한

으로서 추상 규범 정립을 제로 하게 되므로 그 허용의 범 는 상당히

62) 헌재 1989. 12. 22. 88헌가13, 례집 1, 357, 383 ; 1990. 1. 15. 89헌가103, 례집

2, 4, 19 ; 1995. 5. 25. 93헌바23, 례집 7-1, 640, 655 ; 1998. 7. 16. 97헌바23,

례집 10-2, 243, 260-262 ; 2000. 6. 29. 98헌가10, 례집 12-1 741, 748 참조

63) 헌재 1995. 2. 23. 93헌바24등, 례집 7-1, 786, 795 ; 2002. 9. 19. 2001헌바74,

례집 14-2, 321, 3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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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게 인정된다 할 것이다. 만약 완결 법률과 임입법에서의 명확성 정

도, 다시 말해 이 둘에 있어서의 측가능성을 같은 것으로 본다면 법 의

법해석권과 행정기 의 하 법령 정립권이 같은 차원의 것이라는 의미가

될 것인데, 행정기 의 행정법규 정립권은 어디까지나 추상 규범의 정립

작용이라는 에서 법 의 법해석권과 같은 선상에 놓고 볼 수는 없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법률 자체에서 형벌이나 과세 요건을 정하

는 경우보다는 하 법령에 일정 부분을 임하는 경우 그 내용 악의 정

도에 한 기 가 다를 것이므로 수권법률의 명확성 정도가 완결 법률의

경우보다는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상할 수 있다. 법률의 수범

자는 임 규정이 있는 경우 수권법률 자체만으로는 그 의미 내용을 부

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굳이 수권법률자체로 그 의미 내용을

부 알려고 하기보다는 하 법령까지를 모두 보고 그 법률에서 규율하고

자 하는 내용을 악하려 할 것이다. 즉 임이 있는 경우에는 수권법률은

물론 하 법령까지가 더해져야 수범자에게 구체 지침을 주게 되고, 이

때 비로소 완 한 규범으로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 게 수권법률의 임

에 의하여 정립된 일반 , 추상 하 법령들은 개 법규명령에 속하는

것들로 이것들은 형식 의미의 법률에 속하지는 않지만 실질 의미에서

는 행정에 의한 입법으로서 법률의 질을 갖게 된다64). 이러한 하 법령을

구체 으로 용하는 경우 비로소 완결 법률에서와 같은 해석의 문제는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면 수권법률에 따라 내용이 구체 으로 형성

된 하 법령만이 완결 법률에서 요구하는 명확성 정도를 요구받게 될

것이다. 결국 수권법률 자체의 명확성은 완결 법률보다 완화될 수밖에 없

다.

완결 법률과 임입법의 명확성 원칙과 련하여 법률의 명확성 문제

는 일차 으로 국민과 국가권력과의 계에서 개인의 자유보장 권리보

호의 문제로서 공권력행 에 한 견가능성 법 안정성의 문제이지

만, 임입법의 명확성 문제는 입법권을 임하는 입법자와 이를 임받는

64) 박송규, 임입법의 한계, 법제처, 법제(1990. 2.),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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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의 계가 주된 문제이므로 법치국가 에서 생되는 견가

능성의 기 을 헌법 제75조의 요청에 그 로 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 하는 견해65)도 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헌법재 소는 임입법의 경우에도 완결 법률에서와 같은 정도의

명확성 원칙이 요구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외 으로 구 소득세

법 제23조 제2항 제2호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 를 통령령에 임하면서 단지 ‘ 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라고 규정한 것에 한 포 임 여부를 단함에 있어,

부동산 투기의 양상이 날로 지능화․다양화하고 이에 련된 경제 ․법

상황이 변하는 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상에서 제외할 토지는 그

상이 지극히 다양하고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한 규정을

통령령에 임함에 있어서 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이 다소 완화되어도 무방하

다고 할 것인바, 법률조항은 비록 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이 다소 결여되었

다고 하더라도 입법취지 련법률조항을 체 ․체계 으로 해석하면 하

법규인 통령령에 규정될 내용 범 를 국민이 충분히 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한 헌법 제59조나 포 임입법을

지한 헌법 제75조에 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66)

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단서 제6호가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

을 분리과세표 의 상으로 삼고 있는 것에 한 포 임 여부 단에서

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는 부분은 다

소 추상 ․포 이긴 하나, 분리과세라는 것은 종합합산과세의 획일 용

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정하기 한 제도로서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

65) 한수웅, 본질성이론과 입법 임의 명확성원칙, 헌법논총 제14집(2003), 헌법재

소, 618면.

66) 헌재 1999. 7. 22. 96헌바80등, 례집 11-2, 90, 10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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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를 제외한 나머지 역을 모두 아우르는 총합 개념으로 분리과세표

을 용하여야 할 토지의 종류나 범 는 단히 다기하고 범 하여 이를

히 분류할 수 있는 공통 표지를 발견하기가 단히 어렵고, 분리과세의

상으로 삼을 것인지의 문제는 경제 상황의 변천, 토지정책의 향방, 련법

규의 변경 등에 응하여 탄력 ․유동 으로 규율할 필요가 크므로 통령령

에서 구체 으로 정하도록 임하지 않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법률조항은 조세법률주의나 포 임입법 지원칙에 반된다고 보기 어렵

다67)

고 하여 그 명확성의 정도를 완화시킨 결정을 한 바가 있다.

물론 의 설시는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들이 변화의 정도가 심하여

그 요건을 법률자체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을 강조한

것에 지나지 않고, 임입법의 명확성뿐만이 아니라 조세법률주의까지도 함

께 단하고 있으므로 명확성 정도를 완화시킨 시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에서도 살핀바와 같이 임은 입법기술이나

긴 한 실 문제에 한 처 등의 여러 가지 문제로 법률자체에서 모

든 요건을 규정하는 것이 합하지 않은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와

같은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 즉 임입법이 유효하기 해서는 그 필요성뿐

아니라 개개의 수권법률에서 요구하는 구체성도 갖추어야 할 것이므로 오

히려 설시는 수권법률의 명확성을 단함에 있어 헌법재 소가 나아가

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3. 임에 있어서 명확성 원칙의 첩 용문제

임과 련하여 헌법재 소 결정이 가지는 하나의 문제 은 완결

법률 자체의 명확성과 수권법률의 명확성 정도를 갖게 보기 때문에 형벌이

나 조세 역에서 임이 발생한 경우 구성요건의 명확성 원칙이나 과세요

건의 명확성 원칙과 임의 구체성으로서의 명확성 원칙을 동시에 단하

67) 헌재 2001. 2. 22. 99헌바3등, 례집 13-1, 226, 24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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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 소는 명확성 원칙과 임의 계에 하여 다음과 같이 설시하

고 있다.

명확성의 원칙은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구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명확성의 원칙의 핵심 요구로서 형사처벌의 상이 되는 구성요건

은 가능한 한 명백하고 확장할 수 없는 개념을 사용하여 구체 이고 명료하게

규정할 것을 요한다는 것이다.

둘째, 국가의 사회 기능증 와 사회 상의 복잡화에 따라 국민의 권

리․의무에 한 사항이라 하여도 모두 입법부에서 제정하는 법률만으로 규정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행정부에서 제정한 명령에 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고, 이에 따라 우리 헌법은 제75조에서 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그 근거와 한계를 제시함으로써 헌법상의 권력분립주의, 의회

주의, 법치주의의 기본원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임입법에 한 헌법 제

75조는 처벌법규에도 용되는 것이지만, …… 법률에 의한 처벌을 특별히 강

조하고 있는 기본권보장 우 사상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므로, 그 요

건과 범 가 보다 엄격하게 제한 으로 용되어야 한다. 와 같은 범죄와 형

벌에 한 사항에 한 임입법의 한계와 련된 요구는 죄형법정주의의 명

확성 원칙의 요구와 경합된다고 할 것이다68)

이 결정은 형사처벌에 한 사항에 임이 있으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요구와 임에서의 명확성 요구가 경합되어 두 가지를 모두 반하는가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정은

수산업법 제52조 제2항 등에 한 사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임입법의 경우라도 권력분립주의․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에 입

각하여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벌의 강은 반드시 법률(모법)에 규정되어 국민

들은 모법을 통해 어떤 행 가 처벌될 것인지, 어떠한 형벌이 부과될 것인지를

측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고, 처벌법규에 있어서 구성요건과 형벌의 측 가

능한 구체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임입법의 한

68) 헌재 1997. 9. 25. 96헌가16 례집 9-2, 312, 3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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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일탈문제인 동시에 죄형법정주의원칙의 침해문제가 경합된다고 할 것

이다”69)

는 시가 그것이다.

이처럼 처벌규정이나 조세규정이 임된 경우에 헌법재 소는 죄형법정

주의의 명확성 심사나 조세법률주의의 명확성 심사와 수권법률의 포 임

여부 심사를 동시에 하면서 이 둘의 반 모두에 해당한다거나70),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는 입법권 임의 한계를 수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쪽의 반에 해당되지 않는다71)는 등의 단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앞서 보았듯이 형벌이나 조세 역에서 임이 있었다면 이미 법률

자체에서는 완결 규정을 포기한 것이므로 법률자체에 한 죄형법정주의

내지 조세법률주의에서 생되는 명확성 원칙 수여부는 더 이상 따질 필

요가 없을 것이다.

실제로 헌법재 소는 형벌이나 조세 역의 임입법에 한 부분의

헌심사에서 조세나 형벌의 경우에 요구되는 명확성 원칙과 이들 내용에

한 임의 포 성 정도를 함께 심사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은 죄형법정주

의나 조세법률주의에서 생되는 명확성원칙의 심사는 하고 있지 않는 것

으로 보인다. 헌법재 소는 부분의 경우 법률자체의 명확성 원칙 반여

부 심사라는 제목 하에 그 법률자체가 명확성 원칙에 반되는지 여부를

단하지는 않고 임의 필요성에 해 설시한 다음, 임법률자체로 거기

에서 규율하고자하는 내용의 측가능성을 보고, 결론부분에서 죄형법정주

의 내지는 조세법률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포 임 지 원칙에 반되는지

여부에 해 설시를 하고 있는데72), 이것은 포 임여부만을 단하는 것

69) 헌재 1994. 6. 30. 93헌가15등 례집 6-1, 576, 588

70) 복표발행, 상기타사행행 단속법 제9조 등 헌사건에서 헌재는 이 규정이

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 고, 죄형법정주의에 반되었다고 시하 다. 헌재

1991. 7. 8. 91헌가4 례집 3, 336, 342

71) 헌재 1997. 9. 25. 96헌바18등, 례집 9-2, 357, 373

72) 헌재 2003.12.18. 2002헌바16, 례집 15-2(하), 487, 495-497; 2003. 11. 27. 2003헌

바2, 례집 15-2(하), 281, 289-291; 2002. 8. 29. 2000헌바50등, 례집 14-2, 153,

163 ; 2002. 3. 28. 2001헌바32, 례집 14-1, 189, 192-19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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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헌법재 소가 실질 으로는

아무런 심사도 하지 않으면서 죄형법정주의 내지 조세법률주의와 포 임

지 반 여부를 함께 거론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은 타당한 태도가 아니

라고 본다.

만약 임이 있는 경우라도 굳이 죄형법정주의나 조세법률주의에서 생

되는 명확성 원칙을 동시에 심사하고 싶다면 이 때의 명확성의 정도는 완

결 법률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정도보다 다소 완화된 심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 게 하지 않는다면 이미 하 법령에서 법률의 내용이 보충된다

는 을 제하고 법률의 내용을 그 자체에서 완성하지 않은 임의 취지

를 살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심사형식을 취하게 되면

같은 기 으로 같은 내용을 두 번 단하는 것이 되므로 이와 같은 심사를

할 실익은 없다고 본다.

4. 소 결

완결 법률의, 는 임입법의 명확성을 정확하게 재단할 수 있는

인 기 은 없다. 다만 법률이 담고 있는 내용이 가지는 의미에 따라 상

인 비교를 통해 그 엄격성의 정도를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처음에

언 했던 것처럼 표 의 자유 역, 형벌 역, 조세 역, 그 밖의 역 순으

로 명확성에 한 엄격성의 정도는 완화될 것이고, 임의 경우는 표 에

한 것이면 표 의 자유 역과 형벌 역의 간 정도, 형벌 역이면 형벌

과 조세 역의 간 정도의 엄격성을 용하여 심사하면 될 것이다. 다만

이것은 강의 기 에 해당하고 구체 인 심사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

들, 컨 입법기술상의 문제라든가 규율 상의 가변성 등등에 따라 엄격

성 정도에 있어서 여러 단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다면 구체 인 사례로 완결 법률의 임입법의 명확성 단이 어

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자. 이 둘의 계를 굳이 설명해야 한다면, 완결

규정으로서의 명확성 측면에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으나 임입법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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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내용이 어느 정도의 구체성을 띠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임입법

이 포 임 지 원칙, 즉 임입법의 명확성 원칙에 반된다고 할 수 없

을 것이다.

를 들어, 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은 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

공의 안녕질서 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

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상 등은 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

는데, 헌법재 소 다수의견은 규정이 표 의 자유에서의 명확성원칙과

포 임 지원칙에 반된다고 시하 다73). 그러나 에서 밝힌 것처럼

이 경우에는 포 임 지 원칙 반인지 여부만 심사하면 족하고, 심사결

과도 합헌으로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에서 소수의견은 법률조

항들은 규제의 상이 되는 불온통신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표 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해당하고, 법률조항들은 체 으로 볼 때, 불

온통신의 내용을 확정 ․완결 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아니라, 불온통

신의 구체 인 범 를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임하고 있는 임입법이라

고 할 수 있으므로 와 같은 임입법의 경우에는 포 임 지의 원칙에

반되는지 여부가 쟁 이 되고, 명확성원칙의 요구도 포 임여부의 단

을 통하여 충족된다고 할 것인데, 법률조항들에서 임의 기 으로 사용

되고 있는 ‘공공의 안녕질서’ 는 ‘미풍양속’은 ‘모든 국민이 수하고 지킬

것이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질서 는 도덕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

고 가사 법률조항들이 임입법의 명확성과 련하여 최선의 입법이 아

니고 입법개선의 여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구라도 법률조항들의

임에 따라 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불온통신에 한 기 과 범 의 강

을 측할 수 있어 법률조항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의 불명확성이 포

임입법 지의 원칙상 수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는 볼 수 없

는 이상, 이를 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 다.

임입법의 명확성 원칙에 한 한 이 소수의견이 타당하다고 본다.

73) 헌재 2002. 6. 27. 99헌마480, 례집 14-1, 616, 628-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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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장황하게 임에서의 명확성 원칙을 설명한 이유는 앞으로 헌

법재 소가 임입법의 포 임여부를 단할 경우에는 좀더 완화된 심사

기 을 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 하고 싶어서이다. 그 게 되면 지

보다 포 임 지 원칙을 반으로 하는 헌결정은 훨씬 어들게 될 것

이고, 지 처럼 헌법재 소가 포 임 지 원칙 반으로 헌결정을 내린

경우에 시행령 내용을 그 로 법률에 옮겨다 놓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특히 조세행정부분에 있어서는 지 보다는 유연한 행정을 할 수 있

게 될 것이다.

Ⅴ. 결 론

임입법의 허용에는 국회의 입법만으로는 변하는 사회에서의 법률 수

요를 따라갈 수 없다는 고려가 깔려 있다. 그 다고는 하더라도 임의

부분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한 법률에서 발생하고 있고, 실 으로도

형벌과 조세부분에서 상당부분 임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

서 보자면 수권법률에서 법문 자체에 어느 정도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나 조세법률주의에서의 그 이념과 다를 것이 없다.

다만 임의 경우는 종래의 권력분립, 즉 입법권은 의회가 행사하여야 한

다는 원칙과 실 으로는 입법기능의 일정 부분을 행정부에 임할 수밖

에 없다는 필요성 사이에서 이 둘 사이를 히 조정하고 한계 지우는 기

능으로 법문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한 가지 고려가 더 있다는 것이 다르다.

따라서 임에서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부에 부여된 권한을 면

으로 포기할 수 없게 하고, 본질 인 내용을 법률자체에 명시하게 함으로써

거 해지는 행정부의 권한을 통제함과 동시에, 자의 인 국가권력의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요청이 함께 있는 것으로 보

면 된다. 아무튼 임입법과 련해서는 지나친 행정입법에의 의존을 경계

하면서 임입법을 인정하는 취지를 최 한 살리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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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성 원칙은 미국 등에서 오랜 검증을 거쳐 법령의 헌 단을 한

하나의 심사척도로 정착되기에 이르 지만, 이 원리는 완성된 원리가 아니

라 시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엄격성을 단하는 요소들이 첨가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는 매우 탄력 인 원리이므로 수권법률의 명확성 충족

여부를 단함에 필요한 구체 인 기 들은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상된

다. 다만 그러한 변화 과정 속에서도 완결 법률에서건 수권법률에서건 국

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 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명확성 원칙이 발 되어 온 역사 배경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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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진정소 효를 가지는 법률은 원칙 으로 소 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외

으로만 허용되는데 반해서, 부진정소 효를 가지는 법률은 원칙 으로 소

이 허용되고 외 인 경우에만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소 입법

지원칙은 조세법률에도 용되어 소 입법에 의한 과세가 지된다.1) 따라

서 개정된 조세법률이 과거로 소 하여 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단하고,

이러한 소 입법이 헌법상 허용되는지 여부를 단하는 것이 조세법상

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아래 에서는 소 입법 과세 지원칙을 독일연방헌법재 소의 례와

우리 헌법재 소의 례를 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Ⅱ. 독일에서의 소 입법 과세 지원칙

1. 개론

독일연방헌법재 소는 소 효를 진정소 효와 부진정소 효로 구분하고

진정소 효는 원칙 으로 소 이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특수한 경우에 허용

되며, 이와는 반 로 부진정소 효는 원칙 으로 소 이 허용되지만 외

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단하고, 진정소 효 부진정소 효에 서로

상이한 헌법 심사기 을 용하여 왔다. 따라서 특정한 법률에 하여 일차

으로 소 효를 구분하는 것은 헌법 심사에서 단 인 효과를 래

1) ‘소 입법 과세 지원칙’과 ‘소 과세 지원칙’은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소 입법

지원칙을 조세법에 용한 것이 ‘소 입법과세 지원칙’이며, 새로운 법을 제․

개정하여 과거의 행 ․사실에 소 하여 과세하는 것을 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는 달리 ‘소 과세 지원칙’은 종 의 세법해석 행과 다르게 새로운 세

법 해석 행으로 인하여 과거의 행 ․사실에 소 하여 과세하는 것을 지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해서는 라성길, 조세입법론에 한 연구 -조세입법원

칙과 그 용을 심으로 -, 경희 박사학 논문, 1999. 9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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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므로, 특정한 법률이 진정소 효 는 부진정소 효를 야기하

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단하는 것이 요하다.

그러므로 독일연방헌법재 소가 진정소 효와 부진정소 효를 구분하는

방식을 소개하고 그 문제 을 검토한 후, 진정소 효와 부진정소 효가 인

정되는 기 , 그리고 진정소 효입법과 부진정소 효입법이 헌법상 허용되

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 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소 입법 과세 지원칙의 헌법 근거

독일 기본법은 제103조 제2항에서 형벌불소 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입법의 소 지를 직 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독일연방헌

법재 소는 신뢰보호원칙과 법 안정성원칙을 포함하고 있는 법치국가원리

에 의거하여 조세법상 소 입법 지원칙을 도출시켰다2).

3. ‘진정소 효와 부진정소 효’의 구분

독일연방헌법재 소는 1960년 이래로 소 효를 진정소 효와 부진정소

효로 구분하고 있다. 독일연방헌법재 소의 통 인 례에 의하면, 특정

법률이 이미 종결된 구성요건 사실 계에 개입하여 과거로 향을 미쳐

국민의 법 지 가 변경된 경우를 진정소 효(echte Rückwirkung)라 하

고, 반면 특정 법률이 아직 종결되지 않은 사실 계와 법률 계에 향을

미쳐 국민의 법 지 를 장래로 변경시키는 경우를 부진정소 효(unechte

Rückwirkung)라 한다.3)

그런데 조세입법의 소 효와 련하여 독일연방헌법재 소 제1재 부와

제2재 부는 1983년 이래 서로 다른 용어와 해석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2) BVerfGE 12, 261, 271 ; 22, 241, 248 ; 63, 152, 175 참조.

3) 특히 조세법령에 해서 연방헌법재 소가 진정소 효와 부진정소 효로 나 어

단한 례에 해서는 BVerfGE 14, 76 ; 104, 18, 135, 144f ; 30, 250, 265ff. :

69, 272, 309 ; 72, 141, 154 ; 75, 246, 279 ; 79, 29, 4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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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효가 ‘진정’ 인지 아니면 ‘부진정’ 인지의 성격 여부를 단함에 있어

서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신뢰보호수 을 구체화함에 있어서 상이한

을 보여주고 있다.

가. 제1재 부의 례 : ‘진정소 효’와 ‘부진정소 효’

먼 제1재 부는 연방헌법재 소의 통 인 례를 고수하면서, 특정

법률이 이미 종결되어 과거에 속하는 구성요건 사실 계를 사후에 변경

시키는 향을 래한다면 진정소 효가 발생하고, 이에 반해서 특정 법률

이 아직 종결되지 않은 사실 계와 법률 계에 미래로 향을 주거나 련

된 법 지 를 축소시키는 경우에는 부진정소 효가 발생한다고 시하고

있다.4) 이 경우에 헌법심사기 은 소 인 법률이 연결시키려는 사실 계

가 법률의 공포 이 에 완 히 종결되었는지, 아니면 미래로 여 히 지속되

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다르게 정해진다.

나. 제2재 부의 례 : ‘법 효과의 소 용’과 ‘구성요건 소 연

결’

다음으로 제2재 부는 연방헌법재 소의 통 인 례를 완 히 이탈하

여, 고 인 소 효 구분 방식 신에 “법 효과의 소

용”(Rückbewirkung von Rechtsfolgen)과 “구성요건 소 연

결”(tatbestandliche Rückanknüpfung)이라는 새로운 구분 개념과 방식을 채

택하 다.5) 자는 진정소 효에, 그리고 후자는 부진정소 효에 각각 해당

하는 개념이다. 제2재 부가 이러한 새로운 개념을 사용한 것은 종래의 부

진정소 효 개념에 해 제기되었던 개념상의 불명확성을 극복하기 한

것이었다.

제2재 부는 소 효를 구분하는 을 ‘과거의 사실 계’로부터 과거에

향을 주는 ‘법규범’으로 변경하여, 진정소 효에 해당하는 “법 효과의

4) BVerfGE 95, 64, 86

5) BVerfGE 63, 343, 353 ; 72, 200. 242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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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용”은 법규범의 ‘시간 인 용 역’과 련되고, 부진정소 효에

해당되는 “구성요건 소 연결”은 ‘사물 용 역’과 련된다고 보고 있

다.6) 이에 따르면, 특정 법률이 그 법 효과를 법률의 공포 시 이 의

시기에 발생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법 효과의 소 용’이 성립한다. 그러

나 특정법률이 그 법 효과를 법률의 공포 시 이후에 비로소 용토록

하지만, 그 구성요건은 법률 공포 에 이미 “착수되어 집행된” 사실 계를

포섭토록 하는 경우에는 ‘구성요건 소 연결’이 발생한다.

그런데 제2재 부는 최근의 례에서 의 새로운 개념을 시한 후

호안에 진정소 효 부진정소 효라는 개념을 다시 사용하기 시작하

다.7) 그러나 제2재 부는 이러한 개념을 설명함에 있어서 종 의 독자 인

법리를 고수하고 있다.

다. 연방헌법재 소의 소 효 구분 례의 평가

연방헌법재 소의 소 효 구분에 한 례는 학계에서 비 으로 평가

되고 있다.8)

(1) 연방헌법재 소는 진정소 효와 부진정소 효를 법률상의 구성요건

사실 계의 종결여부와 이에 상응하는 법 효과의 발생을 근거로 하여

기계 으로 단하 다.9) 구성요건과 그 구성요건에 정해진 법 효과를 규

정하고 있는 법규범이, 특정한 법 효과를 가지기 하여 특정 행 를 집

행한 개별국민을 한 신뢰의 근거가 되므로, 와 같은 구분 기 은 타당

하다. 그 지만 와 같은 에서 볼 때,  신뢰의 정도 와 법규범에 규

정된  법 효과의 발생시  사이에 의미있는 상 계가 존재하는지가

6) BVerfGE 63, 343, 353 ; 72, 200, 241f. 97, 67, 78f.

7) BVerfGE 97, 67, 78f.

8) Muckel, Kriterien des verfassungsrechtlichen Vertrauensschutzes bei Gesetzesäanderungen,

1989, S. 68ff. ; Pieroth, Rückwirkung und Übergangsrecht, 1981, S.79ff. ; Rensmann,

Reformdruck und Vertrauensschutz, JZ 1999, 168, 170 참조

9) 특히 조세법상의 소 효와 련된 례에 해서는 BVerfGE 13, 274, 277f. ; 13,

279, 282f. ; 18, 135, 142ff. ; 30, 392, 401ff. ; 50, 386, 394f. ; 72, 200, 252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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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스럽다.10)

(2) 연방헌법재 소는 구성요건 사실 계의 종결여부를 기 으로 구분

하는 방식을 개별국민이 집행하거나 처분한 시 에서 가지는 신뢰의

으로부터 발 시켰다. 개별국민이 자신의 행 의 집행이나 처분을 할 때 당

시에 효력을 가진 법률을 근거로 한다는 이 조세법상 소 효의 법 한

계를 정하는 기 이 된다.11) 개별국민의 자유를 한 본질 인 제조건으

로서 법질서의 지속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신뢰 은 소

효 지의 목 상 타당하다.12) 개별국민이 법질서에서 안정 인 조건들을 발

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자신의 생활을 자유롭게 자신의 계획 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개별국민이 법률 구성요건을 충족함에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한 법

상태가 존속될 것이라는 신뢰가 정착된다는 은 정당하다. 왜냐하면 법

규범에서 정된 법 효과가 개별국민에게 구체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별국민이 자신의 특정행 를 집행함에 있어서 갖게 되는 에서 볼 때,

특정한 법 효과가 특정행 를 종결함으로써 이미 발생하 거나, 아니면 추

가 인 요소들이 충족되어야만 비로소 발생한다는 은, 이러한 법 효과가

실제 으로 발생하리라는 신뢰를 근거지우는 여러 들 의 하나를 구

성할 뿐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국가가 입법행 를 통해서 개별국민의 신뢰

를 불러일으키는, 법규범의 형태와 방식은 반 되지 않고 있다.13)

(4) 그런데 제2재 부는 소 효를 법규범에 연결함으로써 개별국민의 신

뢰 으로부터 완 히 결별하고 있다. 제2재 부의 구분방식은 소 효

법규범의 형식 구조에 을 맞추고 “구성요건 사실 계의 종결성”이

라는 애매한 기 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보다 더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1재 부 같이 구법의 법률 인 구성요건 사실 계의 종

10) Rensmann, Reformdruck und Vertrauensschutz, JZ 1999, 170 참조

11) BVerfGE 13, 261, 271

12) BVerfGE 97, 67, 78

13) Rensmann, JZ 1999, 17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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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성을 연 시키면, 양 재 부의 입장은 상이한 에도 불구하고 동일

한 결과를 가져온다. 즉, 구법상의 법률 인 구성요건 요소들이 모두 충족

되고 구성요건에 연결된 법 효과가 발생된 시 까지는, 개정 신법상의 새

로운 법 효과를 소 용할 수 없다. 컨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과 결

합한 제36조 제1항의 경우, 구성요건 소 연결 규정은 조세 법률 구성

요건 체가 법률의 공포 이 에 이미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비로소

용된다.14)

(5) 독일연방헌법재 소가 조세법에서 ‘구법 내지 신법의 구성요건과 법

효과’에 지나치게 형식 으로 매달리는 것은 개별국민의 신뢰 을 충분

히 반 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컨 소득세법의 경우 조세의무는, 소

득세법 제36조 제1항 제25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과세기간인 당해 연도가

종료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한다. 제1재 부 제2재 부의 례에 의하면,

과세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법률개정이 이루어지면, 조세의 구성요건 사실

계가 이미 종결되었으므로 이 시 부터는 법 효과가 소 으로 효력

을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진정소 효 지의 엄격한 심사기 이 용된다.

그런데 조세법상 련된 ‘개별국민의 집행행 의 종료’와 과세기간의 종료

와 함께 발생하는 ‘조세의 구성요건 사실 계의 종결’ 사이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큰 시간 간격( 컨 1월 와 12월말 사이)이 존재한다.

이러한 시간 간격 때문에 입법자는 부진정소 효에서 요구되는 완화된

조건하에서 개별국민의 신뢰지 에 상당한 향을 미칠 수가 있다.15)

(6) 조세입법의 목 은 일반 으로 국가재정수입을 획득하는 것이지만,

국가는 개별국민의 행 를 조정 목 의 달성을 해서 조세 유인책도

더 사용하고 있다. 조정 목 을 가지지 않는 조세부과는 개별국민의

행 에 연결되지만, 특정한 행 를 유발시키지 않는다. 재정목 법률은

오로지 개인의 특정행 집행을 한 윤곽조건들만을 제공할 뿐 개별국

14) BVerfGE 97, 67, 80

15) Rensmann, JZ 1999, 17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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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에게 고양된 ‘존속기 ’를 만들어주지 않는다.

그런데 입법자가 공공이익에 기여하는 특정한 행 를 해서 조세상의

혜택을 제공한다면, 입법자는 이러한 국가의 조세혜택을 향유한 개별국민들

에게 특별한 신뢰 계를 구축하게 된다.

조정목 법률이 제공하는 존속신뢰를 강하게 보호해주어야 할 필요성

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으로부터 발생한다. 우선 개별국민은 자신의

이익을 해서 행동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공공이익을 달성하기 하여 동

원된다. 다음으로 행 조정 조세감면혜택을 향유함을 통해서 국가와 개별

국민 사이에는 무 인 계가 발생한다.16) 개별국민은 국가가 부여하는

조세혜택을 받기 해서 행동한다. 그리고 개별국민은 국가가 과세기간이

종료하면 약속된 반 부를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기여하게 된다.

(7) 연방헌법재 소는 지 까지 소 효에 한 자신의 형식 인 유형화

방식을 고수하여, 과세기간 동안에 조정목 법률을 신뢰하여 집행한 개

별국민의 특정행 에, 오로지 부진정소 효 지를 통한 축소된 헌법보호만

을 부여하 다.17)

그런데 제2재 부는 최근의 결(BVerfGE 97, 67)에서, 조정목 인 법

률에 의거해서 집행된 특정행 에 한층 더 높아진 보호가치를 인정함으로

써 조세법의 역을 넘어서는 방향 환을 소 효와 련하여 시도하고 있

다. 이 결에 해서 자세한 것은 아래에서 별도로 설명하기로 한다.

4. 소 효 입법의 구분에 한 례

가. 기간조세입법에 한 례

(1) 기간조세입법에 한 례

연방헌법재 소는 기간조세와 련된 입법에 하여 진정소 효와 부진

16) BVerfGE 97, 67, 80

17) BVerfGE 18, 135, 142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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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 효를 구분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실 한 사실 계에 을 맞

추는 것이 아니라, 기간조세 련 법률의 입법기술에 을 맞추고 있다.

즉, ‘기간조세’(소득세, 업세, 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한 해를 과세연도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에 한 조세채무가 과세연도의 말에 발생하기 때문에,

연방헌법재 소는 과세연도가 종료한 이후에 당해 조세채무에 향을 주는

입법을 하는 경우에만 진정소 효를 인정하고, 과세연도가 종료되기 이

에, 컨 12월 에, 당해 조세채무에 향을 주는 입법이 이루어진 경우

에는 진정소 효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진정소 효에 해당된다고 시하

여 왔다.18)

구체 인 를 들어 보면, 01년도 소득세는 01년도의 말에 발생한다. 소

득활동이라는 사실 계는 01년도의 기간에 걸쳐서 실 되는데, 01. 12.

31.에 01년도 소득세율을 인상하는 입법을 하는 경우에는 부진정소 효(구

성요건 소 연결)가 발생한다. 이에 반해서 02. 1. 2.에 01년도 소득세율을

인상하면 진정소 효(법 효과의 소 용)가 발생한다.

(2) 기간조세입법 례에 한 평가

(가) 연방재정법원은, 연방헌법재 소 결(BVerfGE 72, 200)에서, 법치

국가원칙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자는 행법에 의할 때 조세의무가 없는 사

실 계에 하여 소 으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련 법률이 당해

과세기간 내에서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기간

과세의 부진정소 효에 한 반 입장을 피력하 다.19)

(나) 이와는 달리 연방재정장 은, 결에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표

명하 다. 즉, “연간 소득을 특정한 기간단 로 세분하여 쪼개는 것이 불가

능하고, 과세기간의 경과 이 에 소득을 추산할 수 있지만 확정지을 수는

없다. 소득세 부과에 기 이 되는 소득 수익은 과세연도 체에 발생한

경제활동의 결과에 연결되므로, 이러한 경제활동 결과는 특정한 기간

18) BVerfGE 11, 139, 145f. ; 13, 274, 278 ; 13, 279, 282f. ; 14, 76, 104 ; 18, 135,

142f. ; 27, 375, 385f. ; 30, 250, 267 ; 30, 272, 284 ; 30, 392, 401f. ; 38, 61, 83 ;

72, 200, 253ff.

19) BFHE 137, 275,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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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 단 로 구분할 수 없다. 이러한 경제활동 결과는 과세연도 종료 후

에 확정되는 소득세를 한 과세기 이 된다. 이에 따라 수많은 납세의무자

들은 과세기간 동안의 경제활동의 체 결과를 기 로 세부담을 감면받게

되는 본질 인 행 를 과세연도 종료 직 에 하고 있다.”20)

(다) 그런데 연방헌법재 소는 결에서 연방재정장 의 견해를 수용

하여 기간조세에 한 부진정소 효를 인정하 다.

(라) 와 같은 연방헌재의 례에 해서는 학설상 많은 비 이 가해지

고 있는데 표 인 두 학자의 견해를 소개한다.

1) 독일의 세법학자인 Tipke21)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즉, 아직 발생하지 않은 조세채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은 논리 이지만,

조세법상의 사실 계가 이미 실 된 이후에 조세채무를 변경시키는 입법은

납세의무자의 신뢰를 손상하게 된다. 조세법상의 사실 계가 이미 기속 으

로 완결되었다면, 조세채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

실 계는 더 이상 취소하거나 변경될 수 없다. 조세법상의 사실 계형성은

일반 으로 과세연도의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므로, 과세연도의 말까지

유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간조세 련 법률은 수많은 사실 계에 연

결되어 있으므로, 개별 인 사실 계가 실 된 시 에 맞추어져야 한다. 조

세채무가 과세기간 동안에 실 된 일련의 사실 계들을 근거로 하여 정해

질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 계들은 개별 단 로 쪼갤 수 없으므로, 과세연

도에 한 기간과세는 과세연도 말이 아니라 과세연도 에 효력을 가진

법률에 의거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2) 독일의 공법학자인 Vogel22)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즉, 소득세법의 특성상, 과세연도인 과세기간 에서 이미 종료된 기간에

향을 미치는 법률개정에는 소 효에 한 법리를 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주간소득, 월간소득 등과 같이 소득의 기간별 구분

20) BVerfGE 72, 200, 229f.

21) Tipke, Die Steuerrechtsordnung, 2.Aufl., Band 1, 2000, 156, 158.

22) Vogel, Klaus, Die Steuergewalt und ihre Grenzen, Festschrift 50 Jahre

Bundesverfassungsgericht, zweiter Band, 2001, 527,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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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가능하므로, 조세채무가 연말에야 비로소 발생한다는 것은 불합리하

다. 따라서 과세연도의 기로 소 하여 조세구성요건을 납세의무자에게 불

리하게 개정하는 것은 원칙 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나. 1997년도 소득세법 개정법률에 한 결

연방헌법재 소 제2재 부는 조세감면보조 을 폐지토록 규정한 1997년

도 소득세법개정법률에 한 결(BVerfGE 97, 67)에서 기간조세와 련된

법률의 소 효여부를 개별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는 을 용하여 단하

다.

(1) 이 사건에서는 선박건조에 하여 특별감가상각을 통한 조세혜택을

주고 있던 것을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1997년도 소득세법이 심 상

이 되었다.

법률의 입법내용을 보면, 연방정부는 1996. 4. 26.에 의결한 “경제성장

고용증진 로그램”에서 ‘1996. 4. 30.’ 이후에 체결된 선박건조계약에

해서는 특별감가상각에 의한 조세혜택을 폐지한다고 고하 다. 이러한

고 이후에 특별감가상각에 의한 조세혜택을 받기 해서 고된 시행일 이

인 1996. 4. 26.과 1996. 4. 30. 사이에 수많은 선박건조계약들이 체결되었

다. 이러한 “ 고에 따른 부수효과”에 처하기 하여 입법자는 1996. 12.

20.에 공포한 1997년도 소득세법에서 이 법 시행일을 1996. 4. 25.로 앞당겼

다.

(2) 제2재 부는 1997년도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 w 소득세법

시행령 제82f조 제5항의 신 규정은 과거에 성립한 계약 계에 한 조세감

면을 박탈하고 있는데, 행법은 선박의 주문을 한 보호가치있는 신뢰의

근거를 형성하 다고 시한 후, 소득세에 내재하는 ‘일년도 원칙’(소득세법

제2조 제7항, 제25조 제1항 제36조 제1항)은 조세감면청구권이 충족되는

시간 인 역을 규정하지만, 선박을 주문하는 결정은 이러한 일년도 원칙

과는 계없다고 하면서, 1997년도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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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w 소득세법시행령 제82f조 제5항을 1996. 4. 30.에 체결된 선박건

조계약에 용하는 것은 ‘법 효과의 소 용(진정소 효)’에 해당된다고

시하 다.

(3) 제2재 부는, 만약 종 의 례를 따랐다면, 조세채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한 후에야 비로소 성립하며, 특별감가상각도 과세기간 내에서 실 되므

로, 세법규정에는 부진정소 효(구성요건 소 연결)가 용되어야 한

다고 시하 을 것이다.

그러나 제2재 부는 조정목 법률의 경우 신뢰의 구성요건이 충분히

포섭되지 않는다는 을 인정하면서, 다음의 시내용과 같이, 소 효 법률

의 형식 구조에서 벗어나 개별국민이 특정행 를 집행한 시 에서의 신

뢰 으로 을 이동시켰다.23)

“특정 조세법률이 납세의무자가 과세기간 동안에 받을 수 있는 조세감면

보조 을 제공하는 경우, 기간 인 제한하에 제공되는 법률상의 특 은 납

세의무자가 조세감면혜택을 받기 한 자신의 특정행 를 하는데 기 가

되는 신뢰의 법 근거가 된다. 납세의무자는 조세감면혜택을 받기 하여

특정한 경제 행 를 하게 되는 데, 이러한 특정행 는 조세감면혜택이 없

었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납세의무자의 이러한 특정행 결정에 따라서

조세감면보조 제공의 조정 효과 내지 형성 효과가 발생하 다. 이러한

특정행 를 한 법 조건들은 납세의무자가 특정행 를 결정한 시 부터

보호가치있는 신뢰의 법 근거가 되었다.”

이로써 제2재 부는, 개별국민이 법규범의 존속에 해서 정당한 신뢰를

가지고 특정행 를 하게 되었는지에 한 신뢰보호 문제를 다음과 같이

면에 부상시켰다. 즉, 신뢰의 정당성과 신뢰의 보호가치는 특정행 를 하는

시 에 존재하는 법규범의 실질 인 내용으로부터 “신뢰의 근거”로서 도출

된다. 신뢰의 특별한 보호가치는 특정행 가 계기가 되어 신뢰가 유발된다

는 생각으로부터 나온다. 입법자가 개별국민을 특정한 행 로 유인하고자

조세상의 보조 을 제공함으로써, 의도 으로 조세혜택에 한 기 를 개

23) BVerfGE 97, 67,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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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국민에게 심어 다. “청약”과 “승낙”이라는 계약법상의 범주를 사용하

는 것은 계약 계와 유사한 계가 국가와 국민 사이에 성립하며, 이러한

계로부터 약속된 반 부를 한 법률상 근거가 지속되기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발생한다. 이로써 법률상 제공된 특별감가상각은 개별국민의

행 를 한 단순한 윤곽조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특정행 를 한 구체

인 조건이 된다.

이에 따라 제2재 부는 특정행 를 집행한 개별국민의 존속신뢰가 헌법

상 특별히 보호되므로, 법 효과의 소 용(진정소 효)에 따른 엄격한 심

사기 을 용하 다.

(4) 제2재 부의 결은, 통 인 진정 부진정소 효에 한 틀

을 고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 효 례를 근본 으로 새롭게 발 시키기

한 토 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2재 부는 조정목 조세법규범에 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존속신뢰의 보호를 실질 인 기 에 의거하여 유형

화하기 한 일반 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다. 1992년도 소득세법 개정법률에 한 결

연방헌법재 소 제2재 부는, 1992년도 소득세법 개정법률에 한 결

(BVerfGE 105, 17)에서 사회 당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한 면세

를 폐지하는 소득세법규정을 ‘구성요건 소 연결(부진정소 효)’이라고

단하 다.

(1) 1990년도 소득세법 제3a조는 주로 1955년 이 에 발행된 확정이자부

당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가 면세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 당증

권으로부터 나오는 수익 은 사회 주거시설의 건설을 하여 사용되도록

하 으므로, “사회 당증권”이라고 불리었다. 그런데 1990년도 소득세법

제3a조는 1992년도 소득세법개정법률 제1조 제4호에 의거하여 폐지되었다.

(2) 1992년 소득세법개정법률 제1조 제4호는, 이 개정법률의 공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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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미 실행되었지만, 아직 종결되지 아니한 사실행 를 포섭하고 있

다. 왜냐하면 련된 사회 당증권의 유효기간이 1992년도 과세기간 이후까

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뢰구성요건의 기 가 되는 사실 계는 청구

인이 사회 당증권을 획득한 시 을 기 으로 단해야 한다. 이 시 은

1992년 이 이다. 청구인은 사회 당증권을 취득함으로써 경제 으로 의욕

된 행 를 하 다.

그러므로 1990년 소득세법 제3a조에 의해 부여되었던 사회 당증권의 이

자에 한 면세혜택을 1992년의 소득세법개정법 제1조 제4호에 의거하여

폐지하는 것은 조세법상 ‘구성요건 소 연결’(“부진정소 효”)에 해당된다.

이러한 구성요건 소 연결은, 법규범의 사물 용 역에 련되며,

특정 법률의 법 효과는 법률의 공포 이후에 발생하지만, 그 구성요건이

법률의 공포 이 에 이미 실행된 사실 계를 포함하는 경우에, 성립한다.24)

5. 소 효 입법에 한 인정기 과 헌법 심사기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 를 들면 감면 는 경감혜택을 주는 법률조항

의 경우에는 소 용이 허용된다. 그러나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경우에25)

연방헌법재 소는 이를 진정소 효와 부진정소 효의 경우로 나 어 단

한다.26)

24) BVerfGE 105, 17, 37f.

25) 진정소 효를 가지는 부담 세법규정은 원칙 으로 소 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에 반하여 부진정소 효로 악되는 세법규정은 원칙 으로 소 이 허용된다.

다만 공공복리의 요구보다 법 안정성에 의하여 각 개인이 가지는 신뢰의 보호

가 우선하는 때에는 외 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26) BVerfGE 14, 76; 104, BVerfGE 18, 135, 144f; BVerfGE 30, 250, 265ff.와 392,

402f; BVerfGE 69, 272, 309; BVerfGE 72, 141, 154; BVerfGE 75, 246, 279;

BVerfGE 79, 29, 4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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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정소 효의 경우

(1) 진정소 효의 인정 기

진정소 효는 헌법상 원칙 으로 지되며, 특정한 경우에서만 외 으

로 허용된다. 외 인정기 으로는 다음의 네 가지가 있다.

① 개별국민이 법률규정의 효력이 일정 시 후에 종료된다는 것을 사

에 상하고 있었거나27), 오직 경미한 손해가 발생하 기28) 때문에, 개별국

민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나 필요가 없는 경우,

② 행 법률의 규정이 명료하지 아니하고 정돈되어 있지 아니하여 특정

한 법 상태에 한 신뢰의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29),

③ 법령규정이 무효인 경우30),

④ 법 안정성원칙의 수보다 더 요한 인 공공복리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31).

(2) 진정소 효 입법에 한 헌법 심사기

‘진정소 효’의 경우 그 한계는 법치국가원리에서 유래하는 법 안정성

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있으며32), 진정소 효는 원칙 으로 헌법에 반된

다. 국민의 정당한 신뢰는 진정소 효의 경우 오로지 우월 인 는

인 공공복리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후퇴된다.

그 지만 법치국가원리에서 도출되는 신뢰보호원칙이 기본권과 어떠한

계에 놓여 있는지는 불명확하다.

우선 제2재 부는 법치국가원리의 신뢰보호원칙을 우선 으로 심사하며,

27) BVerfGE 13, 206, 213 ; 30, 272, 286 ; 30, 367, 387 ; 45, 142, 174 ; 48, 1, 20 ;

50, 177, 193 ; 72, 200, 260f.

28) BVerfGE 30, 367, 389 ; 70, 200, 258f.

29) BVerfGE 13, 261, 272 ; 18, 429, 439 ; 24, 75, 100f. ; 30, 367, 388 ; 50, 177,

193f. ; 70, 200, 259

30) BVerfGE 7, 89, 94, 13, 261, 272 ; 18, 429, 439 ; 19, 187, 197 ; 50, 177, 194

31) BVerfGE 13, 215, 225 ; 13, 261, 272 ; 18, 429, 439 ; 22, 330, 349 ; 30, 367,

390f. ; 37, 363, 397 ; 72, 200, 260

32) BVerfGE 제2재 부 72, 200, 242 ; 97, 67, 79 ; 제1재 부 88, 384,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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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에 변경된 법 효과로 인하여 보호 역이 불리한 방식으로 제한받

는 기본권은 2차 으로 심사하고 있다.33) 그런데 법치국가원리의 특별한 형

성이 향을 미치는 기본권의 성격과 련하여 볼 때, 신뢰보호문제를 자유

권 기본권에 포섭하여 단하는 것이 더욱 더 체계 이라고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법리 정리는 실제상으로는 별다른 차이를 래하지 않는다.

제2재 부는 법치국가원리상의 신뢰보호원칙을 우선 인 단기 으로

삼고 있으나, 그 단결과를 기본권(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

14조)을 척도로 하여 다시 통제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34) 제2재

부는 법치국가원칙상 소 효 지원칙에 배되지 않는 소 입법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소 입법이 련되는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시

하고 있다.

제2재 부는, BVerfGE 97, 67, 83에서, 조세감면보조 을 법률상으로 제

공하는 것은 근로나 자본의 투입을 통해서 획득한 법 지 가 아니므로 기

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재산권이 아니라고 시하 다. 이어서 제

2재 부는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2조 제1항에 의거하여 보장되는 기업

인의 자유는 기업인과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법 지 에 한 기업인

의 처분권을 보호하지만, 존하는 법 상태를 기본권상 보호되는 존속상태

로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시하 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제1재 부는 기본권을 우선 으로 단하고 신뢰보

호원칙을 나 에 단하고 있다.35)

나. 부진정소 효의 경우

(1) 부진정소 효의 인정 기

부진정소 효(구성요건 소 연결)는 원칙 으로 허용된다. 다만 외

33) BVerfGE 72, 200, 242, 258 ; 97, 67, 79

34) BVerfGE 97, 67, 83

35) BVerfGE 95, 64, 9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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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우에만, 즉 헌법상 보호된 지 를 얻고 있는 경우 등에는 소 효

를 배제할 수 있다.

특히 제1재 부가 부진정소 효를 원칙 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은 입법

자의 일정한 측재량권을 인정하는 것인데, 입법자는 이러한 측재량권을

가지지 않고는 구법을 신법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과거사례”를 정리하는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36)

(2) 부진정소 효 입법에 한 헌법 심사기

(가) 헌법심사기

‘부진정소 효’의 경우, 제1재 부 제2재 부 모두 기본권을 우선 인

심사기 으로 삼고 있다.37) 기본권 심사의 범주 내에서 신뢰보호원칙과 비

례의 원칙이 용된다.

연방헌법재 소 제2재 부가 새로운 소 효의 구분을 제로 제시한

외 소 의 용기 을 살펴보면,  법 효과의 소 용 에 하여는 진

정소 효에 한 지 까지의 용원칙들을 따르고 있으나,  구성요건 소

연결 의 허용여부에 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본권을 요한 기 으로 삼

고 있고, 한 법치주의의 기본원칙인 신뢰보호와 법 안정성 이외에 비례

원칙도 고려하고 있다.

(나) 기본권의 심사 사례

연방헌법재 소 제2재 부는, BVerfGE 105, 17, 30에서, 조세감면혜택의

폐지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 당증권의 간 인 가치하락은 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재산권규정에 반되지 아니하며, 이자청구권이 사회 당증권에 내

재된 권리로서 재산권의 보호 역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조세감면혜택의 폐

지는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며, 조세감면혜택을 법률상으로 제공하는 것

은 근로나 자본의 투입을 통해서 획득한 법 지 가 아니므로 기본법 제14

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재산권이 아니라고 시하 다.

나아가 제2재 부는 결에서 조세감면혜택을 폐지하는 소득세법 제

36) BVerfGE 44, 1, 20ff ; 95, 64, 89

37) BVerfGE 95, 64, 86 ; 97, 67,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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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조는 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일반 인 행동의 자유 즉, 경제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례의 원칙 심사를 통하여 확인하

다. 즉, 제2재 부는 소득세법 제3a조에 의한 조세감면의 폐지는 조세징

수의 증 와 국가재정의 개선에 합하며, 기본권을 덜 침해하면서도 입법

목 달성에 합한 수단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조세감면의 폐지에 따라서

소득세가 정상 인 세율로 그리고 납세의무자의 납세능력에 맞추어서 부과

되기 때문에 조세감면의 폐지가 납세의무자에게 심한 부담을 주지 않는 반

면에 공공 인 이익은 높기 때문에 법익균형성원칙에도 배되지 않는다고

시하 다(BVerfGE 105, 17, 35-36).

(다) 신뢰보호원칙의 심사 기

1) 신뢰보호원칙은 요한 구성요건이 연방의회의 법안결의에 의해 비

로소 실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결정 인 행 가 이미 과거에

착수된 경우에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이미 착수된 사실 계에 한

사안들은  구성요건 소 연결 의 사안과 동일하게 취 할 수 있다.

이는 납세자가 행법에 신뢰를 둔 특정한 행 에 주목하여, 법률재개정

시에 이러한 신뢰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부당하다는 을 제로 하고 있다.

일반 으로 볼 때 납세자는 세법규정이 불변인 상태로 원히 계속될 것이

라는 기 를 가질 수 없으며, 세법의 경우 법률이 개폐될 수 있고 한 자

주 개폐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이러한 정도의 신뢰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측할 수 없는 평등에 반하는 세법의 변경은 헌법존 의

취지에서 가해지는 제한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부담 배분 ’ 조세법규정과 ‘행 유도 ’ 조세법규정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보호의 정도를 달리하여야 할 것이다. 조세입법을 ‘부담 배분 ’

규정과 ‘행 유도 ’ 규정으로 나 다면 입법자는 납세자에게 이익이 되는

부담 배분 조세입법, 컨 유리한 조세규정이 장래에도 효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신뢰는 보호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38)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38) BVerfGE 13, 274, 278 ; 14, 76, 104 ; 19, 119, 126 ; 27, 375,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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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배분 규정에 국한되는 것이고, 행 유도 규정에서는 여 히 신

뢰의 보호를 요한다. 즉, 국가가 특정 행 를 하도록 유도한 경우, 이로 인

하여 국민이 손해를 입어서는 아니되고 어도 자신이 들인 비용과 노력을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입법자가 과거에 속하는 행 에 한 법 효과를 나 에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법의 법치국가원칙상, 특별한 정당화가 필

요하다.39)

만약 입법자가 이미 종결된 구성요건 사실 계에, 당사자가 자신의 행

시에 상할 수 있는 효과보다 더 불리한 결과를 나 에 부담시킨다면,

당사자는 법치국가원칙의 기본조건인 ‘법질서의 지속성’을 신뢰한 데 한

실망을 갖게 된다.40)

국가 공권력이 개인이 과거에 행한 특정행 당시에 용되던 법 효과

보다 더 부담 인 법 효과를 나 에 소 하여 특정행 에 부과시킨다

면, 개인은 자신의 자유를 히 침해받게 될 것이다.41)

따라서 부담을 가하는 조세법률은-이에는 조세감면혜택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조세법률을 포함한다42) -원칙 으로 그 법 효과를 이미 종결된

사실 계에 부가해서는 안되며43), 보호가치있는 신뢰를 충분한 정당화 사유

없이 깨뜨려서는 안된다.44) 존속하는 유리한 법 상태에 한 신뢰가 어느

정도로 그리고 얼마만한 비 으로 보호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사후 변경

을 합리화하는 공 이익이 와 같은 신뢰이익을 앞서는지 여부는, 개별

인 사안에서 구체 으로 검토되어야 한다.45)

3) 신뢰보호의 정도는, 국가가 법규범을 통해서 개별국민에게 특별한 존

속 기 를 유발시켰는지 여부와 개별국민이 국가가 제공한 지속 인

39) BVerfGE 105, 17, 36

40) BVerfGE 30, 272, 285 ; 45, 142, 168 참조

41) 연방헌법재 소의 확립된 례임, BVerfGE 72, 200, 257f. ; 97, 67, 78 참조.

42) Tipke/Lang, Steuerrecht, 1998, §4, Rdnr. 171 참조

43) BVerfGE 13, 261, 271

44) BVerfGE 72, 200, 254

45) BVerfGE 105, 17,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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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근거로 하여 특정행 를 하 는지 여부에 따라서, 구분되어야 한

다. 국가가 개인의 신뢰를 강하게 유발시키면 시킬수록, 소 효를 정당화하

는 공공 이익에 한 조건은 더욱 더 엄격하게 된다. 이와 같은 강화된 존

속기 는 어도 법률상 개별국민에게 제공된 유리한 법 효과가 발생함으

로써 성립한다. 그러나 이미 집행된 특정행 가 입법자가 제공한 존속신뢰

에 기 를 두고 있는지 여부에 해서 항상 심사하여야 할 것이다.

조세법상 일반 인 조세부과는 과세기간 동안 개인의 행 집행을 한

단순한 윤곽조건으로서, 특별한 신뢰가 성립하는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한,

부진정소 효의 완화된 조건이 용된다고 할 것이다.46)

4) 보호가치있는 신뢰를 갖게 된 납세의무자의 과거 행 에 해서 제

공한 조세법상의 효과를 입법자가 미래에 강화시키거나 변화된 사회환경에

맞추어서 법개정을 하는 것은 헌법상으로 허용된다. 이러한 법개정에는 합

리 인 이유가 존재하여야 하며, 높이 평가되는 보호가치있는 신뢰를 깨뜨

려서는 안된다.47)

여기서 입법자가 수해야 할 한계는, 법개정을 통해서 발생하는 신뢰 침

해의 정도와 보호되는 기본권 제한의 정도를 한편으로, 공공복리를 한 입

법자의 의도를 다른 한편으로 해서, 행해지는 ‘비교형량’으로부터 도출된

다.48) 보호가치있는 개인의 신뢰를 제공해주는 법률은, 특별하고 우월 인

공공이익의 사유가 없이는 소 으로 변경될 수 없다.49)

혜택을 부여하는 법규정의 존속에 한 신뢰가 입법자의 특별한 고려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신뢰를 가진 개인은 자신의 신뢰보호를 주장

할 수 없다.50)

(라) 신뢰보호원칙의 심사 사례

연방헌법재 소 제2재 부가, BVerfGE 105, 17, 36 - 45 결에서, 신뢰

46) BVerfGE 97, 67, 80

47) BVerfGE 72, 200, 254 ; 105, 17, 37

48) BVerfGE 43, 291, 391 ; 67, 1, 15 ; 75, 246, 280

49) BVerfGE 105, 17, 37 ; Badura, Staatsrecht, 2.Aufl. 1996, S. 273.

50) BVerfGE 63, 152, 175 ; 68, 287,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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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원칙을 심사한 시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소개하기로 한다.

1) 신뢰에 한 사실 계

1990년도 소득세법 제3a조는 주로 1955년 이 에 발행된 확정이자부

당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가 면세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1992년도

소득세법개정법률 제1조 제4호에 의거하여 폐지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2년 이 에 사회 당증권을 획득하 다.

1992년 소득세법개정법률 제1조 제4호는, 이 개정법률의 공포 이 에 이

미 실행되었지만, 아직 종결되지 아니한 사실 계를 포섭하고 있다. 신뢰구

성요건의 기 가 되는 사실 계는 청구인이 사회 당증권을 획득한 시 을

기 으로 단해야 한다.

2) 신뢰의 법 근거

소득세법 제3a조 제1항 제1호는 사회 당증권을 취득할 때 용된 법률

로서 청구인이 행한 신뢰의 근거가 되었다. 어느 사실 계가 법질서를 통해

서 규율된다면 개인들은 이러한 법률이 미래에도 구속력있게 존재할 것이

라는 기 를 하게 된다. 법률은 개별사건을 넘어서서 일반 으로 용되며,

이러한 일반 효력성 때문에 원칙 으로 높은 존속력을 가진다. 조세입법

을 통해서 질서있는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되는 윤곽조건들이 만들어진다.

사회 당증권의 이자에 한 면세의 경우에 발생하는 신뢰의 근거는, 소

득세법 제3a조 제1항 제1호가 투자자가 증권의 취득을 하도록 유인하는

조정 조세법규정에 해당된다는 을 통해서 강화된다. 투자자의 사경제

이윤추구는 국가의 사회 내지 경제 목 을 달성하기 한 수단으로 투

입되었다. 청구인은, 1955년 이 의 최 취득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

라도, 사회 당증권을 이자가 면세라는 것을 알고 취득하 고 그 수익성

단에서 이러한 이자면세가 증권 유효기간의 만기까지 존재하리라는 것

을 신뢰하 다.

사회 당증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수익에 한 면세는 청구인의 투자

단의 기 가 되었다. 자본수익에 한 면세가 없었다면 청구인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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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취득당시에 경제 인 합리성의 기 아래서 아마도 다른 투자결정을

하 을 것이다.

3) 신뢰이익의 존재 여부

사회 당증권의 만기시까지 면세혜택이 존속하리라고 믿은 청구인의

신뢰는 련 국가기 의 다양한 의사표시에 의해서 부분 으로 강화되기도

하고, 부분 으로 약화되기도 하 다.

소득세법 제3a조 제1항 제1호의 존속에 한 증권취득자의 신뢰는 연방

정부의 의견표시 이 에는 충분히 보호되지 않았다. 이는 특히 1963년에 사

회 당증권을 취득한 청구인의 경우에 그 다. 소득세법 제3a조의 입법

연 에 비추어 볼 때, 존하는 법질서의 존속을 기 할 수 있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결여되어 있다.

행 법률이 개정되지 않고 변함없이 존속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의 ‘일반

인 기 ’는 헌법상 보호되지 않는다. 이는 무엇보다 조세법 역에서 그

다. 입법자가 사회 는 경제 목 을 해서 제공하는 ‘조세 혜택’을

미래에도 무제한 으로 지속시킬 것이라는 것을, 납세의무자는 기본 으로

신뢰 내지 기 할 수 없다.

특히 제한받는 법 지 가 국가의 여 제공에 기 하고 있는 경우에,

헌법상 주어지는 신뢰보호는, 어떠한 실망(기 상실) 앞에서도 납세의무자

를 보호해주어야 할 만큼 범 하지 않다.

행 법질서의 존속을 해서 완벽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실 하는 민주 인 입법자의 활동을 해시키고, 법질서의 일 성과 생활환

경의 변화에 따른 법질서의 개정필요성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을, 법질서의

변화에 한 탄력성 내지 유연성을 해치게 되는 방향으로, 해결하게 될 것

이다.

특정행 의 실행에 기 가 되는 조세법상의 조건은 그 행 결정 시 부

터 납세자가 자신의 조세상의 행 를 기 로 하게 되는 신뢰의 근거가 된

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신뢰근거의 시간 한계에 한 종국 인 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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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무기한 이고 수십 년간 유효하게 지속되어

온 조세감면혜택의 경우에, 납세의무자는, 조세법상의 조건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더 이상 변경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거나 기 할 수 없

기 때문이다.

조세법상의 감면혜택의 존속에 한 ‘보호가치있는 신뢰’는 법률상 구성

요건의 시간 인 계획이나 그 법률의 보호목 을 넘어서는 곳까지 확장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제1차 자본시장 진법률의 입법취지를 볼 때, 면세혜택

의 존속이 당증권이 갖는 유효유통기간의 기간에 걸쳐서 제공되었

다고 보기 어렵다. 투자자의 이러한 신뢰는 연방정부의 표명시 까지는 보

호할만한 가치를 갖지 못하 다고 할 것이다.

4) 비교형량

소득세법 제3a조 제1항 제1호의 존속에 하여 기 할 수 있는 청구인의

‘신뢰가 보호가치를 가지는 경우’에도, 조세감면혜택을 제거하고자 하는 입

법자의 의도 내지 공공이익이 청구인의 신뢰이익보다 더 우월하다.

와 같은 헌법상의 조건에 의거하여 비교형량해보면, 소득세법 제3조 제

1항 제1호를 폐지해야 할 공 인 이익이 조세혜택의 존속에 한 청구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보다 더 크다는 이 확인된다. 면세혜택을 폐지하는 것

은, 존하는 조세법을 근거로 하여 행해진 자본의 이용과 투자를 히

해할 정도의 불이익을 야기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범 한 행 를 통해서 얻게 된, 행법의 존속에 한 신뢰도

기본 으로 비교형량에서 우월 인 신뢰보호를 제공하지 못한다.

5) 결론 으로 사회 당증권의 이자에 한 면세혜택의 폐지는 ‘구성요

건 소 연결’에 해당되는데, 국가의 이익과 공공복리가 유리한 법 상태

의 존속을 기 하는 청구인의 보호가치 있는 사 이익보다 더 우월하므로,

신뢰보호원칙에 배되지 아니한다.



729

Ⅲ. 우리 나라에서의 소 입법 과세 지원칙

1. 소 입법 과세 지원칙의 법 근거

가. 소 입법 과세 지원칙의 법 근거에 한 헌법재 소의 기존

례

헌법재 소는 소 입법 과세 지원칙의 법 근거로서 헌법 제13조 제2

항과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을 들어서 다음과 같이 시하고 있다.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 입법에 의하여 …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

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

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 는 거래에 하

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 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소 과세 지 원칙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입법으로 과거

에 소 하여 과세하거나 는 이미 납세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소 하

여 과세하는 것은 헌법 제13조 제2항에 반된다”(헌재 1998. 11. 26. 97

헌바58, 례집 10-2, 673, 680 ; 2002. 2. 28. 99헌바4, 례집 14-1, 106,

115 ; 2003. 6. 26. 2000헌바82, 례집 15-1, 678, 687).

나. 소 입법 과세 지원칙의 법 근거에 한 고찰

(1) 헌법 제13조 제2항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 입법에 의하여 … 재산권의 박탈

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헌법규정이 소 입법 과세 지

원칙의 법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정설

헌법 제13조 제2항은 1962년 제5차 헌법개정 당시 신설된 규정으로서 연

으로 제3공화국 당시의 정치 특수상황 아래에서 장래에 정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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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법이나 부정축재처리법과 같은 소 입법을 막아 보자는 의도에서 설

정되었다는 , 조항이 ‘재산권의 박탈’이라는 표 을 사용하고 있어 특

정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목 실 을 한 일반 인 납세의

무의 설정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조세법규와는 어의상 거리가 있다는 등

을 고려할 때, 헌법규정이 조세법규의 소 입법을 정면으로 지한 조항

으로는 보기 어렵다. 그러나 헌법규정이 개인의 신체의 자유와 련된

형벌불소 의 원칙과 함께 소 입법에 의한 개인의 재산권의 보호를 그

상으로 삼고 있고 조세법규 역시 궁극 으로 개인의 재산권에 계된다는

에서 그 입법의 의도야 어 되었든 규범 인 측면에서 조세법에 있어서

소 입법 지의 원칙 인 근거규정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51)

그 다면 헌법 제13조 제2항이 소 입법과세 지의 직 인 근거규정으

로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52)

(나) 부정설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 입법에 의하여 … 재산권을 박탈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소 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을 지하

고 있다. 이 헌법조항의 연 은 1960. 4. 26.(이승만 통령 하야일) 이 에

지 는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 한 자를 처벌하기

한 근거를 두었던 제4차 헌법개정(1960. 11. 29.)53) 이후 제5차 헌법개정

(1962. 12. 26.)에서 그러한 소 입법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삽입된 후 지

51) 임승순, 소 과세 지에 한 고찰, 경희 석사학 논문, 2002. 8. 7 쪽 이하 ; 이

태로․안경 , 조세법강의, 2001, 20쪽 ; 정구, 한국조세법의 제문제, 1986, 39쪽

; 이철송, “조세법률주의와 헌법 보호기능”, 한국조세연구 제3권(1987), 288면

참조.

52) 라성길, 조세입법론에 한 연구 -조세입법원칙과 그 용을 심으로 -, 경희

박사학 논문, 1999. 90쪽

53) 부칙 “이 헌법 시행당시의 국회는 단기 4293年 3月 15日에 실시된 통령, 부통령

선거에 련하여 부정행 를 한 자와 그 부정행 에 항의하는 국민에 하여 살

상 기타의 부정행 를 한 자를 처벌 는 단기 4293年 4月 26日 이 에 특정지

에 있음을 이용하여 한 반민주행 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한 특별

법을 제정할 수 있으며 단기 4293年 4月 26일 이 에 지 는 권력을 이용하여

불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 한 자에 한 행정상 는 형사상의 처리를 하기

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신설 1960.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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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변화없이 내려온 것이다.54)

그리고 헌법 제13조 제2항은 ‘재산권의 박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

로 보장되지 아니한 ‘재산권’과 법률상으로 보장되는 재산권을 박탈하지 않

고 단지 ‘제한’하는 것은 헌법조항의 구성요건 범주에 해당되지 아니한

다. 따라서 그 다면 특정한 재산권의 박탈을 목표로 하지 않는 조세입법은

헌법 제13조 제2항과는 직 인 련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 다면 헌법 제13조 제2항을 조세법률의 소 입법을 정면으로 지한

조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55) 56)

그러므로 헌법 제13조 제2항은 조세법에 있어서 소 입법 지의 직

인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57)

(다) 소결론

소 입법 과세 지원칙의 법 근거로서 헌법 제13조 제2항을 삼는 것은

치 않은 것으로 생각되므로, 부정설이 더 타당하다.

(2)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 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지

참고로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 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지의 내용

을 살펴본다.

(가) 헌법 제13조 제2항의 입법연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 입법에 의하여 … 재산권을 박탈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소 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을 지하

고 있다. 이 헌법조항은 1962년 제5차 헌법개정당시 신설되었는데, 4․19

이후나 5․16 이후의 ‘부정축재특별처리법’과 같은 소 입법에 의하여 재산

권을 박탈한 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하여 특별히 규정한

54) 김철수, 헌법학개론, 제14 , 2004, 436 쪽 ; 권 성, 헌법학원론, 1999, 487쪽 ; 홍

성방, 헌법학, 2003, 518쪽 ; 임승순, 소 과세 지에 한 고찰, 2002, 8쪽 참조.

55) 임승순, 조세과세 지에 한 고찰, 2002, 8쪽.

56) 참고로 법원 례에서 소 입법에 의한 조세문제에서 헌법 제13조 제2항을 거

론한 바는 있으나( 법원 83.4.26.선고, 81 423 결 참조), 그 결에서도 규

정을 소 입법에 의한 조세에 직 용한 것이 아니라 법치국가 요청에 따른

일반 인 소 입법 지의 한 근거로서 제시한 것으로 볼 여지를 남기고 있다.

57) 물론 헌법 제13조 제2항을 소 입법과세 지원칙의 간 인 근거규정이 된다고

볼 수는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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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58)

(나) 헌법 제13조 제2항과 헌법 제23조와의 계

그런데 헌법조항은 재산권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3조와 연

하여 살펴볼 때 특별한 의미를 별도로 가지지 못한다.59) 헌법 제23조 제1항

제1문 제3항이 기존 법률에 의거하여 획득한 재산권을 소 으로 박탈

하는 입법을 하는 것을 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고 재산권을 소 으로 박탈하는 소 입법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헌법 제23조 제1항 제1문에 배되거나 보상 조건부 공용수용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 배된다.60)

그러므로 헌법 제13조 제2항이 헌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 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은 헌법 제23조의 범 내에서 이미 지된

다.

설령 특정한 소 입법 법률을 헌법 제23조와는 별도로 헌법 제13조 제

2항에 배되는지 여부를 단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결론이 도출되지 아니

할 것이다.

(다) 헌법 제13조 제2항의 구성요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헌법 제13조 제2항은

‘재산권의 박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로 보장되지 아니한 ‘재산권’과

법률상으로 보장되는 재산권을 박탈하지 않고 단지 ‘제한’하는 것은 헌

법조항의 구성요건 범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헌법 제38조 헌법 제59조에 의한 조세법률주의

우리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는 한편,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

58) 김철수, 헌법학개론, 제14 , 2004, 436 쪽 ; 권 성, 헌법학원론, 1999, 487쪽 ; 홍

성방, 헌법학, 2003, 518쪽 ; 임승순, 소 과세 지에 한 고찰, 2002, 8쪽 참조.

59) 소 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지를 헌법에 별도로 규정한 나라는 코스타리카

등 극히 일부 나라를 제외하고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한다. 임승순, 소

과세 지에 한 고찰, 2002, 8쪽 참조.

60) 이에 해서는 권 성/신우철, 헌법학연습, 1998, 295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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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하고 있다.

법치국가원리의 한 내용인 소 입법 지원칙을 조세법에 용한 것이 소

입법 과세 지원칙이며, 소 입법 과세 지원칙은 조세법률 계에 있어서

법 안정성 보장과 납세자의 신뢰이익의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 입법 과세 지 원칙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원칙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61)

(4)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

다)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 는 거래에 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 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소 과세

지 원칙을 정하고 있다.

살피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은 헌법상 소 입법 과세 지원칙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62) 헌법상 소 입법 과세 지원칙을 법률상으로 구체

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종합

그 다면 소 입법 과세 지원칙은 헌법 제38조와 헌법 제59조에서 정하

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로부터 직 으로 도출된다고 할 것이다.

물론 소 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을 지하고 있는 헌법 제13조 제2항도

소 입법 과세 지원칙의 간 인 법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으나, 헌법

상 조세법률주의로부터 직 으로 도출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61) 소 입법 과세 지원칙을 조세법률주의의 한 내용으로 보고 있는 헌법학자로는

권 성, 헌법학원론, 1999, 787쪽 ; 홍성방, 헌법학, 2003, 771쪽 ; 성낙인, 헌법학,

2003, 731쪽 참조. 그리고 조세법학자로는 이태로, 조세법개론, 1991, 41쪽 ; 최명

근, 세법학총론(1995) 88면; 정구, “조세법규 불소 의 원칙”, 한국조세법의 제

문제(조세통람사) 32쪽 참조

62) 이창희, 세법강의, 2004, 55쪽 ; 임승순, 게논문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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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헌법재 소의 최근 결정

헌법재 소도 최근 2004. 7. 15. 선고한 2002헌바63결정에서 소 입법 과

세 지원칙의 법 근거를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로부터 도출해냈다. 헌법재

소는 이 결정에서 “우리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는 한편,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

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는 납세

의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에 소 하여 과세하는 입법을 지하는 원칙

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 입법 과세 지원칙은 조세법률 계에 있어

서 법 안정성을 보장하고 납세자의 신뢰이익의 보호에 기여한다.”라고

시하 다.

2. 소 입법 과세 지원칙의 내용

새로운 입법으로 과거에 소 하여 과세하거나 는 이미 납세의무가 존

재하는 경우에도 소 하여 과세하는 것은 소 입법 과세 지원칙에 반

된다(헌재 1998. 11. 26. 97헌바58, 례집 10-2, 673, 680 ; 2002. 2. 28. 99헌

바4, 례집 14-1, 106, 115 ; 2003. 6. 26. 2000헌바82, 례집 15-1, 678,

687 참조).

그런데 소 입법은 신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 계에 작용하는지 아니면

재 진행 인 사실 계에 작용하는지에 따라 “진정소 입법”과 “부진정소

입법”으로 구분되고, 자는 헌법 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특

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외 으로 허용될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원칙

으로 허용되지만 소 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헌재 1995. 10. 26. 94헌바12, 례집 7-2, 447, 457-459; 1998. 11. 26.

97헌바58, 례집 10-2, 673, 680-681; 1999. 7. 22. 97헌바76 등, 례집

11-2, 175, 195 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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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세법상 소 효 입법과 헌법심사기

가. 조세법상 소 효 입법과 헌법심사기 에 한 헌법재 소 례

우리 헌법재 소가 그동안 소 효 입법과 련된 조세법률에 하여 선

고한 결정들을 심으로 하여 소 효입법여부를 단한 내용과 소 효입법

에 하여 어떠한 헌법심사기 을 용하 는지를 살펴본다.

(1) 헌재 1995. 3. 23. 93헌바18, 31(병합), 례집 7-1, 376-387

(가) 사안개요

종래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던 공유수면매립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하여 1989. 12. 30.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0호가 특별부가세

50%만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1항이 그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에 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제59조 제10호를 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종 에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라도 그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에 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한 소득에 하여 특별부

가세 50%를 부과하도록 되었다.

(나) 소 효 입법여부 단

헌법재 소는 “특별부가세는 자산의 양도에 의하여 과세요건이 성립하는

법인세의 일종이므로 이미 공유수면매립지를 양도한 후에 그로 인한 소득

에 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특별부가세를 부과하거나 는 그 감면범 를

축소하는 것은 소 과세 지원칙에 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구 조

감법 부칙 제5조 제1항은 공유수면매립지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감

면범 를 축소한 구 조감법 제59조 제10호의 개정규정을 그 법 시행 후에

양도하는 것에 하여서만 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규정 시행 에

이미 특별부가세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소득이나 거래를 상으로 하는 것

이 아니”라고 시하면서 진정소 효 입법을 부정하 다.

이어서 헌법재 소는 “공유수면매립사업이 반드시 매립지의 양도를 수반

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매립공사를 시행하는 것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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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특별부가세의 과세요건사실이 진행 에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고

시하여 법률조항은 부진정소 효 입법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서 헌법재 소는 법률조항은 “특별부가세의 과세요건 완성

후에 새로운 입법으로 특별부가세를 과세하거나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를

가 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 제13조 제2항이 지하는 소 입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하 다.

(다) 헌법심사기 헌여부 단

헌법재 소는 법률조항이 진정소 효 내지 부진정소 효 입법에 해당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헌법심사기 으로 신뢰보호원칙을 용하여 심사한

후, 법률조항은 조세공평의 원칙을 실 하기 하여 공유수면매립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한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감면제도를 차 으로

축소, 폐지해 가는 과정에서 기존 법질서에 한 신뢰와 개정법률이 달성하

고자 하는 공익목 사이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시하 다.

(2) 헌재 1995. 10. 26. 94헌바12, 례집 7-2, 447-463.

(가) 사안개요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4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10조의3

과 구 조감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7조의2

제5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의2는 내국법인이 자본증가를 하

는 경우 36개월간 18% 내지 20%의 증자 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 액에

서 공제하도록 규정하 다.

그런데 1990. 12. 31.에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조감법시

행령 제45조 제3항은 자본 증자시 증자소득 공제율을 12% 내지 17%로 하

향 조정하 고,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는 같은 법 제55조를 법 시

행후 최 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용하도록 규정하 고 같은 법 부

칙 제21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 의 제7조의2 제5항 종 의 법인세법

제10조의3의 규정의 용 상이 되던 자본 증가액이 있는 경우 이 법 시행

일 이후의 당해 자본 증가액의 잔존증자소득 공제기간에 하여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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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조의 개정규정의 용 상이 되는 자본증가액으로 보아 제55조의 개정

규정을 용한다”고 규정하 다

결정에서 청구인은 1988. 1. 25. 5억원, 같은 해 3. 9. 45억 원을

각 증자하 다. 그 후 청구인은 1990 사업연도(1990. 7. 1.－1991. 6. 30.)에

한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증자소득 액에 따른 법인세감면액을 1990.

7. 1.－12. 30.까지는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4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10조의3과 구 조감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7조의2 제5항에 의하여, 그 이후부터 1991. 6. 30.까지는 개정

된 조감법 제55조에 의하여 각 산정하 는데, 과세 청은 사업연도의

기간에 걸쳐 개정된 조감법 제55조에 따라 감면액을 산정하여 세무조정

을 하 다.

(나) 소 효 입법여부 단

청구인은 자본증가를 할 당시 향후 36개월간 체로 연 20%의 증자소득

공제를 받도록 되어있었는데, 5억원 증자분에 해서는 1991.1.에, 45억원

증자분에 해서는 1991.3.에 각 종료되도록 되어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법

률조항들에 의하면 1990. 12. 31.이후 최 로 종료하는 과세년도분부터 개정

조감법규정이 용되므로, 청구인의 경우 당시 과세년도 개시 도 에 있었

으므로, 결국 1990.7.1.부터 1991.6.30.까지는 개정 조감법 규정에 의한 증자

소득공제가 용되게 되었다.

따라서 헌법재 소는 결정에서 1990. 12. 31.에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제21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는 청구인 법인

의 사업연도(1990. 7. 1. - 1991. 6. 30.)의 도 에 개정되어 당해 사업연

도에 걸쳐 용되게 된 것이므로 1990. 7. 1.부터 1990. 12. 31.까지의 기간

에 해서는 부진정소 효 입법에 해당된다고 시하 다.

(다) 헌법심사기 헌여부 단

헌법재 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한 부진정소 효 입법이 헌인지

여부를 단하는 심사기 으로 신뢰보호원칙을 용하 으며, 그 배 여부

를 단한 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제21조와 같은 부진정



738

소 입법의 경우 당사자의 구법에 한 신뢰는 보호가치가 있다고 할 특

단의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의 발효일 이 에 도과된 사

업연도분에 해서는 개정 조감법 규정은 용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후,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개정 법률 제4285호) 부칙 제13조 제21조

는 법인의 사업연도 이 법 시행일 이 의 당해 자본증가액의 잔존증가

소득 공제기간에 하여 용하는 한 헌법에 반된다”고 선고하 다.

(3) 헌재 1998. 11. 26. 97헌바58, 례집 10-2, 673-684

(가) 사안개요

청구인은 사업연도가 매년 1. 1.부터 그 해 12. 31.까지로 되어 있는 법인

으로서, 공장을 지방으로 이 하기 하여 1994. 8. 7. 청구인 소유의 토지

를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얻은 후,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1994. 1. 1.부터

1994. 12. 31.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 으나, 청구인은 농어 특별세는

비과세 상이라고 단하여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 다. 그러나 부천세무서

장은 농어 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1995. 10. 16. 청구인에

하여, 청구인의 1994. 1. 1.부터 1994. 12. 31. 사업연도에 한 법인세의

과세표 을 새롭게 산정하여 법인세액을 결정하고 동법 제11조에 의한 미

신고 가산세를 합산한 액을 농어 특별세로 부과‧고지하 다.

그런데 농어 특별세법(1994. 3. 24. 법률 제474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3호가 개정되었고 그 부칙 제3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

라 한다)은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 특별세는 동 규정의

용을 받는 법인의 사업연도 이 법 시행일이후 최 로 종료하는 사업연

도의 개시일(1994년 7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0일까지 사업연도가 종료하

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최 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을

말한다)부터 용하되, 그 용기간은 2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까지

로 한다”고 규정하 다.

(나) 소 효 입법여부 단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1994년도 사업연도는 1994.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이므로, 청구인의 1994년도 법인세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



739

특별세의 납세의무는 1994. 12. 31. 성립되었다.

그런데 농어 특별세법은 1994. 3. 24. 공포되어 부칙 제1조에 의하여 같

은 해 7. 1.부터 시행되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시행일인 1994. 7. 1.이후

최 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용토록 하고 있어서, 청구인의

경우 그 사업연도는 1994. 12. 31. 종료되므로 과세기간 개시일인 1994. 1. 1.

에 소 하여 법의 용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헌법재 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세 이를 본세로 하는

농어 특별세의 과세기간 진행 에 개정, 시행된 법을 과세기간 개시일에

소 하여 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이른바 부진정소 입법에 해당한다.”고

시하 다.

(다) 헌법심사기 헌여부 단

헌법재 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부진정소 입법에 한 헌법심사

기 으로 신뢰보호원칙을 용하 다.

헌법재 소는 농어 특별세법은 우루과이라운드 상의 타결에 따른 후

속 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농어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

기 하여 10년을 시한으로 농어 특별세를 신설하면서도,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 특별세는 특별히 용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있고, 개정된 법

인세법에 따라 법인세율이 종래 34%에서 32%로 인하된 것을 감안하여 그

차이인 2%만을 농어 특별세로 부과함으로써 기업의 실질 부담증가는

없도록 배려하고 있으므로, 비록 동법 부칙 제3조 제3항에서 그 시행일 이

후 최 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용토록 하고 있더라도 입법

취지에서 엿보이는 공익목 의 요성, 신뢰침해의 방법과 정도, 침해받은

신뢰의 보호가치 등을 종합 으로 비교·형량할 때 부칙조항이 헌법상의

신뢰보호원칙에 반한 것이라 하기 어렵다고 시하 다.

(4) 헌재 2001. 4. 26. 99헌바55, 례집 13-1, 869-888

(가) 사안개요

청구인은 1995. 12. 20. 부산 사하구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고, 1996. 5. 31.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67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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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부동산에 한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하면서, 그 감면세액에

한 농어 특별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그런데 서부산세무서장은 부동산에 한 양도소득세 액을 면제하

으나, 농어 특별세법(1994. 3. 24. 법률 제4743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3조

제1항 단서 후단에 의하여 감면의 경우가 농어 특별세의 과세 상이

된다고 보아 1997. 8. 9. 동법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한

농어 특별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 다.

따라서 심 상은 농어 특별세법(1994. 3. 24. 법률 제4743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3조 제1항 단서 후단(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헌 여부이었는데, 법조항은 “제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소득세 는

법인세의 감면을 받는 세액에 부과되는 농어 특별세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시행기간”이라 한다) 에 종료하는 과

세연도분에 하여 용한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기간 에 발생하는 소득분에 하여 용하며,

양도소득세 특별부가세(양도차익에 한 법인세를 포함한다)의 감면의

경우에는 시행기간 에 양도하는 분에 하여 용한다 라고 규정하 다.

(나) 소 효 입법여부 단

헌법재 소는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농어 특별세법 시행

에 이미 양도되어 과세요건이 완성된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하여 소 하

여 그 일부를 농어 특별세로 부과하려는 것이 아니라, 동법 시행 당시 보

유․임 인 임 주택에 하여 동법의 시행기간 장차 그것이 양도되

면, 그에 한 양도소득세 감면분 일부를 농어 특별세로 부과하려는 것

이므로, 이는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 는 법률 계

를 규율 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진정소 효의 입법에 해당”된다고 시하

다.

(다) 헌법심사기 헌여부 단

헌법재 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부진정소 효 입법이라고 본 후,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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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 으로 신뢰보호원칙을 용하여 그에 한 배여부를 단하

다.

헌법재 소는 “농어 특별세는 본질 으로 불로소득인 지가상승에 하

여 과세하는 것으로 침해되는 이익의 보호가치는 원천 으로 크지 않고, 양

도소득세 감면에 한 기 와 신뢰는 본래부터 구 인 것이 아니라 법의

개정에 따라 신축 ·잠정 인 것이며, 종 에 받고 있던 특혜의 정도가 축

소되었을 뿐 일반의 양도소득세 납세자와 비교하여 여 히 높은 감면의 혜

택을 리는데, 이러한 신뢰이익의 가치 손상의 정도와, 우루과이라운드

상의 타결에 따라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농어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할 공익 목 을 비교형

량할 때, 후자가 자보다 더 크다”고 시하면서 법률조항이 신뢰보호

원칙에 배되지 아니한다고 단하 다.

(5) 헌재 2002. 2. 28. 99헌바4, 례집 14-1, 106-117

(가) 사안개요

인천세무서장은 1995. 6. 18.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

정되기 의 것) 제18조의3 제2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1992 사업연도 내지 1994 사업연도(각 사업연도는 1. 1.부

터 12. 31.까지임) 차입 이 자기자본의 2배를 과하는 법인에 해당하

고, 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제43조의2 제11항,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에 해당하는 충북 괴산군의 임야를 보유

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하여 법 제18조의3 제2항, 시행령 제43조

의2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차입 의 이자를 손 불산입하여 1992 사

업연도 법인세, 1993 사업연도 법인세 , 1994 사업연도 법인세 농어 특

별세를 부과하 다.

이 사건의 법률조항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인데 그 내용

은 다음과 같았다. “② 통령령이 정하는 기 을 과하여 차입 을 보유

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 지 한 차입 의 이자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

한 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액계산상 이를 손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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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야․농경지․목장용 부동산 기타 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되

는 부동산(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용받는 부동산의 부분을 제외한다) 

(나) 소 효 입법여부 단

이 사건 법률조항은 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법인세법이 개정되면

서 신설된 것으로, 개정법률의 부칙 제1조는 개정법률은 1991.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2조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한 법인

세에 있어서는 개정법률 시행 후 최 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 바꿔 말하면

1991 사업연도 분부터 이를 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헌법재 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시행 이후에 개시되는 사

업연도에 하여만 용될 뿐, 이미 종료된 과거의 사업연도나 진행 인 사

업연도에 소 하여 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소 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시하 다.

(다) 헌법심사기 헌여부 단

헌법재 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소 효 입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

더라도, 헌법심사기 으로 신뢰보호원칙을 용하여 그 배 여부를 심사하

다.

헌법재 소는 “법인이 종 부터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법률의 개정으

로 인하여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18조의3 제2항 소정의 차입 지 이자의 손 불산입의 요건이 되는 자

산에 해당되게 되어 그 법인이 지 한 차입 의 이자가 손 에 산입되지

않게 됨으로써 법인의 납세의무가 가 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부

칙 제1조, 제2조에 의하여 그 조항은 그 시행 이후에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하여만 용될 뿐, 이미 종료된 과거의 사업연도나 진행 인 사업연도에

소 하여 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가리켜 재산권을 박탈하는 소 입

법이라고 할 수 없다. 한 그 법인이 그 부동산의 보유와 련하여 어떠한

새로운 법률 계를 형성한 것이 아니고 단지 이를 취득 보유한 데에 불과

하다면 향후 과세상 불이익을 받지 않으리라는 단순한 기 를 헌법상 권리

로서 보호할 신뢰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조항이 헌법상의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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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원칙에 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시하 다.

(6) 헌재 2003. 4. 24. 2002헌바9, 례집 15-1, 406-418

(가) 사안개요

청구인은 한국합섬의 주주로서 1995. 2. 15.에서 1995. 5. 13. 사이에

유․무상증자로 합계 127,500주식을 취득한 후, 1999. 5. 26. 주식

60,000주를, 1999. 7. 9. 나머지 67,500주를 각 양도한 후, 2000. 5. 31. 이 사

건 주식에 해 취득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

여 그에 따른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액을 용산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

다.

그런데 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어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

된 구 소득세법은 제94조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를 새롭

게 신설하여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는 출자지분으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것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 다. 이에 따라서 증권거래

소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납

부하도록 되었다.

(나) 소 효 입법여부 단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이후인 1999. 5. 26.과 1999. 7. 9.에

자신의 주식을 양도하 다.

따라서 헌법재 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시행 에 이미 양도되어

과세요건이 완성된 주식양도에 하여 소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

이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 후에 양도된 주식에 하여 용되는

것이므로, 이는 진정소 입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시하 다.

(다) 헌법심사기 헌여부 단

헌법재 소는 법률조항이 소 효입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

도, 종래의 법 상태의 존속을 신뢰한 상장주식 소유자에 한 신뢰보호의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법률조항이 신뢰보호원칙을 배하는지 여부를 심

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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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 소는 법률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과세의 형평 내지 조세평

등주의의 실 이라는 공익은 청구인이 구 세법질서에 하여 가지고 있던

신뢰에 비하여 훨씬 우월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구 세법이 그 로 유

지되어 상장주식의 양도에 하여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신뢰하

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신뢰는 보호할만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단순한

희망 내지 기 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법률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되지 아니한다고 시하 다.

(7) 헌재 2003. 6. 26. 2000헌바82, 례집 15-1, 678-690

(가) 사안개요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에 한 규정은 1984. 8. 7. 국세기본법(법률 제

3746호) 제26조의2로 신설되었는데 당시 상속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은 5년이

었다. 이 법규정은 1990. 12. 31. 아래의 내용으로 개정되어 원칙 으로는

그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되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과 과세표

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허 신고 는 신고 락한 경우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 다.

국세기본법(1990. 12. 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부

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법인세․토지 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

득세․부가가치세 교육세(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4호 내지 제

9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 이 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

는 날로부터 5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속세 증

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으로 한다.

가. 상속세법 제20조(동법 제3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상속세법 제20조(동법 제3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통령령이 정하는 허

신고 는 신고 락한 경우(그 허 신고 는 신고 락한 부분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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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사건의 심 상은 국세기본법(1990. 12. 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며, 그 내용

은 다음과 같았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 로 상속세 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용한다.”

(나) 소 효 입법여부 단

상속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은 1990. 12. 31. 법률 제4277호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 것으로, 개정법률의 부칙 제1조는

개정법률은 1991.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 로 상

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즉, 상속개시일로부터 상속세

신고기한인 6개월 후부터 이를 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헌법재 소는 “상속세부과권은 청구인들의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1990. 12. 1.부터 상속세신고기한인 6개월이 경과한

1991. 6. 1. 비로소 발생하여 그 때로부터 제척기간이 진행되므로, 부과권이

발생하기 인 1991. 1. 1. 시행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과권이 발생하여

그 제척기간의 진행 에 는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새로운

입법으로서 그 제척기간을 연장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시행 이후에 최 로 부과할 수 있는 상속세에 하여 용

될 뿐, 이미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지났거나 제척기간이 진행 인 부과권에

소 하여 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소 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시하 다.

(다) 헌법심사기 헌여부 단

헌법재 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소 입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

도, 신뢰보호원칙에 배되는지 여부를 심사하 다.

헌법재 소는 상속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 으로 한 제척기간이 앞으로

연장되지 않으리라는 신뢰는 헌법상 원리로서 보호하여 할 신뢰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허 신고 는 신고 락한 재산에 하여 상속세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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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부과되지 않으면 그 허 신고 는 신고 락한 재산에 한 조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신뢰는 공정과세, 조세회피방지라는 입법목 에 우선하여

보호되어야 할 합리 이유가 없으므로 상속세부과권이 발생하지 않은 시

에서 그 제척기간을 연장한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에 배되지 않는다고

시하 다.

(8) 헌재 2004. 7. 15. 2002헌바63, 헌재공보 95, 740-748

(가) 사안개요

청구인이 동남비젼의 발기인으로 참여한 1993년 10월경 시행되던 구 상

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4항은 공익법인이 주식 는 출자지분외의 재산을 출연받은 후

그 출연받은 액으로 취득하는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까지

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동남비젼 법인 설립 차가 진행되던 인 1993. 12. 31. 상속세법

이 개정되면서 공익사업 자가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 발행주식총

수의 100분의 5를 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과부분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제8조의2 제4항

제3호)이 신설되었고, 개정법 부칙 제3조에서는 공익사업을 하는 자가

“법 시행일 이후 주식 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용한다”라고 규

정하 다.

그 후 청구인은 1994. 3. 11. 동남비젼에 한 법인설립등기 차를 거쳐

출자 6억원을 납입하고 동법인의 주식 100분의 15를 취득․보유하게 되

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공익사업 자로서 1994. 3. 11. 동남비젼의 발

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취득하 으므로, 개정 상속세법에 의거하여

100분의 5를 과하여 취득한 부분인 8만주(10%)를 취득하는 데에 사용한

출연재산 4억원(8만주×5천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할세무서가 부

과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이 사건의 심 상은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후, 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의 것, 이하 ‘개정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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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 “제8조의2 … 제4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 공익사업을 하는 자가 주식 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부터 용한다.”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인지 여부

이며, 법 부칙 제3조의 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칙 제3조(공익사업에 과출연한 주식의 상속세과세가액산입에 한

용례)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4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 로 공익사업에 주식 는 출자지분을 출연하거나 공익사업을 하는

자가 주식 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부터 용한다.

(나) 소 효 입법여부 단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정 상속세법 시행일 이 에 기 출연재산으로 100

분의 5를 과하여 이미 취득한 내국법인의 주식에는 용되지 않으며, 법

시행일 이후에 기 출연재산 신규 출연재산으로 100분의 5를 과하여

새롭게 취득하는 내국법인의 주식에 하여 용되도록 하 다.

다시 말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익사업 자가 개정 상속세법 시행

에 이미 취득한 주식 에서 100분의 5이상을 과하는 주식에 사용된

출연재산가액에 해서 소 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려는 것이 아니라, 개정

상속세법 시행 이후에 공익사업 자가 취득하는 100분의 5이상의 과

주식에 해당하는 출연재산가액에 해서 증여세를 부과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헌법재 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요건 완성 의 사실

이나 법률 계를 규율 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진정소 과세입법에 해

당된다고 할 수 없으며,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

는 법률 계를 규율 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어서 부진정소 효 과세입법에

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시하 다.

(다) 헌법심사기 헌여부 단

헌법재 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소 효입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

라도, 헌법심사기 으로 신뢰보호원칙을 용하여 그 배여부를 자세히 검

토한 후, “정책 ․잠정 인 조세우 조치인 공익사업 출연재산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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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그 면제비율을 축소 조정함으로 인하

여 래하는 신뢰의 손상은 공익 목 에 의하여 헌법상 정당화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배되지 않는다

고 시하 다.

그리고 헌법재 소는 이 사건에서 공익사업 자가 개정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여 가지는 출연재산에 한 증여세 면제혜택에 한 기 를 그

의 기득재산권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으며, 설령 공익사업 자가 증여세

면제 제도를 신뢰하 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의 법제도에 한 기 이익

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23조 제1항에 배되지 아

니한다고 시하 다.

나. 조세법상 소 효 입법여부에 한 구분기

(1) 우리 헌법재 소 례의 경우

헌법재 소는 소 효 입법여부에 하여 진정소 효와 부진정소 효로

구분하여 단하고 있다.

헌법재 소는 1995. 10. 26.에 선고한 94헌바12결정에서 소 효 입법의 구

분에 한 문제를 상세하게 기술하 다. 헌법재 소는 결정에서 “소 입

법을 진정․부진정으로 나 는 척도는 개념상으로는 쉽게 구분되나 사실상

질 구분이 아닌 양 구분으로, 단순히 법기술 차원으로 이루어질 가능

성이 있”으나, “ 재로서는 이를 체할 새로운 안도 찾기 어려우므로 종

의 구분을 그 로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하 다.

(2) 조세법상 소 효 입법여부에 한 구분기

헌법재 소도 지 하는 바와 같이 소 효 입법을 진정소 효와 부진정소

효로 구분하여 단하는 방안 외에 다른 안을 쉽게 발견할 수 없다.

그 지만 조세법상 납세의무자의 신뢰를 가능한 한 더 보호해주는 방향

에서 소 효 입법의 구분 문제를 다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독일연방헌법재 소의 례들이 참고가 될 수 있다.



749

다. 조세법상 소 효 입법에 한 헌법심사기

(1) 헌법재 소 례의 경우

(가) 개정 조세법이 소 효입법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 헌법재 소는 개정 조세법이 부진정소 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

뢰보호원칙을 헌법심사기 으로 삼았다. 그리고 극히 일부의 경우에는 개정

조세법이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 보장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간

략하게 심사하 다.

그러나 헌법재 소는 조세법상 진정소 효에 해당되는 입법에 해서는

아직 단하지 않았으므로, 이 경우에 어떠한 심사기 이 용될 것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

(나) 개정 조세법이 소 효 입법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개정 조세법이 진정소 효 입법이나 부진정소 효 입법에 해당되지 아니

한 경우에도, 헌법재 소는 기존 조세법에 한 개별국민의 일반 인 신뢰

가 보호되는지 여부에 한 신뢰보호원칙 심사를 하 다.

(2) 조세법상 소 효 입법에 한 헌법심사기

(가) 독일 연방헌법재 소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진정소 효 입법의 경우 독일연방헌법재 소 제2재

부는 법치국가원리상의 신뢰보호원칙을 우선 인 단기 으로 삼고 기

본권은 2차 인 심사기 으로 삼았다. 이에 반해서 독일연방헌법재 소 제1

재 부는 기본권을 우선 으로 단하고 신뢰보호원칙을 나 에 단하

다.

부진정소 효 입법의 경우에는, 독일연방헌법재 소 제1재 부 제2재

부 모두 기본권을 우선 인 심사기 으로 삼았다. 기본권 심사의 범주 내

에서 신뢰보호원칙과 비례의 원칙이 용되었다.

(나) 헌법심사기

진정소 효입법이나 부진정소 효 입법의 경우 모두 기본권을 우선 인

심사기 으로 삼고, 기본권 심사의 범주 내에서 신뢰보호원칙과 비례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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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을 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권과 신뢰보호원칙 어느 것을 먼 심사하든지 간에 실제

상으로는 별다른 차이를 래하지 않으므로, 개별사안에 따라서 신축 으로

심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63)

1) 기본권의 심사

조세입법의 소 효가 헌인지 여부를 단함에 있어서는 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거 보장되는 재산권과 헌법 제15조에서 보장되는 직업선택의 자

유가 련된다.64)

기본권 심사에서는 조세입법의 소 용으로 발생하는 조세부담의 증가

나 조세혜택의 폐지가 헌법상 재산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비례의 원칙 심사를 통하여 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신뢰보호원칙의 심사

법률의 개정시 구법질서에 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 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

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 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괴를 정당화 할

수 없다면 새로운 입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사회

환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에 의하여 법률은 신축 으로 변

할 수밖에 없고, 변경된 새로운 법질서와 기존의 법질서 사이에는 이해 계

의 상충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 내지 신뢰가 헌법

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신뢰의 근거 종류, 상실된 이익의

요성, 침해의 방법 등에 의하여 개정된 법규․제도의 존속에 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 이어서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헌재

1995. 6. 29. 94헌바39, 례집 7-1, 896, 910 ; 2002. 2. 28. 99헌바4, 례집

14-1, 106, 116 ; 2003. 6. 26. 2000헌바82, 례집 15-1, 678, 688).

63) Rensmann, Reformdruck und Vertrauensschutz, JZ 1999, 168, 169 참조.

64) 이창희 교수는, 세법강의, 2004, 55, 58 쪽, 소 입법에 의한 과세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기본권제한의 일반이론 내에서 단해야 하며, 소 입법을 통한 기득권의

침해와 소 입법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공익을 비교형량해서 가치 단해야 한다

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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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세법의 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정책을 탄력 ․합리

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한 법규․제도는 신축 으

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질서에 의거한 신뢰

를 바탕으로 극 으로 새로운 법률 계를 형성하 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 으로 세율 등 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 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다(헌재 1998. 11. 26. 97헌바58, 례집 10-2,

673, 680-683 ; 2002. 2. 28. 99헌바4, 례집 14-1, 106, 116 ; 2003. 6. 26.

2000헌바82, 례집 15-1, 678, 689).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칙으로부터 신뢰보호의 원칙이 도출되는바(헌재

1995. 10. 26. 94헌바12, 례집 7-2, 447, 461 참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시 구법질서에 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 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제정

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

하고자 하는 공익 목 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이러한 신뢰

보호원칙의 배 여부를 단하기 하여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

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 하고자 하는 공익 목 을 종합 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헌재 1995. 10. 26. 94헌바12, 례집 7-2, 447,

460-461; 1998. 11. 26. 97헌바58, 례집 10-2, 673, 680-683; 1999. 7. 22. 97

헌바76 등, 례집 11-2, 175, 195 각 참조).

그러나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법질서와 사이에 크든 작든 어느

정도의 이해 계의 충돌이 불가피하며 특히 조세법규는 재정경제정책 인

필요와 조세공평의 달성 등을 하여 신축 인 개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

으므로, 법률의 개정시마다 기존 법질서에 의한 수혜가능성이 있는 자의 기

이익을 무한정 존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기존 법질서에 한 신뢰보호

법 안정성의 요청과 법률개정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목 을 비교형량하

여 그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느냐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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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는 말

진정소 효를 가지는 조세법규정은 원칙 으로 소 이 허용되지 아니하

고 외 으로만 허용되는데 반해서, 부진정소 효로 악되는 조세법규정

은 원칙 으로 소 이 허용되고 외 인 경우에만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

러므로 조세법률이 진정소 효 는 부진정소 효를 야기하는지 여부를

단하여 이에 따른 헌법심사기 을 용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그러나 독일연방헌법재 소의 례와 우리 헌법재 소의 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세법상 소 입법의 경우 진정소 효와 부진정소 효를 명확하

게 구분하는 것은 아직도 완 하지 않아 보인다. 납세의무자의 신뢰를 가능

한 한 더 보호해주는 방향에서 앞으로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 효 구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헌법심사과정에서 하게 고

려되어야 할 것이다. 진정소 효와 부진정소 효에 따른 헌법심사기 을 선

택하여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납세의무자의 신뢰와 공 인 이익을 충분히

반 함으로써, 조화로운 결론이 도출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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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에

이 은 순 히 나의 견해를 반 한 것이며, 헌법 재 소의 견해와는 무

하다. 더 나아가 각주에 한 숙독 역시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종종 각주

는 본문과 동일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더욱 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

이다.

(한국에서의 여정에 해 내가 지닌 열정을 사려 깊고도 인내심 있게 이

해해 주는 미국에 있는 나의 가족들에게 이 을 바친다.)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1)에서도 정치 문제 원칙(political

question doctrine)은 사법부의 힘을 박탈한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믿음과는

조 으로 정치 문제 원칙은 사법부에 의해서 탄생되어 발 된 개념으

로, 단순히 사법부의 권력을 박탈하기 한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사법부에

이익이 된다.

정치 문제 원칙의 본질을 이해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원칙이 한국과

같은 “성숙된 민주주의(mature democracies)”에 용될 경우 사법부에 요

한 안 장치를 제공하는 수단이 됨을 깨닫는다. 정치 문제 원칙은 법원을

시한 사법기 이 스스로의 제도 통일성, 립성, 독립성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 주기 때문이다.

이 의 Ⅰ에서는 정치 문제 원칙에 한 기본 개념을 살펴보고, 주요

례에 한 논의는 Ⅱ에서 이루어진다. 정치 문제 원칙이 일반 인 헌법

학은 물론 한국의 헌법학이라는 특정 역에 미치는 이 에 해서는 Ⅲ에

서 세부 으로 논의된다.

이 은 정치 문제 원칙에 한 총 이고 면 한 분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치 문제 원칙에 한 모든 례를 다루지는 않지만,

요한 사례들은 간과됨이 없이 세세하게 언 되고 분석될 것이다.

1) 한민국 (이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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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치 문제 원칙의 정의

1. 정치 문제 원칙의 기원

정치 문제 원칙은 잘못된 표 이다.2) 헌법은 법원으로 하여 수많은

“정치 문제(political questions)”3)에 한 결정을 내리도록 요구하기 때문

이다. 더 나아가, 정치 문제 원칙은 통 으로 내려오는 원칙이 아니다.

본 원칙은 사법 단 가능성(justiciability)에 한 것으로, 정치 인 사법

단불가원칙(the doctrine of political nonjusticiability)이라고 명명하는 것

이 더욱 하다고 하겠다.4)

법원은 정치 문제 원칙에 입각하여 엄격한 의미에서 “정치 ”인 사건

에 해서는 심 을 거부한다. 이 원칙은 권력분립의 개념에서 생되었으

며, 말버리 ( ) 매디슨5) 결에 기원을 둔다. 연방 법원은 말버리 결

문에서 “강조하건데, 무엇이 법이라고 정하는 것은 사법부의 역이자 의

무이다”6)라고 천명하 다. 이것은 사법부에 무한한 권력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겠지만,7) 말버리 사건

을 심리한 연방 법원은 이런 의미의 주장을 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에서 존 마샬 법원장8)은 어떤 문제들은 “본질 으로 정치 (in

2) 이 원칙은 어로 “Political Question Doctrine”이다.

3) Baker v. Carr, 369 U.S. 186, 209 (1962); E. Chemerinsky, Federal Jurisdiction

sec. 2.61 (2d ed. 1994), p. 143 (“연방법원은 항상 정치 인 쟁 들을 다룬다.”).

4) 이 에서 본 원칙은 “정치 문제의 원칙” 혹은 “원칙”이라 언 된다.

5) Marbury v. Madison, 5 U.S. 137 (1803).

6) 의 사건, p. 177.

7) 최근 정치 문제 원칙은 많은 학자들의 공격의 상이 되어 왔다. 아울러, 연방

법원 역시 최근 들어 이 원칙의 용을 꺼려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를 들어,

부시 ( ) 고어 사건에서 연방 법원은 본 사건에 해 정치 문제 원칙의

용 가능성조차 고려하지 않았다. 정치 문제 원칙은 여 히 미국법체계에 있어서

핵심 지 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그 활용 용이 어들고 있음

역시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8) “ 한 연방 법원장(the Great Chief Justice)” 존 마샬은 1801년에서 1835년에

이르는 34년의 재임 기간동안 불확실성 취약성에 허덕이던 미국 연방 법원을

강력한 연방 기구로 변모시켰다. 마샬 법원장에 한 자세한 사항은 J.E. Smith,

John Marshall: Definer of a Nation (1998)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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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 nature political)”이라고 단언하면서, 정치 재량권과 련된 문제

들을 심사할 수 있는 사법부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을 두 번이나 거부하

다.9) 연방 법원에 따르면, 이 문제들은 의회나 행정부의 재량에 맡겨진다.

따라서 말버리 사건의 결문은 법원은 “무엇이 법인가를 말할” 의무가

있지만, 이것은 법원만이 가지는 독 인 의무가 아님을 천명하고 있는 것

이다. 이러한 의무는 여타의 국가 기 의 결정을 존 할 수 있는 여지를 마

련한다.

그러므로 정치 문제 원칙은 헌법 조항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은 법원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헌법 인 고안을 반 하는 개념

이다. 여타의 국가기 역시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

은 우선 헌법이 여타 국가기 에 헌법해석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지를 결

정해야 한다. 이 첫 번째 질문에 한 답이 정일 경우, 법원은 사안에

따라서, 법원 이외의 국가기 이 문제가 되는 쟁 을 결정하는 데 더욱 나

은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단하기도 하는 것이다. 를 들어, 우리는 법원

이 독립성에 기반하여 다수의 의견에 항하여 개개인의 권리를 훌륭하게

수호하여 왔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의회나 행정부와 비교해 본다면, 이

와 같은 법원의 독립성은 법원이 진실을 규명하고 정책 수립자로 기능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어 왔다.

연방 법원은 말버리 사건에서 법원이야말로 “헌법의 최종 인 해석자

(ultimate interpreter of the constitution)”이라고 천명함으로써 사법부에 의

한 사법심사(judicial review)의 정당성을 주장하 다.10) 따라서 정치 문제

원칙은 이러한 주장의 정확한 “이면(flip side)”이라 하겠다. 법원의

9) Marbury v. Madison, p. 170.

10) 앞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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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은 사건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해서 법 인 기 을 용하는 것이

다. 따라서 법원이 의회의 입법활동을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할 경우, 문

제가 되는 의회활동에 용할 법 인 기 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혹은 사건

이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원의 능력이 여타 국가 기 에 비해서 떨어

질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나 분쟁은 법원에 의해서는 히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문제들은 법원의 능력으로써는 해결할 수 없거나, 혹은 해

결 능력 범 를 넘어서는 정치 재량권의 역에 속하기 때문이다.11)

2. 헌법 , 신 주의 , 기능 근법

가. 테스트

일반 으로 법원이 반복해서 사용하는 테스트는 헌법 (constitutional),

신 주의 (prudential), 기능 (functional) 고려를 목한 것이다. 연방 법

원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 법원은 사건을 심사해서는 안 된다:

(1) 헌법 조문 자체에서 문제의 사안에 한 권한을 동등한 지 의 정치

기구에 부여하는 경우;

(2) 법원이 문제의 사안을 사법 으로 해결하기 해 활용할 수 있는 기

을 지니지 못한 경우;

(3) 정책에 한 단이 선행되지 않고는 법원이 결을 내릴 수 없는

경우;

(4) 여타 국가기 의 권한에 한 존 의 원칙을 침해함이 없이는 법

11) 이에 해서는 Gunther, “Judicial Hegemony and Legislative Autonomy: The

Nixon Case and the Impeachment Process,” 22 UCLA L.Rev. 30 (1974)을 참

조하라. 이 에서 자는 “말버리 결에서는, 여타 국가 기 에 최종 인 결정

권을 부여한다는 헌법 인 해석을 배제하고 있는 그 어떤 구 도 찾아볼 수 없

다. 헌법에 련된 모든 쟁 에 한 최종 인 결을 법원이 내려야 한다는 것

이 연방 법원의 결 의도 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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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결을 내릴 수 없는 경우;

(5) 기존의 정치 결정에 법원이 지나칠 정도로 의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6) 법원이 단하기에 다수의 국가기 으로부터 잠정 으로는 곤란할

수도 있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12)

이 테스트는 기능 뿐만 아니라 헌법 , 신 주의 고려를 반 한다.

이 에서 어느 사항이 헌법 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며, 어느 사항이 그 지

않은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13) 그러나, “헌법 조문 자체에서 문제의 사안

에 한 권한을 동등한 지 의 정치 기구에 부여하는 경우”임을 강조하는

첫 번째 사항은 단순히 신 주의 인 고려가 아니라 헌법 인 고려일 가능

성이 가장 높다.14) 마지막 세 개의 사항 - 여타 국가기 의 권한에 한

존 의 원칙을 침해함이 없이는 법원이 결을 내릴 수 없는 경우, 기존의

정치 결정에 법원이 지나칠 정도로 의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법

원이 단하기에 다수의 국가 기 으로부터 잠정 으로는 곤란할 수도 있

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은 의문의 여지없이 신 주

의 인 고려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사항-법원이 문제의 사안을 사법

으로 해결하기 해 활용할 수 있는 기 을 지니지 못한 경우, 정책에 한

단이 선행되지 않고는 법원이 결을 내릴 수 없는 경우-은 기능 인

고려와 함께 신 주의 인 고려를 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5)

헌법 , 신 주의 , 기능 인 고려를 복합한 연방 법원의 테스트는 여

타 국가 기 과의 분쟁에서 법원을 자유롭게 하여 법원의 립성을 지키기

해 고안된 것이다. 아울러 여기에는 법원이 문제해결을 해서 활용 가능

한 법 인 기 을 마련할 수 없는 사태에 빠져버릴 수도 있다는 연방

12) 여기에 해서는 Davis v. Bandemer, 478 U.S. 109 (1986); Baker v. Carr, 369

U.S. 186, 217 (1962)를 참조하라.

13) 재량주의 인 정치 문제 원칙의 존재에 해서 의문을 표 한 논의로는

Henkin, “Is There a Political Question Doctrine,” 85 Yale L.J. 597 (1976)를

참조하라.

14) Baker v. Carr.

15) 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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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염려 역시 작용하 다.

나. 차

연방 법원이 특정 쟁 을 “정치 (political)”이라고 결할 경우, 법원은

정치 문제 원칙에 의거하여 사건의 심리 사안에 한 심 을 단한

다. 따라서 정치문제 원칙은 특정 사건이 사법심사에 부 합함을 선언하는

법원의 수단이다. 법원이 정치문제로 결한 국가행 는 더 이상 사법심사

의 상이 되지 않는다.16) 더 나아가 여타의 원고 격의 문제와는 달리 정

치 문제 원칙은 법 구제가 불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모든 사법 심사를

종결시킨다.

3. 기능주의 테스트

많은 법학자들이 제2 에서 언 한 테스트와 유사한 테스트를 제시하여

왔지만, 이들은 좀 더 기능 인 근법에 바탕을 둔다. 그러나 연방 법원

은 아직 이 테스트들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기능주의 테스트 가장 유명한 것은 알 산더 빅 (Alexander

Bickel)교수가 창안한 테스트이다. 빅 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정치 문제 원칙의 지 인 동시에 직 인 근간을 이루는 것은 역량

부족에 한 법원 스스로의 인식과 더불어, (a) 법원이 당면한 문제의 특

이성 이 문제에 한 원칙을 갖춘 해결책 모색의 어려움; (b) 사법부의

립 단을 해하는 결과를 낳곤하는 당면문제의 성 그 자체; (c)

사법부의 단이 무시될 것이라는 우려가 아니라, 오히려 그 게 되어야

16) 베이커 사건에서는 재임용 사건은 보장조항(the Guaranty Clause)에 기반할 경우

사법 단이 불가능하지만 동등보호조항(the Equal Protection Clause)에 기반할 경

우 사법 단이 가능하다고 결하 다. 앞의 사건, p.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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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도 불구하고 무시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법부의 우려; 마지막으로 (d)

(“성숙된 민주주의에서”), 법원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기 이 아니므로 국

민에 해 책임을 질 수 없으며, 따라서 국민으로부터의 지지기반을 확립할

수 없다는 자기불신으로 표 되는 내부 취약성 등의 복합 인 작용이

다.17)

정치 문제 원칙에 한 빅 의 설명은 국가 기 간의 갈등보다는 쟁

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법원 자체가 지닌 어려움 법원의 비 표성에 주

안 을 두고 있다. 빅 테스트는 용의 용이성 기능주의 인 근법을

채택함으로써 미국의 연방 법원이 채용해 온 테스트들보다 한국의 실정에

서는 더 유용한 테스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여타의 근법에 기반하여 사

법부 외의 국가 기 에 당면한 문제에 한 결정권을 임하는 것에 한

헌법 고려의 가능성 역시 배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Ⅱ. 례 연구 -정치 비정치 문제

제2장에서는 연방 법원이 정치 문제라고 결하 거나, 혹은 정치

문제가 아니라고 결한 사례들을 세부 으로 살펴본다. 본 장에서 살펴보

는 사례는 이 문제와 련된 모든 사례는 아니지만 매우 포 이다. 본 장

은 정치 문제 원칙에 한 례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길잡이를 제공함

을 목 으로 한다.

1. 정치 문제

가. 필요불가결 성 조항(Necessary and Proper Clause)

필요불가결 성 조항에 따르면, 의회는 “이상에서 언 된 권한을

17) A. Bickel, The Least Dangerous Branch 184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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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하는 데 필요한 “필요불가결하고도 한(necessary and proper)”

모든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18)

존 마샬 법원장은 맥쿨럭 ( ) 매릴랜드 주(州) 사건19)의 결문에서

“정부의 권한은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헌법 해석은 “의회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의회 스스로에 부가된 한

임무를 국민에게 가장 이로움을 주는 방향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재량권을 허용해야만 하는”20) 것임을 인정하 다. 연방 법원의 역할

은 헌법의 모든 역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입법 활동이 헌법의

허용범 를 벗어나는지의 여부를 감시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감시의 행 는

헌법이 허용하고 있는 의회권력의 테두리내에서마 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강요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연방 법원은 의회의 특정 행 가 “필요불가결(necesary)”한 지의

여부를 탐색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지었다. 이것은 “사법부의 권한 역을

넘어서서 … (헌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필요불가결하고 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의회의 권한 역을 침범하는 것”21)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엇이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그 내용에 한 결정은 의회의 단에 맡겨

진다는 것이다.

연방 법원은 해당 쟁 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연방 법원이 활용할 수

있는 기 의 부재라는 문제와 더불어 삼권분립의 원칙 헌법 조문 자체

가 의회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등을 고려하 다. 이의 논리 인 귀

결로서 연방 법원은 헌법의 해석에 기반하여 의회를 존 한 것이다.

나. 보장조항(Guaranty Clause)

보장조항에 따르면, “미합 국은 연방에 속하는 개별 주(州)가 공화국 형

18) 연방헌법, 제1조 제8 .

19) M'Culloch v. Maryland, 17 U.S. 316, 421-23 (1819).

20) 의 사건, p. 421.

21) 의 사건, p.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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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정부를 가지는 것을 보장해야만 하며,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각 주를

보호해야만 한다. ….”22) 지 까지 연방 법원은 단 한 번의 외23)를 제외

하고는 보장조항에 근거한 어떠한 소송이라도 사법 단의 상이 될 수 없

다고 결하 다. 이것은 “합법 인 주(州)정부를 식별해 내기 해서 법원

이 독립 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 기 ”24)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를 들어, 루터 ( ) 보던25) 사건은 정치 문제 원칙에 한 가장 오

래된 사건 의 하나인 동시에 보장조항과 직 으로 련된 사건으로, 보

장조항은 외 없이 사법 단이 불가하다고 결하 다.

본 사건은 겉으로는 불법침입이라는 간단한 쟁 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의 실제의미는 단순한 불법침입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인 루터는 피고 보던에 해서 주거침입소송을 제기하

다. 피고는 자신이 로드 아일랜드 주의 리인(agent)으로서 루터를 추 하

여 체포하라는 군 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 으므로 주거침입이 정당한 것

이었다고 항변하 다.26)

22) 연방헌법, 제4조 제4 .

23) New York v. United States, 505 U.S. 144, 184-186 (1992). 본 결문의 부수

의견(dicta)에서 연방법원은 보장조항에 근거한 사건에 한 사법 단불가원칙에

해서 법학계에서 의문을 제기하여 왔음을 지 하고 있다.

24) Baker v. Carr, p. 223.

25) Luther v. Borden, 48 U.S. 1 (1849).

26) 이 사건은 흥미로운 역사 배경을 가진다. 1841년과 1842년의 로드 아일랜드 도

(Dorr) 반란은 각기 주의 합법정부임을 주장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정부 수립

으로 귀결된다. 독립 쟁 이후에도 존속되었던 롱아일랜드 주(州)의 특허정부

(charter government)에서는 유권자의 자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의회에 부

여하 다. 많은 시민들은 이러한 특허정부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새로

운 주헌법 제정을 한 원회를 조직하 다. 새로운 헌법안은 주민 투표에 붙여

가부가 결정될 정이었다. 헌법 원회는 투표가 종결된 후 다수 주민의 비 에

의해 새로운 주헌법이 수립되었으며, 따라서 이 헌법이 로드 아일랜드 주(州)의

최고법이 됨을 선언하 다. 새로운 주헌법 하에 선출된 주지사인 토마스 도

(Thomas Dorr)는 무력에 의하여 새로운 정부를 지지할 비가 되어 있었으며,

“많은 주민들이 이를 지원하기 해 무장”하 다. 이에 기존의 특허정부는 계엄

령을 선포한 채, 토마스 도의 지지자들에 한 진압을 단행하 다. 특허정부의

군인들은 새로운 정부지지자인 마틴 루터(Martin Luther)를 체포하기 하여 불

법가택 침입을 단행하 다. 루터는 특허 정부는 법 인 의미에서 볼 때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자신을 체포하기 해 불법가택침입을 단행할 수 있는 법 권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 다. 의 사건, pp. 35-37; R. Barkow, More

Supreme Than Court? 102 Colum. l. Rev. 237 (2002).

로드 아일랜드 도 반란에 한 로드 아일랜드 사법부의 개입과 련한 더욱 흥미로

운 역사에 해서는 John S. Schuchman, The Political Background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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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에 “소송의 상이 된 피고의 행 가 행해지기 이 에 로드 아

일랜드 정부는 주민(州民)들에 의해서 무효화 체되었고, 원고는 주(州)

의 합법 인 권력을 지지하는 행 에 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측이야말고

합법 인 주 권력에 항하기 해 무장하고 있었다”고 응하 다.27)

이에 연방 법원은 어느 정부가 로드 아일랜드 주의 합법 인 정부인가

를 결정해 주기를 요청받았다. 연방 법원은 이 요청을 거 하는 것이 법원

을 한 최선책이라는 한 결정을 내린다.

연방법원은 헌법이 국내정치 문제에 한 간섭은 무엇이든 “본질 으로

정치 (political in nature)”으로 간주하며, 이 문제는 법원의 할 역을

넘어서 의회에 그 권한이 주고 있다는 을 주목한 것이다. 아울러, 법원은

어느 정부가 합법 인 정부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기 을 지니지 못한다.

더 나아가 연방법원은 특정 정부가 비합법 이라는 결정은 해당 주(州)의

법률 주(州)법원의 결을 무효로 만드는 것임을 강조한다.28) 특히, 이러

한 마지막의 실 인 고려는 “본 법원의 결이 이와 같은 결과를 래할”

경우, “법원은 사법 할권을 행사하려들기 이 에 스스로의 권한을 면 하

게 검토하는 것이야말로 법원의 임무가 된다”는 연방 법원의 결로 이어

졌다.29) 따라서 어느 주(州)정부가 합법 인 주(州)정부인지의 단은 의회

에 맡겨지게 된다.

이 결정은 정치 문제 원칙의 논리 인 귀결이다. 연방 법원은 본 결

에서 여타 국가 기 에 해결을 맡기는 편이 더욱 나은 쟁 들이 있음을

Political-Question Doctrine: The Judges and the Dorr War, 16 Am. J. Legal

Hist. 111 (1972)을 참조하라.

27) 의 사건, p. 35.

28) 의 사건, p. 39.

29) 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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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함으로써 법원은 주어진 사법 할권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원칙

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결정은 법원의 결이 가져올 향에 한 고려와 같은 신 주의 인

요소들이 어떻게 법원의 결정에 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고 있지만, 헌법

구조가 연방 법원의 “ 한 권한 행사의 역(appropriate sphere of

action)”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최 의 통과의례 질문이 된다는 역시

보여주고 있다.

다른 사건들 역시 유사한 논리에 기반하여 동일한 결을 내렸다. 특히

유명한 두 례에서 연방 법원은 특정 정부가 “공화정부”30)인지의 여부가

쟁 이 될 경우, 혹은 선거의 결과를 결정하는 주(州)의 차가 보장 조항

에 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더 이상 그 사건을 심리하여서

는 안 된다고 결하 다.31)

다. 쟁권 외교권

(1) 쟁

일반 으로 쟁의 합법성/합헌성은 사법 단의 상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져 왔다. 베트남 쟁에 한 소송에서 하 연방법원들은 베트남 쟁

의 합법성에 해서는 사법 단이 불가하며, 연방 법원은 약식재 으로 별

도의 결문 없이 하 법원의 결을 확정하거나 임의상고(certiorari)를 거

부하 다.32) 연방 법원의 결정은 말할 것도 없이 신 주의 인 고려에

30) Pacific States Telephone v. Oregon, 223 U.S. 118 (1912). 이 결은 신 주의

요소들에 주안 을 둔다. 결문에서는 연방 법원이 오 곤 주에 공화주의

형태의 정부가 부재한다고 결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온갖 부정 인 결과를

세부 으로 나열하고 있다. 연방 법원은 그러한 결정이 (1) 세 국가가 부

가하는 모든 형태의 의무에 해서 국민 개개인이 도 할 수 있는 결과를 허용

할 것이며, (2) 국민이 법의 지배에 불복종하고 이미 입안된 법률을 무효화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며, (3) 사법부가 탄생시키고 감시하는 공화정부 형태를 강요하

게 될 것이라고 지 하 다.

31) Taylor v. Beckham, 178 U.S. 548 (1900).

32) Holtzman v. Schlesinger, 484 F.2d. 1307 (2d. Cir. 1973) 임의상고 거부; Atlee

v. Laird, 347 F.Supp. 689 (E.D.Pa.1972) (사법 단 불가), 약식 재 으로 하

법원의 결정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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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한다.

(2) 외교

연방 법원은 아울러 특정 쟁 들, 를 들어 조약체결을 한 상이 상

정부의 한 유권인사와 이루어졌는가,33) 두 개의 국가간에 쟁이 존

재하는가,34) 혹은 외국도시운항을 원하는 미국항공회사에 통령이 허가증

을 부여할 재량이 있는가와 같은 문제는 심사하지 않을 것이다.35) 그러나

신 주의 인 고려의 측면에서 볼 때, 으로 외교에 련된 쟁 들이 사

법심 의 상이 될 수 있는 날은 진실로 요원하다고 하겠다.

(3) 계엄령

마틴 ( ) 모트36) 사건에서 연방 법원은 연방헌법 제1조에 의거하여

의회는 “연방의 법을 집행하고 반란을 진압하며 외 의 침입을 지하기

해서 민병 를 조직하기 한 법률 기반을 제공할”37) 권한38)을 가지고

있고, 비상사태의 존재 여부를 단할 권한은 통령에게 있다고 천명하

으며, 이러한 통령의 권한은 사법심사의 상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연방 법원의 결은 신 주의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통령에

의한 신속한 응의 필요성 의회 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 구체

(specific)이라는 헌법 고려에 기반한 것이다.

33) Doe v. Braden, 57 U.S. 635 (1853).

34) Ware v. Hylton, 3 U.S. 199 (1796).

35) Chicago and Southern Air Lines v. Waterman S. S. Corp., 333 U.S. 103

(1948).

36) Martin v. Mott, 25 U.S. 19, 28 (1827).

37) 의회는 “미합 국이 외 의 침입에 놓이거나, 혹은 명의 침입의 험에 당

면한 경우라면 언제라도” 민병 를 조직할 권한이 통령에게 있음을 천명하는

법안을 통화시켰다. 의 사건, p. 29.

38) 연방헌법, 제1조 제8 제1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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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탄핵

연방헌법의 탄핵 조항에 의하면, 하원은 “탄핵소추에 한 권을 가지

며,”39) 상원은 “모든 탄핵에 한 심 의 권을 가진다.”40) 연방 법원은

탄핵에 한 것은 으로 의회에 그 권한이 부여되며, 따라서 “정치 쟁

(political issue)”이라고 결을 내려왔다.

탄핵에 련된 가장 요한 사건은 닉슨 ( ) 미합 국41) 사건이다. 월

터 닉슨은 남 미시시피 지방법원의 주임 사로서, 허 진술죄로 수감형이

선고되었다. 닉슨은 사직에서의 사임을 거부하 으므로, 수감기간 동안에

도 그에게 월 이 지 되었다. 이에 하원은 닉슨을 탄핵하 고, 상원은 그

를 면직하 다. 그러나, 닉슨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심 하기 해서

상원 체의 청문회가 열린 것이 아니므로, 면직을 결정한 상원의 심

차는 헌법에 배된다고 주장하 다. 상원은 상원법규 제11조(Senate Rule

XI)에 의거하여 체청문회 신 상원 원회(committee of Senators)를 열

었던 것이다.

이에 연방 법원은 탄핵조항이 탄생한 역사 배경, 활용 가능한 법 기

을 마련할 수 있는 법원의 능력부재, 헌법구 자체가 탄핵문제에 한

권한을 법원 이외의 국가기 에 부여하고 있다는 , 그리고 피해에 한

보상책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등을 지 하면서 탄핵과 련된 문제는 사

법 단이 불가능하다고 결하 다.42) 이와 같은 연방 법원의 결은 헌법

, 신 주의 , 그리고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기능주의 인 고려가

결합된 것이라고 하겠다.

39) 연방 헌법, 제1조 제2 .

40) 연방 헌법, 제1조 제3 .

41) Nixon v. United States, 506 U.S. 224 (1987).

42) 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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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주병(州兵: National Guard)

연방 법원은 길리건 ( ) 모건43) 사건의 쟁 이 정치 문제라고

결하 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병(州兵)의 훈련이 연방헌법 제14조의

법 차 조항에 배되는지의 여부를 평가해 것을 연방 법원에 청구하

다.44) 이에 연방 법원은 연방헌법 제1조 제8 45)은 군 를 리 감

독할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군 와 련된 문제야말로 법원의

능력이 가장 취약한 국가활동 역이다. 군 의 구성, 훈련 무장, 그리고

군사력의 통제에 한 복잡하고도 민감하며 문 인 단은 본질 으로

문성에 바탕을 둔 군사 인 결정이며, 이것은 언제나 비군부, 민간, 행정

부 의회의 통제 하에 놓인다”46)라고 결하 다.

연방 법원은 명하게도 이 결에서 헌법이 주병에 한 권한을 여타

국가기 에 맡기고 있다는 을 인정한 것인 동시에, 신 주의 인 고려에

근거하여 연방 법원은 “ 문 인 군사 단(professional military

judgments)”을 심사할 능력을 갖추지 못함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43) Gilligan v. Morgan, 413 U.S. 1 (1973).

44) 아래 주석 50번을 참조할 것.

45) 연방헌법, 제1조 제8 .

연방의회는 미합 국의 채무를 이행하고 방 와 일반 복지를 하여 조세, 세, 부

과 소비세를 부가 징수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세, 공과 소비세

는 미국 역에 걸쳐서 동일해야 한다.

46) Gilligan v. Morgan,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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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으로 정치 문제가 아닌 쟁 들

가.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47)

연방 법원은 게리맨더링에 한 요한 례인 베이커 ( ) 카터48)에

서 의회의 선거구 재배정안(reapportionment plan)에 한 문제는 사법 심

의 상이라고 결하 다. 연방 법원은 문제 해결을 한 테스트49)를

제시하면서, 선거구 재배정안에 한 사건은 헌법의 보장조항(the Guaranty

Clause)50)이 아니라 동등보호조항(the Equal Protection Clause)51)에 기반하

여 소송이 제기된다면 사법심 이 가능하다고 선언하 다. 본 결은 데이

비스 ( ) 반디머52) 사건에서 재확정되었다. 그러나, 두 사건 모두에서

법원의 다수 의견은 게리맨더링에 련된 사건을 심 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일 된 법 기 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47) 게리맨더링은 주(州) 혹은 기타의 단 지역을 감추어진 목 이나 비합법 인 목

을 성취할 수 있도록 조작하여 정치구역으로 나 는 것을 말한다. 자연 인 경

계에 따라서 선거구를 분할한다면 다수표를 확보할 수 없는 특정정당이 다수의

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선거구역을 분할하는 것이 그 좋은 이다(Blacks Law

Dictionary, 6th Edition).

48) Baker v. Carr.

49) 앞의 주석, 12번 참조.

50) Baker v. Carr, pp. 236-237.

51) 연방헌법, 수정 14조:

제1 . 미합 국에서 출생 혹은 귀화하고, 미국의 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

합 국 그가 거주하는 주(州)의 시민이다. 어떠한 주(州)도 미합 국 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어떠한 주(州)도

법의 법 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구로부터 생명, 자유, 혹은 재산을 박

탈할 수 없으며, 그 할권 내에 있는 어느 구에 해서라도 법률에 의한 동

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52) Davis v. Bandemer, 478 U.S. 109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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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발안 조항 (Origination Clause)

연방헌법의 발안 조항은 세입징수에 한 모든 법률안은 먼 하원에서

“발안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53) 미합 국 ( ) 머노즈- 로 스54) 사건

에서 피고는 법원으로 하여 연방경범죄 반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모든 이들에게 “특별 사정액(special assessment)”의 부과를 명한 법률은

헌이라고 주장하 다. 하원에서의 통과를 앞서 상원이 먼 이 법률을 통과

시켰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피고의 주장에 해서 연방 법원은 이 문제는

사법 심 이 가능하다고 결하 다. 연방 법원은 본 사건의 쟁 이 비정

치 (nonpolitical) 문제에 한 것이라고 단하 다. 발안 조항에 련된

문제는 헌법조문상으로 의회에만 임된 역이 아니며, 의회 스스로가 통

과시키지 않고 무효화시키는 여타 법안들과 비교해 볼 때 본 사건이 의회

의 권한을 덜 존 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55) 더 나아가 더 나아가

연방 법원은 사법 으로 활용 가능한 기 역시 마련될 수 있음을 주목하

다.

다. 국회의원의 자격

연방 법원은 웰 ( ) 맥코맥56) 사건에서 하원이 헌법 제1조 제5

에 기반하여 하원의 자격 심사권을 행사할 경우, 정치 쟁 원칙은 이에

한 사법부의 심사를 가로막지 않는다고 결하 다.57) 연방 법원의 설

53) 연방헌법, 제1조 제7 제1항.

54) United States v. Munoz-Flores, 495 U.S. 385 (1990).

55) 의 사건.

56) Powell v. McCormack, 395 U.S. 486 (1969).

57) 연방헌법, 제1조 제5 :

각 원은 그 소속 의원의 선출, 득표수 자격 요건을 정한다. 각 원 소속 의원의
과반수 출석은 각 원의 의사 정족수를 구성한다. 의사 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
에는 회의를 연기할 수 있으며, 각 원에서 정하는 방법과 벌칙에 따라 결석 의
원의 출석을 강요할 수 있다.

각 원은 의사 결정 과정의 규칙을 제정하며, 원내의 질서를 문란 한 의원을 징계

하며,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

각 원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각 원에서 비 에 붙여져야 한다고 단하는 부분을 제

외하고는 이것을 수시로 공표해야 한다. 각 원은 출석 의원수의 5분의 1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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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에 따르면, 본 헌법조항은 하원에게 사법심사의 상이 되지 않는 재량

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헌법 제1조 제3 58)이 명시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의원을 제명하는 권한만을 부여하고 있다

는 것이다. 연방법원은 따라서 하원이 헌법 제1조 제2 에 의거한 결정을

내렸는지의 여부에 한 사법심사는 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본 사건에서

피고 맥코맥은 원고인 웰이 자격요건을 충족시켰음을 인정하 다.

Ⅲ. 정치 문제 원칙의 이

법 은 때때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자제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한다. 따

라서 정치 문제 원칙은 재 이 사법소극주의(judicial restraint)의 원칙

에 기반하여 사법부의 간섭이 허용되지 않는 역을 침범하는 것을 피하기

요구할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에 해서라도 소속 의원의 찬성 혹은 반 양상을

의사록에 기재해야 한다.

연방의회의 회기 에는 양원은 상 방의 동의 없이 3일 이상 휴회할 수 없고, 양원
이 함께 회기를 개최한 장소 이외로 회의 장소를 옮길 수 없다.

58) 연방헌법, 제1조 제3 :

상원은 각 주(州) 의회에서 선출한 임기 6년의 상원의원 2명씩으로 구성되며, 각 상

원의원은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미합 국의 부통령은 상원의장이 된다. 상원의 표결에서 가부 동수일 경우를 제외하

고는 상원의장에게는 투표권이 없다.

상원은 의장 이외의 원들을 선출하며, 부통령이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부통령이

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임시의장을 선임한다.

상원은 모든 탄핵 심 에 한 권을 가진다. 이 목 을 하여 상원이 개회될 때,

의원들은 선서 는 확약을 해야 한다. 미국 통령의 탄핵을 심 할 경우에는

연방 법원장이 의장이 된다. 구라도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없이는 유

죄 결을 받지 아니한다.

탄핵심 에서의 결은 면직 명 직, 임직, 는 보수를 수반하는 미국의 공직

에 취임 재직하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 이상이 될 수 없다. 다만, 탄핵심 에

서 유죄 결을 받은 자일지라도 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소, 재 , 결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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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용한 도구가 된다.

1. 헌법 인 고려

사법소극주의 정치 문제 원칙은 민주주의는 단순히 도구로서의 가

치가 아니라 근원 인 가치를 지닌다는 믿음에서 생된 자기 억제의 철학

이 구체화된 것이다. 사법소극주의는 특히 베이커 테스트의 첫 번째 요소59)

를 포함하는 정치 문제 원칙으로 구체화된 헌법 인 고려의 논리 귀결

이다. 사법소극주의의 철학은, 사법부는 국가기구의 하나로서 여타 국가기

구에 해서 “우월한(supreme)” 기구가 아닌 동등한 기구라는 믿음에서 찾

아볼 수 있다.

민주주의에는 내재 인 가치가 존재한다는 에서 본다면 삼권분립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며, 각각의 부처가 국가 운 에 있어서

담당하는 역할에 한 인정 역시 필수 이다. 따라서 사법소극주의에 입각

한 재 은 법에 련된 문제만을 심 할 뿐, 민주 으로 선출된 공직자들

에게 “ 례(judge-made law)”의 잣 를 들이 으로써 법원이 “ 입법부

(superlegislature)”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60)

사법소극주의의 철학과 정반 되는 입장은 사법 극주의론이다.61) 외

으로 스스로를 사법 극주의자라고 인정할 법률종사자들은 거의 없지만,

은 하게는 많은 수가 그러하다. 사법 극주의자들의 입장은 헌법이 허용한

권한 의무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들의 행 는 법을 제정하는

역으로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이다.62)

59) Baker v. Carr (헌법조문 자체에서 문제의 사안에 한 권한을 동등한 지 의

정치 기구에 부여하는 경우)

60) 더 라스 법 은 “우리는 입법부가 내린 결정의 타당성을 재 단하는 “ 입법

부”로서 기능하기를 거부한다”라고 하 다. North Dakota v. Synder's Drug,

414 U.S. 156, 165 (1973).

61) 사법 극주의가 가지는 험성에 한 더 자세한 논의는 Robert H. Bork The

Tempting of America (1990)을 참조하라.

62) (Brennan) 법 버거(Burger) 법원장 시기의 연방 법원이 사회 변

화를 이끌어내기 한 수단으로써 연방 법원을 극 활용하고자 하 던 험한

시도에 한 더 자세한 논의는 Stanley H. Friedelbaum, Justice Brennan and

the Burger Court: Policy-Making in the Judicial Thicket, 19 Seton Hall L.

Rev. 188 (1989)를 참조하라. 이 은 특히 법 의 사법철학 그의

사법 극주의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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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법 극주의는 엄격한 삼권분립의 원칙에 내재된 민주주의 가

치에 한 이다. 정치 문제 원칙이야말로 재 들이 사법 극주의의

유혹에 빠짐으로써 법률제정의 역을 침범하여 헌법이 요구하는 삼권분립

의 원칙을 반하는 결과를 방지함으로써 사법부의 용을 지키는 수단이

된다.

사법부가 법률의 제정에 간여하지 않음으로써 여타 국가기구의 “고유

(committed to)” 권한 역을 침범하지 않는데서 얻어지는 이 은 법원이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 - 권리와 자유의 보호 - 의 해결에 념할

수 있다는 이다.

헌법재 소는 개인의 기본권 침해와 련된 쟁 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뿐, 법원의 역량이나 문성을 넘어서는 문제에 여해서는 안 된다. 이러

한 자세는 법원이 강경한 입장을 표명해야만 하는 경우가 올 때 그 게 할

수 있는 입지를 마련해 다. 헌법재 소는 단지 “추정 (imagined)” 혹은

“고안된(developed)” 헌법 인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되는 경우가 아니

라 “본질 인(true)” 기본권에 한 침해가 주장될 경우에만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

헌법재 소가 고도로 정치 인 쟁 에 한 재 할권을 주장함으로써

얻는 유일한 결과는 헌법재 소가 유권자 정치 과정에 좌지우지되는

“단순한(mere)” 정치기구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되어 버리는 것이다. 삼권분

립의원칙 사법소극주의는 이러한 결과를 상하 으며 이와 같은 난황

을 타개하는 수단으로써 정치 문제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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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 주의 인 고려

사법소극주의에 입각한 법원은 베이커 테스트의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리고 여섯 번째 요소63)를 포함하는 신 주의 고려 역시 잊어서는 안된다.

법원과 더불어 여타 국가기 역시 헌법 구조 질서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는 개념에 기반한 신 주의 고려는 사법소극주의에

있어서 가장 요한 요소 의 하나이다. 헌법수호의 임무는 유일하게 사법

부에만 부여된 임무가 아니며, 입법부 행정부 역시 헌법수호의 임무를

지닌다. 아울러 한 부서가 다른 부서행 의 합헌성에 해서 의문을 제기해

오고, 문제가 되는 행 가 심각한 논란의 상이 될 경우, 법원의 헌 결

이 래할 수 있는 심각한 장이라는 문제 때문에 법원이 이 문제에 한

결을 거부하는 것이 더 한 선택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더 나아가

법원은 국가 으로 한 원칙을 손상시키거나 혹은 법원 자체의 권 와

완결성을 해할 수 있는 결과에 한 지속 인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만약 법원이 정치 인 결과를 수반한 민감한 쟁 에 한 논의에 뛰어들

게 된다면, 헌법재 소는 자신을 “최고 국가 기구(supreme branch)”로 간주

하여 국회나 통령의 권한을 존 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낳게 될 수도 있

다. 그러나 문제는 법원의 결을 집행하기 해서는 여타 국가기 의 조

가 필요하다는 이다. 재 소가 “정치 (political)”으로 간주되는 문제에

해서 결을 내리고, 통령이나 국회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결이 행정부

는 국회의 의사결정권한을 부정하고 있다고 여겨질 경우, 재 소의 권한

역시 존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법원이 내린 여타의 결에 한 행정부

국회의 자발 인 집행 역시 기 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낳

63) Baker v. Carr (여타 국가 기 의 권한에 한 존 의 결여; 기존의 정치 결정

에 한 지나친 의존; 잠정 으로는 곤란할 수도 있는 다양한 의견의 개진 가능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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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도 있는 것이다.

3. 기능주의 고려

사법소극주의에 입각한 재 은 베이커 테스트에 포함된 기능주의 고

려 역시 잊어서는 안 된다.64) 아울러, 법원이 갖는 정보 획득의 한계, 일

된 의사결정의 필요성, 그리고 여타 국가기 에 부여된 범 한 책임 역시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요소에 한 고려는 여타 국가기 과 비교해서

법원이 지니는 제도 인 역량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법

원에 있어서 약 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권리와 자유의 옹호자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된다.

를 들어, 법원은 특정한 정치 경제 쟁 이 한국 사회에 이로운 결과

를 낳을 것인가의 여부를 단하는 데는 미숙할 수밖에 없다. 사법부에는

이러한 단을 한 숙련된 정치 경제 문가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그

러나 이것은 재 소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득이 된다. 경제 정치는 재

소 외(外) 문제, 혹은 더욱 정확하게 말한다면, 재 소가 내부화 해서는

안 되는 역이다.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의 보호는 경제 논리나 다수결주의

(majoritarian) 고려에 려서 희생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4. 결론

헌법재 소는 자랑스러운 역사와 함께 순탄한 발 의 미래를 내다보는

헌법기 이다. 그러나 재 소는 가능한 한 정치 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존재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치 문제 원칙은 이러한 임무를 만족

시키기 한 유용한 도구이다.

헌법재 소가 정치 역과는 무 하게 존립해야 할 이유는 어도 네 가

64) Baker v. Carr (활용가능한 사법 기 의 부재; 정책에 한 단이 선행되지

않고는 결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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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있으며, 이 모두는 모두 한국의 특수 상황을 반 한 것이다.

첫 번째이자 가장 요한 이유를 들자면, 한국의 정치권은 국민들로부터

그리 신망을 얻고 있지 못하며, 따라서 재 소는 국민이 재 소에 해 보

여주는 높은 존경과 신임을 유지하기 해서 가능한 한 정치계로부터 거리

를 유지해야 한다. 재 소는 이 요한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재 헌

법재 소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신망과 존경을 받는 국가 기 의 하나이다.

앞으로도 재 소는 수많은 논쟁의 여지를 불러일으키는 특정 정치 쟁

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시켜 작 의 신망과 존경을 유지해야만 할 것이다.

둘째, 헌법재 소에는 결의 집행 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재 소

의 결을 집행하기 해서는 여타 국가기 의 조가 필요하다. 만약 법원

의 결이 심오한 논리와 사리 단을 결여한 단순한 정치 인 결로 치부

된다면, 입법부나 행정부는 재 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그 결

과 재 소는 단순한 자문기구로 락해 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재 소

의 결이 비정치 이고 납득할 만한 것으로 간주된다면, 이것은 입법부

행정부가 재 소의 결을 집행할 동기를 유발할 것이다. 해당 기 들이 재

소의 설득력 있는 결에 공감할 뿐만 아니라, 법원이 사법기 으로서 마

땅히 려야할 존 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법원에 한 존 을 요구하는

국민의 의사 역시 무시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재 소는 내재 인 한계를 지닌다. 재 소의 연구 부분은

법에 한 문가일 뿐이다. 따라서 재 소는 법률 외(外) 인 역에 한

완벽한 이해를 결여할 수밖에 없다. 재 소가 내리는 결이 정치 역에

근 할 경우, 이것은 종종 쟁 에 한 완벽한 이해에 바탕을 두지 못한 결

과를 래하거나 결의 논리 자체가 그러한 이해를 결여할 수도 있는 것

이다.

마지막으로 재 소는 자기 규제 인(self-regulated) 기구이며, 제

(restraint)야 말로 재 소의 자기 규제 인 면모의 완 성을 뒷받침하는 가

장 큰 요소이다. 를 들어, 무한한 권력을 가진 지도가가 자발 인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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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을 단행하는 것은, 그가 한 업 을 쌓되 원히 권좌에 머물러

떠날 때를 거부하는 것보다 더욱 큰 존경을 받게 된다.

이에 한 가장 좋은 는 조지 워싱턴이다. 그는 후임자들에게 선례를

남기기 해 자발 으로 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났다. 연방 법원의 여명기

에 제한된 사법권에 바탕하여 법원을 이끌어 나감으로써 재의 연방

법원을 가능하게 한 마샬 법원장 역시 좋은 를 제공한다.

한국의 헌법재 소 역시 때때로 이와 같은 선례를 남길 필요가 있다. 아

울러, 재 소가 정당하고도 수 이 가능한 논거로써 재 할권을 부정한다

면 국가 각 부처는 물론이거니와 더욱 요하게는 국민 역시 정치 단

을 내려 것을 요구하는 요청을 사양하고자 하는 재 소의 결정을 존경할

것이다. 이에, 이 간략한 을 통해서 재 소가 한국에서 정치 문제 원칙

을 정착시키고 더 나아가 앞으로의 발 방향을 발견할 수 있기를 진심으

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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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This work is only a reflection of my views, not the view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dditionally, please read the footnotes.

Often the footnotes contain information that is as or nearly as important

as the text itself.

(To my family in the United States, who are patient, considerate, and

understanding of my passion to continue this Korean adventure.)

The political question doctrine in Korea,1) and abroad, many believe

strips power from the judiciary. In contraposition, the doctrine was

developed and fostered by the judiciary, is a benefit to the judiciary and

is not simply a means to take power from the judiciary.

Many of those that understand the political question doctrine, when

applied to "mature democracies," such as Korea, realize that it is a

judical tool that provides a substantial safeguard to the judiciary by

allowing the courts a means to protect their institutional integrity,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

Part I of this note explains the basics of the political question

doctrine followed by Part II which describes most if not all of the major

cases and many of the less than major cases. Finally, Part III details the

benefits of the political question doctrine to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in general, and Korean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in particular.

This note is meant as a thorough guide, explanation, and analysis of

the political question doctrine. All political question doctrine cases are

not discussed, but most, if not all, of the most significant cases are

mentioned or discussed in detail.

1)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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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 Political Question Doctrine Defined

1. Foundation of the Doctrine

The political question doctrine is a misnomer.2) The Constitution

requires the courts to determine numerous "political questions."3)

Additionally, the label is also not a description of a traditional doctrine.

A more suitable name is the "doctrine" of political nonjusticiability, since

it is concerning only justiciability.4)

Under the political question doctrine courts will decline to resolve

cases that are strictly "political." The doctrine arises out of the concept

of separation of powers. The doctrine has its judicial origins in Marbury

v. Madison.5) In Marbury, the Court ruled that it is "emphatically the

province and duty of the judicial department to say what the law is."6)

This can be read as a limitless power given to the judiciary. The

Marbury Supreme Court, to the dismay of some,7) did not contend this.

In the case, Chief Justice John Marshal8) twice denied asserting

2) In English the doctrine is referred to as the "Political Question Doctrine."

3) Baker v. Carr, 369 U.S. 186, 209 (1962); E. Chemerinsky, Federal Jurisdiction

sec. 2.61, at 143 (2d ed. 1994) ("[F]}ederal courts deal with political issues all

the time.")

4) This note will refer to the doctrine as the "Political Question Doctrine" or the

"Doctrine."

5) Marbury v. Madison, 5 U.S. 137 (1803).

6) Id at 177.

7) Recently the political question doctrine has been under attack by many

academics. In recent years, the Supreme Court has also been less willing to

apply the doctrine. An example, is Bush v. Gore, 531 U.S. 98 (2000) where the

Court didn't even pose the issue of the political question doctrine in its

opinion. The doctrine, however, is still a vital aspect of U.S. law, but it must

be noted that its use is on the decline.

8) John Marshall, "The Great Chief Justice" led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from obscurity and weakness to prominence and power during his 34

years in office, from 1801 to 1835. One of the reasons for the Court's

prominence today is because of Marshall's intellectual prudence and refrained

use of judicial review. For more information on Marshall see J.E. Smith, John

Marshall: Definer of a Nation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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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icial authority to review matters that concerned political discretion

claiming that certain questions are "in their nature political."9) These

questions, the Court argued, are left to the discretion of Congress or the

Executive.

The Marbury opinion, hence, dictates that courts have the duty "to

say what the law is," but the duty is not exclusive. This duty leaves

room for deference to other government branches.

The doctrine, therefore, reflects a conception that the constitutional

design is that not only courts can interpret and supply content to

Constitutional clauses - the other branches also have a role. So courts

must first determine whether the Constitution gives power to another

branch to interpret the constitution, and if it does the courts can

recognize, in some cases, that other branches may be more capable of

determining the issue.

For example, it is well-known that the independence of the courts

makes courts excellent protectors of individual rights against the

sentiment of the majority. However, the same independence makes it a

poor factfinder and policy maker when compared to the Congress and

the Executive.

The political question doctrine is hence the exact "flip side" of

Marbury's rationale for judicial review, which held that the Court is the

"ultimate interpreter of the constitution."10) If courts have the power to

review legislative acts, since their role is to apply legal standards to

resolve cases and controversies, then when no legal standards can be

9) Id. at 170.

10)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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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ed or when courts are less capable than other branches at

resolving the issues - the issues can't be resolved adequately, since the

matter is only concerning political discretion which courts are less

capable or unable to resolve.11)

2. A Constitutional, Prudential, and Functional Approach

A. The Test

The general judicially iterated test is a combination of constitutional,

prudential, and functional considerations. The Supreme Court has

definitively iterated that a court should not consider an issue if:

(1) there is a textually demonstrable constitutional commitment of the

issue to a coordinate political branch;

(2) a court lacks a judicially discoverable and manageable standard

for resolving an issue;

(3) a court can not make a determination without first making a

policy determination;

(4) a court can not make a ruling without showing a lack of respect

for another branch of government;

(5) a court finds an unusual need to adhere to a political decision

already made and;

11) See Gunther, "Judicial Hegemony and Legislative Autonomy: The Nixon

Case and the Impeachment Process," 22 UCLA L.Rev. 30 (1974) which

argues that "there is nothing in Marbury v. Madison that precludes a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which gives final authority to another branch. I do

not believe that the Court intended to announce that every constitutional issue

requires final adjudication on the merits by the judic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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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 court observes that potentially embarrassing multifarious

pronouncements may develop from multiple government

branches.12)

The test reflects constitutional, prudential, as well as functional

considerations. Which factors are constitutional dictated and which are

not is left to argument.13) But it seems most likely that element number

one which emphasizes "a textually demonstrable constitutional

committment of the issue to a coordinate political department" is a

constitutionally consideration not merely a prudential consideration.14)

While the last three factors - "the impossibility of a court's undertaking

independent resolution without expressing lack of respect for coordinate

branches of government"; "an unusual need for unquestioning adherence

to a political decision already made"; and the "potentiality of

embarrassment from multifarious pronouncements by various departments

on one question" - all seem obvious prudential consideration. The second

and the third - "a lack of a judicially discoverable and manageable

standard" and "the impossibility of deciding without an initial policy

determination of a kind clearly for nonjudicial discretion" seems to

incorporate prudential as well as functional characteristics.15)

The Court's test which arguably combines constitutional, prudential,

and functional considerations was developed to free courts from conflicts

with other branches of government and the impression of not being

12) See Davis v. Bandemer, 478 U.S. 109 (1986); Baker v. Carr, 369 U.S. 186,

217 (1962).

13) See Henkin, "Is There a Political Question Doctrine," 85 Yale L.J. 597 (1976)

for an argument that doubts the existence of a discretionary political question

doctrine.

See also Scharpf, "Judicial Review and the Political Question Doctrine: A

Functional Analysis," 75 Yale L.J. 517, 562-82 (1966).

14) Baker.

15) B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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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tral - coupled with the dilemma that may occur that leads a court

to be unable to formulate judicially discernable legal standards.

B. The Procedure

If a Court rules that an issue is "political," under the political

question doctrine, the case will not be heard by a court and no

determinations on the merits of the case will be made. The political

question doctrine, hence, is a means for a court to rule that a case is

not suitable for judicial review. So the consequence of a ruling that a

case is a political question is to render a government action immune

from review by the judiciary.16) Additionally, unlike other standing

issues, such as ripeness, the political question doctrine may not be cured

and therefore ends all judicial review.

3. A Modern Functional Test

Many legal scholars have also put forth many tests similar to the

rationale of the aforementioned test but approach the matter in a more

functional manner. The tests, however, have not been facially adopted by

the Supreme Court, but have been implicitly accepted.

One of the most noted is a test developed by Professor Alexander

Bickel. Bickel states that:

Such is the foundation, in both intellect and instinct, of the

political-question doctrine: the Court's sense of lack of capacity,

compounded in unequal parts of (a) the strangeness of the issue

and its

16) Baker at 209, holding that a reapportionment case is not justiciable if brought

under the Guaranty Clause, but is justiciable if brought under the Equal

Protection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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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actability to principled resolution; (b) the sheer momentousness

of it, which tends to unbalance judical judgments; (c) the anxiety,

not so much that judical judgment will be ignored, as that perhaps

it should but will not be; (d) finally ("in a mature democracy"), the

inner vulnerability, the self-doubt of an institution which is

electorally irresponsible and has no earth to draw strength from.17)

Bickel formulation of the doctrine focuses less on the conflict

between the branches and more on the difficult of courts in resolving

issues and the unrepresentative nature of courts. The Bickel test may be

more useful for Korea than the Supreme Court iterated test because of

its functional approach and ease of use, but we should not leave the

constitutional consideration of the possible commitment of an issue to an

alternate branch out of any approach.

Part Ⅱ The Cases - Political and Nonpolitical Questions

Part II details the major areas that the court ruled are or are not

political questions. The case list is not exhaustive, but is very

comprehensive. The section is intended to be used as a guide in

understanding the case law associated with the political question

doctrine.

1. Political Questions

A. Necessary and Proper Clause

The Necessary and Proper Clause states that Congress may "make

17) A. Bickel, The Least Dangerous Branch 184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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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laws which shall be "necessary and proper" for carrying into

execution the foregoing powers . . .. "18)

Chief Justice John Marshall, for the Supreme Court, in M'Culloch v.

Maryland,19) recognized that "the powers of the government are limited,"

but the sound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must allow the national

legislature that discretion, with respect to the means by which the

powers it confers are to be carried into execution, which enable that

body to perform the high duties assigned to it, in the manner most

beneficial to the people."20) The Court recognized its role is not to

interpret all areas of the constitution, but to police the boundaries of

legislation, but not dictate the conclusions to be made within those

bounds.

The Court, hence, concluded that they should not inquire into

whether an action is "necessary," since it would "pass the line which

circumscribes the judicial department, and . . . tread on legislative

ground."21) Therefore, the substantive content of what is "necessary" is

left to the determination of Congress.

The Court logically gave interpretative deference to Congress, since

the court was concerned with separation of powers, the textual

commitment of the issue to Congress, along with a lack of a discernable

standards for resolving the issue.

B. Guaranty Clause

The Guaranty Clause states that: "The United States shall guarantee

18) U.S. CONST. art. I sec. 8.

19) M'Culloch v. Maryland, 17 U.S. 316, 421-23 (1819).

20) Id. at 421.

21) Id. at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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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every State in this union a Republican Form of Government, and

shall protect each of them against Invasion . . .. "22) Till the present, the

Supreme Court has universally held, with one exception,23) that any

challenges under the Guaranty Clause are nonjusticiable since no

"judicially manageable standards which a court could utilize

independently in order to identify a State's lawful government"24) exist.

For example, the case of Luther v. Borden,25) which is one of the

oldest cases mentioning the political question doctrine and which also is

a case directly concerning the Guaranty Clause held the Guaranty Clause

to be universally nonjusticiable.

The case, on its face, seems like a noncomplex issue dealing with

trespass, but the cases implications go far beyond trespass. In the case,

Luther, the plaintiff, sued Borden, the defendant, for breaking and

entering into the plaintiff's home. The defendant claimed that he was

justified in breaking and entering into the home, since he was an agent

of the state of Rhode Island and was acting under a military order

which allowed him to search for and arrest Luther.26)

22) U.S. CONST. art. IV sec. 4.

23) New York v. United States, 505 U.S. 144, 184-186 (1992). In dicta, the Court

noted that scholarship has brought into question the nonjusticiability of

Guaranty Clause claims.

24) Baker at 223.

25) Luther v. Borden, 48 U.S. 1 (1849).

26) The history leading to the case is very interesting. The Rhode Island Dorr

Rebellion of 1841 and 1842 resulted in the formation of two different state

governments claiming they were the rightful government.

Under Rhode Island's charter government, which was not changed after the

Revolutionary War, the legislature was authorized to prescribe the

qualifications of voters. Id. at 35. Many of the citizens were dissatisfied with

the charter government and organized a convention at which they adopted a

new constitution to be submitted to the people for their adoption or rejection.

After votes were returned, the convention declared that the constitution was

adopted and ratified by a majority, and thereby became the paramount law of

Rhode Island. Thomas Dorr, the elected governor under the new constitution,

prepared to assert the new government by force and "many citizens

assembled in arms to support him." Id at 37. The charter government

declared martial law and took measures to quash the Dorr suppor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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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laintiff replied to the defense by alleging that "before the acts

complained of were committed, that government had been displaced and

annulled by the people of Rhode Island, and that the plaintiff was

engaged in supporting the lawful authority of State, and the defendants

themselves were in arms against it."27)

The Court, hence, was called to determine which government was

the rightful Rhode Island government. The Court rightly decided it was

best for the court not to rule.

The Court noted that the Constitution treats all interference with the

domestic affairs of state "political in nature" and place these power

outside the purview of the courts and into the hands of the Congress,

since this area is explicitly committed in the constitution to a different

branch. Additionally, a court lacks a standard to determine which

government is the valid government.

The Court, further, noted that a ruling that one government was

illegitimate would entail consequences of invalidating the states laws and

nullifying its courts' judgments.28) The last practical concern lead

Individuals in the military service of the charter government broke into the

house of Martin Luther, a supporter of the new government, to arrest him.

Luther argued that the charter government had no legal existence and

therefore lacked the authority to break into his house and arrest him. Id. (R.

Barkow, More Supreme Than Court? 102 Colum. l. Rev. 237 (2002))

For an interesting history of the Rhode Island judiciary's involvement in the

politics of the Dorr Rebellion, see generally John S. Schuchman, The Political

Background of the Political-Question Doctrine: The Judges and the Dorr

War, 16 Am. J. Legal Hist. 111 (1972).

27) Id. at 35.

28) Id. at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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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urt to note that when "decision[s] of this court might lead to

such results, it becomes its duty to examine very carefully its own

powers before it undertakes to exercise jurisdiction."29) Therefore, it is to

be decided by Congress which state government is the established

government of the state.

The decision is a logical extension of the doctrine, since the Court

recognized that it shouldn't overstep the boundaries that limit its

jurisdiction by recognizing that certain issues are better dealt with by

other branches of government.

The decision displays how prudential factors, such as the judgment's

affect, will color the courts determinations, but also that the

constitutional structure is the initial threshold determination in

determining whether the issue is in the Court's "appropriate sphere of

action."

Other cases also held to a similar rationale and conclusion. In two

noted cases,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cases may not be maintained

when challenging whether a particular government is "republican"30) or

which claimed that a state's procedure for determining the results of an

election violated the guarantee clause.31)

29) Id.

30) Pacific States Telephone v. Oregon, 223 U.S. 118 (1912). The cases focused

on prudential factors. It detailed a parade of horribles that would occur if the

Court ruled that the Oregon lacked a Republican Form of Government. The

Supreme Court noted that it would: (1) allow every citizen to challenge taxes

and other government duties; (2) would allow citizens to disobey laws and

would invalidate enacted laws and; (3) would force the establishment of a

state with a republican form of government that was created and supervised

by the judiciary.

31) Taylor v. Beckham, 178 U.S. 54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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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War Making Power and Foreign Affairs

(1) Wars

The legality/constitutionality of a war has been generally held to be

nonjusticiable. In cases concerning the Vietnam War lower courts held

and the Supreme Court either affirmed summarily, without opinion, or

denied certiorari to all cases holding that the Vietnam's wars legality

was nonjusticiable.32) The rationale stems from obvious prudential

considerations.

(2) Foreign Affairs

Court also will not decide certain issues such as whether a treaty

was negotiated with the proper representative of a foreign nation,33) a

war existed between two foreign countries,34) nor whether a President

has discretion to award a license to a U.S. airline wishing to fly to

foreign nations.35) It, however, is doubtful for prudential considerations,

whether issues pertaining strictly to foreign affairs are ever justiciable.

(3) Martial Law

The Supreme Court in Martin v. Mott,36) declared that under Article

I, Congress has the power37) "to provide for calling forth the Militia to

execute the Laws of the Union, suppress Insurrections and repel

invasions"38) and the discretion to determine if the exigency exists

32) Holtzman v. Schlesinger, 484 F.2d. 1307 (2d. Cir. 1973) certiorari denied; Atlee

v. Laird, 347 F.Supp. 689 (E.D.Pa.1972) (nonjusticiable), affirmed summarily.

33) Doe v. Braden, 57 U.S. 635 (1853).

34) Ware v. Hylton, 3 U.S. 199 (1796).

35) Chicago and Southern Air Lines v. Waterman S. S. Corp., 333 U.S. 103

(1948).

36) Martin v. Mott, 25 U.S. 19, 28 (1827).

37) The Congress passed a law stating that the President has the power to call

forth the Militia "whenever the United States shall be invaded, or be in

imminent danger of invasion." Martin at 29.

38) U.S. CONST. art I, sec. 8, cl.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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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ongs to the President and is not subject to judicial review.

The Court focused on prudential considerations and relied on the

need for swift action by a President and the constitutional consideration

of the specific nature of the right given.

D. Impeachment

The impeachment clause states that the House "shall have the sole

power of Impeachment,"39) and the "Senate shall have the sole Power to

try all impeachments."40) The Supreme Court has held that an

impeachment is an issue totally committed to Congress and hence is a

"political issue."

The leading case is Nixon v. United States.41) Walter Nixon was the

Chief Judge of the District Court for Southern Mississippi. He was

convicted of two counts of making false statements and was sentenced

to a prison term. He collected his salary while in prison, since he

refused to resign. The House impeached Nixon and the Senate removed

him. Nixon, however, claimed that the process used by the Senate was

unconstitutional, since the full Senate never heard the evidence against

him. The Senate, instead of having a full Senate hearing, heard the

evidence in front of a committee of Senators as Senate Rule XI

authorized.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impeachment issues are nonjusticiable

citing the history of the impeachment clause, the inability to develop a

useable standard, the textual committment of the issue to another

39) U.S. CONST. art. I, sec. 2.

40) U.S. CONST. art. I, sec. 3.

41) Nixon v. United States, 506 U.S. 224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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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ch, and the difficultly in providing relief.42) The Court's holding

combined constitutional, prudential, and arguably functional

considerations.

E. Training of the National Guard

In Gilligan v. Morgan,43)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issue in

the case was a political issue. The plaintiff requested that the Court

evaluate the training of the National Guard under the Due Process

Clause of the 14th Amendment.44) The Court reasoned that Article I, sec.

845) authorizes Congress to supervise defense forces and it "is difficult to

conceive of any area of governmental activity in which the courts have

less competence. The complex, subtle, and professional decisions as to

the composition, training, equipping, and control of a military force are

essentially professional military judgments, subject always to civilian

control of the Legislative and Executive Branches."46)

The Court rationally recognized the constitutional commitment of the

issue to the other branches of government, while recognizing the

prudential considerations of not having the ability to rule on

"professional military judgments."

42) Id.

43) Gilligan v. Morgan, 413 U.S. 1 (1973).

44) Infra n. 50.

45) U.S. CONST. art. I sec. 8: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lay and collect taxes, duties, imposts and

excises, to pay the debts and provide for the common defense and general

welfare of the United States; but all duties, imposts and excises shall be

uniform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46) Gilligan at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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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enerally Not Political Questions

A. Gerrymandering47)

The leading case, Baker v. Carr,48) upheld the justiciability of a

challenge to a legislative reapportionment plan. The case setout the

relevant test49) and specifically notes that reapportionment cases are

justiciable if they are challenged under the Equal Protection Clause50) not

the Guaranty Clause.51) The case was reaffirmed by Davis v. Bandeme

r.52) but a majority in neither court developed a consistent standard

when ruling on gerrymandering cases.

B. Origination Clause

The origination clause mandates that all bills to raise revenues

47) A name given to the process of dividing a state or other territory into the

authorized civil or political divisions, but with such a geographical

arrangement as to accomplish an ulterior or unlawful purpose, as, for

instance, to secure a majority for a given political party in districts where the

result would be otherwise if they were divided according to obvious natural

lines (Blacks Law Dictionary 6th Edition).

48) Baker.

49) Supra n. 12.

50) U.S. CONST. amend. XIV:

Section 1. All persons born or naturalized in the United States, and 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 ar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and of the state

wherein they reside. No state shall make or enforce any law which shall

abridge the privileges or immunities of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nor shall

any state deprive any person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nor deny to any person within its jurisdiction the equal protection of

the laws.

51) Baker at 236-237.

52) Davis v. Bandemer, 478 U.S. 109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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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ll originate"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53) United States v.

Munoz-Flores,54) held that the defendants, who claimed that a law that

required a court to impose a "special assesment" on all persons

convicted of a federal misdemeanor was unconstitutional, since the

Senate passed the law before the House, was justiciable. The Court

ruled that the case concerned a nonpolitical question since the clause is

not an area that was textually committed to the Congress and the case

does not show disrespect for Congress more than any other law that it

invalidates.55) Additionally, the Court noted that a judicially manageable

standard may be developed.

C. Congressional Qualifications

In Powell v. McCormack,56)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doctrine did not bar review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exercise of

Article I, sec. 5 power to judge the qualifications of its members.57)

53) U.S. CONST. art. I, sec. 7, cl. 1.

54) United States v. Munoz-Flores, 495 U.S. 385 (1990).

55) Id.

56) Powell v. McCormack, 395 U.S. 486 (1969).

57) U.S. CONST. art, I sec, 5 :

Each House shall be the judge of the elections, returns and qualifications of its

own members, and a majority of each shall constitute a quorum to do

business; but a smaller number may adjourn from day to day, and may be

authorized to compel the attendance of absent members, in such manner, and

under such penalties as each House may provide.

Each House may determine the rules of its proceedings, punish its members for

disorderly behavior, and, with the concurrence of two thirds, expel a member.

Each House shall keep a journal of its proceedings, and from time to time

publish the same, excepting such parts as may in their judgment require

secrecy; and the yeas and nays of the members of either House on any

question shall, at the desire of one fifth of those present, be entered on the

journal.

Neither House, during the session of Congress, shall, without the consent of the

other, adjourn for more than three days, nor to any other place than that in

which the two Houses shall be si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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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urt reasoned that the section did not grant the House

unreviewable discretion, but only authorized the House to exclude

members who did not meet the qualifications of Article I, sec. 3.58) So,

the Court held that judicial review was possible to determine if the

House acted on the basis of Article I, sec. 2, which McCormack, the

defendant, agreed that Powell, the plaintiff, met.

Part Ⅲ Benefits of the Political Question Doctrine

Jurists must restrain themselves, from time to time, from exercising

their power of judicial review. The Political Question Doctrine, hence, is

a tool for a judge that respects the philosophy of judicial restraint to

withdraw him or herself from an area that the judiciary has little place

treading in.

58) U.S. CONST. art. I sec. 3:

The Senate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composed of two Senators from each

state.

No person shall be a Senator who shall not have attained to the age of thirty

years, and been nine years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and who shall not,

when elected, be an inhabitant of that state for which he shall be chosen.

The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President of the Senate, but

shall have no vote, unless they be equally divided.

The Senate shall choose their other officers, and also a President pro tempore, in

the absence of the Vice President, or when he shall exercise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e Senate shall have the sole power to try all impeachments. When sitting for

that purpose, they shall be on oath or affirmation. When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tried, the Chief Justice shall preside: And no person shall be

convicted without the concurrence of two thirds of the members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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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nstitutional Considerations

Judicial restraint and the political question doctrine are philosophies

of restraint stemmed in the belief that democracy has an intrinsic, not

just an instrumental value. Judical restraint is specifically a corollary to

the constitutional considerations embodied within the political question

doctrine including element number one of the Baker test.59) The

philosophy lies in the belief that the judiciary is one of the branches of

government and a co-equal branch- not the "supreme" branch.

When one views democracy as an intrinsic value ones accepts the

vital necessity of preserving the separation of powers of the three

branches and to acknowledge the role each must play in government.

Accordingly, a restrained judge would limit him or herself to reviewing

matters of law and not allow a court to act as a "superlegislature," by

imposing "judge-made" law in place of democratically elected officials.60)

The opposite of the philosophy of judical restraint is the theory of

judical activism.61) Few jurists would facially say they are judical

activists, but many clandestinely are. Judicial activist jurists are

overstepping their constitutional duty because they inject themselves into

areas of making law.62)

59) Baker (textually demonstrable commitment of the issue to a coordinate

branch).

60) Justice William O. Douglas stated that: "We refuse to sit as a

'superlegislature to weigh the wisdom of legislation." North Dakota v.

Synder's Drug, 414 U.S. 156, 165 (1973).

61) For a great explanation of the dangers of judical activism see Robert H. Bork

The Tempting of America (1990).

62) For an explanation of how Justice Brennan and the Burger Court was

dangerously willing to use the Court as a tool to create social change. see

Stanley H. Friedelbaum, Justice Brennan and the Burger Court:

Policy-Making in the Judicial Thicket, 19 Seton Hall L. Rev. 188 (1989)

(discussing Justice Brennan's judicial philosophy and activ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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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sm, hence, is a threat to the values of democracy preserved

within the strict separation of powers and the political question doctrine

is a tool for restrained jurists to refrain from judicial activism and

preserve the dignity of the judical institution by not treading in areas of

law making, thus violating the constitutionally mandated separation of

powers.

The benefit to the judiciary in not stepping in the area of law

making and thus subsequently not stepping into areas that are

"committed to" another branch is that it leaves courts to tackle the

issues that they are most suited to tackle-the preservation of rights and

freedoms.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focus on issues that pertain to

violations of individuals basic rights and not engage in issues that are

beyond the capabilities and speciality of the Court. This allows the Court

to take a strong stand when it needs to take a strong stand. It should

only take a strong stand, when "true" basic rights are asserted to be

violated and not when "imagined" or creatively "developed" constitutional

rights are alleged violated.

The only possible outcome of a case that asserts jurisdiction over a

highly political issue is for the Court to be perceived as a "mere"

political institution that is influenced by the electorate and accordingly

the political process. Separation of powers and judical restraint

anticipated this occurring and accordingly provides the political question

doctrine as a tool to avoid the conund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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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udential Considerations

A restrained jurist also should consider prudential consideration

including elements 4, 5, and 6 of the Baker test.63)

The prudential considerations are some of the most important tenets

of judical restraint - the conception that the other branches also have a

vital role in the constitutional structure and in the constitutional order.

The court system is not the only branch entrusted with the duty to

uphold the constitution the other branches are also entrusted with the

role of upholding the constitution and often when another branch has

contended the constitutionality of an act and the opinion is a matter in

serious contention and question - it is often more suitable for the Court

to avoid the question because of profound implications of an opposing

outcome. Additionally, a court should be consistently concerned with an

outcome that may compromise important principles and may undermine

the authority and integrity of the court.

If a court sinks its hands into a hot issue that has political

ramifications it is possible for the Court to be perceived as lacking

respect for the President and the Assembly and treating itself as the

"supreme branch." The problem, however, is that courts need the respect

of the other branches to enforce judgments, and if a case perceived as

"political" is ruled on by the Court and viewed by the President and/or

Assembly as being a decision that shows a lack of respect for the

decisions of their respective branches the Court may lose the respect of

the other branches and their voluntary enforcement

63) Id. (lack of respect for another branch of government; unusual need to adhere

to a political decision already made; potentially embarrassing multifarious

pronounc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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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judgments.

3. Functional Considerations

A restrained jurist should also look to functional considerations

embodied in Baker64) and also the difficulty in gaining judical access to

information, the need for uniformity in decisions, and the broad

responsibilities of the other branches of government. These

considerations respect the institutional inabilities of courts when

compared to the other branches. These inabilities are not shortcoming of

the court, but are often the very strength that makes the court the

protector of rights and freedoms.

For example, a court is not well adept at finding if certain economic

and political matters are beneficial to Korea, since it lacks significant

economic and political experts. This is a benefit to the Court. Economics

and politics are areas that should be external or more appropriately not

internal to the Court, since the protection of rights and freedoms should

not be significantly balanced by economic rationales or majoritarian

considerations.

4. Conclusion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is a proud institution with a proud

past and a more than promising future. The Court, however, must

recognize that it needs to stay as distant as it can be from the political

sphere. The political question doctrine is a useful tool to

64) Id. (A lack of judicially discernible and manageable standards; impossibility of

deciding without an initial policy 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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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mplish this mission.

The reason for the need for the Court to distance itself from politics

is at least four fold and somewhat unique to Korea.

First, and foremost the political system in Korea is not respected by

the people and the Court must distance itself from this less than

respected system to maintain its own high level of respect and integrity.

This is the most important aspect to consider. Today, the Constitutional

Court is one of the most respected institutions in Korea and it must

maintain this respect by staying out of certain very contentious political

issues.

Second, the Court needs the other branches to enforce its decisions,

since it lacks an enforcement mechanism. If an opinion is likely to be

condemned as a mere political decision lacking significant logic and

reason - a coordinate branch may fail to follow the holding of the Court

or find a way around the holding, thus making the Court into a mere

advisory body. However, if an opinion is considered nonpolitical and

persuasive the coordinate branches may be encouraged to enforce the

holding, since they are not only convinced with the holding of the Court,

but also convinced of the inherent respect due courts, and additionally

the fear of the popular will of the populous that respects the court.

Third, the Court has inherent limitations. Most if not all of the

researchers at the Court are only experts in law. When a decision nears

the political it often leads to outcomes and rationales that are not based

in a complete understanding of the issue because of out a lack of

complete understanding outside law.

Last, but not least, the Court is a self-regulated body and as a

self-regulated body often the greatest sign of institutional integrity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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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raint. For example, an all powerful leader that voluntarily

relinquishes power is often more respected than a powerful leader that

accomplished great things, but never chooses to relinquish power. A

great example is President George Washington who voluntarily stepped

down from his post as President in order to set an example for future

leaders and also Chief Justice Marshall whose restrained use of judical

power in the Court's early years helped make the Court into the

presence it is today.

This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needs to sometimes set this

example and the Judiciary, Executive, Legislator, and most importantly

the people will respect the Court for its decision to restrain from a

political judgment if the Court rationalizes through its decision why it is

denying jurisdiction.

Hopefully the Court will find this brief note a guide to further

developing and fostering the rationale for the political question doctrin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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