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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  刊  辭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은 헌법재 소는 그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창립 

20주년 기념 특집 헌법논총을 펴냅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 헌정사상 가장 활발하고도 실질 인 헌법재 이 

이루어짐으로써 헌법재 소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입헌주의의 정착에 

큰 기여를 하 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이러한 때일수록 헌법재 의 더 

나은  발 을 한 성찰의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번에 발간하는 헌법논총 특집호(제19집)에서는 지난 20년간 

헌법재 소가 지향해온 이념과 가치를 되돌아보고, 나날이 복잡․다양해져

가는 헌법문제의 해결을 한 새로운 과 안의 제시에 주력하기로 하

습니다.

헌법논총 특집호 편찬 원회의 면 한 검토를 거쳐 련 주요 논제들이 

제시되고, 국내·외 명한 학자와 실무가들에게 집필을 의뢰한 결과, 독일

과 랑스 학자의 논문 2편을 포함하여 총 19편의 주옥같은 논문들이 제출

되어 이를 4개의 주제로 나 어 수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기에 실린 논문들이 헌법재 에 한 심과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학문  연구에 있어 귀 한 자료로 이용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바쁘신 에도 기고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여 훌륭한 논문을 작성해 주신 

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책이 나오기까지 애써주신 편찬

원회 원  직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 을 드립니다.

2008.  12.

헌   법   재      소

사무처장     하 철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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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1. 헌법재판과 권력통제

헌법국가에서 헌법재 은 이제 하나의 보편 인 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권력통제를 한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헌법재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몽테스키외(Montesquieu)의 

고  3권 분립이론이 시 상황의 변화와 정당 의민주주의의 발달로 더 

이상 그 본래의 권력순화기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에 한 안으로 헌법

재 제도가 통치구조의 불가결한 메커니즘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국가권력

의 조직 인 분리와 분리된 권력간의 제도 인 견제와 균형이 실효성 약한 

형식 인 제도로 변질된 상황에서, 권력의 속성은 변하지 않아 항상 악용

과 남용의 험성을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일은 여 히 헌법국가의 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헌법재 은 고

 권력분립의 기능 인 취약성을 보완하기 해서 헌법국가가 창안한 

기능  권력통제의 새로운 메커니즘이다. 

권력통제수단으로서의 헌법재 은 그 본질상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국가권력에 한 포 인 통제기능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률집

행작용인 행정 역에서 발생하는 일상 인 분쟁해결수단은 여 히 통

인 사법작용이고, 사법작용이 하는 행정통제기능의 실효성은 사법권의 독

립을 통해서 보장하고 있다. 그 결과 헌법재 에 의한 행정통제는 그 필요

성이 그 게 크지 않다. 통 인 사법작용에 의한 행정권의 통제가 미흡

한 경우에만 보충 으로 헌법재 에 의한 통제가 뒤 따르는 것이 순리이

다. 그 결과 국민의 권익을 침해한 행정권 행사에 한 사법  통제가 미

흡한 경우 행정권 는 사법권에 한 보충 인 헌법재 인 통제가 불가

피하다. 사  자치의 역에서 발생하는 사인간의 일상 인 분쟁해결수단

인 민사재 에 한 보충 인 헌법재 인 통제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목 으로 하는 민사, 형사, 행정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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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사법작용이 외 으로 헌법재 의 상이 되는 이유이다.

2. 헌법해석과 헌법재판

특히 헌법국가는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강조하고 모든 국가작용에서 헌

법의 규범  효력을 우선 으로 존 하도록 국가기 에게 의무를 지우고 

있기 때문에 헌법국가에서 헌법해석은 헌법실 을 한 필수 인 과정이고 

제이다. 그래서 헌법해석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다툼은 

국민과 국가 사이뿐 아니라, 국가기  상호간에도 발생할 수 있다. 법률해

석에 한 다툼을 최종 으로 심 하는 기 이 법원인 것처럼 헌법해석

에 한 분쟁을 최종 으로 심 하고 논란 상인 헌법규범의 내용을 유권

으로 해석하는 기능이 바로 헌법재 이다. 헌법과 법률은 그 기능 인 

특성과 규범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헌법해석과 법률해석을 구별하는 것이 

옳다는 인식에서 헌법재 을 담하는 독립한 기 을 따로 두는 것이  

헌법국가의 일반 인 경향이다.  우리 헌법도 그런 경향에 따라 헌법재

을 담하는 헌법재 소를 설치하고 있다. 헌법해석을 심으로 한 헌법재

소의 헌법재  권능이 헌법 인 정당성을 갖는 이유이다. 

3. 입법통제의 특수성

그런데 국가작용 에서 입법권에 한 통제는 통 인 사법작용의 

역은 아니다. 민주  정당성에 바탕을 둔 입법권의 행사는 오로지 주권자

인 국민에 의한 일상 인 투입(input) 통제나 주기 인 선거통제가 유일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헌법국가에서는 규범통제의 형식으로 행해지는 

입법권에 한 헌법재 인 통제가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이 바 었다. 헌

법재 과 입법권의 상호 계가 헌법재 제도에서 하나의 새로운 핵심 인 

화두로 등장하는 이유이다. 규범통제에 의한 입법통제를 제도화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공통 으로 제기되는 쟁 이다. 



헌법재 과 입법

13

아래에서 이 문제를 여러 측면에서 깊이 있게 천착해 보기로 한다. 

II. 입법통제의 발전과정

1. 의회주권 내지 국민주권사상의 영향과 입법통제

의회주권의 통을 가진 국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주권을 의민주주

의의 통치형태로 제도화한 다수의 헌법은 의기 의 입법작용에 한 

다른 국가기 의 통제는 국민주권의 이념과 조화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했

었다. 입헌제도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의제도를 정착시킨 1791년 랑스 

명헌법은 말할 것도 없고, 1848년 헌법을 거쳐 1946년의 제4공화국 헌법

과 1958년의 제5공화국 헌법에 이르기 까지 랑스에서는 의회의 입법기능

을 강하게 보장하는 통이 이어지고 있다. 랑스 헌법이 의회에 한 입

법통제를 사후통제가 아닌 사 통제의 형식으로 제도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그 때문이다.  국 는 랑스와는 달리 군주주권사상이 국민

주권사상으로 발 하는 과정에서 특이하게 국가주권사상의 과도기 인 시

기를 거친 독일에서는 의회의 입법통제가 논의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

다. 독일 최 의 공화국 헌법인 1919년의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이 의회제

정 법률에 한 사법  형태의 통제를 규정하지 않은 이유도 그 때문이

다1). 몽테스키외의 3권 분립이론을 최 로 성문 헌법으로 제도화한 1787년

의 미국연방헌법도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셋으로 분리된 국가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을 강조하면서도 연방의회

(Congress)의 입법작용에 한 사법 인 통제를 외면했다. 다만 연방국가

1) 1850년과 1920년의 로이슨 헌법(Preußische Verfassung)은 법률에 한 실질

인 규범통제를 간 으로 부정하는 규정을 두었다. 1850년 헌법 제106조와 1920

년 헌법 제61조 참조. 다만 그 이 에 제정한 1849년의 독일제국헌법

(Reichsverfassung)은 효력을 발생한 일은 없지만, 제국과 개별 주 간의 헌법  

다툼이 생긴 경우 독일제국 법원이 제국법률의 헌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었었다. 제국헌법 제126 a조 참조.  1919년의 독일 Bayern주 

헌법 제72조도 법 의 규범통제권을 명문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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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조상 연방헌법과 연방법률의 주(State)법률에 한 우선  효력과 주 

법 의 연방법 기속(羈束)에 한 규정을 두는 것은 불가피했다(연방헌법 

제6조 제2항). 그 결과 주 제정 법률이 연방헌법과 연방법률에 배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일은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되었다2). 그러나 미국 연방

법원이 1803년 정립한 연방법률의 헌심사(judicial review)는 연방법률이 

아닌 행정작용의 합헌성 심사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3).

이처럼 국민주권사상이 정착되기 시작한 입헌주의 기에는 국민의 의

사를 가장 잘 변한다고 생각한 의회가 제정한 법률은 바로 주권자인 다

수 국민의 뜻을 담고 있다는 인식이 강했다. 그 결과 법률에 한 헌심

사는 국민주권사상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사상  향으로 국가작용 에서 의회의 입법작용은 사법 인 

통제의 역 밖에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심지어 모든 국가작용의 헌법

인 지침에 해당하는 헌법상의 평등원리 내지 평등권도 법률을 집행하고 

용하는 행정작용과 사법작용에 해서는 기속력을 갖지만, 입법작용에서는 

기속력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의회가 수많은 정당과 정  간의 정치투쟁

의 장으로 변질되어 의기 에 한 국민의 신뢰가 약화되기 시작한 1920

년  반에 들어서야 이런 인식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학계에서는 의

회가 행사하는 입법권도 헌법상의 원리, 특히 평등권을 비롯한 국민의 기

본권을 당연히 존 해야 한다는 통치권의 기본권 기속성이 강조되기 시작

했다4).  재 실무상으로도 헌법의 법률에 한 우선  효력과 법 의 헌

법존  의무를 내세워 법 의 법률에 한 실질  심사권을 인정하는 최고

법원의 례가 나오기 시작했다5). 입법작용의 기본권 기속성의 수여부를 

2) 련 최  례 Ware v. Hylton, 3 Dall. 199, 1797 참조.

3) Marbury v. Madison, 1 Cranch (5 U.S.) 137 (1803).

4) 가장 표 인 련 문헌으로 G. Leibholz, Die Gleichheit vor dem Gesetz, 2. 

Aufl. 1959 ; H.P.Ipsen, Gleichheit, in: Neumann/Nipperdey/Scheuner, Die 

Grundrechte, Bd. 2, 2. Aufl. (1968), S. 111ff.;  Dürig/Herzog/Scholz,  Art. 3 

in: Maunz/Dürig/Herzog/Scholz/Herdegen/H.H.Klein, Grundgesetz Kommentar, 

Lieferung 51, Stand Dezember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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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하고 심 하는 법률의 헌심사를 불가결한 사법기능으로 인식하기 시

작한 것이다6). 

2. 헌법철학의 변화와 헌법해석의 함수관계

헌법과 헌법해석을 이해하는 시각의 변화도7) 입법통제에 큰 향을 미

쳤다. 

가. 법실증주의 헌법철학과 헌법해석

헌법을 국가의 조직과 작용에 한 정태 인 근본규범으로 보면서 헌법

이 갖는 역동 이고 생활규범 인 성격과 기능을 소홀히 한 법실증주의 헌

법철학에서는 헌법해석의 문제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헌법해

석을 단순한 법률해석의 문제로 인식하고 헌법해석과 법률해석을 구태여 

구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구체 인 분쟁사건을 재 하면서 법

률을 해석하고 용하는 사법기능에는 헌법해석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믿었

었다. 헌법도 법률의 하나라고 이해한 결과이다. 

이러한 헌법이해에서는 법률해석의 문기 인 통 인 사법기 이 헌

법해석도 하는 것은 무도 당연한 귀결이다.  이 입장에서는 국가의 조

5) 의미 있는 최 의 례는 1925년 11월 4일의 바이마르 제국법원(Reichsgericht)의 

례이다. RGZ 111, 320ff. 참조. 

6)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에서 입법작용에 한 규범통제를 명문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 꾸 히 이 문제가 찬반의 논란 상이 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차 으로 찬성의견이 반 의견을 압도하는 양상으로 개되었다. 표

으로 R. Thoma, AÖR, N.F. Bd. 4 (1922), S. 267ff.; R. Feigenspan, Das 

richterliche Prüfungsrecht, Diss. 1933/Leipzig 참조할 것. 바이마르 시 의 구체

 논의내용과 주요 학자들의 찬반 논쟁의 논증내용에 해서는 필자의 서 

Probleme der konkreten Normenkontrolle, Schriften zum öffentlichen Recht Bd. 

171, 1971, Berlin, S. 49ff. 참조.  

7) 자세한 내용은 필자의 서 헌법이론과 헌법, 신2 , 2008년, 5면 이하와 99면 이

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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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과 작용에 한 근본 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 헌법의 핵심 인 과제이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한 기본권 보장에 한 헌법의 규정은 하나의 선

언 이고 로그램 인 성격의 것에 불과해서 국가권력을 묶는 규범 인 

힘도 없다8). 국가기  상호간에 발생하는 조직과 권한상의 다툼을 조정하

고 해결하기 한 국사재 (Staatsgerichtsbarkeit)은 필요하다고 생각했

다9). 그 지만 국민과 국가 사이에는 기본권에 한 다툼이 생길 수도 없

을 뿐 아니라, 더욱이 입법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논리는 매우 낯설게 

느 다. 헌법이 정하는 기본권의 법률유보(Gesetzesvorbehalt der 

Grundrechte)를 입법기 에 한 기본권 제한의 수권(授權)규정으로 이해

하는 에서는 당연한 결론이다.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제107조)이 

행정작용에 의한 권리침해에 한 행정재 제도의 도입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인식의 제도  표 이다. 

헌법과 헌법해석에 한 이러한 인식이 리 퍼져있던 19세기와 20세기 

기에 사법권의 기능은 주로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분쟁사건을 

법률해석을 통해 재 하는 것이었다. 민감한 외교 내지는 정치문제와 련

된 법  분쟁이 발생하면 사법부는 의례 통치행 이론(political question 

doctrine) 내지는 사법  자제이론(doctrine of judicial self restraint)으로 

단을 유보하면서 소극 인 응을 일삼았다. 

법실증주의의 입법만능주의 인 의식 속에는 의회주의 (parliamentarism) 

기에 국민의 유일한 의기 인 의회가 국민 편에 서서 군주 내지는 행

정기 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지키려고 노력한 투쟁과정에서 축 된 국민

의 신뢰가 그 바탕에 깔려 있다고 할 것이다.

8) 이런 인식은 헌법 (憲法典)의 편제에도 잘 나타나 있다. 즉 이러한 헌법이해의 

향아래 제정한 1919년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에서 보는 것처럼 국가의 조

직과 작용에 한 부분이 맨 먼  규정되고 그 다음에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한 사항이 규정되는 순서 다.  

9)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이 법률로 국사재 소(Staatsgerichtshof)를 설치하게 

한 것도 그 때문이다.   



헌법재 과 입법

17

나. 결단주의 헌법철학과 헌법해석

20세기 반에 어들어 헌법을 보는 시각에 큰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헌법은 더 이상 정태 인 규범이 아니라 역동 이고 정치 인 규범이라는 

인식이 싹튼 것이다.

국가의 조직과 작용을 규정하는 헌법의 존재형식 보다는 헌법이 제정되

는 정치 인 동인(動因)과 헌법이 추구하는 목 과 기능을 심으로 헌법

을 동태 으로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한 것이다.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이 사회공동체의 정치 인 생활방식에 해서 내린 정치  결단의 규

범 인 표 이라는 인식이 바로 그것이다. 그 기 때문에 헌법에서 요한 

것은 헌법으로 표 된 주권자의 정치 인 의지이고, 이 의지를 실 하는 

것이 헌법의 목표라고 생각한다. 그 결과 헌법은 그 제정형식은 물론이고 

규범구조도 일반 법률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헌법이 갖는 정치규

범 인 특성이나, 규범구조상의 추상성, 개방성, 미완성성 등은 일반 법률

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헌법만의 특징이 된다. 헌법해석은 일반 법률의 해

석과 구별되고 헌법해석은 특별히 민감한 정치 인 의미를 갖게 된다. 기

술규범인 법률해석에 익숙하다고 해서 정치규범인 헌법해석도 잘 할 수 있

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법률해석을 담하는 사법부가 헌

법해석까지 하다 보면 자칫 정치의 물결에 휩쓸려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고 

사법의 정치화가 래될 험마  배제하기 어렵게 된다고 한다. 정치규범

인 헌법 인 분쟁을 해결하는 사법작용은 순수한 사법작용이라기 보다는 

정치 인 사법작용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헌법을 해석할 때는 

헌법 속에 담긴 주권자의 입헌의지를 정확하게 찾아내야 하는데, 이 입헌

의지의 추 은 헌법규범의 고 인 자구해석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새로

운 해석기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률해석의 통 인 기 인 

Savigny공식에 따른 법규범의 고 인 해석에 익숙한 사법부에 그런 해

석기법을 기 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다른 독립한 기구가 필요하게 된

다고 한다. 독립한 헌법재 기구의 설치를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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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 때문이다. 

헌법분쟁을 정치 인 분쟁으로 인식하고, 헌법분쟁의 해결을 정치 인 

사법작용으로 이해하면서 독립한 헌법재 기구의 설치를 요구하는 헌법철

학에서는 헌법재 과 정치는 동 의 양면 계이다. 그래서 의기 이 제

정한 법률에 한 헌법재 인 통제는 당연히 정치 인 성격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헌법재 에 의한 입법통제가 단히 민감한 정치문제로 인식되

는 이유이다. 

한편으로는 무제한한 국민의 천부 인 자유와 권리의 법치주의 인 보

호를 한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주권의 민

주주의 원리에 따른 국민의 자기통치를 강조하는 결단주의 헌법철학에서는 

천부 인 인권과 국민주권이념의 긴장․갈등 계가 불가피하게 된다. 헌법

을 비정치 인 기본권 부분과 정치 인 통치구조 부분으로 구분해서 이원

으로 이해하는 이 입장에서는 기본권 보호를 한 입법통제는 민주주의

에 한 법치주의 인 제약을 의미하게 된다. 그것은  무제한한 천부인

권을 보호하기 한 국가권력의 제한에 해당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이념 인 립 계가 성립되는 이유이다.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과 국가

작용의 민주  정당성을 강조하는 민주주의 통치철학에서 볼 때 민주  정

당성을 갖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은 일단 합헌성의 추정을 받게 되어 그에 

한 합헌성 심사는 자칫 민주  정당성에 근거한 의회의 입법기능을 훼손

할 수도 있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민주  정당성의 에서 제기되는 비 

입법기 의 입법통제에 한 부정  입장이다. 그 지만 민주주의에 한 

법치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그 반 의 정 인 시각을 가

질 수 있다. 이 문제는 결국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어느 쪽에 우월성을 

두느냐에 따라 견해가 달라질 수도 있다.

결단주의 헌법철학에 따른 헌법의 이해에서는 헌법재 과 입법의 계

는 결국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상호 계로 정리할 수 있다. 인권의 천부

․  국가  성격을 강조하면서 인권의 국가권력 창설 인 기능을 부인

하고, 인권을 국가권력에 한 제한원리로만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제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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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국가권력의 성향에 따라 인권보장의 양상과 실효성도 달라지게 된다. 

국민주권에 근거한 통치권의 민주  정당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인

권보장을 한 법치주의 원리는 큰 시련을 겪게 된다. 

국민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권력행사를 정당화하려는 극단 인 민

주주의 철학은 자칫 국민의 이름을 내세운 독재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을 몰락시킨 Hitler 나치정부의 통치형태가 그 

표 인 실증  이다. 

민주주의 통치질서에서 민주  정당성은 매우 요한 메커니즘이지만, 

법치주의와 조화할 수 있는 범 를 벗어나면 다수의 독재 역으로 쉽게 변

질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 입법작용에 한 헌법재 은 

바로 민주  정당성의 원리가 다수의 독재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주는 민주

주의의 구제원리이기도 하다.

다. 통합과정론과 헌법해석

헌법을 기능 으로 이해하면서 헌법의 동태 인 속성에 주목하는 에

서 결단주의헌법철학과 맥을 같이 하면서도 결단주의와는 달리 헌법이 추

구하는 통합(Integration)기능을 특별히 강조하는 입장이 있다. 헌법은 사회

를 정치 으로 통합하기 한 통합과정상의 법질서라고 이해하는 통합과정

론이 바로 그것이다. 헌법의 가장 큰 목표는 사회를 정치 으로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회통합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규범 인 내용

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인식한다. 헌법 에서도 장식 인 헌법이나 명

목 인 헌법을 배척하고 헌법은 반드시 규범 인 헌법일 것을 강조하는 이

유도 그 때문이다. 장식 ․명목  헌법은 특정인 내지 특정집단의 정치

인 야욕을 충족시켜  뿐 헌법에 의한 사회통합은 처음부터 기 할 수 없

게 된다. 

헌법의 존립목 인 사회통합기능은 사회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규범내용

을 헌법이 담아야만 실  가능한데,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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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규범화한 헌법이 바로 그런 것이다. 헌법을 가치규범 내지는 가치질

서라고 인식하는 이유이다.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은 이러한 공감  가치의 

핵심 인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기본권  가치의 실  없이는 사회통

합은 기 하기 어렵다. 기본권 규정으로 수렴된 공감  가치는 자연법 인 

성격을 갖는 것도 있지만 인간의 생활경험을 통해 형성된 내용일 수도 있

다. 자유권 인 기본권이 자에 해당한다면 생활권  기본권은 후자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기본권  가치의 실 을 가능하게 하기 해서 헌법에 여러 

권능기구를 설치하고 일정한 권능을 부여하는 등 통치구조 인 틀을 마련

하게 된다. 따라서 헌법상의 통치기구는 외 없이 공감  가치인 기본권 

실 의 헌법 인 과제를 달성하기 한 수단 인 성격의 장치에 해당한다. 

통치권이 기본권에 묶이는 기본권 기속성(羈束性)이 강조되는 이유이다. 기

본권 실 에 꼭 알맞은 만큼의 통치권행사만이 정당화될 수 있고 통치권의 

과잉행사나 과소행사는10) 철 히 배척된다. 그래서 통치권의 과잉행사와 

과소행사를 엄격하게 감시․통제하는 장치가 필요하게 되는데, 헌법재 이 

바로 그러한 통제 인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작용이다. 

헌법재 이 맡는 통제는 마땅히 두 가지 기능을 포함하게 된다. 하나는 

실 해야 하는 헌법 인 가치의 내용을 구체 으로 찾아내는 일이고,  

하나는 통제에서 배제되는 통치작용은 원칙 으로 인정할 수 없고 모든 통

치작용이 통제의 상이 된다는 이다. 자가 헌법재 의 헌법해석기능

이고 후자가 입법권을 포함한 모든 국가작용에 한 헌법재  통제의 불

가피성이다. 입법을 통해서 통합가치에 해당하는 기본권의 내용을 구체화

하고 기본권 실 의 차와 방법을 정하는 경우 헌법재 인 통제를 받는 

것은 하나의 당 인 상이다. 기본권 실 을 목 으로 하는 입법권이 

과잉 는 과소 행사되면 사회통합을 오히려 해치는 결과를 래하므로 입

법권의 헌법 인 한계를 설정하는 일은 매우 요하다. 민주  정당성을 

갖는 입법부에게 허용된 폭 넓은 입법형성권도 넘어서는 아니 되는 헌법

10) 부작 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통치권의 과소행사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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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한계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는 기능이 바로 헌법재 이

다. 헌법재 의 헌법해석 기능에 사회통합 진 인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

도 그 때문이다. 

그 기 때문에 헌법해석은 매우 신 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의 기능

인 통일성을 바탕으로 한 헌법의 통일  해석방법이 극 으로 권장되

는 이유이다. 다만 헌법해석의 방법론을 둘러싼 지나친 논란은 피해야 한

다. 해석의 상에 가장 합한 해석방법을 선택해야지 거꾸로 해석방법을 

미리 정해두고 해석 상을 거기에 맞추려는 경직된 자세는 지양해야 한다. 

헌법해석의 지침은 어디까지나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헌법의 통일성을 존

하고, 헌법이 지향하는 사회통합의 기능 인 과제가 실 될 수 있는 방향

으로 헌법해석의 통합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3. 결론

앞에서 살펴본 로 입법작용에 한 헌법재 인 통제는 의회주권 내

지는 국민주권 사상과 불가분의 이념 인 연 성을 가지고 차 으로 

정 인 방향으로 발 해 왔다.  헌법의 본질과 기능에 한 인식의 변화

에서 밝 진 로 헌법재 과 입법의 계는 헌법철학과도 불가분의 연

성을 가지고 오늘까지 발 해 왔다. 입법을 통제의 상에서 배제하는 인

식에서 출발해 법치주의 인 입법통제를 제한 으로 인정하는 과정을 거쳐 

마침내 통치권의 기본권 기속성의 에서 입법도 당연히 통제의 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인식으로 발 해 온 것이다. 그 결과 헌법철학 인 발

과정에서 평가할 때도 헌법재 의 입법통제는 이제는 하나의 불가피한 

상이다. 입법통제의 허용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이제 더 이상 실성을 

갖기 어려운 진부한 구시 인 명제가 되고 말았다. 따라서 오늘날 실

성을 갖는 헌법학의 명제는 입법통제를 당연한 것으로 제하고 입법통제

의 방법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문제로 압축된다.  

우리 헌법도11) 헌법재 제도를 통해서 입법통제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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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다만 제2공화국이 채택했던 민 소송  규범통제제도12)를 제외하고

는 구체  재 사건을 제로 한 구체  규범통제만을 도입하고 추상  규

범통제는 외면하고 있다. 우선 이 에서 우리 헌법상의 입법통제는 아직

도 불완 한 제도에 머물고 있다고 할 것이다. 국회 제정 법률에 한 

헌심사를 폭 넓게 인정하지 않고 구체  소송사건에 용할 법률에 한해서 

재 부수 으로만 헌심사를 허용하는 우리의 행 규범통제제도는 아직

도 헌법재 과 입법의 계정립이 미진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이  앞으

로의 시 한 제도개선이 요망된다. 

아래에서는 헌법재 소의 입법통제에서 제기되어온 몇 가지 핵심 인 

쟁 을 심으로 헌법재 과 입법의 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Ⅲ. 헌법재판을 통한 입법통제의 주요 쟁점

1. 입법통제의 정당성

헌법은 헌법의 해석방법에 해서는 규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헌법을 어

떻게 해석하는가는 통치구조 내에서 헌법재 의 역할과 불가분의 계에 

있다. 이와 련해서 일반 으로 강조되는 것은 민주  정당성(demokratische 

Legitimation)의 논리이다. 즉 국회와 행정부는 선거를 통해서 국민으로부

터 임 받은 정책결정권한을 입법을 통해 실천하고 그 결과에 해서 국

민에게 정치 인 책임을 지지만, 헌법재 은 선거에 의해서 임명된 것이 

아니어서 국회와 행정부에 비해서 민주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 

결과 헌법재 의 입법통제에서는 법률이 민주  정당성에 근거해서 제정

된 것이라는 을 존 해야 하고 자신의 이념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단을 

11) 우리 역  헌법상의 입법통제제도의 변천과정에 해서는 필자의 서, 헌법소

송법론, 제3 , 2008년, 73면, 93면; 헌법재 소 발간, 헌법재 소 20년사, 2008년, 

60면, 131면 참조.  

12) 민 소송  규범통제제도는 추상  규범통제와는 다른 내용의 독특한 제도 다. 

 필자 서 79면과 헌법재 소 20년사 86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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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아니 된다는 논리이다. 일종의 사법소극주의가 민주  정당성의 원

리에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  정당성의 논리는 헌법이론 으로 설득력이 약하

다. 

헌법재 소가 법률의 헌여부를 심사하는 권한을 헌법에 명문화한 경

우 그 규범통제에 한 헌법규정은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갖게 된다. 우선 

법률의 헌여부를 심사해서 헌법률의 효력을 잃게 할 수 있다는 것은 

헌법재 소가 법률의 심사기 이 되는 헌법의 의미와 기능을 나름 로 해

석하고 확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 결과 헌법은 헌법재 소가 이해하

는 내용으로 규범 인 효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13). 헌법을 단순한 국가의 

조직규범으로 보든, 국민의 정치 인 결단으로 보아 국민의 입헌의지를 

요하게 생각하든, 는 기본권  가치의 실 을 통한 사회통합규범으로 보

든 헌법의 기능과 내용은 헌법재 소의 헌법인식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그런데 헌법은 헌법재 제도를 규정할 때 헌법을 어떻게 해석하며 이해

하라고 미리 구체 으로 정할 수는 없다. 다만 헌법의 근본이념과 기본원

리에 한 헌법규정을 통해서 헌법이해에 한 체 인 방향을 제시할 따

름이다. 이처럼 헌법재 소는 헌법의 기능과 내용을 독자 으로 확정할 수 

있는 헌법 인 수권에 근거해서 자신의 권한범 까지도 신축 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법률의 헌심 에서 심 상 법률의 범 를 확  는 축

소할 수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헌법재 소는 독자 인 헌법인식을 통해 

자신의 권능내용을 정할 수 있는 일종의 “권능의 권능”(Kompetenz – 

Kompetenz)을 부여 받은 셈이다. 컨  헌법재 소가 헌법을 사회통합을 

13) 미국 연방 법원장을 지낸 Charles Evans Hughes도 이미 1908년에 같은 취지

로 “The Constitution is what the Supreme Court says”라고 말했다. 같은 취지

의 R. Smend, Festvortrag zur Feier des 10jährigen Bestehens des BVerfG, in: 

Das BVerfG, 1963, S. 23(24) 참조. 그리고 C.J. Charles Warren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However the Court may interpret the provision of the 

Constitution, it is still the Constitution which is the Law and not the 

decision of the Court” in: The Supreme Court in the United States History, 

Vol. III, 1924, p. 47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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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는 일종의 가치규범으로 이해하고 기본권 인 가치의 실 을 헌법의 

명령으로 인식하면서 모든 국가기 이 기본권  가치실 에 노력해야 한다

는 헌법 을 갖는 경우 헌법은 당연히 국가의 모든 법질서에 효과

(Ausstrahlungswirkung)를 미치게 된다. 그 결과 헌법재 소는 모든 공권

력 행사가 이 효과를 존 하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권능까지도 갖게 된

다. 헌법재 소가 행정법을 비롯한 형사법과 민사법의 용 역에 까지 간

섭하게 되는 이유이다. 

그런데 헌법재 소의 헌법이해는 시 의 변화와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

라 함께 변할 수도 있다. 헌법재 소의 례변경은 헌법의 이해가 달라진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요한 것은 헌법재 제도를 도입한 헌법제정자는 

헌법재 소가 헌법의 기능과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그 이해가 

유지될 것인지 변할 것인지를  측할 수 없다는 이다. 이 측불가

능성이야 말로 헌법재 소가 행사하는 입법통제의 헌법  정당성의 헌법철

학  뿌리이다. 따라서 헌법재 소가 행하는 입법통제를 민주  정당성의 

논리만으로 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의기 인 국회의 입

법권은 분명 민주  정당성에 근거한 것이지만, 헌법재 소의 입법통제는 

민주  정당성과는 다른 차원에서 그 정당성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리 측할 수 없는 헌법재 소의 헌법이해를 사 에 정당화한다는 것은 

난센스이기 때문이다. 

헌법제정자가 입법통제를 비롯한 헌법재 제도를 도입할 때 헌법재 소

에게 구체 인 헌법해석방법이나 헌법이해에 한 지침을 주지 않은 이상 

헌법제정자는 헌법재 소의 헌법해석과 헌법 (憲法觀)이 상황에 따라 가

변 일 수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측할 수는 있었으리라는 추정은 가능하

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제정자가 잠재 으로 인식했을 이 “ 측불가

능성의 측가능성”(Vorhersehbarkeit der Unvorhersehbarkeit)을 결코 과

소평가해서는 아니 된다. 헌법재 소가 행하는 입법통제의 정당성을 헌법

 정당성(verfassungsrechtliche Legitimation)이라고 한다면 헌법  정당

성의 본질은 궁극 으로 헌법철학 인 에서 볼 때 헌법제정자가 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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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 “ 측불가능성의 측가능성”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14). 

민주  정당성의 논리만으로 헌법재 의 입법통제를 제약하려는 논증을 수

용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2. 헌법재판의 입법통제와 입법권자의 입법형성권

가. 정치규범인 헌법과 헌법재판의 영향

헌법은 정치규범이기 때문에 정치생활과 불가분의 연 성을 갖는다. 정

치규범인 헌법해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헌법재 도 정치생활과 한 

계를 갖는다. 특히 정치 으로 민감한 성격을 갖는 정책입법에 한 헌법

재 이 사회 인 주목의 상이 되고 그 재 결과가 정치 ․사회 으로 

큰 장을 불러오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이와 련해서 늘 제기되는 쟁

은 입법권자의 입법형성권의 한계와 헌법재 에 의한 입법통제의 한계문제

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정치세력간에 정치 으로 

다툼이 심한 정책을 정치권에서 정치 인 타 과 충을 통해서 합리 으

로 해결하려는 노력 보다는 우선 헌법재 소의 단에 맡기려는 책임회피

인 정치행태가 지속되는 경우 헌법재 소는 매우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된다. 헌법재 소가 지나치게 깊숙이 정치의 역에 끼어 들어 자신의 권

한범 를 확 하는 극 인 자세를 취하는 경우는15) 물론이고 그 반 로 

정치 인 문제의 단을 회피하거나 유보하는 소극  자세를 취하는 경

우16)에도 비난의 화살은 피할 수 없다.

14) 이러한 에서 독일연방헌법재 소의 입법통제활동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한 최

의 독일 학자는 Peter Lerche 교수이다. 그의 논문 Das BVerfG als Ordnungsmacht 

– ein Legitimationsproblem, in: FS für H.J.Kiefer, 1996, 참조. 

15) 두환 통령 등 단계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 세력을 사후 으로 형사 

처벌하려고 제정한 일련의 특별법에 한 심 과 노무  정부 때 추진하던 수도

이 에 한 법률의 헌결정 등이 그 이다.

16)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입법 차를 무시한 국회의 날치기 입법에 한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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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헌법재판의 기준과 한계

헌법재 의 입법통제는 많은 경우 정치 으로 민감한 정책과 련된 것

이어서 헌법재 소의 단은 당연히 정치 으로도 의미 있는 결과를 래

할 수밖에 없다. 그 다고 해서 헌법재 소가 재 이 가져올 정치 인 

향과 결과를 염두에 두고 재 을 해야 하는가에 해서는 견해가 립할 

수 있다. 헌법재 소의 결정에 의해서 래될 국가의 재정 탄 등 국가의 

심각한 기능장애를 완 히 도외시하고 심 할 수는 없다는 에서는 정

치 인 고려에 의한 헌법재 을 완 히 배제할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한

다. 그에 반해서 국가기능과 직 인 연 성 없는 정책은 흔치 않을 뿐 

아니라, 특히 정치 으로 민감한 성격의 정책결정에 헌법의 규범  효력을 

철시켜야 하는 것이 바로 헌법재 의 고유한 사명이라는 에서는 정

치 인 고려에 의한 재 은 수용할 수 없게 된다.

이 논란은 다른 한편 구체 인 헌법소송에서 승소한 쪽이냐 패소한 쪽이

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자기에게 유리한 결

정이면 객 인 결정이라고 환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불리한 결정에 

해서는 정치 인 결정이라고 비 하는 것이 그 이다. 이처럼 처한 입장

에 따라 달라지는 주  평가로는 문제를 올바로 해결할 수 없다. 헌법재

소가 수도이  련 법률에 해서 헌결정을 했을 때 헌법재 소를 강

하게 비 하던 사람들이 헌법재 소가 행정수도를 분할하는 특별법을 합헌

결정하자 헌법재 소를 찬양하듯이 같은 상을 각각 다른 기 으로 평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이 문제는 헌법재 의 기능  특성과 련된 것으로 헌법재 에서

는 합법성(Legalität)의 기 도 매우 존 해야 하지만, 합목 성(Zweckmäßigkeit)

의 기 도 완 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에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의 거듭된 소극 인 시라든가, 민감한 사안에 한 단을 의도 으로 장기

간 지연시키다가 입법 인 해결이 이루어진 연후에 뒤 늦게 각하하거나 실효성 

없는 시를 하는 경우 등이 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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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합법성의 기 을 완 히 배제하는 정도의 합목 성의 기  용은 

결코 허용할 수 없지만, 합법성의 기 을 왜곡하지 않는 범  내에서의 합

목 성의 고려는 헌법재 의 실효성 확보와 헌법재 을 통해 추구하는 헌

정질서의 안정과 정치  평화 보장 내지 사회통합이라는 에서 오히려 

권장해야 할 일이라고 할 것이다. 

그 다고 해서 헌법재 에서 합목 성을 고려한다는 명분으로 헌법재

소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면서 마치  입법자의 역할

을 떠맡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헌법재 소가 입법통제에서 그런 

태도로 심 에 임하게 되면 궁극 으로 입법자의 졸속입법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입법자는 긴 을 요하는 사안에서 신

한 입법을 하기 보다 헌법재 소가 입법상의 하자를 바로잡으리라는 기

 속에 졸속입법의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다. 헌법재판과 정치적 중재 역할

나아가 헌법재 소가 입법통제에서 정치 인 재자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헌법재 소는 그 기능으로 볼 때 정치 인 

재자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아니 된다. 헌법재 에서 합목 성의 

기 을 용한다는 의미는 정치  재자의 역할을 하라는 뜻은 아니다. 

정치  재는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이지 헌법재 의 몫이 아니다. 합목

성의 고려가 정치  재의 성격을 띠게 되면 이미 헌법재 의 범 를 

벗어난 것이다. 독일연방헌법재 소가 간혹 재  원 일치(!)의 단으

로 정치  재성격의 결정을 해서 격렬한 정쟁을 잠재우고 헌정의 안정을 

가져온 경우17)에도 학계를 심으로 비 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그 때문

17) 1994년 독일 연방헌법재 소의 BVerfGE 90, 286 결이다. 즉 독일의 직 인 

방 목 이 아닌 다른 목 으로 독일 병력을 NATO 등 해외에 병하는 문제

에 해서 독일 기본법에는 분명한 언 이 없었다. 그래서 병력 해외 병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기본법개정을 통해서 병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

리 인 길이었다. 그 지만 정치세력간의 입장차이로 헌법개정 신 격렬한 정

치 인 논쟁만 벌어졌다. 그런 식의 헌법개정은 헌법내용을 분명히 확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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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능한 입법자와 타 과 

충을 외면하는 정치세력은 결과 으로 헌법재 소를 필요 이상 지나치게 

힘센 기 으로 만든다는 사실이다. 그 지만 헌법재 소는 분명히 특수한 

유형의 법원이긴 해도 언제나 법원의 본분과 치를 지킬 때 제 구실을 가

장 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라. 헌법재판소의 입법통제와 과도기적 조치

헌법재 소의 헌결정으로 법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법  공백상

태가 발생할 수 있고, 법  공백상태의 장기화가 국민생활의 안정에 매우 

심각한 부정 인 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헌법재 소가 법  공

백상태의 해소를 해 잠정 으로 규범 인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지가 문

제될 수 있다. 특히 입법부가 헌법률을 체할 합헌 인 법률을 빠른 시

일 안에 제정할 정치 인 상황이 아니라든지, 임박한 선거의 경우처럼 사

안이 매우 시 한 경우 등에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다. 물론 헌법률에 

해서 헌결정 신 헌법불합치결정18)을 해서 체입법이 제정될 때까지 

에 불과하다는 주장과, 그것은 헌법내용을 완 히 고치는 일이라는 주장이 팽팽

히 맞섰다. 결과 으로 두 주장 모두 그 실 에는 의회의 재 의원 2/3의 동의

를 요하는 일이라는 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도 양측 모두 정치 인 타

을 하지 못하고 소송 차상 논란이 있는 방법으로 연방헌법재 소에 그 단

을 맡겼다. 연방헌법재 소는 소송의 일부에 해서는 형식요건의 하자로 각하

하고, 나머지 부분에 해서는 본안심 을 통해 “기본법은 연방정부가 무장병력

을 해외에 병하려면 원칙 으로 사 에 의회의 창설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의

무를 지우고 있다. 연방정부가 의회의 사  동의 없이 병력을 해외에 병한 것

은 이 의무를 반한 것이다”라는 시를 했다. 기본법에 명문은 없지만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확인한 것이다. 이 결은 양측 입장을 간쯤에서 

충한 성격의 내용으로 양측 모두가 환 했다. 그리고 일반 인 여론도 매우 창

조 인 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는 연방헌법재 소가 

정치 인 재자로 자처해서 헌법개정권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감행했다는 비

의 목소리가 컸다. 컨  표 으로 J.Isensee, Bundesverfassungsgericht – 

quo vadis?, JZ 1996, S. 1085ff. ;  Chr. Starck, Gewaltenteilung und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FS für Th. Fleiner, 2003, S.451ff. 참조

18) 헌법불합치결정에 해서는 후술하는 해당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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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 으로 그 효력을 유지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게 하기에는 법

률의 헌성이 무도 해서 도 히 그 효력을 잠시도 더 이상 지속시

킬 수 없는 경우에는 헌결정 이외의 다른 방법은 없다. 이런 경우까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19). 그래서 헌법재 소가 심

각한 법  공백상태를 해소하기 해 입법자를 신해 임시로 규범 인 조

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잠정조치는 어디까지나 입법자가 입법조

치를 취할 때 까지만 효력을 갖게 되지만, 입법자가 이 잠정조치를 그 로 

수용해서 입법화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형식 인 법률규정으로 지속 인 효

력을 가질 수도 있게 된다. 입법자는 헌법 으로 논란이 많고 복잡한 사안

일수록 그런 편리한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 헌법재 소가 선택한 규범

인 잠정조치를 입법자가 그 로 수용하는 것은 더 이상 헌성 논란에 휩

싸일 험성이 없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이다20). 

헌법재 소가 불가피한 임시의 규범 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도 결코 

자유롭게 임의의 조치를 선택할 수는 없다. 헌으로 결정한 법률규정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입법자의 입법의도를 가능한 최 한으로 헌법과 조화

시킬 수 있는 내용의 임시조치를 선택해야 한다. 

이와 련해서 제기되는 문제는 헌법재 소가 이런 유형의 규범 인 임

시조치를 할 수 있는 법  는 헌법이론 인 근거를 밝히는 일이다. 독일 

연방헌법재 소는 그 근거로 연방헌법재 소법 제35조를 들고 있다. 이 규

19) 독일 통일 후 처음 실시하는 연방의회(Bundestag) 의원 총선거(1990년 12월 2일

로 정)가 임박한 시 인 1990년 9월 29일 독일 연방헌법재 소는 독일 연방선

거법이 정하는 5% 쇄규정을 헌으로 결정해서 그 효력을 상실시켰다. 이 규

정을 구 동독지역과 신생정당에도 그 로 용하는 것은 선거평등의 에서 

도 히 묵과하기 어려운 한 평등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 다. 그러

나 독일 연방정부와 의회가 총선 정일 에 헌규정을 합헌 으로 개정하겠

다는 다짐을 했기 때문에 임시조치는 취하지 않는다고 시했다. BVerfGE 82, 

322(356) 참조. 이 결에 해서는 필자가 편 한, 독일통일의 법  조명, 1994, 

제4장 동서독통일과 선거법통합(정연주 집필), 109면(122면 이하) 참조.

20) 컨  독일 입법자도 임산부의 낙태를 일정한 조건하에 허용하는 형법 제218a

조의 법률규정(이 규정은 1975년 BVerfGE 39, 1ff. 헌결정으로 개선된 규정이

다)을 1993년 5월 연방헌법재 소가 헌결정하면서 선고한 아홉개 항의 규범

인 잠정조치를 그 로 수용하는 입법을 했다. BVerfG 88, 203(209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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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독일 연방재 소가 결과 결정을 선고할 때 그 집행기 을 지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선고한 내용의 집행방법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수권(授權)을 하고 있다. 우리 헌법재 소법에는 없는 내용이다. 

그러나 독일의 이 법률규정이 과연 연방헌법재 소가 취하는 규범 인 임

시조치의 법  근거가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연방헌법재 소의 규범

인 임시조치(vorläufige normative Regelung)는 엄 한 의미에서 재 의 집

행에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재 의 집행이란 법원이 선고한 내용을 

무시하거나 따르지 않는 일이 없도록 선고내용을 그 로 수하게 하는 일

이다. 그러나 헌법재 소가 취하는 임시 인 규범조치는 법률에 한 헌

선고로 야기되는 법  공백상태라는 재 결과에 입법정책 으로 응하기 

한 것이지, 헌선고의 재  그 자체를 집행하기 한 것은 아니다.

이 게 볼 때 독일이나 우리나라나 헌법재 소의 임시 인 규범조치의 

정당성 근거는 실정법 인 근거보다는 헌법철학 인 논증을 할 수밖에 없

다고 할 것이다. 즉 불문의 긴 권(ungeschriebene Notkompetenz)이론을 

원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헌법재 소에게 그러한 불문의 긴 권을 인정

해야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근의 이론(Annäherungstheorie)21)을 원용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법률의 헌선고로 생기는 엄

한 법  공백상태를 그 로 방치함으로써 야기되는 극심한 법  혼란상

태는, 헌법재 소가 외 으로 임시의 입법 인 규범조치를 취해 그 엄

한 법  공백상태를 해소하는 것 보다 헌법정신에 더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헌법재 소의 임시 인 규범조치가 헌법정신에 더 

가깝다고 본다면 불문의 긴 권을 헌법철학 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할 것

이다.

21) 근의 이론에 해서는 P. Lerche, Das BVerfG und die Vorstellung der 

Annäherung an den verfassungsgewollten Zustand, DÖV 1971, S. 721ff. 참

조.  필자의 서, 헌법이론과 헌법, 신2 , 2008, 69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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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헌법재판소의 입법통제와 법률의 합헌적 해석

앞의 항목에서 다룬 헌법재 소의 임시 인 규범조치와 불가분의 연

성을 갖는 문제가 법률의 합헌  해석이다. 헌법재 소가 임시 인 규범조

치를 선택할 때 결코 입법자의 입법의도를 외면할 수 없다는 에서 법률

의 합헌  해석과도 이념 인 공통 을 갖기 때문이다. 다만 임시 인 규

범조치에서와는 달리 법률의 합헌  해석에서는 법률의 효력을 완 히 잃

게 하지 않고 법률을 헌법과 조화되는 내용으로 의미를 좁 서 그 규범

인 효력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이라는 에서 구별된다. 법률의 합헌  

해석은 독일은 물론이고 우리 헌법재 소의 입법통제에서 매우 자주 활용

되어 헌법재 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한 의미와 기능을 갖게 되었다. 

법률의 합헌  해석과 련해서 자주 제기되는 문제는 헌법재 소가 법

률을 합헌 으로 해석한다는 명분으로 입법자의 입법정책 인 형성권을 지

나치게 제약하게 되는 험성을 완 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이다. 그러

나 법률의 합헌  해석의 헌법철학  정당성의 근거는 입법자가 제정한 법

률규범의 효력을 가능한 한 유지하는 것이 옳다는 법률의 원칙 인 “합헌

성 추정의 원칙”(favor legis) 에 있기 때문에 이 원칙에 충실한 법률의 합

헌  해석이라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할 것이다. 즉 통상 합헌  

해석의 상이 되는 법률은 헌법재 소의 안목으로 그 법률이 헌법 으로 

의문을 가질만한 표 이나 내용을 담고 있을 때이다. 이런 경우 헌법재

소는 그 법률규정을 헌으로 단정하지 않고 그 법률규정의 표 이나 내용

을 헌법에 합하도록 해석함으로써 헌법 인 의문이 해소되는 내용으로 

계속 규범 인 효력을 인정한다.

법률의 합헌  해석과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이 갈등을 일으키는 때는 입

법자가  의도하지 않은 내용으로 법률을 합헌 으로 해석하는 경우이

다. 이 경우는 법률의 해석이라기 보다는 입법자는  생각하지도 않은 

새로운 법률을 헌법재 소가 만든 것이나 다름 없다. 컨  문제된 법률

규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입법자가 의도 으로 폐기한 것이 분명히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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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남아 있는 표 이나 내용으로 그 법률규정을 합헌 으로 해석하는 경

우인데, 그런 식의 합헌  해석은 아무리 입법자가 결코 헌 인 법률을 

원했을 리가 없으므로 해석상 정당화된다고 강변해도 합헌  해석이 아닌 

새 법률의 제정이다.

 법률의 합헌  해석을 폭넓게 정당화하려는 입장에서는 입법자가 헌

법의 테두리 내에서 언제든지 합헌 으로 해석한 법률규정을 고치면 된다

고 주장하지만 정치 실은 그런 주장을 뒷받침할 정도로 간단치가 않다. 

따라서 그런 주장은 폭넓은 합헌  해석의 정당화 논거가 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법률의 합헌  해석과 련해서 독일과 우리 헌법소송에서 동일하게 확

립된 례는 법률의 합헌  해석을 청구취지로 하는 헌법소송을 아  허용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례의 입장은 신 한 재검토가 요망된다고 생

각한다. 즉 헌법재 소가 입법통제에서 법률의 합헌  해석을 활용하고 있

는 상황에서 왜 국민은 법률의 합헌 인 해석을 요구하는 소송을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법률의 헌만을 주장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 의

문이다. 이러한 헌법소송법상의 행은 극단 으로 표 한다면 국민에게 

양심에 반하는 일을 강요하는 결과를 래할 수 있어 결코 바람직하지 않

다. 심 상 법률에 해서 헌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일정한 내용으로 

합헌 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에게 구태여 헌이라고 

과장된 주장을 하도록 강요하는 례의 태도는 합리 인 이유를 찾기가 어

렵다. 우리 헌법재 소가 이 문제를 깊이 천착해서 독일보다 먼  제도개

선을 모색해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법률의 합헌  해석과 련해서 특별히 검토를 요하는 문제는 조약 내지 

조약의 동의법에 한 합헌  해석이다. 조약 내지 조약동의법도 당연히 

헌법재 소의 입법통제의 상이 되지만, 조약 련 합헌  해석은 일반 법

률과 달리 각별히 신 한 근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조약의 경우 입법자의 정책형성권을 보다 넓게 인정해야 하므로 조약의 내

용에 한 합헌  해석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 에 그쳐야 한다고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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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독일 연방헌법재 소는 1973년 동․서독간에 체결한 기본조약

(Grundlagenvertrag)의 동의법(Zustimmungsgesetz)의 헌심사에서 헌

심 을 제기한 서독의 바이언(Bayern)주의 소송을 기각하면서도 내용 으

로는 조약의 동의법 내용에 해서 바이언주가 주장한 로 서독 기본법의 

정신에 충실한 합헌  해석을 통해서 합헌으로 결했었다22). 결선고 후 

당시 동독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항의한 사례에서 보듯이 조약에 한 

합헌  해석은 양면성을 갖는다. 조약 내지 그 동의법에 한 헌결정이 

몰고 올 외교 ․국제 인 장과 국가 신인도의 추락을 생각한다면 가

 합헌  해석을 통해서 조약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도 있다. 반면에 동․서독간의 기본조약의 동의법에 한 독

일 연방헌법재 소의 합헌  해석에서 보듯이 아 인수식의 합헌  해석은 

 다른 국가간의 갈등을 야기한다는 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 두 

가지 측면을 히 조화시킬 수 있는 균형된 합헌  해석을 모색하는 일

은 결코 쉽지는 않지만 노력을 소홀히 하지는 말아야 한다. 

독일 연방헌법재 소는 1990년  반부터 지나친 법률의 합헌  해석

의 행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23). 법률의 합헌  해석을 지

나치게 확 하기 보다는 법률의 헌결정으로 야기될 헌정질서의 불안정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엿보인다. 즉 법률

에 한 헌 무효선언과 법률에 한 무리한 합헌  해석의 간 단계라

고 볼 수 있는 법률에 한 헌확인(Feststellung der Verfassungswidrigkeit 

einer Norm) 결이 바로 그것이다24). 법률의 헌성을 확인만 할 뿐 즉시 

무효화하지는 않기 때문에 입법자는 헌법재 소가 정한 기간까지 지 된 

헌성을 제거하는 입법개선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우리의 헌법불합

22) BVerfGE 36, 1 참조.

23) 독일 연방헌법재 소는 1971년부터 비로소 법률의 합헌  해석을 결(결정)의 

주문에 언 하는 실무 행을 확립했다. BVerfGE 30, 1(3) 참조. 우리 헌법재

소가 활용하고 있는 법률의 합헌  해석에 의한 변형결정의 개선방향에 해서

는 필자의 논문, 헌법재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김용  헌법재 소장 화갑

기념 논문집, 1998, 26면 (32면과 33면) 참조.

24) 컨  BVerfGE 93, 165 참조. 



憲法論叢 第19輯(2008)

34

치결정에 해당하는 결정유형이다.

바. 헌법재판소의 입법통제와 헌법불합치결정

헌법불합치결정은 법률의 합헌  해석과는 분명히 다르다. 헌법불합치결

정은 실질 으로는 법률의 헌결정과 같지만 헌법재 소가 그 헌결정의 

효력을 단순 헌결정 때와 달리 정하는 것이다. 법률의 합헌  해석에서는 

심 상 법률의 내용을 헌법에 합한 방향으로 해석해서 계속 용하도

록 그 법률의 효력을 그 로 인정하는 것인데 반해서 법률의 헌법불합치결

정에서는 심 상 법률내용의 헌성을 확인하면서도 당장 무효화하지는 

않는 것이다. 이런 유형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재 소가 헌결정의 

효과를 고려해 불가피하게 선택하는 사법 인 자제(judicial selfrestraint)

의 표 이라고 볼 수 있다. 즉 i) 역사 인 변 기에 입법자가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불가피하게 만든 입법이 헌인 경우, ii) 법률의 헌성이 아주 

경미해서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법  안정성에 도움이 되는 법

률의 경우, iii) 법률의 헌성이 아주 크지만, 그 법률을 당장 무효화해서 

효력을 잃게 하는 것 보다 잠정 으로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헌

법이 추구하는 체 인 가치질서에 더욱 부합하는 법률의 경우25), iv) 평

등원칙 내지는 평등권에 배되는 법률이지만 그 헌성을 해소하는 입법

25) 총선거 실시 후에 평등선거의 원리에 배되는 선거법을 헌 무효화한다면 그 

선거법에 의해서 구성된 국회의 존립 자체가 부인되는 결과를 래한다. 그러면 

헌 인 선거법을 합헌 으로 개정할 국회조차 존재하지 않는 국회 없는 반헌

법 인 헌정상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헌법불합치결정을 선택해서 

헌인 선거법의 효력을 잠정 으로 인정하고 국회가 선거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 없는 반헌법 인 상황보다는 헌법  가치질서에 더욱 부합한 경

우 등이다. 독일 연방헌법재 소가 2008년 7월 3일 연방선거법의 헌성을 확인

하는 헌법불합치 결을 하면서도 이 선거법에 따른 선거로 구성된 16  연방의

회를 해산시키지 않고 존속시킨 이유도 그 때문이다. 나아가 입법자가 졸속이 

아닌 신 한 입법개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기 해서 2009년의 17  

연방의회 총선거도 헌으로 확인된 선거법으로 실시하도록 하면서 입법자는 

2011년 6월 30일까지 입법개선을 하라고 시했다.  Urteil v. 3. 7. 2008, 2 BvC 

1/07, 2 BvC 7/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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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의 방안이 다양해서 입법자가 입법형성권을 통해 한 방법으로 

헌성을 제거하도록 맡겨 두는 것이 합리 이라고 생각되는 법률의 경우 등

에 헌법재 소가 헌결정 신 선택할 수 있는 결정유형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에 시한 경우처럼 그 선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을 부인

하기 어렵지만, 필요이상 남용하거나 자칫 잘못 운용하면 오히려 헌정질서

에 심각한 역기능을 래할 험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1970년 연방헌법재 소법(제31조 제2항 제2   제

79조 제1항)의 개정을 통해 그 법 인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이 때부터 

독일에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이 그 이 의 변형결정에서 하나의 법 인 정형

결정유형으로 바 었다.

그 결과 독일 연방헌법재 소는 헌법불합치결정의 법  효과도 다양하

게 정하는 것이 보다 자유로워졌다. 즉 독일 연방헌법재 소는 i) 헌인 

법률의 효력을 잠정 으로 인정하면서 입법자에게 입법개선을 구하는 방

법26), ii) 헌 법률의 효력을 존속시키면서 그 헌 인 부분의 집행과 

용만을 즉시 지시키고 합헌 인 부분은 계속해서 용시키는 방법27), iii) 

헌법불합치결정으로 발생할 법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해서 연방헌법재

소가 스스로 과도기 인 조치를 취하는 방법28) 등을 자주 활용하고 있

다. 

독일 연방헌법재 소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때 법  공백사태의 발생

으로 야기될 법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조치(계속 용 는 용 지 등)

26) 컨  BVerfGE 8, 1(19f.); 40, 296; 61, 319(356) ; 102, 127 (128) 등 가장 자주 

활용하는 방안이다.

27) 컨  BVerfGE 37, 217(217f.) 참조.

28) 컨  BVerfGE 73, 40(42). 1986년의 이 례는 정당에 한 정치자  제공에 

해서 기부자의 소득  법인의 매출규모 등에 따라 차등 으로 소득공제 혜택

을 주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결정을 하

면서 입법개선 때까지 기부자의 소득 는 매출규모와 계없이 정치자  기부

자는 구나 10만 마르크 기부액수 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계속 

용하라고 연방헌법재 소가 과도기 인 조치를 취했다. 그 밖에도 BVerfGE 84, 

9(1991년의 결정. 결혼 후 부부간에 가족의 성을 결정할 때 용되는 독일 민법

규정이 남녀평등의 원칙에 배된다고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입법개선 때까

지 잠정 으로 용할 두 가지 과도기 인 조치를 취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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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을 결정 주문에서 함께 밝힌다는 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추

가 인 주문 부분 없이 헌법에 배된다는 만을 확인하는 것에 그친다면 

헌결정의 원칙 인 소 효 때문에 그 법  효과는 단순 헌결정 때와 다

를 것이 없게 된다. 독일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이 필요해지는 이유이다. 헌

결정의 원칙 인 장래효를 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재 에서 독일식의 헌법

불합치결정을 그 로 모방해서 용 지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불합치결정

을 남용하면 아니 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독일의 헌법불합치결정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의 두 번째(ii) 결정유

형이다. 우리 헌법재 소가 활용하는 용 지를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은 

이 유형을 오해해서 모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유형의 

헌법불합치결정이 독일에서 불가피한 이유를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 소는 컨  1974년 독일 국 취득에 한 국 법 일부 

규정의 헌확인 결정에서도 이 유형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했다. 즉 독일 

국 법이 독일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의 출생자녀는 항상 독일 국

을 갖게 하면서, 독일인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 사이의 출생자녀는 “무

국 자가 되는 경우에 한해서”(wenn es sonst staatenlos sein würde) 독

일 국 을 갖도록 정한 것이 독일 기본법의 평등권 규정(제3조 제1항과 제

2항)과 부모의 자녀양육의무에 한 규정(제6조 제2항)에 배된다는 것을 

확인한 헌확인결정이었다. 헌으로 확인된 독일 국 법규정은 독일국  

아버지와 어머니를 성 차별해서 달리 취 하고 있어서 헌으로 확인된 것

이었다29). 그 기 때문에 독일 국  어머니의 출생자녀 에서 무국 자가 

되지 않는 자녀부분은 헌으로 더 이상 용해서는 아니 되지만, 독일국

 아버지의 출생자녀부분과 독일국  어머니의 출생자녀  무국 자가 

되는 자녀부분은 계속해서 용하게 하는 내용의 법  효과를 인정한 것이

다30). 이 사례에서 연방헌법재 소가 단순 헌결정(Nichtigerklärung der 

Norm)을 선택했다면 합헌 인 부분까지 소 해서 무효가 되는 법  효과

29) BVerfGE 37, 217(217f. 주문 1) 참조.

30) BVerfGE 37, 217(218 주문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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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한다31).  독일인 어머니의 출생자녀는 무국 자가 되는 경우에 

한해서 독일국 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독일인 어머니 출생자

녀의 독일국  취득을 제한하는 “무국 자가 되는 경우에 한해서” 라는 부

분을 헌무효로 선언하면 자동 으로 독일 국  어머니와 외국국  아버

지 사이의 출생자녀도 독일국 을 취득하는 법  효과를 기 할 수 있다는 

제청법원의 견해를 연방헌법재 소는 수용하지 않았다. 그런 유형의 결정

은 입법자에게 유보된 입법형성권을 침해할 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문제된 국 법의 국 취득에 한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하면서 독일인 어

머니를 불리하게 취 하고 있다고 해서 연방헌법재 소가 스스로 이 집단

을 독일인 아버지의 수혜집단으로 편입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한 

법  효과가 생기게 하는 결정은 극히 외 으로만 허용되는데, 입법자가 

헌성을 인식했다면 독일인 어머니도 독일인 아버지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율 했으리라는 것을 확실히 추정할 수 있거나, 헌성을 바로 그런 방법

으로 해소하도록 헌법이 명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다고 시했다. 

그러나 국 법상 독일인 아버지와 독일인 어머니 사이의 성 평등을 실 하

는 방법은 그런 방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어서 앞으로 입법자가 헌법과 

합치되는 여러 방법 에서 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을 상기시

켰다. 그리고 입법자는 그런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출생으로 인한 

국 취득을 허용할 때 부모의 국  요건뿐 아니라 련 당사자의 이익 내

지 생활 계  이 국 의 증가 방지 등 다른 요소를 고려해서 입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언 했다. 이런 이유를 들어 연방헌법재 소는 심 상 

국 법규정이 독일인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 사이의 출생자녀를 독일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의 출생자녀와 같은 조건으로 독일 국 을 취

득할 수 없게 한 것은 헌법에 배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결정을 할 수 박

에 없다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택했다32). 그러면서 연방헌법재 소는 이 

31) 헌무효결정과 헌확인결정이 갖는 원칙 인 소 효력의 구체  내용을 규정

하고 있는 독일 연방헌법재 소법 제79조 제1항 (형벌법규의 무조건 인 소 무

효로 인한 재심청구권)과 제2항 (소송법상 확정력이 생긴 행정처분과 법원재

에 한 소 효력의 제한규정)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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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규정으로 인해서 종래 독일국  취득에서 배제된 사람들과, 헌확인

결정에 따른 입법자의 입법개선이 있을 때까지 출생하는 독일인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 사이에 출생하는 자녀의 독일 국 취득요건을 입법자가 합

리 ( 컨  독일 국  취득에 한 당사자의 명시 인 의사표시에 의한 

국 취득 등)으로 정하라고 구했다33).

독일의 이 국 법 사례와 유사한 우리 국 법에 한 우리 헌법재 소의 

2000년 헌법불합치결정34)은 심을 끈다. 1997년 개정한 우리 국 법은 부

모양계 통주의 채택에 따른 모계출생자녀에 한 국 취득의 특례규정(부

칙 제7조 제1항)을 통해 한민국 국민인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 사이의 

출생자녀는 개정 국 법 시행  10년 동안에 출생한 자녀에게만 우리 국

 취득의 길을 열어 놓고 있었다. 헌법재 소는 이 부칙 규정 에서 

“…… 10년 동안에” 부분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고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이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용한다고 주문에서 

밝혔다35). 그러면서 헌법재 소는 다음과 같이 헌법불합치결정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즉 “헌법재 소가 헌결정 는 단순한 헌법불합치결정만

을 선고할 경우 부칙조항은 선고한 때부터 더 이상 용할 수 없게 되어 

그나마 신법 시행  10년 동안에 출생한 자녀에게 국 취득의 길을 열어 

놓고 있는 근거규정이 효력을 잃게 됨으로써 법치국가 으로 용인하기 어

려운 법  공백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이 규정의 수혜자에게 법  불안

정을 야기하고 입법개선 때까지 이런 법  공백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다른 헌사태에 해당하므로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그 요건에 맞아 한국

국 을 취득할 수 있는 자에게는 그 로 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36). 

는 것이다. 개정 의 구법이 취한 부계 통주의 규정 때문에 우리 국 을 

얻을 수 없었던 사람을 구제하기 해서 신법 시행 에 출생한 한국인 어

32) BVerfGE 37, 217 (260f.) 참조.

33) BVerfGE 37, 217(264) 참조.

34) 헌재 2000. 8. 31. 97헌가12, 례집 12-2, 167 참조.

35)  례집 171면 참조.

36)  례집 18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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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의 출생자녀 모두가 우리 국 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경과규정이 필요

한데 신법이 경과규정을 통해 신법 시행 당시 10세가 되는 한국인 모의 출

생자녀에게만 그런 구제의 길을 허용한 것은 헌법상  다른 차별취 이므

로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배된다는 도 시했다37). 그런데 헌법재 소

가 헌법불합치결정한 경과규정 의 “ …… 10년 동안에” 부분만을 헌결

정 했다면 부칙 경과규정의 용범 가 신법 시행 에 출생한 한국인 모

의 모든 자녀로 확 되어 구제의 길이 넓어지는데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은 

이유에 한 설명은 없다. 독일의 연방헌법재 소가 국 법에 한 헌법불

합치결정에서 부분 헌결정을 하지 않은 이유를 자세히 설명한 내용과 다

른 이다. 우리 헌법재 소도 평등원칙에 어 나는 헌성을 해소할 수 

있는 한 방법을 선택하는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침해를 피하기 해

서 불가피하게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을 언 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본다38).

독일과 달리 우리 헌법재 소법에는 아직 헌법불합치결정에 한 명문

규정이 없다.

그런데도 우리 헌법재 소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독일보다 더 다양한 방

법으로 자주 활용하고 있다. 즉, i) 헌법률을 헌법불합치결정하면서 입법

자에게 입법개선의 시한을 정해주고 그 때 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거나39), 

ii)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시한을 정하지 않은 입법개선 때까지 계속 효

력을 인정하거나40), iii)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해당 헌법률의 즉각 인 

용 지를 명하면서 입법자에게 입법개선의 시한을 정해주거나41), iv) 헌

법불합치결정을 하고 해당 헌법률의 즉각 인 용 지를 명하면서 입법

개선의 시한을 정하지 않는42) 등 네 가지 유형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37)  례집 186면 참조.

38) 헌법재 소의 헌법불합치결정 후 2001. 12. 29. 개정한 부칙 제7조 제1항과 제2

항 참조.

39) 컨  헌재 1989. 9. 8. 88헌가6, 례집 1, 199 참조. 

40) 컨  헌재 2000. 8. 31. 97헌가12, 례집 12-2, 167(171면  187면) 참조. 

41) 컨  헌재 1997. 7. 16. 95헌가6등, 례집 9-2, 1(6면) 참조. 

42) 컨  헌재 1994. 7. 29. 92헌바49등, 례집 6-2, 64 (8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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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리고 독일과 달리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법률의 경우에도 헌

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즉, 자유권 침해 헌법률을 무효화해서 

생길 법  공백과 혼란의 상황보다 그 헌법률의 효력을 잠정 으로 인정

하는 것이 법치국가 인 법  안정성의 헌법이념에 더 가깝다고 단하는 

경우이다.43) 그에 더하여 국민에 한 부과 자체는 합헌이지만 과 한 

부과액수가 헌인 경우처럼 자유권을 침해하는 법률의 헌부분과 합헌부

분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헌결정을 하면 합헌부분까지 효력을 잃게 될 

험성이 있고 헌상태 해소의 방법이 다양해서 입법자에게 그 방법선택의 

형성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단하는44) 경우 등에도 헌법불합치결정

을 한다. 

그러나 독일과 달리 법 인 명문규정도 없을 뿐 아니라, 헌결정의 원

칙 인 소 효를 규정하는 독일의 법제도와는 달라서 형벌법규를 제외하고

는 법률의 헌결정이 원칙 으로 장래효를 갖는 우리의 법률제도에서 헌

법재 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지 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

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법제도 아래서는 장래효를 갖는 헌결

정을 하는 것이나, 용 지를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것이나 법

인 효과면에서 실질 인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법률의 헌결정으로 생길 

법  공백상태로 심각한 법  혼란이 래될 험성이 크다고 단하는 경

우에 한해서 잠정 용을 허용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고 할 것이다45). 그리고 용 지를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은 확정력이 발

생한 형사재 결과에 미치는 헌결정의 소 효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등에 한해서 제한 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46). 

43) 컨  헌재 1999. 5. 27. 98헌바70, 례집 11-1, 633(647면) 참조. 

44) 컨  헌재 1989. 9. 8. 88헌가6, 례집 1, 199 (256면 이하); 헌재 1994. 7. 29. 

92헌바49 등, 례집 6-2, 64 (118면 이하) 참조.

45) 앞에서 살펴본 국 법 부칙규정의 헌법불합치결정이 그 이다. 헌재 2000. 8. 

31. 97헌가12, 례집 12-2, 16 참조.  

46) 헌법불합치결정에 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필자의 논문 (각주 22), 34면‐36면; 

필자의 서 헌법소송법론, 제3 , 2008, 246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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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헌법재판과 입법자의 수용의지

헌법재 에 의한 입법통제에서 실 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입법

자가 헌법재 소의 결정을 수용하고 존 하느냐에 한 입법자의 수용의지

이다. 법률에 한 헌법재 소의 헌결정이나 헌법불합치결정은 입법자가 

헌법재 소의 결정취지를 존 해서 필요한 한 조치를 취할 때 비로서 

실효성을 갖게 된다. 컨  헌법불합치결정에서 헌법재 소가 정한 시한 

내에 입법개선이 이루어진다든지, 헌결정으로 무효가 된 법률의 체입

법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한다든지 입법자의 상응한 입법활동이 헌법재

에서 매우 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입법자가 헌법재 소의 입법통제에 

불만 내지 항 인 마음을 가지는 경우뿐 아니라, 입법자의 무능으로 법

률에 한 헌법재 소의 헌결정 등이 제 로 수되지 않는다면 헌법재

소의 규범통제는 제 구실을 할 수 없다. 

입법자가 헌법재 소의 규범통제에 응할 수 있는 길은 체로 다음 다

섯 가지로 나 어 볼 수 있다.

첫째, 입법자가 헌법재 소의 규범통제를 존 해서 헌법재 소의 결정취

지에 부응하는 입법개선을 하는 것이다. 헌법재 을 존 하는 가장 바람직

한 응으로 헌법재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입법자는 

체 으로 헌법재 소의 결정을 존 하려는 수용의지를 보이고 있다. 

1988년 9월 헌법재 소 창설이래 2008년 5월 31일 까지 헌법재 소가 심

한 사건( 헌법률․탄핵․권한쟁의․헌법소원 총수는 14,897건인데, 이  

법률의 헌성( 헌․헌법불합치․한정 헌․한정합헌․인용)을 확인한 사

건 수는 체 결정사건의 5.3%에 해당하는 784건이다. 헌법재 소가 법률

에 해서 헌취지의 결정 (헌법불합치․한정 헌․한정합헌 결정 포함) 

을 한 사건의 련 법령조항은 모두 415개 조항인데, 그  불가피한 개정 

상이 되는 헌법불합치 결정 상 법률조항 74개 조항의 77%에 해당하는 

57개 법률 조항이 개정되었다. 아직 17개 법률조항만이 개정되지 않은 상

태이다. 그리고 헌결정, 한정 헌결정, 한정합헌결정 사건의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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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90%가 개정되었다47).      

둘째, 입법자가 헌법재 소의 규범통제에 불만을 품거나 성의부족으로 

헌법재 소의 헌결정 내지 헌법불합치결정에도 불구하고 입법개선에 나

서지 않는 것이다. 부작 로 헌법재 을 무시하는 응이다. 우리나라에서

는 아직 자주 볼 수 없는 응이다.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면 헌법재 제

도는 실효성을 기 할 수 없게 된다.   

셋째, 입법자가 헌법개정을 통해 헌법재 의 종  례경향을 바꾸려고 

하는 경우이다. 헌법개정으로 헌법재 의 방향을 수정하려는 응이다. 우

리처럼 헌법개정에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입법자의 의도가 꼭 성

사된다는 보장이 없지만, 독일처럼 입법자가 헌법개정의 권한을 갖는 경우

에는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다. 독일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 즉 

연방국가인 독일에서 기본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나 어 입법권을 행사

하도록 정하면서 우선 인 입법권은 주정부가 갖고, 연방정부는 주정부의 

입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필요한 경우에만”(erforderlich macht) 보충 으

로만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게 정했다. 그래서 주정부와 연방정부 사이에 

입법 할권을 둘러싼 헌법 인 분쟁이 자주 발생했었다. 그러나 분쟁을 심

할 연방헌법재 소는 연방정부의 입법간섭을 정당화하는 “필요

성”(Erforderlichkeit)의 심사에서 주정부의 우선  입법권에 매우 소극 인 

태도를 취했다48). 그러자 주정부는 공동으로 연방헌법재 소가 필요성의 

통제를 더욱 강화하게 할 목 으로 련 기본법규정49)의 개정을 추진해서 

성사시킨 일이 있다. 그 지만 독일 기본법의 이 개정은 엄 히 따져서 연

방헌법재 소의 례에 한 항이라기 보다는 기본법개정을 통해서 련 

구 분 계(%) 헌 헌법불합치 한정 헌 한정합헌

련조항수 415 268 74 39 34

개정조항수 375(90) 252 57 35 31

미개정조항수 40(10) 16 17 4 3

47) 헌법재 소 작성 헌법재 소결정의 사후 리 황(2008. 5. 31. 기 ) 참조. 

48) 컨  BVerfGE 33, 224(229); 65, 1(63) 등 팜조. 

49) 기본법 제72조 제2항과 제3항  제93조 제1항 2a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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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을 심 할 수 있는 헌법 인 기 를 새로 마련하기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바꾸어 표 한다면 연방헌법재 소의 례를 존 하고  존 해

야 한다는 인식에 근거해서 연방헌법재 소가 종 과 다른 방향의 례를 

내 놓을 수 있도록 헌법 인 기 를 마련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우리나라에서 헌법재 소가 노무  통령에 한 탄핵심 에서 기각결

정을 했을 때,  수도이 련 법률을 헌결정 했을 때 등 결정에 불만

을 가진 각각 다른 정치세력들이 헌법재 소를 폐지하거나 권한을 축소하

는 헌법개정을 해야 한다고 공언했던 것과는 사정이  다르다고 할 것

이다.

넷째, 입법자가 헌법재 소의 법률에 한 헌결정을 무시하고 헌법재

소의 결정에 반하는 입법으로 응하는 것이다. 특히 헌법재 소의 결정

이 통상 인 사회 통에 반하고 법리 인 설득력도 약해서 일반 인 여론

의 지지도 받지 못할 때 입법자는 반기를 들 가능성이 높다. 결과 으로 

입법자와 헌법재 소가 외형상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으로서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하는 일이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입법자의 이런 형

태의 응은 없었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유사한 경우를 찾을 수 있다. 즉 

1995년 연방헌법재 소의 이른바 “십자가 결정”50)으로 야기된 연방헌법재

소와 바이언(Bayern)주 입법자의 충돌이 그 이다. 연방헌법재 소는 

헌법소원심 에서 내의 모든 의무교육학교의 교실정면에 십자가상이나 

십자가 고상을 걸도록 규정한 바이언주 법률은 독일 기본법(제4조 제1항)

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어 나 헌무효라고 결정했다51). 역사 으로 천

주교 통이 강한 바이언주 뿐 아니라 기독교 문화가 국민의 생활 속에 깊

게 뿌리 내리고 있는 독일에서 연방헌법재 소의 이 의외의 결정은 커다란 

사회 인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여론의 격렬한 비 이 시작되고 특히 해

50) BVerfGE 93, 1 참조. 

51) 이 헌법소원심 은 재  5:3 결정으로 직 으로는 바이언주 상고심 행정법원

(Bayerischer Verwaltungsgerichtshof)의 결정과, 간 으로는 바이언주 등교육

법(Volksschulordnung) 련규정을 상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상고심 행

정법원의 결정은 취소되어 사건이 환송되었고, 법률규정은 헌무효로 선언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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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바이언주에서는 비 의 목소리가 더욱 높았다. 이 결정의 옳고 그름을 

논하기 보다는 바이언주 입법자의 반응을 소개하기로 한다. 바이언주 입법

자는 연방헌법재 소가 헌으로 결정한 법률 신에 새로운 입법을 통해 

모든 의무교육 학교에서 과 같이 십자가상이나 십자가 고상을 달도록 의

무화  했다. 다만 그 십자가상 때문에 자신의 종교 인 세계 이 심각하게 

침해 당한다고 느끼는 학생이 있는 교실에 한해서 외를 인정했다. 그런

데 바이언주 입법자의 이런 태도는 연방헌법재 소에 반기를 든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바이언주 입법자가 밝힌 바와 같이 연방헌

법재 소의 결정을 존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십자가 결

정”도 일반 인 경우를 제로 한 것이 아니라, 극히 외 인 상황을 

제로 한 헌법소원에 의한 결정이었고 바이언주 입법자는 새 입법을 통해 

연방헌법재 소의 결정취지에 따라 그런 외 인 상황에 비한 외규정

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최근 독일 연방헌법재 소가 일반  유흥음식 에서의 연에 

한 규정을 헌결정52)한 후 해당 주 입법자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연방

헌법재 소는 바든 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주와 수도 백림

(Berlin) 시가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한 입법을 하면서 입법형성권을 잘못 

행사해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해당 법률규정의 헌무효를 결했

다. 즉 두 주의 입법자가 비흡연자보호를 한 입법을 하면서 일반  

유흥음식 에서의 인 연원칙을 채택하지 않고 어차피 공간 으로 

흡연실과 비흡연실을 분리하는 것으로 만족하려면 공간 분리가 불가능한 

한 공간만인 좁고 작은 유흥음식 에 해서도 한 배려를 했어야 하는

데 입법자가 그런 배려를 하지 않아 일반  유흥음식  에서 분리할 

공간 없는 한 공간만의 작은  유흥음식  업자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흡연자보호를 목 으로 하는 입법이라면 철 하게 

외 없는 연원칙을 채택하든지, 그 지 않고 어차피 외규정을 둘 바에

52) 이 결은 2008년 7월 30일 선고된 것이다. 1 BvR 3262/07, 1 BvR 402/08, 1 

BvR 706/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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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 공간만으로 업하는 세 유흥음식 에도 외를 용하는 것이 타

당하다는 취지의 시이다. 결의 이런 취지는 곧 이어 나온 바이언

(Bayern)주 비흡연자보호법에 한 합헌결정53)에서도 확인되었다. 즉 바이

언주는 앞의 두 주와는 달리 비흡연자보호법에서 일반  유흥음식 에

서의 인 연원칙을 외규정 없이 정했는데, 이 규정은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 입법으로 인해서 흡연자만을 고객

으로 받는 폐쇄 인 회원제 유흥음식 의 경 은  지장을 받지 않는다

는 이유이다. 연방헌법재 소가 잇달아 선고한 이 두 결정에 한 사회

인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헌입법을 한 앞의 두 주 입법자는 연방헌법

재 소의 시를 존 하면서도 한 공간만의 작은  유흥음식 에서는 

연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입법개선을 추진 이다. 

다섯째, 입법자가 헌법재 소의 법률에 한 헌결정에도 불구하고 

헌으로 결정되거나 헌이 확인된 법률과 같은 내용의 반복입법( 

Wiederholungsgesetz)으로 응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헌법재 소 결정의 

기속력에 한 논란이 발될 수도 있고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강조하는 

주장이 나올 수 있어 그 해결책이 쉽지는 않다. 

우리 헌법재 소법(제47조 제1항  제75조 제6항)은 법률의 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는 기속력을 규정하고 있

다. 이 기속력은 헌법재 소 결정 수의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입법기 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 은 헌법재 소가 헌으로 단한 입법행 나 공권력

작용(작 와 부작 )을 반복하지 말아야 하는 반복 지의무를 지게 된다. 

그러나 이 반복 지의무를 어기는 경우 따로 법 인 제재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입법자가 반복 지의무를 어기고 반복입법을 하는 경우는 

다른 국가기 의 경우와는 다른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헌법재 소도 반

복해서 같은 결정으로 응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입법자의 반복입법을 

단시킬 수 있는 효율 인 수단이 될 수는 없다. 그럴 때마다 두 기  사

53) 2008년 8월 6일의 심부(지정재 부) 결정이다. 1 BvR 3198/07, 1 BvR 1481/08 

참조.   



憲法論叢 第19輯(2008)

46

이에 립과 갈등만 심화될 뿐이기 때문이다. 헌결정의 기속력을 강조하

는 헌법재 소와 입법형성권을 강조하는 입법자가 법리 인 논쟁을 벌여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특히 헌결정된 법률을 제정할 때와는 시 상황도 

많이 변했고 국민의 생활감각도 달라졌다고 주장하면서 입법자가 반복입법

으로 응할 때 헌법재 소의 입장은 더 어렵게 된다.

독일 연방헌법재 소법(제31조 제1항)은 연방헌법재 소의 모든 결정이 

연방과 주의 헌법기 은 물론이고 법원과 행정 청에 해서 기속력

(Bindungswirkung)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법률에 한 연

방헌법재 소의 헌결정과 헌확인결정은 법률  효력을 갖고, 법무부장

이 그 주문을 연방법률 보(Bundesgesetzblatt)에 수록․공포하도록 정하

고 있다(법 제31조 제2항).  연방헌법재 소는 그 결 내지 결정에서 집

행기 을 지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별 사건에서 집행의 차와 방법을 

정할 수도 있다(법 제35조). 우리 헌법재 소법에 비해서 독일 연방헌법재

소법은 헌법재 소 헌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더 자세하고 강

력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 다고 해서 입법자의 반복입법을 완 히 막을 

수는 없다. 

헌법이론 으로 볼 때 우리나라나 독일이나 입법자가 반복입법으로 맞

선다면 헌법재 소 스스로의 역할은 제한 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궁극

으로는 다른 헌법기 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우리 헌법(제53조)과 독일 기

본법(제82조)은 법률의 효력발생요건으로 통령의 서명 공포를 정하고 있

다. 그 기 때문에 헌법재 소가 헌 결정한 법률을 입법자가 반복입법하

는 경우 통령이 서명 공포를 거부하면 반복입법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

게 된다. 우리 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반복입법에 일단 제

동을 걸 수 있지만, 국회가 다시 재의결하면 더 이상 반복입법을 막을 방

법은 없다. 그러나 어도 국회의 정당한 이유 없는 자의 인 반복입법은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으리라고 기 할 수 있다. 물론 통령과 국회가 

권력융화를 벗어나 상호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제 로 수행하는 것을 제

로 하는 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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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반복입법을 막을 수 있는 제도 인 측면은 그 다고 치더라도 헌

법이론 으로 반복입법의 문제는 가부간에 한쪽으로 쉽게 결론을 내기가 

어렵다. 체로 반복입법을 허용하는 주장이 우세하지만, 헌법재 소가 법

률을 헌결정 하면서 밝힌 핵심 인 헌 이유를 존 하는 반복입법만을 

허용하려는 학자도 있다.54) 이 에서 본다면 앞에서 소개한 연방헌법재

소의 “십자가 결정” 후에 해당 바이언주가 학교 교실에 다시 십자가부착

을 허용하는 새 입법으로 응한 것은 반복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방

헌법재 소의 헌결정 이유 에서 가장 핵심 인 내용을 존 하는 방향

의 외규정을 새 입법에서 함께 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복입법 지

를 강력히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55). 

독일 연방헌법재 소도 반복입법에 해서는 제1원(der Erste Senat)과 

제2원(der Zweite Senat)의 입장이 다르다. 그 결과 처음에는 제2원이 1951

년부터 1985년까지 법률의 기속력은 입법자에게도 미치므로 “동일한 내

용”(denselben Inhalt) 의 반복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시를 했다56). 그

러나 1987년에 제1원은 제2원과 달리 반복입법을 허용하는 시를 했다57). 

즉 입법자는 법률에 한 연방헌법재 소의 헌결정에 기속 당하지 않고, 

반복입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지 않으면 법률 계가 지나치게 경

직되어 법의 발 을 기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입법자의 반복입법은 연방

헌법재 소가 쟁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스

스로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제

1원은 그 후 1997년과 1998년에는 과는 달리 반복입법을 제한하는 내용

의 시를 하고 있다. 연방헌법재 소의 법률에 한 헌결정이 갖는 기

54) 반복입법에 해서는 Steffen Detterbeck, Normwiederholungsverbote aufgrund 

normverwerfender Entscheidungen des BVerfG?, in : AöR 116 (1991), S.391ff. 

; Michael Sachs, Zur Verbindlichkeit bundesverfassungsgerichtlicher 

Entscheidungen, in : FS für Martin Kriele, 1997, S.431(446ff.) 참조. 

55) 컨  Klaus Vogel, Rechtskraft und Gesetzeskraft der Entscheidungen des 

BVerfG, in: BVerfG und GG, FG für BVerfG I, 1976, S. 568(589ff.)

56) BVerfGE 1, 14(27); 69, 112(115) 참조. 

57) BVerfG 77, 84(103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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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력으로 입법자의 반복입법이 으로 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연방

헌법재 소가 법률의 헌결정에서 밝힌 헌의 이유를 무시하는 내용의 

반복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시이다. 그 기 때문에 입법자의 반복입

법은 그 나름의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정당화 되는데, 컨  헌법 인 

단의 요한 기 이 되는 사실 내지는 법률 계가 본질 으로 달라진 경

우가 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58).

생각건  반복입법의 허용여부는 기본 으로 독일 연방헌법재 소의 최

근 례처럼 제한 인 허용 쪽으로 정리하는 것이 헌결정의 기속력과 입

법자의 형성의 자유가 히 조화될 수 있는 가장 합리 인 해결책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반복입법을 제한 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의 설득력

은 다음 두 가지 헌법이론 인 논증을 추가하는 경우 더 높아진다고 생각

한다. 

즉 법률에 한 헌결정이 갖는 기속력은 구체 인 심 상인 법률에 

한 것이기 때문에 심 상 법률이 헌 무효라는 것은 입법자를 비롯한 

모든 국가기 과 헌법재 소 스스로도 무시해서는 아니 된다. 그 지만 입

법자가 새로 만든 법률은 그것이 비록 반복입법이라 해도 심 상이었던 

법률과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종 의 법률에 

한 한결정은 새 법률에 해서는 아무런 형식 인 기속력을 미칠 수 없

다고 보아야 한다. 그 지 않다면 헌법재 소가 헌결정 후에 설령 더 탁

월한 법리를 깨달았다 해도 자신의 종  결정을 번복하거나 수정할 수 없

게 되어 헌법재 소의 결정은 화석화할 험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입법자의 반복입법이 무제한 허용될 수 없는  하나의 이유는 헌법이론

상 헌법기  상호간에 존 해야 하는 기 신의성(Organtreue) 내지 “기

간의 상호존 ”(Interorganrespekt) 정신에서 찾아야 한다59). 헌법국가가 제

로 기능하기 해서 필수 불가결한 이 요구 때문에 어떤 헌법기 도 다

58) BVerfGE 96, 260(263) ; 98, 265 (326f.) 참조.

59) 기 신의성 내지 기 간의 상호존 에 해서는 특히 R. Alexander Lorz, 

Interorganrespekt im Verfassungsrecht, 2001, 65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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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헌법기 을 무시해서는 아니 된다. “기 신의성” 내지 “상호존 ” 개념

의 추상성으로 인해서 실 으로 이 원리를 구체화해서 법  단의 기

으로 삼기가 쉽지만은 않다. 그 지만 추상 인 “남용”, “오용”. “공공복리”, 

“공공필요” 등의 헌법 인 개념이 법률 계에서 구체 으로 용될 수 있

는 것처럼 입법자의 반복입법이 헌법재 소에 한 기 신의성 내지는 상

호존 정신의 침해인지 여부는 충분히 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 으로 입법자는 원칙 으로 법률에 한 헌법재 소의 헌결정에 

형식 으로 기속되지는 않지만, 입법자의 반복입법은 특별한 실질 인 이

유에 근거한 것으로서 기 신의성 내지는 상호존 정신의 침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반복입법을 정당화하는 특별한 실질

인 이유로는, 컨  헌결정이 가 보아도 명백히 사실 계 내지는 

법률 계의 착오에 근거한 것이어서 도 히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든지, 

헌결정 후 오랜 시간이 경과했다든지60), 헌결정 할때와 사실 는 법

률 계의 본질 인 변화가 있었다든지61), 사회변 으로 헌결정할 때의 

지배 인 정치이념, 시 사상, 국민의 생활감각 등이 많이 변했다든지 하는 

경우이다. 

이런 기 에 비추어 볼 때 우리 헌법재 소가 1999년 헌결정62)한 군 

복무자에게 공무원 시험에서 가 을 주는 군 가산  제도를 동일한 내용으

로63) 부활하려는 입법정책 인 논의는 분명히 허용할 수 없는 반복입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64).  

60) 독일 연방헌법재 소 제1원이 입법자의 반복입법을 허용한 1987년 례

(BVerfGE 77, 84(103f.))도 연방헌법재 소 제1원이 1967년 헌결정한

(BVerfGE 21, 261) 법률내용을 14년 경과 후에 반복입법한 것이었다. 그 기 

때문에 반복입법을 지한 연방헌법재 소 제2원의 종  시(BVerfGE 1, 

14(37))와 다른 시를 하면서도 구태여 연방헌법재 소법 제16조 제1항에 의

한 두 원의 합동심 부(Plenum)를 소집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단한 것이다. 

61) 독일 연방헌법재 소는 BVerfGE 102, 127 (142)에서 그런 언 을 하고 있다.  

62) 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98헌바33 참조.

63) 헌결정된 5%의 가 을 2%의 가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입법은 그 자체의 

헌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동일한 내용”의 반복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  

64)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국회의원선거 기탁 에 한 우리 헌법재 소의 최  헌법

불합치결정(헌재 1989. 9. 8. 88헌가6) 후에 입법자는 결정취지를 존 해서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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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마치는 말

법률에 한 헌법재 소의 헌심사는 헌법재 제도의 가장 핵심 인 

내용이다. 최종 이고 유권 인 헌법해석을 통해 최고규범인 헌법의 규범

 효력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자유민주 인 의민주주의

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헌법질서에서 모든 국가정책은 법률의 형식으로 

표 되고 실 되기 때문에 법률은 정책실 의 알 이고 오메가이다. 그래

서 입법자가 만드는 법률은 국민의 모든 생활 역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불

가분의 연 성을 갖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규율하게 된다. 헌법재 소의 

법률에 한 규범통제가 헌 인 법률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가장 실효성 있는 헌법 인 제도로 평가 받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입헌제도의 도입 이후 헌법국가의 발 과정에서 헌법재 소의 법률에 

년 정당공천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의 기탁  차등을 없애고 기탁 을 1,000만

원으로 통일했다. 따라서 이것은 엄 한 의미에서 “동일한 내용”의 반복입법은 

아니다. 그런데 입법자가 1994년 기탁 액을 다시 2,000만 원으로 올려 정한 부

분은 1989년 심 상 법률의 부분 인 반복입법이라고 볼 수 있고, 헌법재 소

가 이 인상된 기탁 에 해서 헌결정(헌재 2001. 7. 19. 2000헌마91)한 것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할 것이다. 다행히 입법자는 이 결정의 취지를 존 해서 

2001년 10월 기탁 을 1500만 원으로 인하하는 입법개선을 했고, 헌법재 소는 

이 인하한 기탁 액에 해서는 합헌결정(헌재 2003. 8. 21. 2001헌마687등)을 했

다.  안마사 자격에 한 비맹인제외기 에 한 헌법재 소의 2003년 합헌결

정(헌재 2003. 6. 26. 2002헌가16)은 의료법의 임조항과 처벌조항의 헌여부가 

심 상이었고 비맹제외기  그 자체의 실질 인 헌여부는 심 상이 아니

었다. 그러나 헌법재 소의 2006년 헌결정(헌재 2006. 5. 25. 2003헌마715 등) 

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안마사자격규칙인 비맹제외기  그 자체의 헌여부가 

심 상이었는데, 이 규칙은 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 배되고 정상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헌규칙으로 시되었다. 그런데 입법자는 헌법재

소의 헌결정 이후 2006년 8월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헌으로 지 된 규칙내

용을 의료법으로 수용해 규정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표 을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시각 장애인”(제61조 제1항이 2007년 4월 의료법 부개정으로 

제82조로 바뀜)으로 바꿔 안마사자격 인정에서 비맹제외기 과 동일한 내용의 

입법을 했다. 이 것은 비록 내용은 동일하지만, 법형식면에서 부령으로 정했던 

사항을 법률로 정한 것이어서 입법자가 반복입법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의료법상의 이 비맹제외기 의 헌여부가 비맹인들의 헌법소원으로 헌법재 소

에 계류 이어서 결정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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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규범통제는 처음부터 당연한 헌법 인 제도로 인식된 것은 아니었다. 

규범통제의 가부에 한 19세기의 헌법철학 인 논쟁을 거쳐 20세기의 헌

법국가에 이르러 비로소 하나의 보편 이고 불가결한 기능 인 권력통제수

단으로 정착되었다. 그러나 규범통제의 범 와 수단, 즉 규범통제를 어떤 

내용으로 제도화하고 실 할 것인지의 논의는 아직도 헌법철학 ․제도

인 차원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와 련된 많은 헌법이론 인 topic 

에서도 규범통제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상호 조화 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의 논의가 많은 나라에서 가정 요한 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헌

법해석의 방법론, 헌법재 과 정치문제, 규범통제의 구체 인 매뉴얼, 규범

통제 결과의 집행방법 등 나라마다 다양한 규범통제의 방법이 논의되고 제

도 인 실험을 거치고 있다. 

그런 가운데 헌법재 제도의 선발국, 특히 독일과 미국이 학문 인 연구

와 제도 인 실험을 통해 확립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규범통제의 효율 인 

매뉴얼을 우리나라도 많은 부분 수용해 우리 나름으로 헌법재 제도를 발

으로 정착시키고 있다. 헌법재 소 창설 20주년을 맞는 우리나라는 이

제 헌법재 제도의 선진국 열에 당당히 합류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헌법재 제도의 모범국가로 자리잡고 있다. 2008년 9월 헌법재 소 창설 

20주년을 기념해 헌법재 소가 주최한 세계헌법재 소장회의와 헌법제 제

도 국제심포지움에 미국과 독일을 비롯한 40여 개 국가의 헌법재 소장  

헌법재 과 6개의 헌법재 국제회의기구가 참여해 성공 인 행사를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우리 헌법재 제도의 국제 인 상을 잘 반 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헌법재 제도의 미비 과 취약 을 개선하고 헌법 례의 

논증 인 허 을 더욱 보완 발 시키는 꾸 한 노력을 통해 우리 헌법재

제도가 명실 공히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의 기틀을 더욱 튼튼히 

다지는 석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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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1. 세계에는 헌법재 소와 일반법원을 일체시킨 일원형과 헌법재 소와 

법원을 독립시킨 이원형이 있다.1) 일원형의 표  형태는 미국이며 이를 

모방한 일본이 있다.2) 이원형이 표  형태는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들 수 

있다.3) 

오스트리아 헌법은 1920년 10월 1일 제헌의회를 통과하 는데 이는 

Kelsen의 안에 근거하고 있었다. 이 헌법은 1929년에 개정되어 행헌법

으로 기능하고 있다. 사법은 집행권의 일부로 악되었으나 권리구제와 통

제기 으로 연방행정재 소와 연방헌법재 소를 두었다.4) 독일에서는 1949

년 기본법에서 제9장에서 사법권을 규정하면서 연방헌법재 소, 연방최고

재 소, 연방통상재 소, 연방행정재 소, 연방재정재 소, 연방노동재 소, 

연방사회재 소를 두기로 하여 사법권분산주의를 채택하 다. 그러나 1968

년 6월 18일의 제16회 개정으로 최고재 소를 폐지하고 연방의 문재 소

를 최고재 소로 하고 재 결의 통일을 하여 공동부를 두기로 하

다.5)6)

1) 이 은 원래 논문으로서 작성된 것이 아니고 세계 헌법재 소장회의에서 한국의 

헌법재 소와 법원에 한 보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다. 원보고문에 약간의 외국

법소개와 주를 추가하 다.

2) 스 스에는 헌법재 소는 없으며 최고법원이 있고 연방형사법원과 연방행정재

소가 그 아래 있다. 헌법재 소를 두자는 제안은 부결되었다.

3) 상세한 것은 김철수, 헌법률심사제도론, 1983 참조.

4) 오스트리아 헌법재 소에 하여는 Adamovich/Funk, Österreichisches Verfassungsrecht 

3. Aufl. 1985; Walter-Mayer, Grundriss des österreichischen Bundesverfassungsrecht, 

5. Aufl. 1985; Ermacora, Österreichische Verfassungslehre, 1970 등 참조. Vfgh, Über 

den Verfassungsgerichthof, 2008. Verfassungsgerichthofgesetz, 1953: 이 헌법재 소법

조항은 1988년과 1994년에 많이 개정되었다.

5) 독일의 헌법재 소제도에 해서는 Bundesverfassungsgericht und Grundgesetz 2 Bd, 

1977; Lauf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und politischer Prozeβ, 1968; 

Hillgruber/Goos, Verfassungsprozeβrecht, 2. Aufl. 2006; Fleury, Verfassungsprozeβ

recht 6. Aufl. 2004, Sachs, Verfassungsprozeβrecht, 2004; Schlaich/Korioth,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6. Aufl. 2004; Pieroth/Silberkuhl(Hrsg.), Die 

Verfassungsbeschwerde, Einführung-Verfahren-Grundrechte, 2008; Pestallo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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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에서도 1962년 헌법에서는 미국을 모방하여 일반법원에 헌

법률심사권을 인정하는 일원  제도를 채택하 다. 1972년 말까지 계속된 

이 제도하에서 한국 법원은 헌법률심사에 있어 소극 이어서 3개의 법

률조항에 해서만 헌이라고 단함에 그쳤다.

이에 1987년에 제정된 행헌법은 독일식 헌법재 소제도를 도입하여 

헌법재 소를 일반법원과 완 히 분리시켰다. 그 결과 헌법재 소와 법원

간에는 조직이라든가 권한 등에 차이가 나게 되었으며 그 계를 어떻게 

조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Ⅱ. 한국헌법재판기관의 변천사

1. 1948년 헌법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헌법제정당시에 헌법 안작성단계에서는 미국식

사법심사제도를 구상하 으나 정치  사건을 담당하기 한 특별기구로 헌

법 원회를 두었었다.7) 1948년 헌법은 그러나 헌심사기구를 제5장 법원

조항에 둠으로서 헌법 원회는 비록 구성은 달랐으나 법원으로 인정했었

다. 여기서 헌명령⋅규칙⋅처분심사는 법원이 하고 헌법률심사는 헌

법 원회에서 하는 이원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헌법제정당시에는 행정

재 소의 독립이 논의되었으나 행정재 권은 법원의 권한으로 하여 행정

재 소를 두지 않았다. 이 밖에 탄핵심 은 법원에서 독립시켜 탄핵재 소

를 따로 두게 하 다. 헌법 원회는 부통령을 원장으로 하고 법  5인

Verfassungsprozeβrecht, 3. Aufl. 1991; Umbach/Clemens, Bundesverfassungsgerichtgesetz, 

2 Bde, 1992; Maunz, u. a., Bundesverfassungsgerichtgesetz 3. Aufl. 1993; Lechner/Zuck, 

Bundesverfassungsgerichtgesetz, 4. Aufl. 1996; Zuck, Das Recht der 

Verfassungsbeschwerde, 3. Aufl. 2006 등 참조.

6) 헌법률심사제도에 한 간단한 소개로는, 김철수, 헌법률심사제도의 의의와 

유형, 헌법론, 1979, 836면 이하 참조.

7) 상세한 것은 김철수, 헌법의 사법제도의 변천, 한국헌법사, 1988; 허 , 헌법소송

법론 3 , 2008; 신평, 헌법재 법, 2008; 정재황, 헌법재 개론 2  참조.



헌법재 소와 법원의 계

59

과 국회의원 5인으로서 조직하는 일종의 특별법원으로서 법 의 독립이 보

장되기 힘든 정치  타 기 이었다.8) 헌법 원회는 많은 법률의 헌성을 

단하지 않고, 긴 명령 등 6개의 결정만을 내렸다.9)

2. 1960년 헌법

이에 한 불만으로 1960년 헌법개정 시에는 법원과 분리된 독일식 

헌법재 소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 헌법하에서 법원장과 법 은 

선거인단에 의한 선거로 구성하기로 하 으며 헌법재 소는 통령, 법

원, 참의원이 각 3인씩 선출하는 심 으로 구성하기로 하 다. 일반재

과 행정재 권은 일반법원에 주고 헌법률심 권, 탄핵결정권, 정당해산

권, 국가기 간의 권한쟁의심 권, 통령⋅ 법원장과 법 의 선거에 

한 소송심 권, 헌법에 한 최종  해석권은 헌법재 소에 주게 되었다. 

그러나 이 헌법은 5⋅16쿠데타로 폐기되고 말았다.

3. 1962년 헌법

1962년 헌법제정당시에 헌법률심 권을 법원에  것인가 헌법재

소에  것인가에 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었으나 당시 정부가 법률의 

헌심사가 활성화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미국식 사법심사제도를 도입하 다. 

이 경우 헌심사는 부수  심사에 그쳤고 그 결정도 법률의 용거부에 

그쳤다. 

하 심에서는 많은 법률의 헌결정을 하 는데 법원은 그것을 인정

하지 않고 2개의 결에서 3개의 법률조항만을 헌결정하는데 그쳤다. 정

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군인⋅군속에 한 2 배상 지가 

8) 헌법 원회의 구성과 결정에 해서는 게 헌법률심사론, 김철수, 한국헌법사, 

113면 이하 참조.

9) 김철수, 한국헌법사, 113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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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이라는 법원의 결에 하여 법원 사를 구 하는 등 하여 헌결

정에 찬성하는 법원 사를 원 사퇴시켰다.10) 

4. 1972년 헌법

1972년말에 제정된 유신헌법은 법원의 헌법률심사권을 박탈하고 새

로이 헌법 원회제도를 두었다. 헌법 제7장은 법원을, 헌법 제8장은 헌법

원회에 하여 규정하며 사법부의 2원화를 규정하고 있었다. 헌법 제105조

에서 ① 법률의 헌여부가 재 의 제가 된 때에는 법원이 헌법 원회

에 제청하여 그 결정에 따라 재 하게 하고 ② 명령⋅규칙⋅처분이 헌법이

나 법률에 반하는 여부가 재 의 제가 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최종

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 다. 이로써 법원은 최고행정재

소인 동시에 일반상고심법원으로 기능하게 되었다.11)

 헌법 원회는 ①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헌여부 ② 탄핵 ③ 정당

의 해산권만 가지게 되었고 헌법 원회는 직권으로서는 헌법률심사를 할 

수 없게 하 다. 1962년 헌법에 있었던 탄핵심 원회는 폐지되고 그 권

한은 헌법 원회가 가지게 되었다. 헌법 원회는 9인의 원으로써 구성되

었으며 통령이 임명했다. 헌법 원회 원은 법 의 자격이 필요없었다. 

다만 원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 다. 그러나 이들은 1명만이 상임 원이었고 8명은 비상임

원이었다. 헌법 원회는 사실상은 휴면기 (休眠機關)이었다. 왜냐하면 

법원이 한건도 헌제청을 하지 않았고,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지 않았고, 

정부가 정당해산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5. 1980년 헌법

10) 김철수, 사법 동. 법과 사회정의, 1983.

11) 김철수, 학설⋅ 례 헌법학(상), 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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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헌법은 1972년 헌법의 제5장 법원과 제6장 헌법 원회를 그 로 

두었는데 이는 헌법률심사에 부정 인 의도에서 다고 하겠다. 

6. 1987년 헌법

행헌법인 1987년 헌법을 제정했을 때에도 헌심사기구를 독립시킬 

것인지 법원에 헌법률심사권을  것인지 많이 논란되었다. 정부⋅여

당은 헌법률심사의 활성화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 원회제도의 유

지를 원했고 야당과 법조계에서는 미국식사법심사제의 도입을 원했으나 공

법학자들의 주장에 따라 타 안으로 헌법재 소제도를 두게 되었다. 정부

여당은 헌법률심사의 활성화를 막기 해 처음에는 3인의 재 만을 상

임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하려고 했으나 헌법재 소법에서 6인만

을 상임으로 하 다가 헌법재 의 활성화에 따라 법을 개정하여 9인 원

이 상임으로 되었다.12)

Ⅲ.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국가기능상의 관계

1.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동질성

가. 사법기관성으로서의 동질성

(1) 우리와 같이 법원과 헌법재 소를 독립하여 규정하고 있는 오스

트리아의 경우 행정재 소와 헌법재 소를 따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재

소도 제국재 소(Reichsgericht)의 후신으로 인정하여 사법기 으로 인정

하고 있다.13) 행정재 소는 행정부에 의한 권리침해를 구제하기 한 것이

12) 헌법재 소에 한 문헌은 부지기수이다. 그  단행본 몇 개만 들면, 정재황, 

헌법재 개론; 정종섭, 헌법소송법, 제3 , 2008, 박 사; 허 , 헌법소송법론, 제

3 , 2008, 박 사; 신평, 헌법재 법, 2008, 법문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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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행정재 소는 특수한 법원으로 인정되고 있다.14) 헌법재 소는 법치국

가  헌법의 보장기 으로서의 지 를 가진다. 이 두기 도 재 작용을 하

는 사법기 으로 보는 것이 일반 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기본법제정 처음부터 재 기 으로 헌법재 소와 문

법원을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법기 성을 부인하는 의견은 없는 것 같

다. 독일기본법 제92조는 1968년 6월 18일의 제16차개정법률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사법권은 재 에 임되어 있다. 사법권은 연방

헌법재 소, 이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연방재 소  지방(支邦)의 재

소에 의하여 행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93조는 사법권의 한 내용으로 

연방헌법재 소의 할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는 ① 기 쟁송 ② 추상

규범통제 ③ 연방과 지방간의 헌법분쟁을 상으로 하고 ④ 기타의 공법

상의 분쟁을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소원과 자치단체의 헌법소원을 들고 있

다. 제95조에서는 연방의 최고재 소로서 ① 연방통상재 소, ② 연방행정

재 소, ③ 연방재정재 소, ④ 연방노동재 소, ⑤ 연방사회재 소를 설치

하고 있다. 이러한 연방행정재 권, 재정재 권, 노동재 권, 사회재 권이 

특수 문재 권이라 하여 이의 사법기 성을 부인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

지로 헌법재 소도 특수한 사법기 이라고 보아야 하겠다.15) 

13) Adamovich/Funk, Österreichische Verfassungsrecht, 3. Aufl. S. 333; 

Walter-Mayer, a.a.O, S. 284.

14) 상세한 것은 김철수, 독일연방헌법재 소의 지 와 권한, 독일통일의 정치와 헌

법, 2005, 392면 이하.

15) 헌법재 소의 사법기 성에 해서는, 독일의 경우, Schlaich,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2. Aufl. S. 20-27; Leibholz, Der Status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1963. S. 61~86; 

Statusdenkschrift des Bundesverfassungsgericht vom 27. Juni 1952, JöR Bd. 

6; Roellecke, Aufgabe und Stell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in der 

Gerichtsbarkeit, Isensee/Kirchhof(Hrsg.) Handbuch des Staat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d Ⅱ, S. 936ff.; Haller/Scheuner, Die 

Verfassungsgerichtsbarkeit, DöV, 1980. S. 465ff.; Korinek/Müller/Schlaich, 

Die Verfassungsgerichtsbarkeit im Gefüge der Staatsfunktionen, VVStRL 

Heft 39(1981);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der Gegenwart, 1962; Allewelt, 

Bundesverfassungsgericht und Fachgericht, 2006.

     오스트리아의 경우, Adamovich/Funk, Österreichisches Verfassungsrech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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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헌법상 헌법재 소는 제6장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법원과 

일반법원은 제5장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재 소와 법원이 완  

독립된 기 이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특히 헌법 제101조는 ① 사법권은 법 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하

고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법원과 각 법원으로 조직된다고 하고 있기 때

문에 헌법재 소는 사법기 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어떤 학자

는 헌법재 소를 제4의 권력기 이라고 하여 사법기 성을 부인한다.16) 그

러나 헌법재 도 헌법을 구체 인 사건을 처리하기 하여 해석하고 국가

행 의 헌성을 결정하는 면에서 사법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겠

다.17)

(3) 한국의 헌법재 소와 법원은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된 직업법

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고 헌법상 헌법재 소재 과 법 은 법 으로서 

신분이 보장된다. 탄핵 는 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되지 않는다(헌법 제106조, 헌법 제112조 제3항)  임기 6년이 보장되

고 있고, 정당에 가입할 수 없고, 정치  립을 지켜야 하는 것도 같다. 

당사자간에 헌법이나 법률의 용이나 해석이나 권한상의 분쟁이 있는 경

우 소송 차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에서 사법기 이라는 성격에서 

같다고 하겠다.18)

나. 헌법상 최고기관의 하나로서의 동질성

(1) 스 스에 있어서는 연방재 소만이 있고 헌법재 소가 없기 때문

에 연방재 소가 권력분립상 최고기  즉 헌법기 으로서의 지 를 가진

Aufl, 1984, S. 333.

     스 스의 경우, Auer, Die Schweizerische Verfassungsgerichtsbarkeit, 1984, S. 

5ff.

16) 허 , 헌법소송법론, 98～99면; 정종섭, 헌법소송법, 78면.

17) 동지: 신평, 헌법재 법, 58면. 사법의 본질에 해서는 김철수, 사법권의 범 와 

한계, 법과 정치, 1995 참조.

18) 동지: 신평, 헌법재 법, 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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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스트리아에는 연방법원과 연방행정재 소, 연방헌법재 소가 있는데 

연방헌법재 소가 다른 기 에 우월하다고 하겠다. 연방헌법재 소는 헌법

의 수호자로서의 지 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연방헌법재 소만이 헌법기

으로서의 사법기 이라는 규정은 없다.

독일에 있어서는 연방헌법재 소만이 연방의 헌법기 으로서 최고기

의 지 를 가지고 있고, 연방(민형사)재 소, 연방행정재 소, 연방재정재

소, 연방노동재 소, 연방사회재 소는 최고기 이 아니다. 연방헌법재 소

도 처음에는 헌법기 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연방헌법재 소의 노력에 따

라 헌법기 으로 인정되게 되었고, 규칙제정권과 산편성권을 가지게 되

었다.19)

(2) 한국에서는 양기 은 기능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최고기

의 하나로서 독립 이며 주권의 일부를 행사하는 기 이다. 법원은 일

반사법권의 최고법원이며 헌법재 소는 헌법재 의 최고기 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은 규칙제정권을 가지고 있으며(헌법 제108조) 헌

법재 소도 규칙제정권을 가지고 있다(헌법 제113조 제2항).  법원과 

헌법재 소는 법원조직이나 심 차 등에 한 입법에 있어 국회에 의견

을 제출할 수 있다. 우상 법원장은 3부요인으로서 우를 받으며 국가

기 구성에 있어 참여권을 가진다. 헌법재 소소장은 법원장에 하는 

지 를 인정받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독일에서는 연방헌법재 소만이 사법기   유일한 

헌법기 (Verfassungsorgan)이나 우리나라는 사법기   헌법재 소와 

법원이 다 최고기 으로서의 지 를 가져 국회, 통령과 등한 지 가 

보장되어 있다.20)

19) 상세한 것은 Roellocke, Aufgaben und Stell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in der Gerichtsbarkeit, Isensee/Kirchhof(Hrsg.), Handbuch des Staatsrecht Ⅱ, 

S. 683ff.; H. Klein, Das Verhältnis zwischen Verfassungsgerichtsbarkeit und 

Fachgerich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공법연구, 제24집 1호, 53면 이

하; 김철수, 독일연방헌법재 소의 지 와 권한, 독일통일의 정치와 헌법, 2005 

참조.

20) 헌법재 소와 법원의 계에 해서는 김철수, 헌법학(하) 2042면 이하; 신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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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이질성

가. 조직상의 차이점

(1) 최고법원과 헌법재 소는 이를 독립시킨 경우 조직상의 차이가 

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일반법원은 집행권의 한 기 으로서 인정되고 있

어 연방법 은 연방정부의 제청에 따라 연방 통령이 임명한다(헌법 제86

조). 연방행정재 소의 소장과 부소장  재 도 연방정부의 제청에 따

라 연방 통령이 임명한다. 연방헌법재 소는 소장과 부소장  12명의 재

과 6명의 비재 으로 구성된다. 소장과 부소장, 6명의 재 과 3

명의 비재 은 연방정부의 제청에 따라 연방 통령이 임명한다. 3명의 

재 과 2명의 비재 은 국민의회의 제청에 따라 통령이 임명하며 

3명의 재 과 1명의 비재 은 연방상원의 제청에 따라 통령이 임

명한다(헌법 제147조). 

연방행정재 소의 소장과 부소장이외의 법 은 연방행정재 소의 총회

에서 3인을 추천한 제안에 따라 연방정부가 제청한다(헌법 제134조).

독일의 경우 연방 헌법재 소의 재 은 각 반씩을 연방민의원과 연방

참의원이 선출한다(기본법 제94조). 다른 연방최고법원의 사들은 그와 

계있는 장 과 법 선출 원회가 공동으로 선출하고 동수의 구성원은 연방

민의원에서 선거된다(제95조).

(2) 한국의 헌법재 소와 법원은 조직상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법원장과 법 에 의하여 구성된다. 헌법에 따

르면 법원장은 법 의 자격이 있는 사람 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통령이 임명한다. 법 은 법원장의 제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통령이 임명한다. 법원장  법  이외의 법 은 법 회의의 동의

를 얻어 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재 법 의 수는 법원장

헌법재 소법, 59면 이하; 남복 , 헌법재 소와 법원의 할문제, 공법연구, 

제32권 1집, 2003, 147면 이하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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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여 14인으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헌법재 소는 법 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 으로 구성

하고 재 은 통령이 임명한다.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고, 3인은 통령이 직  임명하도록 하

고 있다. 헌법재 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  에서 통령이 임

명하도록 하고 있다. 법 과 헌재재 은 임명 차가 다르다. 

이에 반하여 법 과 헌법재 은 같은 법 자격자이며 그 임기는 6

년으로 같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는 것도 같다. 법

과 헌법재 이 헌법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재 할 수 있는 

법 의 독립성도 보장되고 있는 것과 법 으로서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 것

도 같다.

(3) 조직상의 문제는 법원장이 헌법재  3명을 지명할 권한을 가

지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례를 보면 법원장이 법  에서 법 을 

먼  제청하고 그 뒤에 헌법재 을 지명하여 마치 법 이 되지 못한 

사람을 헌법재 으로 지명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왔다. 헌법재

소의 재 연구 들은 상당수 법원장이 지명하여 견하는 경우가 많아 

법원과 헌법재 소와의 겸직문제 등이 논란되었다. 법원장이 헌법재

 3인을 지명한다고 하여  재 연구 을 견한다고 하여 법원이 조

직상 상 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상호 독립한 평등 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나. 기능상의 차이점-일반법원과 특별법원

(1) 오스트리아는 일반법원외에 행정법의 보장기 으로서 따로 행정

재 소를 두고 있으며 헌법의 보장기 으로서 헌법재 소를 두고 있다.21)22) 

21) 오스트리아 헌법은 독립행정심 원회(129～129c)와 행정재 소(130조～136조), 

헌법재 소(137조～148조)를 헌법과 행정의 보장 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22) 상세한 것은 Adamovich/Funk, Verwaltungsrecht, 2. Aufl, 416ff; Adamovich/

    Funk, Österreiches Verfassungsrecht, 3. Aufl. 324ff; Walter/M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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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연방헌법재 소외에 다양한 행정재 소(일반행정재 소, 재정재

소, 노동재 소, 사회재 소, 특허재 소)를 두고 있는 것과 다르다. 스 스

에도 행정재 소가 있으며23) 독일은 여러개의 연방행정에 한 재 소를 

분산시키고 있다.24)

(2) 우리 법원과 헌법재 소는 그 기능면에서 차이가 있다. 법원

은 일반민⋅형사, 행정, 특허, 군사재 의 상고심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사법의 최고기 이다. 법원은 민⋅형사의 최고법원일 뿐만 아니라 행정

재 소로서 기능하고 있다. 법원에는 민사부, 형사부, 행정부 등의 부를 

둘 수 있으며 재도 4인으로 구성되는 3개부가 이들 범한 권한을 분담

하고 있다. 우리 법원이 일반법원일 뿐만 아니라 행정법원의 성격을 띠

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행정사건을 담당하기 하여 일심으로는 서울행정

법원이 있으나 법원은 최상  행정재 소로서 기능하고 있다. 

Bundesverfassungsrecht, 5. Aufl. 283ff. 행정재 소는 개인  권리보호를 하

여 만들어진 기 이다. 이에 하여 헌법재 소는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연방헌법재 소는 명령, 법률, 조약 등의 규범통제를 담당하고 있

다. 규범통제의 범 와 차 등에 해서는 연방헌법재 소법이 상세하게 규정

하고 있다(제57조-제66조까지). 그 활동에 해서는 Zehetn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Österreich, 1969-1976, AöR, Bd. Antoniolli, Die 

österreichische Verfassungsgerichtsbarkeit 1945-1967, AöR, 94(1969); Ermacora/

    Klecatsty/Morac(Hrsg.), 100 Jahre österreichischen Verfassungsgerichtsbarkeit, 

1968; Ermacora, Die österreichische Verfassungsgerichtsbarkeit seit 1945, JöR 

N.F. Bd 8, S. 49-400; Ermacora, Der Verfassungsgerichthof, 1956; Ermacora, 

Die Entwicklung österreichischen Bundesverfassungsrecht seit 1975, JöR N. 

F. Bd 26, S. 183ff. 

23) 스 스의 연방재 소는 최고재 소이며 연방형사재 소와 연방행정재 소의 상

고심기 이다(헌법 제188조～1916조. 연방재 소법 연방행정재 소법(2005년 6

월 17일)). 참조. 연방행정재 소는 제1심 기 인 동시에 항소기 이다. 연방행정

재 소의 일심 할권에 해서는 연방행정재 소법 제31조~제34조 참조. 항소심 

할에 해서는 제45조～제47조 참조. Häfelin/Haller, Schweizerische Bundesstaatsrecht

    1985. 

24) 독일의 경우 최고법원으로서 연방통상법원(민⋅형사법원), 연방행정법원, 연방재

정법원, 연방노동법원과 연방사회법원을 독립시키고 있다(기본법 제95조). 연방

통상법원의 하 법원으로서는 연방특허법원, 연방군사법원을 두고 있다(제96조). 

상세한 것은 재 소조직법(Gerichtsverfassungsgesetz)와 헌법재 소법(Gesetz über

    Bundesverfassungsgericht(BVerfGG)) 참조. Wolf, Gerichtsverfassungsrecht 

aller Verfahrenzweige, 6. Aufl,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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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최상 행정재 소를 독립시키지 않고 법원이 이를 담당

하고 있다. 헌법 제107조는 ｢① 법률이 헌법에 반되는 여부가 재 의 

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 소에 제청하여 그 심 에 의하여 재 한

다. ② 명령⋅규칙 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반되는 여부가 재 의 

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최종 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하고 있어 법률의 헌성결정은 헌법재 소가 담당하고 명령⋅규칙⋅처분

의 헌성여부와 법성여부에 하여는 법원이 최종심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3) 헌심사기구로서 헌법재 소는 법률의 헌성을 심사하고 있으

며 법원은 명령⋅규칙⋅처분에 한 헌 법심사권을 가지고 있어 각기 

헌법해석과 법률해석권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겠다. 한국의 헌법재 소는 

① 헌법률심사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② 탄핵의 심  ③ 정당의 

해산심  ④ 국가기 상호간, 국가기 과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한 심  ⑤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한 심 을 

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이에 하여 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헌법재 소의 권한을 제외하고는 

모든 분쟁사건을 심사할 수 있다. 이 에서 헌법재 소는 한정 권한의 

사법기 이라고 한다면 법원은 이를 제외한 포 권한의 사법기 이라

고 보겠다. 법원은 일반민⋅형사사건, 행정사건, 조세사건, 노동사건, 군

사사건, 특허사건, 선거사건을 담당하는 최고법원이다. 이 에서 독일의 

행정재 소나 오스트리아의 행정재 소와 다르다. 이 밖에도 법원은 

헌법률심사를 요구하는 제청권을 가지고 있어 헌법률심 에도 여하고 

있다. 

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은 규칙제정권을 가지고 있으며(헌법 제108조) 헌

법재 소도 규칙제정권을 가지고 있다(헌법 제113조 제2항).  법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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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 소는 법원조직이나 심 차 등에 한 입법에 있어 국회에 의견

을 제출할 수 있다. 우상 법원장은 3부요인으로서 우를 받으며 국가

기 구성에 있어 참여권을 가진다. 헌법재 소소장은 법원장에 하는 

지 를 인정받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독일에서는 연방헌법재 소만이 

사법기   유일한 헌법기 (Verfassungsorgan)이나 우리나라는 사법기  

 헌법재 소와 법원이 다 최고기 으로서의 지 를 가져 국회, 통령

과 등한 지 가 보장되어 있다.

Ⅳ.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할권분배

1. 법률보장기관으로서의 대법원과 헌법보장기관으로서의 헌법

재판소

가. 대법원의 법률보장기능

(1) 오스트리아의 헌법재 소는 명령⋅규칙⋅처분의 합법성을 심사하

고25) 행정처분의 기본권침해에 한 헌법소원도 심 할 수 있다.26) 그런데 

법원은 사법부의 최고기 으로서(헌법 제101조 제2항) 명령⋅규칙 는 

처분의 법성심사기 으로서 법률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나아가 

법률에 구 되어 있는 권리보장기능과 사회 평화유지기능, 분쟁해결기능

을 가지고 있다. 이 에 있어서는 미국의 법원이나 일본의 최고재 소

와 거의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2)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의 최고법원이 헌법률심사권을 가지고 있

는데 우리 법원은 헌법률심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에서 다르다.27) 

25) 오스트리아 헌법 제139조, 헌법재 소법 제57조 제9항 제616조까지 참조.

26) 오스트리아 헌법 제144조와 제144a조, 헌법재 소법 제82조 이하 제88a조까지 참조.

27) 각국 헌법상의 법원의 지 에 한 간단한 비교로는 김철수, 헌법론, 791

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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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법률의 해석권을 가지며 명령⋅규칙⋅처분의 법성여부를 단

하여 법결정을 내릴 수 있다.  군사재 의 상고심으로서 선거소송의 

상고심으로서 특허재 의 상고심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보장기능

(1) 오스트리아의 헌법재 소는 헌법의 수호기 이었다. 오스트리아 

헌법재 소는 법률의 헌결정뿐만 아니라 명령⋅규칙에 한 법결정, 

헌법소원에 한 결정, 권한쟁의, 국회의원직상실결정, 연방 통령선거, 연

방민의원선거, 연방참의원선거, 지방선거 등의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는

지 결정할 수 있으며, 조약의 헌심사권, 연방과 지방간의 재산상권한분쟁 

등을 심 한다.28) 독일의 헌법재 소는 ① 최고연방기 간의 권한쟁의 ② 

연방법이나 지방법의 헌법합치성 ③ 연방과 지방간의 권한분쟁 ④ 연방과 

지방간, 지방상호간, 지방내부의 권한쟁의 ⑤ 기본권 침해 주장에 한 헌

법소원 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한 헌법소원 ⑦ 기타를 장하고 있

다.29)

(2) 우리 헌법재 소는 헌법보장을 하여 특별히 설치된 특수법원이

다. 따라서 법률에 한 헌여부결정권 뿐만 아니라 탄핵심 , 정당해산심

, 권한쟁의심 , 헌법소원심 권을 가지고 있다. 이 에서 통 인 소

극  의미에 있어서의 재 과 달리 정치  사건, 국가기 간의 분쟁 등을 

헌법해석을 통하여 결정하는 정치 사법기 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30)

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

(1) 오스트리아 헌법재 소는 정치  사건인 통령선거, 민의원선거, 

28) 상세한 것은 VfG의 Über den Verfassungsgerichthof 참조.

29) 상세한 것은 독일기본법 제93조 참조.

30) 각국 헌법상의 헌법재 소의 지 에 한 간단한 비교로는 김철수, 헌법론, 

836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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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원선거소송도 담당하고 있다.31) 독일에서도 국회내에서의 선거나 국회

의원의 직의 상실에 한 결 등을 담당하고 있다.32) 외국에서는 통령

선거소송, 국회의원선거소송의 심 권을 헌법재 소에 주고 있는 경우가 

많다.

(2) 우리나라에서도 제2공화국헌법은 통령, 법원장과 법 의 

선거에 한 소송을 헌법재 소에서 장하고 있었는데 행헌법에서는 이

를 법원의 할로 하고 있다.

법원은 법률의 보장기 이기는 하나 헌법보장기능도 일부 담당하고 

있다. 헌법은 명령⋅규칙⋅처분에 한 헌성을 최종 으로 결정할 수 있

게 하고 있다.  정치  사건인 통령선거소송, 국회의원선거소송의 심

권도 가지고 있다. 

헌법률심사권도 법원에 주려고 하 으나 1962년 헌법의 경험에 비

추어 법원이 ｢뜨거운 감자｣를 받지 않기로 하여 헌법재 소가 설치되었

던 것이다. 이 에서 법원의 헌법보장기 성을 으로 부인할 수는 

없으며 헌법보장에 있어서도 법원과 헌법재 소가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33)34)

2. 위헌법률심사제청기관으로서의 대법원과 위헌법률결정기관

으로서의 헌법재판소

31) 오스트리아연방헌법 제141조, 연방헌법재 소법 제67조 이하 제70조까지 참조. 

① 일반 표기 에 한 선거소송과 ② 특별한 직업단체로서 법률에 근거한 

규약 구속  기  ③ 연방 통령 ④ 지방정부와 구성원선거 ⑤ 공공의 집행권

을 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송도 연방헌법재 소의 속 할로 하 다.

32) 독일에 있어서는 연방의회의 선거의 정당성과 국회의원직의 취득과 상실에 한 

사항에 한 결정권을 가진다(헌법재 소법 제13조 제3호, 연방헌법재 소법 제

48조).  정당의 해산에 한 권한을 가진다(헌법재 소법 제13조 제2호, 헌법

재 소법 제43조에서 47조까지).

33) 법원의 헌법상지 에 해서는 김철수, 헌법학(하), 1902면 이하 참조.

34) 헌법재 소의 헌법상 지 에 해서는 김철수, 헌법학(하), 2033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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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법원의 위헌법률심사제청권

(1) 법률에 한 구체  심사권을 행사하는 법원은 일원 인 헌법

재 기 을 둔 경우이다. 미국의 법원은 자신의 례를 통하여 헌법률

심 권을 쟁취하 다.35) 일본은 헌법상 이를 규정하 다. 스 스에는 헌

법률심사제도가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제3공화국하에서는 법원에 헌법

률심 권을 부여하 다. 그러나 법원이 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싫어한 

정부에 의하여 헌법개정으로 헌법재 소의 권한으로 되었던 것이다. 오스

트리아 헌법에서도 법률의 헌심사권은 헌법재 소에 주고 있다(헌법 제

140조, 연방헌법재 소법 제62조에서 제65a조 까지).36) 독일에서는 1871년

부터 제국재 소가 헌심사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1919년의 바이마르 헌법

이 이를 인정하 다. 본기본법에서는 제93조 제1항에서 추상  규범통제를 

제100조 제1항에서 구체  규범통제를 규정하고 있다.37)

(2) 우리 법원은 헌법에 따라 법률이 헌법에 반되는 여부가 재

의 제가 된 경우에는 독자 으로 단할 권한이 없으며 헌법재 소에 제

청하여야 한다.38) 헌법률심사제청권은 각  법원에게 제청권이 있으나 

실 으로는 각 법원이 제청서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헌법재 소에 제출하고 있으며 제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계속

인 계법률사건은 재 이 정지된다. 이 제청권은 법률의 헌법 반여부에 

한 법원의 단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도 법률의 합헌을 선언할 

권한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합헌결정에는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

항에 따라 법원의 재 이 계류 인 당사자는 헌제청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기간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 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종 인 합헌결정권은 없다고 하겠다.

35) Marbury v. Madison(1803).

36) 오스트리아의 헌법교과서들 참조.

37) 독일에 하여 Schlaich,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2. Aufl. S. 75ff.

38) 법원의 헌법률심 제청권에 해서는 김철수, 헌법학(하), 1979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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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결정권

(1) 헌법재 소는 각 법원의 제청에 의하거나, 당사자의 헌법소원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법률에 한 헌결정을 할 수 있다.39) 이 헌결

정이 나면 법원은 이에 따라 재 하여야 하고, 헌결정은 모든 국가기

을 구속한다. 

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

(1) 이와 같이 법원은 법률의 헌결정을 독자 으로 할 수 없으며 

헌법재 소의 결정에 따라 재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법원의 최고기 성, 

법 의 헌법해석의 결정권 등을 침해한 것이 아닌가 논란된다. 이것은 어

디까지나 법률과 헌법의 해석에 있어서의 역할분담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2)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재 소에 추상 법률통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법원에 계류 인 구체  사건에 해서만 통제권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

의 헌법재 소는 독일과 같은 유일한 헌법해석기 이라고 하기는 힘들며 

법원의 재 계류 인 경우에 한하여 구체 규범통제만을 할 수 있기 때문

에 법원과 각 법원의 력이 필요하다. 법원과 각 법원의 헌법률

제청이유는 헌법재 소의 결정에서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통계 으로 

보더라도 헌제청된 사건(헌가)에서 헌결정이 많이 나오고 있다.40)

3. 기관간 권한쟁의 심판기관으로서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가. 대법원의 권한쟁의 심판권

39) 헌법재 소의 헌결정에 해서는 김철수, 헌법학(하), 2058면 이하 참조.

40) 헌재공보 2008년 8월호, 사건통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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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 스의 법원은 권한쟁의심 권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법

원은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US v. Nixon사건과 같은 것을 권한쟁의로 볼 

수 있을 것이다.41)

(2)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45조에 따라 법률이 정한 경우 기 소송

을 재 할 수 있다. 재 법률이 인정한 경우로는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3

항 는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가 재의한 사

항에 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과 지방교육자치에 한 법률 제28조 

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시⋅도의회 는 교육 원회를 상 로 법원에 제

소하는 소송이 있다. 따라서 행정소송으로서의 기 소송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집행기 과 의결기  사이의 권한쟁의소송에 한정되고 있다.

나.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권

(1) 오스트리아 헌법재 소는 권한쟁의의 심 권을 갖고 있다(헌법 

제138조 제1항, 연방헌법재 소법 제42조에서 제52조까지) 이에는 ① 법원

과 행정부처간 ② 일반법원과 망명심 원회와 행정재 소간, 망명심

원회와 행정재 소간, 헌법재 소와 다른 법원간 ③ 연방의 행정 청과 지

방의 행정 청간, 여러 지방의 행정 청간의 권한쟁의를 결정하게 하고 있

다. 이 뿐만 아니라 ① 연방과 지방간의 입법행 나 집행행 간의 권한확

정(헌법 제138조 제2항, 연방헌법재 소법 제53조에서 제56조) ② 연방이나 

지방간 는 당사자간의 합의(계약)에 따른 의무가 충족되었는지 여부(헌

법 제138a조, 헌법재 소법 제56a조와 제56b조) ③ 회계감사원의 검사권한

의 범 (헌법 제126a조, 헌법재 소법 제36a조에서 제36f조까지) ④ 검사의 

특정기 의 부정행 에 한 심사(헌법 제148f조에서 제148i조까지, 연방헌

법재 소법 제89조에서 93조까지)의 권한확정(Kompetenzfeststellungen)을

담당한다.

독일에 있어서도 권한쟁의심 권은 헌법재 소에 있다. 기본법 제93조 

41) Auer, Die Schweizerische Verfassungsgerichtsbarkeit, S. 45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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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과 헌법재 소법 제63조, 제64조에서 기 소송(Organstreitigkeiten)을 

처리하게 하고 있다. 연방헌법재 소는 최고연방기 이나 다른 참가자가 

그들의 권리․의무의 범 에 하여 쟁송이 있는 경우 기본법에 한 해석

권을 행사한다.  연방과 지방간의 권한쟁의에 해서도 심 권을 가진다. 

권한쟁의의 당사자는 연방의회, 연방참사원, 연방 통령, 연방정부, 연방집

회, 연방의회의 합동의회 등이다. 연방의회와 그 의원은 당사자 격을 가지

며 원회 특히 조사 원회도 기 쟁송의 상이 된다.42)

(2) 우리 헌법재 소도 기 쟁송, 권한쟁의심 권을 가진다. 헌법 제

111조 제1항 제4호는 「국가기  상호간, 국가기 과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한 심 」을 헌법재 소의 권한사항

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 소법 제62조는 권한쟁의심 의 종류에 하

여 규정하고 있다. 

「1. 국가기  상호간의 권한쟁의 심

  국회, 정부, 법원  앙선거 리 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 심

2. 국가기 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심

  가) 정부와 특별시⋅ 역시 는 도간의 권한쟁의심

  나) 정부와 시⋅군 는 지방자치단체인 구간의 권한쟁의심

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

  가) 특별시⋅ 역시 는 상호간의 권한쟁의심

  나) 시⋅군 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

  다) 특별시⋅ 역시 는 도와 시⋅군 는 자치구간의 권한쟁의심 」43)

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

(1) 스 스 법원조직법은 최고법원과 타기 이 권한쟁의가 있는 경우

42) 상세한 것은 Jarass/Pieroth, GG. §93, S. 904ff. Schlaich, Bundesverfassungsgericht

    2. Aufl. S. 51ff.; Umbach/Clemens, Bundesverfassungsgerichtgesetz, GG §93; 

Maunz et al, Bundesverfassungsgerichtsgesetz, GG §93. 

43) 권한쟁의심 에 해서는 김철수, 헌법학(하), 2104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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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상호간 의견교환을 하도록 하고 있다(제29조). 

(2) 헌법재 소의 권한쟁의심 권의 범 는 한정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 법원의 기 소송의 범 는 법률로써 확장할 수 있다. 행

정소송법 제3조 제4호는 기 소송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 는 공공단

체의 기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는 그 행사에 한 다툼이 있

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따라서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기

쟁송의 범 는 넓어질 수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은 제3조 제4호 단서

에서 「다만, 헌법재 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 소의 장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은 헌법재 소의 장

으로 되어 있는 권한쟁의는 심 할 수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헌법재 소

법 제62조에서 규정되지 않는 권한쟁의이다. 를 들면, 법원과 헌법재

소간의 권한쟁의라든가 법원과 법원간의 권한쟁의가 문제가 된다. 만약에 

법원과 헌법재 소간의 권한쟁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심 은 법원이나 

헌법재 소는 당사자이므로 이에 한 심 권은 없다고 하겠으며 그러한 

분쟁은 국회의 입법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한다. 헌법재 소와 다른 국가기

과의 권한쟁의는 법원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입법이 바람직하다.

4.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가. 대법원의 국가수호기능

우리나라의 법원은 형사사건의 상고심으로서 국가를 복하거나 정부

를 잠칭하거나 내란을 획책하는 자에 한 처벌권을 가진다.  선거부정

에 한 심 은 법원에서 장한다. 그러나 탄핵이라든가 헌정당해산, 

기본권상실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나. 헌법재판소의 헌법수호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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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 소는 헌법수호를 하여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다.

(1) 탄핵심 권

오스트리아에서의 탄핵심 권은 헌법재 소에 있다(헌법 제142조와 제

143조 헌법재 소법 제72조에서 제81조까지). 탄핵심 의 상은 ① 연방

통령 ② 연방정부의 구성원과 회계감사원원장 ③ 유럽의회의 오스트리아 

표자 ④ 지방정부의 구성원과 회계감사원원장 ⑤ 지방의 수장과 지방정

부의 구성원이다. 

독일에 있어서도 탄핵심 권은 헌법재 소에 있다. 그러나 탄핵의 상

은 연방 통령과 법 만이다(연방헌법재 소법 제13조 제4호～제9호, 제49

조～제57조, 제58조～제62조). 연방정부의 구성원의 경우에는 연방의회에서 

불신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탄핵까지 할 필요가 없다.

법 에 한 탄핵결정권은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탄핵심 원회가 독립

해 있었으나 행헌법상 헌법재 소가 탄핵결정권을 가지고 있다(제111조 

제1항 제2호). 탄핵의 상은 통령, 국무총리, 국무 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 소 재 , 법   앙선거 리 원회 원, 감사원장  감

사 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이다(제65조, 헌법재 소법 제48조에서 

제54조까지).

(2) 헌정당해산권

헌법상의 민주 기본질서를 보장하기 하여 헌정당에 한 해산권이 

있다. 독일연방헌법재 소는 기본법 제21조에서 헌정당의 해산권을 규정

하고 헌법재 소는 이제까지 두 정당에 해산결정을 내렸으나 2003년에는 

국민민주당(NPD)의 경우 4:4로 해산하지 못했다.

우리 헌법재 소도 정당에 한 헌심사권을 가지고 해산할 수 있으나 

아직 한번도 헌정당에 한 소추가 없었다.

(3) 선거소송재 권

오스트리아 헌법재 소는 선거쟁송과 국민발안, 국민결정 등에 한 쟁

송을 재 할 권한을 가진다(헌법 제141조, 연방헌법재 소법 제67조에서 

제70조까지). 스 스에서는 연방재 소가 선거소송과 국민투표소송권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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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선거소송 할권을 법원이 가진다.

(4) 국회의원직박탈권

오스트리아 헌법재 소는 의원직상실에 한 재 권을 가지고 있다(헌법 

제141조 제1항). 독일헌법재 소법에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정당해산

결정에서 헌정당에 속한 당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이에 한 명문이 없고 국회에서 의원직 상실문제에 해서

는 국회자율권이 인정된다.  

(5) 기본권상실결정권

독일에서는 국 을 묻지 않으며 기본권을 남용한 사람의 기본권 상실에 

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도 기본권 상실결정을 한 은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수호를 한 기본권남용에 한 기본권상실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

한국의 양기 은 헌법을 수호하기 하여 반국가단체행 를 규제할 수 

있다. 우리 법원은 선거소송, 형사소송 등으로 국가수호에 한 권한을 

가졌고, 헌법재 소는 탄핵심사권, 헌정당해산권 등을 규정하여 역할분담

을 하고 있다. 선거소송권과 국회의원직박탈권 등은 헌법재 소의 권한사

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5. 위헌명령규칙결정기관으로서의 대법원과 통제기관으로서의 

헌법재판소

가. 대법원의 명령규칙심사권

법원은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명령⋅규칙의 법결정권 뿐만 아

니라 명령⋅규칙의 헌결정권을 가진다.44)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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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헌법보장기능의 하나라고 하겠다. 그러나 법원은 명령⋅규칙심사권

을 잘 활용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다. 

나. 헌법재판소의 명령규칙심사권

(1) 오스트리아에 있어서는 명령규칙심사권은 행정재 소가 아닌 헌

법재 소에 있다.45) 헌법 제139조는 연방 청이나 지방 청의 명령에 하

여 법원의 제청이나 독립된 행정 원회의 제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법성

심사를 할 수 있다. 제139a조는 법규명령이 임의 범 를 일탈한 경우에

도 헌심사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제139조나 제139a조는 명령통제

권에 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헌법규정을 실시하기 하여 연

방헌법재 소법은 제57조에서 제61a조까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명령

심사는 각 법원의 제청에 의해서 행해지나 직권으로서도 할 수 있다(제

139조 제1항). 이 명령심사의 상은 법규명령 만이다. 

(2) 우리나라 헌법재 소가 헌명령규칙심사권을 가지는가가 문제된다. 

다. 대법원 규칙에 대한 위헌심사권

법원은 규칙에 한 심사권을 가진다. 그런데 이 규칙에는 국회규칙, 

헌법재 소규칙, 법원규칙, 선거 리 원회규칙, 감사원규칙이 있는데 

법원규칙에 해서 법원이 최종 인 헌심사권을 가질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법원이 자기 자신이 만든 법원규칙에 하여 심사를 할 수 있다

는 이론은 자기자신을 재 한다는 모순을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 법원

규칙에 한 헌 법심사권은 당연히 헌법재 소의 권한이라고 보아야 한

다. 헌재는 법무사법시행규칙을 비롯하여 다른 법원규칙에 한 헌결

44) 법원의 명령규칙심사권에 해서는 김철수, 헌법학(하), 1985면 이하 참조.

45) Adamovich/Funk, Österreichisches Verfassungsrecht, 3. Aufl. 1985; Walter-Mayer,

    Grundriss des österreichischen Bundesverfassungsrecht 5. Aufl. 1985; 

Ermocora, Österreichische Verfassungslehre,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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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행했었다.46)

법무사법시행규칙에 한 심사에 법원이 반 한 것은 법리를 잘못 해

석한 것이라고 하겠다.47)

라. 헌법재판소규칙에 대한 위헌심사권

이에 반하여 헌법재 소규칙에 한 헌결정권은 법원에 있다고 하

겠다. 국회규칙은 국회에서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 헌심사권이 

있다고 하겠으나 입법정책 으로 본다면 헌법재 소에 주는 것이 합당하다

고 하겠다.

행정법규인 법규명령에 해서도 법원이 헌심사를 하지 않아 왔기 

때문에 부득이 헌법재 소가 담당해 왔는데 법원은 행정소송법을 개정하

여 속 할로 하려고 하고 있다. 헌법재 소는 명령규칙자체에 의한 기본

권침해에 한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다.48)

6. 처분심사기관으로서의 대법원과 통제기관으로서의 헌법재

판소

가. 대법원의 처분심사권

(1) 오스트리아에서는 처분심사권은 행정재 소가 가진다. 오스트리아 

행정재 소는 처분(Bescheid)에 한 심사권을 가진다{헌법 제130조에서 제

133조, 행정재 소법(1985)}.49) 이에는 행정처분소청(Bescheidebeschwerde),

46) 헌재 1990. 10. 15 선고, 89헌마178, 법무사법시행규칙에 한 헌법소원, 헌재

례집 제2권, 356면 이하; 헌재 1995. 2. 23. 선고, 90헌마214, 공탁 의 이자에 

한 규칙에 한 헌법소원, 헌재 례집 제7권1집, 245면 이하(254-255면).

47) 법원행정처헌법재 연구반, 명령⋅규칙에 한 헌심사권, 1990. 11. 

48) 김철수, 헌법학(하), 2043면 이하 참조.

49) Funk, Einführung in das österreichischen Verfassungsrecht 12. Auf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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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명령소청(Maβnahmebeschwerde), 처분의무의 해태소청(Säumnisbeschwerde),

지시처분소청(Weisungsbeschwerde)이 있다. 이 이외의 헌법소원은 헌법재

소가 가지고 있다.

(2) 우리 법원은 행정처분에 한 헌⋅ 법심사권을 가진다. 행

정처분은 공법 처분을 말하며 이는 행정기 의 법률⋅명령⋅규칙에 근거

한 구체 처분을 말한다. 여기에는 공법  행정기  - 일반행정기 , 교육

기 , 경찰기 , 검찰기 , 지방자치기  등을 포함한다. - 의 처분이 헌법

과 법률⋅명령⋅규칙에 반되는가 여부가 심 의 상이 된다. 토지수용

사건, 국가배상사건 등은 공법  분쟁이나 한국에서는 민사법원에서 다루

고 있다. 처분 에는 사법행정기 의 처분이 포함될 것인가가 문제로 된다. 

헌법재 소의 처분은 법원에서 심 하게 될 것이다. 

나. 헌법재판소의 처분심사권

그러나 일반 인 법원의 사법행정처분이라든가 법원의 처분의 헌⋅

법성을 심사하는 것은 자기심사 지라는 자연 정의의 원칙에 따라 법

원이 최종심으로 할 수는 없으며 헌법재 소의 헌심사 상이 된다고 하

겠다. 독일에 있어서는 행정부가 사법행정을 하는 경우가 많기에 행정법원

의 권한이 아니고 일반민형사재 소의 권한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의 법원은 사법행정권을 가지므로 법원의 처분에 하여는 헌법재 소

에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

처분심사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헌법재 소가 원행정처분에 하여 

심사권을 가질 수 있는가이다. 헌법소원의 보충성의 원칙과 재 소원 지 

Adamovich/Funk, Österreichisches Verfassungsrecht 3. Aufl. S. 324ff.; 

Walter-Mayer, Bundesverfassungsrecht, 5. Aufl. S. 283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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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원행정처분에 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례의 

태도이다.50) 그 결과 행정처분에 한 헌법재 소의 통제권이 미치지 않아 

문제이다. 학자들 에는 원행정처분에 해서 헌여부의 단을 해야 한

다는 주장과 이를 반 하는 주장이 립되어 있다.51) 입법론으로는 재 소

원을 인정하여 헌법재 소의 통제를 받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7. 권리보장기관으로서의 대법원과 기본권보장기관으로서의 헌

법재판소

가. 대법원의 권리보장권

(1) 스 스에는 헌법재 소제도가 없다. 그런데 최고재 소는 기본권

침해에 한 헌법소원(Beschwerde) 심 권을 가지고 있어 기본권보장기

으로서 그 기능을 다하고 있다. 연방헌법(1998년 12월 18일)에는 이에 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며 제189조에서 연방법원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

다. 2005년 6월 17일에 제정된 연방법원에 한 연방법에서는 기본권소원

에 해서 규정하고 있다.52)53) 이 개인의 헌법소원제도는 1874년 헌법제정 

때부터 인정되어 내려오고 있다.54)

(2) 한국의 법원도 개인의 법률상의 사권과 공권보장을 한 기능

50) 헌재 1998. 5. 28. 선고, 91헌마98등, 헌재 례집 제10권1집, 660면 이하(671면).

51) 상세한 것은 김철용, 김문 , 정재황, 헌법재 차의 개선을 한 입법론  연

구, 헌법재 연구, 제4집, 1993, 288～291면; 정재황, 헌법재 소의 권한과 일반소

송, 공법연구, 제24집 제1호(1996), 166～169면; 신평, 헌법재 법, 513면; 허 , 

헌법소송법론, 362면.

52) Bundesgesetz über das Bundesgericht vom 17. Juni 2005(Stand am 1. August 

2008) 5. Kapitel : 특히 제113조 이하에서 헌법소원 차에 해서 규정하고 있

다. 

53) 스 스에서의 헌법소원에 해서는 W. Kälin,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der Demokratie 1987 참조.

54) 스 스의 헌법소원제도에 해서는 Häfelin/Walter, Schweizerisches Verfassungsgericht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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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있다. 법원은 최고법원이므로 법원의 재 은 기 력을 가지

며 법원에서 재심결정을 하지 않는 한 공정력=구속력을 가지는 최종심이

라고 한다. 이러한 종심 결에 하여 헌법재 소에서 심사하는 것은 헌법 

제101조 제2항, 제107조 제2항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나. 헌법재판소의 기본권보장권

(1) 독일기본법에는 처음에는 헌법소원이 규정되지 않았으나 기본법

개정에 의하여 헌법소원이 도입되었다.55) 이것은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에 

해서만 인정되고 일반법상의 권리침해에 해서는 일반최고법원이 담당

한다.56) 오스트리아 헌법재 소는 1975년의 헌법개정에 따라 개인의 헌법

소원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서독의 헌법소원과 같다.57) 오스트리아 

헌법재 소는 기본권법원(Grundrechtsgerichthof)으로 기능하고 있다.58) 

(2)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재 소는 독일과 같은 헌법소원제도를 도입

하고 있다. 그리하여 국가권력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헌법재 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헌법소원제도는 최종

인 기본권보장제도라고 할 것이며 이에 해서는 재심이외의 구제방법은 

없다. 

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

법원은 일반법률(einfaches Recht)의 해석에 한 최종심이기 때문에 

법률사항에 한 최종심기 이다. 따라서 법률의 해석에 있어서는 헌법재

55) 헌법소원제도에 해서는 헌법 제93조 제1항 제3호, 헌법재 소법 제13조 제8a호, 제

90조 이하 제95조까지 BVerfG, Merkblaft über die Verfassungsbeschwerde zum 

Bundesverfassungsgericht, 2008, Zuck, Das Recht der Verfassungsbeschwerde, 2. 

Aufl. 1988 참조.

56) Bundesgerichthof, Der Bundesgerichthof. S. 1. 

57) Adamovich/Funk, Österreichische Verfassungsrecht 3. Aufl. 1985, S. 343ff. 

58) BVfg, Über den Verfassungsgerichthof,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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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도 이들 일반최고법원의 결정에 해서는 여할 수 없다. 이 에서 

헌법재 소는 제4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하여 헌법재 소는 헌법

의 보장기 이기 때문에 헌법해석에 있어서는 최종심이라고 하겠다. 그러

나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 때문에 헌법해석권에도 일정한 제한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논의될 수 있다. 

8. 재판소원의 문제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간의 갈등문제

가. 대법원 재판권의 최종심과 재판소원의 금지

(1) 독일의 일반최고법원(ordentliche Gerichtsbarkeit=Fachgericht)은 

헌법소원에 한 권한을 가지지 않고 있다. 다만, 형사사건, 민사사건에 

한 상고심으로, 법률심이다. 연방최고법원은 하 심의 사실확정에 구속되

고, 독자 인 사실확정권은 없으며 심(Vorinstanzen)에서 해결된 사건의 

법 단의 사후심사를 할 수 있을 뿐이다.59)

스 스 연방법원은 칸톤에 한 통제기능으로서 헌법소원제도를 인정해 

왔다. 그러기에 연방의 법률이나 명령․처분 등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

하더라도 헌법소원(Staatsrechtliche Beschwerde)을 제기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칸톤법원의 결에 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었으며 재

재 소의 결정에 해서는 헌법소원을 인정하지 않는다(BGE 103Ia 356, 

357.). 연방법원은 헌법개정에 따라 재 소법을 개정하여 ① 연방행정재

소 ② 연방형사재 소 ③ 라디오와 TV에 한 독립행정청 ④ 연방행정재

소에 속하지 아니하는 칸톤의 최종심 결정에 한 소원(Beschwerde)을 

인정하고 있다(Bundesgerichtsgesetz von 17, Juni 2005, Art. 86). 

(2) 우리나라에서는 스 스와 달리 법원에 헌법소원심 권을 부인

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원은 법원 결에 한 헌법소원을 부인하

고 있다.60) 헌법재 소법이 재 소원을 지한 것은 합헌이며, 헌법 제111

59) BGH, Der Bundesgerichthof, 2008, S.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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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1항 제5호도 『법률이 정한』헌법소원이라고 하고 있고, 헌법재 소

법 제68조 제1항에 재 소원 지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합법 이라고 한

다.61)

나. 헌법재판소의 최종적 기본권 보장=재판소원의 인정

(1) 독일의 연방헌법재 소는 일반최고법원(Fachgericht라고도 함)의 

재 에 하여 그 합헌성을 심사할 수 있다.62) 이것은 사법권도 공권력의 

하나이기 때문에 사법권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

법재 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독일에서도 

헌법재 소는 상고심(Superrevisionsinstaniz)은 아니다.63) 독일헌법재

소는 일반법원의 결에 하여 많은 결을 하고 있다.64) 그러나 이에 

한 자제요구도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재 소법은 재 에 해서는 소원을 지하고 있다. 헌

법재 소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최종 으로 보장하는 기 이다. 이

를 하여 공권력의 행사 는 불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에서 보장하기 

하여 헌법재 소에 헌법소원이 인정되고 있다. 

사법권의 행사 는 불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시에 헌법소원을 인정하

는 것은 당연하며 재 소원의 지는 헌법에 반된다고 주장한다.65) 헌법

60) Bundesgesetz über das Bundesgericht vom 17 Juni 2005(Stand am I, August 

2008) 5 Kapitel: 특히 제113조 이하에서 헌법소원 차에 해서 규정하고 있

다. 

61) 합헌결정은 헌재 2003. 3. 27. 선고, 2001헌마116, 례집 제15권1집, 298면 이하

(305～306면). 헌재결정의 내용에 해서는 김철수, 헌법학(하), 2150면 이하 참

조.

62) 헌법재 소법 제95조 제2항 Bundesgerichthof, Der Bundesgerichthof, 2007. S. 1. 

63) Herzog,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und Anwendung des einfachen 

Gesetzesrecht, Festschrift für Dürig 1990, S. 43ff. 

64) 간단한 것으로는 Klein, 게논문, 공법연구, 제24집 1호, 64면 이하.

    허 , 헌법재 소와 법원의 권한갈등을 어떻게 풀것인가?, 공법연구 제24집 1호 

31면 이하.

65) 를 들면, 황치연, 재 소원 지의 헌성, 김철수교수정년기념논문집 1998, 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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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소는 재 소원 지에 해서는 이를 존 하면서 외 으로 헌법재

소의 결정에 반되는 재 에 해서는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재 을 취소

하고 있다.66)

다. 재판소원의 해결방안

(1) 법원의 재 에 하여 재 소원을 인정할 것인가는 나라마다 다

르다. 독일에서는 재 에 한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으나 오스트리아에

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도 재 소원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67) 망명법원

의 결정에 해서는 헌법소원이 인정된다(헌법 제144a조, 연방헌법재 소

법 제82조에서 제88a조까지).

학자 에는 독일의 재 소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Zuck는 

재 소원의 성공률은 1.5% 정도에 불과한데 그 건수가 많아 신속한 헌재

재 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하여 폐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68) 헌법재 소

법을 개정하여 지정재 부에서 의견이 일치되는 경우 성공가능성이 없는 

헌법소원은 기각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인용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헌법재 소가 재 소원을 하는 것은 기본권을 보장하기 

한 것이라는 연구가 나와 있다.69) 독일의 헌법재 소는 상당수의 재 소원

면 이하. 정재황, 헌법재 소의 권한과 일반소송, 공법연구 제26권 1호, 170면.

66) 헌재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등,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 헌확인 등, 

례집 제9권2집, 842면 이하(854～862면); 헌재 2001. 2. 22. 선고, 99헌마461, 헌

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 헌확인, 례집 제13권1집, 328면 이하; 헌재 2007. 

5. 31. 선고, 2005헌마172, 공보 제128호, 98면 이하 등, 재 소원에 한 헌법재

소결정을 51개가 검색되었다.

    Wank, Die verfassungsrechtliche Kontrolle der Gesetzesauslegung und 

Rechtsfortbildung durch die Fachgericht, JuS, 1980, S. 545-553; Klein, Das 

Verhältnis Zwischen Verfassungsgerichtsbarkeit und Fachgerichtsbarkei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공법연구 제24집 제1호, 53면 이하.

67) Adamovich/Funk, Österreichisches Verfassungsrecht, 3. Aufl, S. 339.

68) Zuck, Verfassungsbeschwerde, 2. Aufl. S. 96-99; Starck, Festschrift für 25 

jährige Bundesverfassungsgericht Bd. 1, 1976, S. 43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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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정하여 재 을 기하고 있다.70)71)

69) Alleweldt, Bundesverfassungsgericht und Fachgerichtbarkeit, 2006; Bender, Die 

Befugnis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zur Prüfung gerichtlicher Entscheidungen,

    1991; Schenke, Verfassungsgerichtbarkeit und Fachgerichtsbarkeit, 1987.

70) 독일에서의 재 소원의 최근 결정으로는 원재 부에의 이송거부결정은 2008. 

2. 28.(1BvR1778/05)이 있으며  2008. 1. 30.(1BvR 754/07), 청소년형집행사건

(BVerfGE, 116, 69-Jugendstrafvollzug)등이 있다(2006. 5. 31. 결정). 재 소원이 

성공하여 베를린형사법원의 결을 기환송한 것으로는 2006. 10. 20.(BVerfG, 

2 BvR 1942/06)이 있다. 이 결정은 베를린 형사법원의 장기구 결정에 한 헌

법소원이며 재 소원은 인정되었다. 최 의 결정은 1951. 9. 27. 제1부가

(BVerfGE 1, 4; 1BvR 61/51) 재 소원을 부인한 것이다. 근자에 선고된 것으로

는 2003년 9월 24일에 선고된 제2부의 결을 들 수 있다. 이 결(2 BvR 

1436/02)은 연방행정재 소와 지방행정재 소의 결을 기하고 원심에 환송한 

사건이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교원에게 학교와 교실에서 머리수건을 착용하

는 것을 지하는 것은 Baden-Würtenberg에 충분한 법률  근거가 없다는 이

유에서 연방행정재 소의 결을 기한 것이다(상세한 것은 Http://www.bverfg.

    de/entscheidungen/rs200309242bvr/43602.htm).

    여기서도 재 소원의 상은 원심이 소원이 근거가 된 헌법상의 기본권의 의의

와 범 에 한 잘못된 이해에 근거하거나 자의 인 해석을 한 경우에 한정된

다고 하고 있다(31). 이것은 연방헌법재 소의 확고한 례의 태도이다

(BVerfGE 18, 85(93) 이후 계속된 결 참조). 이 결은 5:3의 다수로 결정되었

으며 3명의 반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지방헌법재 소의 결에 한 헌법소원은 1997년 10월 15일 제2부의 결정

(2BvN1/95)(BVerfGE, 96, 345)이 있다. 연방통산법원의 결에 해서는 이를 

기한 것이 있다(BVerfGE 101, 361, Carolina von Monaco II). 

    독일의 재 소원에 한 문헌은 부지기수이다. 여기서는 표 인 것만 들어 본다. 

    Alleweldt, Bundesverfassungsgericht und Fachgerichtbarkeit, 2006; Bender, Die 

Befugnis des Bundesverfassungsgericht zur Prüfung gerichtlicher Entscheidungen, 

1991; Schenke, Verfassungsgerichtbarkeit und Fachgerichtsbarkeit, 1987; Roth, 

Die Überprüfung fachgerichtliche Urteile durch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und die Entscheidungen über die Annahme einer Verfassungsbeschwerde, 

AöR 121(1996); Herzog,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und die Anwendung 

einfachen Gesetzesrecht, 1991; Schuppert, Zur Nachprüfung gerichtlicher 

Entscheidungen durch Bundesverfassungsgericht, AöR 103(1978); Wank, Die 

Verfassungsgerichtliche Kontrolle der Gesetzesauslegung und Rechtsortbildung 

durch die Fachgericht, JuS(1980) S. 551.

    박진완, 헌법재 과 문재 -독일에서의 논의를 심으로-, 공법연구 제29집 3

호 2001, 311-326.

71) 재 소원에 한 례도 많다. 헌법재 소의 재 소원에 한 결정 는 45건이 

있다(헌법재 소 례검색) 이에 한 례평석도 여러 개가 있다.

    한국의 재 소원에 한 논문도 많다. 여기서는 몇 개만 들어 보기로 한다.

    헌론: 김문 , “법원의 재 을 헌법소원 상에서 제외한 헌법재 소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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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론 으로 헌법재 소가 최종 인 기본권보장기 이기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 에 해서 재 소원을 지한 법률규정은 헌선언

하거나, 그 법률을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72)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재 소법

에서 재 에 한 헌법소원을 지하고 있으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원의 

재 에 한 헌법소원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73) 

Ⅴ. 결어

1. 법원과 헌법재 소는 국가의 최고기 의 하나로서 사법권을 분담하고 

있는 국가권력의 행사자이다. 독일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 법원은 문법원

(Fachgericht)에 해당하고 헌법재 소는 헌법재 소(Bundesverfassungsgericht)

에 해당한다. 독일과 달리 사법의 장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도 헌

법재 소가 사법기 임에는 틀림없다. 이 두 사법기 은 역할을 분담하여 

입법․행정권은 통제하고 있다. 이 두 기 의 지 는 어느 한 기 의 우월

제1항의 헌성” 법률신문, 1998. 2. 16. 15면; 황치연, 재 소원 지의 헌성, 

김철수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990면 이하; 황도수, 헌법소원제도의 본질과 헌법

재 소법 제68조 제1항  재 소원제외 부분의 헌성, 헌법재 소 1997. 12. 

24. 96헌마 172등, 김용  헌법재 소장 화갑기념논문집; 황도수, 헌법재 실무

연구, , 2003; 정연주,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에 한 한정 원결정의 

문제 -헌법재 소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173(병합); 정재황, 헌법재

소의 권한과 일반소송, 공법연구, 제24집 1호(1996. 6.), 147면 이하; 허 , 헌법

소송법론, 제3 , 366면 이하(368면). 

    합헌론: 법원도서 , 헌법재 제도의 이해, 2001. 11.; 헌법문제와 재 (상)( )

(하), 1997. 6.

    해결방안: 남복 , 헌법재 소와 법원의 할 문제, 공법연구, 제32집 1호, 

2003, 133면 이하; 남복 , 헌법재 할권의 재설계, 공법연구 제35집 4호

(2007), 1-48; 신평, 헌법재 법, 2007, 89면 이하.

72) 김철수, 헌법소원제도의 개선방안, 헌법재 소, 1990; 김문  외, 행헌법상 헌

법재 제도의 문제 과 개선방안, 헌법재 연구 제16권, 2005, 79면 이하. 정재

황, 헌법재 소의 권한과 일반소송, 공법연구 제24집 1호, 149면 이하.

73) 독일헌법재 소제도에 한 개선방안으로는 Gusy, Der Verfassungsbeschwerde, 

Festschrift für 50 Jahre Bundesverfassungsgericht, I. Bd. S. 641ff; Geiger, 

Vorschläge zur Reform des Bundesverfassungsgericht, Festschrift für Maunz, 

1971, S. 117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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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 아니고 병렬 이라고 하겠다.

양 기 이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권한쟁의가 있을 수 있을 것이나 그런 

경우에는 각기 국회에 입법의견서를 보내어 법률개정을 구해야 할 것이

다. 

2. 앞으로 헌법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기본권보장기 으로서의 헌법재

소를 폐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만큼 헌법재 소는 국민의 기본권보장

기 으로서, 헌법보장기 으로서 큰 역할을 했으며 국가기   국민의 신

뢰도 1 인 을 감안하면 폐지론은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문제는 독일과 같이 헌법재 소와 법원을 사법의 장에서 통합규정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법원안에 헌법부를 두자는 의견도 있

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사법분산주의를 채택하여 독일과 같이 사법의 

장에서 헌법재 소와 각종 특수법원을 두는 것이 어떨까 생각된다. 그 지 

않은 경우에는 헌법 제117조를 개정하여 명령․규칙심사권을 헌법재 소로 

이 하고 재 소원을 허용하는 등 헌법개정을 해야 할 것이다.

3. 헌법개정으로 헌법재 소나 법원간의 분쟁소지를 없애는 것이 바람

직하다. 명령․규칙․처분에 한 헌법해석권은 헌법재 소에 집 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며, 헌법재 의 선출도 국민 표기 인 국회에게 주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다. 헌법개정은 국민의 의사가 존 되어야 하며 무엇이 

헌법과 법률보장을 하여 합리 인가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

다.(2008. 9. 22.)





91

3. 韓國 憲法裁判 및 憲法裁判所의 改革

鄭 宗 燮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 目  次 -

Ⅰ. 序論 ···············································································································93

Ⅱ. 憲法裁判所··································································································100

 1. 憲法裁判의 性質 ························································································100

 2. 憲法裁判機關······························································································101

 3. 韓國의 憲法裁判所····················································································104

Ⅲ. 憲法裁判制度의 改革 ·················································································105

 1. 憲法裁判所 構成方法의 改革 ···································································105

  가. 裁判官의 資格 要件 ···············································································105

  나. 裁判官의 數 ····························································································106

  다. 構成方法··································································································107

  라. 裁判官의 交替 時期 ···············································································110

  마. 憲法裁判所長의 任期 ·············································································111

  바. 豫備裁判官制度의 入 ·········································································112

 2. 管轄의 體系化 ····························································································113



92

  가. 規範統制시스템의 체계화 ·····································································113

  나. 國際法規의 違憲 否에 한 裁判 ······················································116

  다. 憲法訴願制度의 整備 ·············································································117

  라. 國民投票裁判··························································································118

  마. 選擧裁判··································································································119

  바. 大統領의 權限代行에 한 裁判 ··························································121

 3. 彈劾裁判의 改善 ························································································122

Ⅳ. 結論 ·············································································································125



韓國 憲法裁判  憲法裁判所의 改革

93

Ⅰ. 序論

1989년 출범한 한국의 헌법재 소는 2008년 년에 20주년을 맞이하

다. 우리 헌정사에서 憲法裁判所制度는 1960년 4․19 민주화의 열망이 독

재권력에 한 항거로 나타나고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이 몰락을 하면서 그 

성과로 나타났다. 1960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채택한 것이 헌법재 소제도

다. 이는 유럽에서 여러 나라들이 채택해온 모델이었다. 당시 민주주의라

고 하면 미합 국식의 민주주의를 떠올릴만한데, 헌법재 소제도를 도입한 

것은 특이하다. 그것은 1948년 헌법을 제정할 때부터 헌법재 이 통상의 

법원의 사들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1) 즉 

사들이 통상의 민형사재 을 넘어 헌법재 을 할 때, 이는 곧 우리의 삶

과 헌법질서가 단순한 일반재 을 하는 사들에 의해 재단되는 사의 지

배 즉, ‘司法官의 支配’를 래하고, 이러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발생되어

서는 안 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곧이어 1961년에 발생한 朴正熙 소장이 주도한 5․16 군사쿠데

타로 인하여 그해 憲法裁判所法까지 제정된 상태에서도 헌법재 소는 구성

되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우리의 기억 속에도 우리나라에 언제 

헌법재 소가 있었던가 할만큼 그 흔 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국민의 

민주화에 한 강렬한 열망이 탄생시킨 헌법재 소 지만 군 의 총칼 앞

에서는 무력하 다. 그 이후 한국에서 헌법재 은 실제에서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 헌법재 기 은 개 하자말자 휴업상태로 들어갔다. 1962년부터 

1972년 사이에 법원은 사형제도와 강간죄에 하여 합헌 결을 하고 국

가배상법 사건에서 헌으로 결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1972년부터 1987년까지 헌법 원회 역시 단 한건의 헌법재 도 하지 않았

다. 1979년 12월 궁정동사건으로 박정희가 죽음으로써 박정희정권은 종말

1) 1948년 헌법제정시에 헌법재 을 통상의 사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는 단을 한 

하나의 단 를 볼 수 있는 것으로는 兪鎭午,「憲法起草回顧 」(서울: 一潮閣, 

1981), 41쪽 이하; 兪鎭午,「憲法의 基礎理論」(서울: 明世 , 1950), 113쪽; 兪鎭

午,「憲法解義」(서울: 一潮閣, 1954), 24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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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하 으나 새로 등장한 세력도 여 히 군부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全

斗煥정부가 그랬고, 盧泰愚정부가 그랬다. 모두 1980년 12․12 군사쿠데타

로 정권을 장악한 것이어서 이 역시 권 주의통치로 일 하 다. 이에 

한 국민의 항은 거세었다. 그 항의 힘이 1987년 6월 민주화항쟁으로 

표출되어 1987년헌법을 탄생시켰다. 

1987년헌법은 역시 민주화에 한 강력한 국민의 열망으로 탄생하 기

에 헌법재 소제도를 부활시켰다. 이 듯이, 한국에서 헌법재 소가 헌법에 

등장한 것은 모두 국민의 강력한 민주화 항이 승리를 이끈 것에 말미암는

다. 다시 말해 1960년과 1987년 모두 헌법재 소는 민주화항쟁의 승리의 

리품으로 헌법에 제도화된 것이고, 이러한 은 한국 헌정사에서 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국의 민주화에서 헌법제도로 채택되었던 憲法裁判所(constitutional 

court)는 이처럼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 말하는 憲法裁判所는 단순

히 헌법재 기 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憲法爭訟에 하여 독 인 할

권을 가지고 通常法院(ordinary court)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독립된 헌법재

기 이라는 을 의미한다. 이는 헌법재 소는 그 작동에서 통상법원과

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그 구성도 통상법원과는 다르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러한 憲法裁判所제도는 유럽에서 본격 으로 구상되어 헌법제도로 제

도화된 것이었다. 司法審査(judicial review)는 1803년 Marbury v. Madison 

사건을 통하여 미합 국에서 시작한 것이었지만, 이것을 더욱 발 시켜 헌

법재 제도로서 완성시킨 것은 유럽의 여러 나라 다.

유럽의 헌법재 제도의 발달사를 보면, 시기 으로 3번에 걸쳐 헌법재

이 발달하는데, 제1차 시기는 미합 국과 구별되는 헌법재 소가 처음 등

장한 시기이다. 1920년 2월 처음으로 체코슬로바키아에서 헌법재 소가 헌

법제도로 등장하 고(1920. 2. 29.), 그해 10월 오스트리아헌법에서 헌법재

소가 등장하 다(1920. 10. 1.). 이에 이어 1931년 스페인 제2공화제헌법

에서 헌법보장재 소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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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제2차 시기는 제2차 세계  이후 헌법재 소가 유럽 여러 나

라로 확산되던 시기 다. 1945년 오스트리아에서는 1933년 쿠데타로 폐지

되었던 헌법재 소를 다시 부활시켰고, 1948년에는 이탈리아가, 1949년에는 

독일연방공화국이 헌법재 소를 설치하 다. 1959년에는 랑스에서 약한 

형태의 헌법재 소가 등장하 고, 1963년에는 유고슬라비아에서 헌법재

소를 설치하 다. 

제3차 시기는 이른바 민주화가 지구 역으로 범하게 확산되던 20세

기 후반 민주주의의 제3의 물결이 세계 으로 동쳐 나간 ‘ 지구  민

주화’(global democratization)의 시기에 헌법재 소라는 것이 민주화를 실

시키는 상징  제도로 확산되던 시기이다. 1975년 그리스, 1976년 포르투

갈, 1978년 스페인에서 민주화의 물결과 함께 헌법재 소가 설립되었고, 

1983년에는 벨기에가 헌법재 소를 설치하 다. 이러한 흐름은 동구권이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으로 확산되어 갔다. 1985년에는 폴란드가 헌

법재 소를 설치하 고, 1989년에는 헝가리, 1991년에는 루마니아와 불가리

아, 1992년에는 알바니아와 체코가 헌법재 소를 설치하 다. 1993년에는 

리투아니아가, 1994년에는 러시아가, 1996년에는 아르메니아가 각각 헌법재

소를 설치하 다. 우리나라는 1987년헌법에서 이를 채택하 으니, 세계사

으로 볼 때 민주화가 확산되던 시기에 등장한 것이다. 한국 역시 헌법재

소는 민주화의 상징으로 채택된 것이고, 1987년헌법에서 채택한 헌법재

소는 1961년헌법에서 채택되었던 헌법재 소와 달리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는 憲法訴願審判制度를 처음으로 채택하 다.

이러한 헌법재 소는 흔히 ‘오스트리아-독일모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도 이러한 모델의 헌법재 소를 채택한 것이다. 통상법원과 독립된 헌법재

소에서 헌법재 의 독  할권을 가지고 헌법재 을 하는 모델은 

1920년 오스트리아에서 공화제헌법을 제정하던 당시에  H. Kelsen이 이론

화하여 제안한 것이고, 그의 제자 Charles Eisenmann이 박사학 논문을 

통하여 그 原理的인 바탕과 理論的인 토 를  더욱 공고히 한 것이다.2) 사

2) M. Cappelletti, Judicial Review in the Comtemporary World(Indianapolis/Kans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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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심사는 미합 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이기에 유럽에서도 기에 사법심

사를 헌법제도로 채택하려고 했을 때에는 미합 국식을 고려하 다. 그러

City/New York: The Bobbs-Merrill Company, INC., 1971), 46쪽 이하; L. 

Favoreu, Les Cours Constitutionnelles, 1993, 山元一(譯),「憲法裁判所」(東京: 敬

文 , 1999), 12쪽 이하, 33쪽 이하 참조. M. Cappelletti의 이 책은 번역되어 있다. 

丘秉朔/姜京根/金承煥,「現代憲法裁判論」서울: 法文社, 1989. 1920년 오스트리아

의 헌법 안작업에서 젠의 헌법 안은 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안에 행정

을 보장하는 행정재 소(Verwaltungsgerichtshof)와 함께 헌법을 보장하는 헌법

재 소(Verfassungsgerichtshof)가 들어 있었다. 비엔나 학의 공법학․법철학교

수로 재직하고 있던 H. Kelsen이 공화국헌법을 제정하는 작업에 참여하게 된 것

은 1918년 10월 3일 방장 으로 취임하고 나 에 사실상 國家宰相

(Staatskanzler)의 역할을 한 Karl Renner의 요청을 받아 그해 國家宰相府

(Staatskanzlei)에 설치된 헌법 행정개 담당부문의 법률고문(Konsulent)으로 

력하면서 시작되었다. 다만, 젠에게는 ‘오스트리아헌법을 창시한 아버지’라거나 

‘헌법재 소의 창설자’라는 찬의 명칭이 붙어있지만, 헌법제정과정의 복잡성과 

정치  역동성에 비추어보면 젠이 으로 주도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다

소 과장된 것이다. 이러한 것은 James Madison을 두고 ‘미국헌법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헌법 안작성의 작업에서 젠의 헌

법 안이 추후의 헌법 안에 지 않은 향을 주었고, 그러한 헌법 안에서 등

장한 헌법재 소는 그의 구상에서 본격 으로 디자인된 것은 분명하다. 물론 그

의 헌법재 소의 구상이 이론이 먼  선행하여 확립되고 이를 실 하기 하여 

헌법재 소가 구상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의 국가에 한 구상과 법이론에 

바탕을 둔 것이라는 에는 별 의문이 있을 수 없다고 보인다. H. Kelsen이 헌법

재 에 하여 체계 으로 이론화하고 구제 인 재 에 하여 논한 것으로는 H. 

Kelsen, “Wesen und Entwicklung der Staatsgerichtsbarkeit,” Peter Häberle, 

Verfassungsgerichtsbarkeit(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76), 77쪽 이하 참조. H. Kelsen은 1918년 12월에 Renner의 요청을 받아 ‘헌법

재 소의 설립에 한 법률 안’(Entwurf eines Gesetzes über die Errichtung 

eines Verfassungsgerichtshofes)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 여기서 공화제국가에서 

제국시 에 통 으로 있어 왔던 라이히재 소(Reichgericht)를 신하는 별개의 

헌법재 소라는 명칭이 생겨났다. 1867년헌법(1867. 12. 21.)이 창설한 라이히재

소, 즉 제국재 소는 국민이 헌법에 열거된 권리나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침해되

었다는 것을 이유로 재 소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이를 장하 다. H. Kelsen

의 이러한 작업이 나 에 ‘독일계오스트리아국 헌법재 소법’안(Gesetz vom……

über die Errichtung eines Verfassungsgerichtshofes. Entwurf Hans Kelsen)으로 

작성되고 1919년 1월 23일 임시국민의회에 제출되어 1월 25일에 가결되었다. 이

때 제국재 소는 폐지되었다. 이후 이러한 헌법재 소제도가 여러 헌법 안들

(Entwurf Mayr, Kelsen-Entwurf, Linzer-Entwurf, Ministerial-Entwurf, 

Privatenwurf Mayr)에 등장하고 결국 헌법안에 채택되어가 1920년 10월 1일 헌

법이 제정되면서 헌법제도로 채택되었다. H. Kelsen은 헌법재 소의  상임재

으로 임명되어 활동하 다. 이에 한 상세한 논구는 宇都宮純一,「憲法裁判

權の理論」(東京: 信山社, 1996), 198쪽 이하, 210쪽 이하, 240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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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합 국식에서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통상의 법 , 즉 사법 이 

헌법재 을 한다는 이었고, 이는 곧 사법 의 지배를 불러오는 에서 

치열한 논란이 있었다. 우리의 삶이 사법 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다는 것

은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는 이념 으로 볼 때 민주주의와 충돌하

는 문제 다. 

결국 유럽에서는 미합 국식의 헌법재 을 移植하는데 실패하 다. 그 

주된 이유로는 첫째, 헌법이 신성불가침인 미합 국과는 달리 유럽에서는 

국민주권 는 의회주권에 기 한 국민 표기 이 만든 一般意思(general 

will)의 표 인 법률이 신성불가침의 것이었다. 그래서 법률은 오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하여 심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할 수 없었다. 

둘째, 유럽에서 통상의 일반재 을 하는 사는 단순한 법률의 용하는 

자에 불과하기 때문에3) 헌법재 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 다. 법

률을 해석․ 용자에 불과한 사가 감히 법률의 합헌성여부를 단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셋째, 국 법원의 사에게 헌법재 을 

인정하면 재 권의 통일성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이다. 더 나아가 

컨  랑스의 경우 최고의 지 에 있는 행정재 소와 헌법재 소가 헌법

의 해석과 련하여 각각의 다른 결을 할 때에도 이를 통일시킬 방법이 

3) 륙법, 즉 시민법(civil law)의 통에서는 직업 사란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을 

단순히 선언․ 용하는 자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공무원(civil servant)으로 단순

히 업무를 기계 으로 처리하는 기능 인 존재(functionary)에 지나지 않는다. 

사가 입법자가 만든 법을 해석(interpretation)하는 것은 신성한 법률을 손 는 것

으로 여겨진 것이다. 따라서 사에게 법해석의 기능도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법창조(law-making)라는 기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더욱 당연한 것이었다. 특

히 이러한 것은 랑스 명을 겪은 랑스에서는 강하게 나타났다. 랑스에서는 

역사  배경과 이데올로기  배경으로 인하여 직업법 에게는 곧 사법심사권

을 부인하여 왔다. 사에게 겨우 법해석권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도 나폴 옹법

에서 시작한다. 이때에도 사는 최소한의 법해석자에 그치는 것이지 법창조의 

기능을 가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었다. J. H. Merryman, The Civil Law 

Tradition, 2nd ed.(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5), 34쪽 

이하. 이 책은 국내에 번역되어 있다. 윤 규(역),「 民法傳統」서울: 철학과 실

사, 1995.; M Cappelletti(註 2), 2쪽 이하, 13쪽 이하 참조. 랑스에서는 비법 으

로 구성하는 헌법재 소(Conseil Constitutionnel)를 구성한 이후에도 이러한 분

기는 계속 되어 오다가 2008년 헌법을 개정할 때 비로소 구체  규범통제제도를 

도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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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이다. 넷째, 헌법의 硬性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다. 헌법개정법

률로 의회에서 헌법을 개정한 것이 실질 인 헌법에 반되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헌법이 경성이지 않고 연성의 속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러한 헌

법을 근거로 하여 법률의 헌여부를 단하는 것이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4) 물론 이러한 것은 헌법개정법률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하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아무튼 이러한 이유로 미합 국식의 사법심사제도의 도입에는 부정 이

었으나, 제2차 세계 이후에 젠식의 헌법재 소가 부활하고 확산된 것

은 역사  배경을 보면, 1848년 독일이나 1867년 오스트리아와 같이 연방

제국가에서 연방사건을 다루는 재 소를 따로 창설하여 왔다는 과 나치

즘과 시즘이라는 독재를 체험하고 난 이후 진정한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의사에 의하여 헌법재 소라는 것이 구상되었던 이다. 즉 사람들이 사

를 믿을 수 없는 존재로 보았던 것과 입법부도 자신의 사명을 배신하고 국

민을 억압할 수 있다는 과 이러한 경우에 비하여 자기방어를 하는 것

이 필요하다는 강한 인식이 생겼던 것이다.5) 그리고 이론  배경으로는, 

이러한 헌법재 소가 헌법재 을 하는 것은 권력분립원리에 합치하는 것이

고, 헌법재 은 헌법이 근본규범이고 모든 다른 법규범은 이로부터 나온다

는 것과 합치한다는 것이었다.6) 제도  는 정치  배경으로는, 의회의 

다수 의 횡포에 하여 이를 견제할 필요성이 있고 소수의 보호가 필요하

다는 이다. 특히 이원정부제나 의원내각제에서는 의회의 다수 를 바탕

으로 하여 행정부도 구성되고 운 되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의회의 다수

를 견제할 필요성이 더 강하게 두된다. 이러한 다수 를 효과 으로 통

제할 수 있는 것이 헌법재 소라는 이다. 다수 가 하나의 정당이 아닌 

경우에는 政治的 談合으로 다수 를 형성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정

치  담합으로 무소불 의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을 통제하는 것이 헌법재

4) L. Favoreu(註 2), 9쪽 이하 참조.

5) L. Favoreu(註 2), 12쪽 이하 참조.

6) L. Favoreu(註 2), 13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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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이다. 이원정부제나 의원내각제에서는 이러한 의회에 한 통제는 

곧 정부에 한 통제이기도 하다.7)

한국의 헌법재 소는 이러한 세계사  배경을 가지는 제도로 세계사  

의미 속에서 등장한 것이었지만, 헌법재 소가 출범하던 기에는 회의

인 시각이 많았다. 그것은 으로 ‘헌법재 의 실패’라는 한국의 과거 경

험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 헌법재 소 역시 과거의 헌법 원회와 같이 아

무런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패배주의 인 시각이 그것이었다. 권

주의통치가 완 히 제거되지 않았던 민주화의 기 단계에서는 이러한 회

의주의  시각은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헌법재 소는 이러한 기의 회의와 걱정과는 달리 그 이

후 극 으로 헌법재 을 하여 제1기 曺圭光 憲法裁判所에서부터 헌법재

의 성공을 거두었다. 이러한 것이 헌법재 소 창립 10주년에 이르면 완

히 제2의 한강의 기 과 같은 성과를 거두어 한국의 민주화 실 에 

한 공헌을 하 다.8) 특히 한국의 민주화과정에서 憲法訴願制度의 活性化는 

헌법재 의 성공에 석이 되었다.

헌법재 소가 창립된 지 2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 에서 헌법재 소는 

한국에 成功神話를 만들어 놓았다. 그간의 수 많은 사건의 처리와 함께 역

사에 빛나는 훌륭한 례를 축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

를 구제하고 헌법에 반되는 국가권력의 효력을 무효화시키고 헌법질서를 

바로 잡아 나갔다.9) 그 지만 이러한 그간의 성공 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 이 지속가능한 제도로서 본래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는데는 여 히 

7) L. Favoreu(註 2), 16쪽 이하 참조.

8) 이에 하여는 鄭宗燮, “韓國의 民主化에 있어서 憲法裁判所와 權力統制,” 鄭宗燮,

「憲法硏究 4」(서울: 博英社, 2003), 211쪽 이하; 鄭宗燮, “韓國의 民主化에 있어

서 憲法裁判所와 基本權의 實現,” 鄭宗燮, 같은 책, 267쪽 이하를 보기 바람. 1987

년헌법이 헌법재 소제도를 채택하고 이를 구체화시키는 헌법재 소법을 제정하

던 당시의 경 에 하여 자세한 것은, 憲法裁判所,「憲法裁判所法 制定 略史」

(서울: 憲法裁判所, 2006), 1쪽 이하; 法務部,「憲法裁判制度」(서울: 法務部, 1988), 

7쪽 이하에 실린 들과 자료를 보기 바람.  

9) 헌법재 소의 20년 성과에 해서는 헌법재 소,「헌법재 소 20년사」(서울: 헌

법재 소, 2008), 135쪽 이하, 277쪽 이하를 보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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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하여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이러한 과제는 헌법재  그 자체, 즉 

례상의 과제와 제도상의 과제가 있는데, 이 에서는 제도상의 과제에 

하여 論究하고 그 안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Ⅱ. 憲法裁判所

1. 憲法裁判의 性質

헌법재 은 어떠한 성질을 가지는 것인가 하는 것은 헌법재 이 통상의 

일반재 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을 규명하는 작업이다. 헌법재 의 핵심

은 規範統制(Normenkontrolle), 다시 말해 司法審査(judicial review)를 말

한다. 규범통제는 법률, 명령, 규칙, 조약 등 헌법보다 하 의 법규범에 

한 규범통제를 의미하지만, 법률에 한 규범통제가 주를 이룬다. 법률에 

한 규범통제는 재 작용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정치성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입법작용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에 특징이 있다. 법률

에 한 헌여부를 심사하여 헌법재 기 이 단하는 것은 의회에서 입

법행 를 통하여 할 수 있는 것이고, 헌법재 기 이 나서기 이 에 의회

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 의회에서 헌성을 제거하는 행 를 하

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 기 에서 이를 행한다. 법률에 한 규범통제가 

이러한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규범통제를 하는 기 에 해서는 구

성에서 민주  정당성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이 있다. 즉 일반 재 을 

하는 직업법 으로 이러한 행 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법률을 시

한 법규범에 한 헌법소원심 의 경우에도 이 은 마찬가지다.

탄핵심 이나 정당해산심 도 단순한 재 작용으로서의 성질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작용으로서의 성질도 가진다. 권한쟁의심 도 단순히 법

인 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작동에 하여 거시 인 단을 하

는 작업이 개입한다. 여기서는 법 인 단이외에 정치 인 단이 개입하

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통상의 일반법원이 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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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능력도 없거니와 이를 하게 되면 법원도 정치화된다. 재 에 한 헌법

소원심 은 법원의 재 작용에 한 합헌성의 통제이므로 이는 통상법원에

서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헌법재 의 범주에 포함되는 재 들은 재 작용으로서의 성

질과 정치작용으로서의 성질을 함께 띠고 있다. 특히 법률에 한 규범통

제는 입법작용으로서의 성질도 지니고 있다. 이런 에서 헌법재 은 입법

작용이나 행정작용, 법원의 재 작용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국가작용

이라고 할 수 있다. 앞의 세 가지 작용과는 구별된다는 에서 명명하자면 

제4의 국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10)  

2. 憲法裁判機關

헌법재 을 어떤 기 에서 장하는가 하는 문제가 헌법재 기 의 문

제이다. 이에 해서는 原理的인 면에서 논의하는 방법과 存在論的인 면에

서 논의하는 방법이 있다. 먼  존재론 으로 논의하는 방법은 원리 으로 

합당하든 합당하지 않든 재 상태에서 어떤 기 에서 헌법재 을 장하

는가 하는 것을 있는 그 로 보는 이다. 존재론 인 에서 보면, 헌

법재 을 헌법재 소라는 통상법원과 다른 재 기 에서 장하는 나라도 

있고, 통상법원의 최상  법원에서 장하는 나라도 있다.11)

10) 이에 한 자세한 것은 鄭宗燮,「憲法訴訟法」제5 (서울: 博英社, 2008), 9쪽 이

하; 許營,「憲法訴訟法論」제3 (서울: 博英社, 2008), 15쪽 이하를 보기 바람.

11) 흔히 존재론 인 에서 찰할 때 나타나 있는 헌법재 기 을 분류하면서 

통상법원형과 헌법재 소형( 는 특별법원형), 아메리카형(American system)과 

유럽형(European system), 아메리카형과 오스트리아형(Austrian type), 아메리카

형과 젠형(Kelsen system), 분산형(decentralized type)과 집 형(centralized 

type) 등이라고 서술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엄격히 볼 때 이는 하나의 ‘型’, 

즉 모델(model)로 악하기는 어렵다. 이를 모델로 분류하기 해서는 원리 으

로 양자가 모두 성립가능한 것이어야 각기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양자는 재 실에 존재하는 형태상 나타나 있는 모습일 뿐이다. 이른바 통상

법원형은 헌법재 의 성질과는 부합하지 않는 것이어서 원리 으로 선택가능한 

‘型’이 될 수 없다. 존재론 인 에서 보면, 의 양자의 형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들이 차이가 있으면 모두 각각 하나의 ‘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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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 분포를 보면, 헌법재 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세계헌법

재 소편람에 잘 나타나 있다.12)

존재론 인 논의는 법리에 계없이 존재하는 상황을 그 로 기술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원리 인 논의는 헌법재 의 성질이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기 에서 헌법재 을 장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이다. 

에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 이 입법권, 행정권, 법원의 사법권과는 달

리 제4의 성질을 가지는 것인 만큼13) 입법부, 행정부, 법원이 아닌 제4의 

기 에서 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미합 국의 경우도 

聯邦 高法院(U.S. Supreme Court)은 상고심법원이 아니라 사법심사를 하

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통상법원이 아니고 통상법원

과 구별되는 헌법재 소에 해당한다.

에서 유럽의 경우에 헌법재 소제도가 구상되고 정착되는 과정을 보

았듯이, 헌법재 소라는 것은 그 자체 성질상 통상법원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통상법원의 재 과 다른 헌법재 은 통상법원과 구별되는 

독립된 재 기 으로 헌법재 에 하여 독 인 할권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헌법재 소는 구성에서도 통상법원과 달리하고 재 의 

자격에서도 법원의 사와 달리한다. 

통상의 법원의 재 과 다른 헌법재 의 성질에 부합하는 재 기 으로 

설계된 憲法裁判所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개념  요소를 가진다는 것을 의

미한다. 첫째, 헌법재 은 다른 모든 국가기 으로부터 獨立된 헌법재 소

에서 장한다는 이다. 이는 헌법에 의하여 헌법재 소의 조직, 작용, 권

으로 분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하여 멕시코, 이스라엘이나 아일랜드의 헌

법재 과 같은 것을 간형(intermediate system) 는 혼합형(mixed system)이

라고도 하고, 라질의 경우처럼 어떤 형으로 분류하기에 애매한 것도 있다. M. 

Cappelletti(註 2), 45쪽의 각주 1)과 46쪽의 각주 5) 참조. 존재론 으로 형을 분

류하고 분류의 일반화의 오류를 피하려고 하면 그 제도가 원리 으로 합당한가 

아닌가에 계없이 이러한 경우에는 각기 멕시코형, 라질형, 이스라엘형 등등

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다. 

12) http://www.ccourt.go.kr/home/history/world/sympo_guide.jsp

13) 鄭宗燮,「憲法學原論」제3 (서울: 博英社, 2008), 871쪽 이하; 鄭宗燮(註 10), 9쪽 

이하를 보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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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 정해져야 하고, 행정 ․재정 인 면에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재 의 독립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헌법재 소의 존재, 

작용, 권한은 입법부나 행정부에 의하여 변경되는 험이 있어서는 안 된

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험이 있는 한 이는 헌법재 소가 되지 못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헌법재 은 이를 하여 특별히 설치한 憲法裁

判所에서 獨占的으로 장한다는 이다. 헌법재 에 속하는 사항은 어떤 

경우에도 통상법원에서 다룰 수 없다. 셋째, 헌법재 소는 정치기 에 의하

여 職業法官이 아닌 , 즉 非職業法官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이다. 헌

법재 소는 통상법원과 달리 정기 으로 승진하는 직업법 내지 료법

으로 구성되면 안 된다. 따라서 헌법재 소의 재 은 사법  에서 임

명되어야 할 필요는 없고, 법학교수, 변호사, 공무원 등에서 임명할 수 있

다. 헌법재 소의 재 은 법률가일 필요도 없다. 넷째, 헌법재 소는 정

치기 이 아니라 裁判機關이라는 이다. 헌법재 소의 재 에는 헌법률

을 무효화시키는 효력과 같은 재 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여야 한다. 다섯

째, 헌법재 소는 통상의 재 기 에 속하지 않는다. 즉 통상법원의 최고법

원과 헌법재 소는 다르며, 이른바 司法法院(judicial court)이라는 개념에 

속하지 않는 별개의 헌법기 이다.14) 

결국 憲法裁判(Verfassungsgerichtsbarkeit)은 그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속성을 가지는 헌법재 은 憲法裁判所(Verfassungsgericht)에서 

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것이 헌법재 기 에 한 원

리 인 이해이다. 륙법 통에 의할 때, 이런 에서 H. Kelsen의 구상은 

타당한 것이었고, 유럽 여러 나라에서 이러한 H. Kelsen의 구상을 따른 것

은 타당한 것이다. 이런 에서 엄격히 말하자면, 헌법재 소를 court이라

고 부르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헌법재 소 재 을 judge라고 부르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15) 

14)  L. Favoreu(註 2), 18쪽 이하 참조.

15) J. H. Merryman(註 3), 37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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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韓國의 憲法裁判所

우리나라는 1948년 헌법을 제정할 때부터 헌법재 은 통상법원과 별개

의 재 기 에서 장하는 것으로 하 다. 1948년헌법, 1952년헌법, 1954년

헌법은 憲法委員 와 彈劾裁判所를 두어 헌법재 기 을 통상법원과 달리 

하되, 헌법재 에 속하는 탄핵재 의 경우에는 다른 헌법재 과 구별하여 

다시 탄핵재 소라는 기 을 설치하 다. 통상의 재 과 구별하는 에서

는 공통 이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률심 과 탄핵심  사이에 법리 으로 

차이가 있는 까지 고려한 것이다.16) 

1960년 4․19 이후에 헌법을 개정할 때에는 헌법재 소를 설치하여 헌

법재 에 해당하는 모든 재 을 憲法裁判所가 장하는 것으로 정하 다. 

이때 헌법재 소가 장한 사항은 법률의 헌여부심사, 헌법에 한 최종

 해석, 국가기 간의 권한쟁의, 정당의 해산, 탄핵재 , 통령․ 법원

장․ 법 의 선거에 한 소송이었다.17)   

이러던 것이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에 군부세력이 진정한 민주

주의는 ‘미국식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1962년 헌법을 미합 국연방헌법에 

맞춘다고 하면서 미국식 통령제에 근 하게 개헌하 는데, 이때 헌법재

의 범 를 폭 축소하고 헌법률심사와 정당해산재 은 법원이 장

하고 탄핵재 은 탄핵심 원회가 장하는 것으로 하 다.18) 그러나 

헌법률심사와 정당해산재 에 한 할을 법원의 할로 한 것은 우리

나라 법원과 미합 국의 연방최고법원을 같은 것으로 본 오류에서 빚어

진 것이었다.

1972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박정희정부는 미국식 민주주의는 우리에게 

맞지 않고 우리의 풍토에 맞는 ‘토착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維

新體制를 정당화하 다. 그러면서 종 까지 미국식 민주주의가 진정한 민

16) 鄭宗燮(校勘․編),「韓國憲法史文類」(서울: 博英社, 2002), 237쪽, 249쪽 이하, 

264쪽.

17) 鄭宗燮(註 16), 279쪽.

18) 鄭宗燮(註 16), 3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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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라고 하던 태도를 버리고 ‘한국식 민주주의’가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박정희독재의 장기집권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만들어 내었다. 이때

에는 법원으로 하여  헌법재 을 하게 하던 태도를 버리고 헌법 원회

를 다시 설치하여 헌법률심 , 탄핵심 , 정당해산심 을 장하게 하

다. 이러한 태도는 1980년헌법까지 이어졌다.19) 헌법재 을 통상법원이 아

닌 재 기 에서 장하던 이러한 태도는 1987년 헌법개정에서는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사라졌던 헌법재 소를 다시 살려 내어 장사항을 정

비하 다. 헌법재 소를 설립하고 이것이 군사쿠데타에 의하여 폐지되고 

그 후에 민주화되면서 다시 부활된 과정은 1920-30년  오스트리아가 걸어

간 경로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우리나라의 헌법재 의 역사를 보건 , 우리는 기본 으로 헌법을 제정

하던 때로부터 재까지 헌법재 을 통상법원이 아닌 헌법재 기 에서 

장하는 태도를 취하 다. 헌법원리 으로 볼 때, 에서 본 유럽의 여러 나

라와 같이 타당한 태도이다. 

Ⅲ. 憲法裁判制度의 改革

1. 憲法裁判所 構成方法의 改革

가. 裁判官의 資格 要件

재 헌법재 소의 재 의 자격요건에는 헌법에서 법 의 자격을 가

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헌법재 소를 사법 만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한

가 하는 에 해서는 논란이 있다. 헌법재 이 가지는 재 작용으로서의 

성격이외에 정치작용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하면 사법 만으로 헌법재 을 

하는 것은 정당성을 확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에서 본 바와 같

19) 鄭宗燮(註 16), 355쪽, 3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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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미 유럽에서 헌법재 소를 디자인할 때부터 헌법재 소의 개념  징

표로 된 것이다. 특히 헌법률심 이 가지는 재 작용으로서의 성격, 정치

작용으로서의 성격이외에 입법작용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하면 사법 만으로 

헌법재 을 구성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당성(democratic legitimacy)을 확

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도  정당성도 확보하기 어렵다. 

재의 방식이 안고 있는 문제 을 해소하기 해서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안은 재 헌법에서 법 의 자격을 가질 것을 필요로 하

는 문구를 삭제하고, 헌법재 소 재 의 자격요건을 헌법재 소법에서 

정하게 하되, 헌법재 소법에서 일정 수는 법 의 자격을 가질 것을 정하

고 나머지는 그러하지 않게 정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안은 헌법에서 법

의 자격을 가져야 하는 재 의 수를 명시하는 방법이다. 즉 ‘헌법재

소의 재 은 ○명으로 구성하되, 이  ○명은 법 의 자격을 가져야 한

다’는 방식으로 정하는 것이다. 법 의 자격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곧 직업

법 을 헌법재 소의 재 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아니다. 직업법 을 헌

법재 에 어느 정도로 참여시킬 것인가는 헌법재 이 가지는 민주  정당

성과 함께 문성의 확보의 에서 헌법정책 으로 고려되는 사항이다. 

직업법 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이는 반수를 넘으면 안 되고 소수에 그쳐야 

한다.  직업법 을 참여시키는 경우에도 법원이 바로 헌법재 소의 구성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직 법 을 후

보자로 하여 선출하면 되고, 통령이 임명하는 경우에는 직 법 을 직

 임명하면 된다. 

나. 裁判官의 數

재 헌법재 소는 9인의 재 으로 구성한다. 그러나 사건이 계속 증

가할 뿐 아니라 사건의 양도 많기 때문에 재 을 15인으로 늘이는 방안

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 은 고도의 國事裁判으로서의 성질을 가지

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심리되어야 하고,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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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를 형성함에 신 하여야 하고, 국민의 권리를 구제함에 충분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 에게 부과되는 업무의 부담이 강하면 이러한 헌법재 의 

기능은 충분히 발휘되기 어렵다. 이러한 면에서 재 의 수를 늘이는 것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재 의 수를 늘이는 경우에 고려하여야 할 은 표결과 재 의 임기

이다. 표결의 에서 볼 때, 가부동수로 결정이 나지 않을 경우를 방지하

여야 하므로 홀수이어야 한다. 이런 에서 보면, 재 에게 부과되는 사

건 부담의 정도에 따라 11인, 13인, 15인의 어느 경우나 가능하다. 그러나 

재 의 임기를 차별화하여 1/3식 교제하는 경우에는 9인이거나 15이어야 

한다. 즉 재 의 임기를 6년 는 9년으로 하고, 1/3씩 교체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는 9인에서 확장하는 경우에는 15인으로 확장하여야 한다. 

재와 같이 일  교체하는 방법에 따르면, 11인, 13인, 15인의 어느 경우

나 가능하다.

재 의 수를 15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독일의 경우와 같이 헌법소원사

건을 심으로 다루는 部( 는 法廷)와 헌법률심 을 심으로 다루는 

部로 헌법재 소를 이원화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다. 構成方法

헌법재 소의 재 과 소장을 임명하는 사항에 해서는 헌법이 정하

고 있다. 이는 당연하다. 헌법에서 설치하는 헌법기 인 헌법재 소의 구성

에 한 본질  사항은 헌법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이다. 이에 따라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 소는 법 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 으로 구

성하며, 재 은 통령이 任命한다」라고 정하고, 동조 제3항은 「제2항

의 재   3인은 국회에서 選出하는 자를, 3인은 법원장이 指名하는 

자를 임명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 소의 재 에 한 임

명권(power of appointment)은 오직 통령만이 가진다. 다만, 9인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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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3인의 재 은 통령이 바로 임명하지만, 나머지 인원에 있어

서는 3인은 법원장이 먼  지명하고(nominate) 이 게 지명된 자에 해

서 통령이 임명하며,  나머지 3인은 국회에서 먼  선출하고(elect) 이

게 선출된 자에 해서 통령이 임명한다(appoint).

이는 헌법재 소를 구성할 때, 통령, 국회, 법원장이 동하여 구성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헌법재 소의 구성에 입법부, 행정

부, 사법부가 모두 여하여 정당성을 부여하고, 통령 혼자 헌법기 을 

구성할 수 없게 하여 통령제 국가에서 통령의 권력에 헌법재 소가 종

속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통령이 직  임명하는 재

 3인과 법원장이 지명하는 재  3인의 경우에는 그 임명에 있어 

통령과 법원장의 개인 인 주  이해 계와 의사가 아무런 통제를 받

음이 없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어 헌법기 의 구성이 개인  주 에 

의해 좌우되는 심각한 문제 을 안고 있다.20) 그리고 국회에서 선출하는 3

인의 재 을 국회에서 후보자 가운데 선출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여당

의 몫으로 2인, 야당의 몫으로 1인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것

이 국회선출시 다수당인 여당의 지배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기능을 하지만, 

이는 1/3씩 교체하는 방식을 취하면 국회의 구성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이런 방식보다는 여야의 몫을 없애고(이는 례이고 법  근거는 없으므로 

그 례만 변경하면 된다), 국회에 헌법재 소 재  선출 원회를 만들

고, 여기서 후보자를 선정한 다음에 국회본회의에서 복수의 후보자 가운데

서 재 을 선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법원장이 재 을 지명하는 것에서는 법원장 1인이 특정인

을 자유로이 지명하기 때문에 이는 개인이 헌법기 을 구성하는 오류가 발

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해서는 사법부가 헌법재 소의 구성에 

여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장이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지명하

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원이 지명하는 경우에는 법원 원으로 구

20) 鄭宗燮, “韓國 憲法裁判制度의 改善을 한 制度比 的 察,”「憲法裁判硏究 

Ⅰ」제2 (서울: 博英社, 2005), 357쪽; 鄭宗燮(註 10), 86쪽 이하; 許營(註 10), 

110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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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 원회에서 헌법재 소 재 에 합한 인물을 선정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헌법재 소의 구성에 사법기 이 여하는 것이 타

당한가 하는 근본 인 문제가 있다.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는 찾기 

어렵다. 에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 소제도라는 것이 사법기 으로부터 

완 히 구별된 별개의 기 으로 기능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헌법재 소의 구성에 여하는 것은 制度本質的으로 正當化하기 어렵다. 

재 사법부가 헌법재 소의 구성에 여하기 때문에 직업법 이 헌법재

에 여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곧 司法官에 의한 國民의 支配를 

래하고 있다. 헌법재 소가 출범한 후 재까지의 양상을 보면, 직업법

에 법 에 제청할 사람과 헌법재 소 재 으로 지명할 사람의 풀을 

정하고 이를 배분하여 각각 법 과 헌법재 소 재 으로 임명하게 하

는데, 이는 제도 으로 매우 잘못된 것이다. 헌법재 소의 구성에서는 사법

부의 여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21)

통령의 경우에도 통령이 자유로이 임명하는 것보다는 임명 상자를 

선정하는 합리 인 차( : 헌법재 소 재 후보자 선정 원회)를 마련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  후보자(단수 는 복수)의 선정을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헌법재 소를 원래의 기능과 성질에 부합하도록 구성하는 방법은 국회

에서 원을 선출하고 국가원수인 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이 가장 설득력

이 있다고 보인다. 독일에서는 16명의 재 으로 구성되는데, 그 가운데 

헌법재 소장과 부소장은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이 번갈아가며 선출하고, 

6명은 최상  연방법원(聯邦通常法院, 聯邦行政法院, 聯邦租稅法院, 聯邦勞

動法院, 聯邦社 法院)의 사로, 나머지 8명은 두개의 院(Senat)으로 나

어,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에서 선출하고 있다. 헌법재 소를 처음 고안한 

오스트리아를 보면, 1920년에서 1929년까지는 재 의 반수는 하원인 國

民議 에서 선출하고 나머지 반수는 상원인 聯邦參議院에서 선출하 다. 

21) 이와 련해서는 김문 /정재황/한수웅/음선필,「現行 憲法上 憲法裁判制度의 問

題點과 改善方向」(서울: 憲法裁判所, 2005), 125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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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1929년이래는 헌법재 소 재  임명권을 연방공화국 통령에게 속

하게 하되, 제청권을 정부, 국민의회, 연방참의원으로 3분하여 배분하는 방

식을 취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헌법재 소장, 부소장, 6인의 재 과 3인

의 비재 을, 국민의회는 3인의 재 과 2인의 비재 을, 연방참

의원은 3인의 재 과 1인의 비재 을 각각 제청한다. 이러한 경우에 

여당다수 가 헌법재 소를 좌지우지할 수 있으나, 정당이 제청에 실제 

여하는 것이 례로 되어 이러한 이 완화되고 있다. 실제에서는 2  정

당의 합의하에 작동되고 있다.22) 그 이외에 국회와 통령이 나 어서 임

명하는 방법도 있고, 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동의를 얻게 하는 방법도 

있다. 어느 경우에도 재 을 일 으로 모두 교체하는 방법은 타당하지 

않고 1/3씩 교체하는 방식을 채택하여야 이러한 임명방식이 래할 부작용

을 방지할 수 있다.

라. 裁判官의 交替 時期

재 의 임기를 정하는 경우에도 재 을 교체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효과를 가져온다. 재는 임기를 6년으로 하고 일  임명하고 6년 후에 다

시 새로 헌법재 소를 구성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업무의 

연속성에서 문제가 있다. 재 이 일  교체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례의 

변경도 오류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헌법재 소를 구성하는 시기의 정치  

상황에 따라 헌법재 소의 구성에 특정 세력의 향력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  

업무의 불연속성, 헌법재 소 구성에 특정인 는 특정세력의 지배  

향력 침투의 문제를 해결하고, 헌법재 소의 신진 사를 원활히 하는 방법

으로 재 을 1/3씩 교체하는 회 문방식(revolving door system)이 있다. 

임기가 6년이면 2년마다 1/3씩 교체하고, 임기가 9년이면 3년마다 1/3씩 교

체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식에서는 최 에는 임기를 차별화하여 임기 2

22) L. Favoreu(註 2), 34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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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는 3년)의 재  1/3,  임기 4년( 는 6년)의 재  1/3, 임기 6년

( 는 9년)의 재  1/3을 임명하게 된다.23)

마. 憲法裁判所長의 任期

헌법에는 헌법재 소장의 임기에 해서는 명시 으로 정하고 있는 바

가 없다. 처음에 헌법재 소장으로 임명되는 자는 재 이기 때문에 재

의 임기와 동일하다. 감사원의 경우에 감사 원의 임기(헌법 §98③)와 감

사원장의 임기(헌법 §98②)를 따로 정하고 있는 것과 법원의 경우에 

법 의 임기(헌법 §105②)와 법원장의 임기(헌법 §105①)를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와 다르다. 

그런데 문제는 재 으로 재직 에 헌법재 소장으로 임명되면 그 임

기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 발생한다. 이에 해서는 ⑴ 헌법재 소 재

의 임기를 6년으로 정하고 있고 헌법재 소장은 헌법재 소 재  

에서 임명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재 소장의 임기는 소장

이 가지는 재 으로서의 임기와 동일하다고 본다. ⑵ 헌법재 소장의 임

기에 해서는 명시 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재 의 임기와 

별도로 6년이라고 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된다. 이런 경우에는 재 으

로 재직한 기간이 경과된 후 재 직에 있으면서 헌법재 소장에 임명되

면 헌법재 소장 취임시부터 다시 6년의 임기가 진행된다고 본다.

이러한 것은 기본 으로 헌법에서 명시 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서 문제

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의 해석을 통하여 어느 견해가 보다 합당

한가 하는 것을 정할 필요가 있다. 헌법이 감사원장이나 법원장의 임기

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감사원장은 감사 원 가운데서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장은 법  에서 임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명시

하고 있고, 감사원장이나 법원장의 임기를 감사 원의 임기  법 의 

임기와 같이 할 것인가는 정책 인 문제인데, 헌법은 이를 동일하게 하는 

23) 鄭宗燮(註 20), 356쪽; 김문 /정재황/한수웅/음선필(註 21), 136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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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정하고 있다. 만일 감사원장을 감사 원 에서 임명하고, 법원장

을 법  에서 임명하는 경우에는 감사원장은 감사 원의 지 를 겸하

고 있고 법원장은 법 의 지 를 겸하고 있어 감사원장과 법원장의 

임기는 감사 원과 법 의 임기와 일치하므로 따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것은 앙선거 리 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앙선거 리 원

회의 구성에서는 원장은 원 에서 호선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원장

의 임기는 당연히 원으로서의 임기와 동일하기 때문에 따로 명시할 필요

가 없다. 헌법재 소장은 호선할 수도 있고 임명할 수도 있는데, 우리 헌법

은 앙선거 리 원회의 원장은 원 에서 호선하고, 헌법재 소장은 

재  에서 임명하는 방식만 달리하고 있을 뿐이므로 앙선거 리 원

회 원장이나 헌법재 소장의 임기에 해서는 양쪽 모두 명시할 여지가 

없는 것이고 원과 재 의 임기를 명시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상 다른 제도와 비교하면서 해석을 하면, 헌법재 소장의 임

기는 재 으로서의 임기와 일치하고, 6년이라고 보는 ⑴과 같이 보는 견

해가 상 으로 설득력이 강한 해석이라고 보인다. 즉 민간인을 재 으

로 임명하면서 헌법재 소장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6년 동안 헌

법재 소장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되고, 재 이 재직 에 헌법재 소장

으로 임명하게 되면 재 으로서의 남은 잔여임기동안 헌법재 소장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24)  

그러나 이 문제는 헌법에서 명시 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잔여기간

만큼만 직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 6년의 임기가 시작한다고 할 것인

가는 헌법정책 으로 결정할 문제이다.

바. 豫備裁判官制度의 導入

비재 제도는 헌법재 에서 필수 으로 요구되는 것이다.25) 재

24) 이와 같이 보는 견해로는 컨  林鍾焄, “憲裁所長任命의 違憲性論議,”「 試

界」통권596호(2006. 9.), 1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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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궐 되거나 재 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여 재 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에 정원에 부족한 형태로 재 을 하는 것은 헌법재 의 기능을 충분히 발

휘할 수 없게 만들 뿐 아니라 재 의 정당성과 설득력도 떨어뜨리는 결과

를 가져온다. 법률 등의 헌여부를 단하는데 재  한 사람의 역할이 

매우 요하고, 통령을 탄핵하는데 재  1인의 표가 정치 으로 매우 

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재 이 배제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

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면 헌법재 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

서 헌법재 에서는 반드시 비재 을 미리 임명하여 이러한 상황에 

비하여야 한다. 그래서 헌법재 은 원래의 정족수를 완 히 갖춘 상태에서 

하는 것이 정당성을 높일 수 있다. 비재 의 자격요건은 재 의 그

것과 동일하다.26)

이러한 비재 제도는 오스트리아에서 헌법재 소를 만들었을 때부

터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1950년 憲法委員 法과 1950년의 彈劾審判法에

서는 각기 비 원(同法 §2)과 비심 (同法 §5)를 두었다.  

2. 管轄의 體系化

가. 規範統制시스템의 체계화

(1) 規範統制의 二元化 解消 

행 헌법에는 제107조에서 “법률이 헌법에 반되는 여부가 재 의 

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 소에 제청하여 그 심 에 의하여 재 한

다”라고 하여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  규범통제

제도와 일치되도록 하면서도 제2항에서 “명령·규칙 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반되는 여부가 재 의 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최종

25) 鄭宗燮(註 20), 360쪽 참조.

26) 비재 제도에 해서는 鄭宗燮(註 10), 110쪽, 117쪽 이하; 김문 /정재황/한

수웅/음선필(註 21), 301쪽 이하를 보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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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정하여 명령, 규칙 등의 법규범에 한 

구체  규범통제는 법원이 최종 으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정하 다. 

헌법이 이 게 규정함으로 인하여 규범통제에서는 할기 이 이원화되

는 상이 발생하 다. 어떤 법률조항이 헌으로 되는 경우에 이 법률조

항을 제로 하여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는 명령의 규정은 논리필연

으로 헌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 헌법재 소는 명령의 헌여부에 하여 

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명령의 헌여부는 법원이 최종 으로 심사

하게 되어 있어, 사건에 따라 헌법재 소와 법원에서 동일한 명령조항에 

하여 엇갈린 단을 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27)

문제는 헌법 제107조 제2항은 1948년헌법에서 정한 이후 그 로 유지되

어 온 것인데,28) 1987년헌법에서도 헌법재 소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를 정

비하지 않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규범통제를 일원화하는 방법이다. 그 방법으

로는 법률, 명령, 규칙에 한 규범통제를 일원화하여 추상  규범통제든 

구체  규범통제든 문제가 되면 모두 헌법재 소의 단을 받게 하면 되

고, 헌법재 소도 법률에 하여 헌결정을 할 때에는 그에 기 한 명령

이나 규칙에 해서도 직권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명령이나 규칙의 

헌여부가 문제가 되어 상 의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이 헌인 경우에는 

이에 하여 헌결정을 할 수 있게 하면 된다.29) 이 게 하는 경우에는 

행의 헌법규정을 그에 합당하게 개정하여야 한다. 재의 헌법 제107조 

제2항은 삭제하고 헌법 제107조를 “법률․명령․규칙이 헌법에 반되는 

여부가 재 의 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 소에 제청하여 그 심

에 의하여 재 한다”라고 하면 된다.  

(2) 抽象的 規範統制의 採擇

우리 헌법은 규범통제제도를 채택하면서 구체  규범통제제도만을 채택

27) 이에 한 자세한 것은 鄭宗燮, “命令․規則에 한 違憲審判節次의 問題點과 

解決方案,”「憲法裁判硏究 1」제2 (서울: 博英社, 2005), 87쪽 이하를 보기 바람.

28) 이에 해서는 鄭宗燮(註 15), 504쪽 이하를 보기 바람.

29) 이에 한 상세한 논의는 鄭宗燮(註 27), 89쪽 이하를 보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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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이러한 태도는 1948년헌법 이래 유지되어 오다가 1960년 헌법개정

때 헌법재 소제도를 도입하여 범한 규범통제를 할 수 있게 정하여 추상

 규범통제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1962년헌법에서 헌법재 을 왜곡

하기 시작한 후 그 이후의 헌법개정에서는 추상  규범통제제도가 제도화

되지 못하 다.

추상  규범통제제도는 효력을 발생한 법률이 국민의 삶에 용되기 이

에 정부나 국회의 소수 가 다수의 힘으로 통과된 법률이 헌이라는 

을 들어 헌법재 소에 헌법률심 을 청구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헌문제가 쟁 이 되었음에도 

이를 충분히 제거하지 않은 채 다수결에 의하여 가결하여 통과시킨 경우에 

그 헌성을 다투는 길은 해당 법률이 국민에게 용되어 국민이 그 법률

을 제로 한 법률행 나 해당 법률에 의한 처분에 하여 법원에서 다투

면서 해당 법률의 헌여부에 하여 헌법재 소에 심 을 구하는 방법(具

體的 規範統制 konkrete Normenkontrolle)과 국민에게 용되어 국민이 문

제로 제기하기 에 미리 헌성을 제거하기 하여 정부나 국회의 소수

로 하여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헌성을 제거할 수 있게 하

는 방법(抽象的 規範統制 abstrakte Normenkontrolle)이 있다. 국민의 입장

에서 보면, 후자의 경우인 추상  규범통제제도가 훨씬 도움이 된다. 자

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비용이 들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정부나 

국회의원이 다투어주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는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다툴 필

요가 없다. 

그리고 법률의 헌여부에 해서는 국민이 나서서 다투기 이 에 국가

기 이 나서서 이를 미리 제거하는 것이 보다 옳은 것이다. 국가란 헌법에 

합치하는 법률을 제정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合憲的 國家行爲의 義務), 

입법을 하면서 헌여부가 충분히 해결되지 못하고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었다면, 국민이 나서기 이 에 국가가 헌의 소

지를 제거하여야 한다.

 국회에서 다수의 힘으로 헌의 소지가 있는 상태로 입법화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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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수에게 이를 다투고 교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는 소

수의 보호라는 민주주의를 실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러한 에서 추상  규범통제는 구체  규범통제보다 훨씬 국가의 기

능에 합치하는 것이고,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이며, 소수의 보호를 실

하는 제도이다. 제도 으로는 구체  규범통제보다 더 세련된 제도이다. 

규범통제제도를 채택하는 이상 추상  규범통제는 당연히 채택하는 것이 

합당하다.30)

나. 國際法規의 違憲與否에 대한 裁判

조약과 같이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과 같은 국제법규가 헌법에 반되

거나 헌법상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의 효력을 무효화시키

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국제규범이 헌법에 반되는 경우에는 국내 용

에서 당연히 효력을 가질 수 없다. 헌법은 부칙 제5조에서 이를 명시 으

로 정하고 있다. 

통상 국제법규의 내용이 헌법에 반되는 경우에는 체결하는 당시에 문

제가 되는 내용이 있으면 이에 해서는 유보(reservation)하는 방법이 있

고, 사후에 헌법에 반되는 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조약에서 탈퇴하

거나 재 상을 하여 내용을 개정(amendment)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

러한 것을 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제법규가 우리 헌법에 반되거나 국

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재 을 통하여 이의 국내  효력을 

무효화시켜야 한다.31) 헌법재 소에서 국제법규에 하여 규범통제를 하고 

30) 鄭宗燮(註 20), 349쪽 이하;  김문 /정재황/한수웅/음선필(註 21), 219쪽 이하 참

조. 추상  규범통제제도의 기능에 해서는 Gisela Babel, Problem der 

abstrakten Normenkontrolle(Berlin: Duncker & Humblot, 1965), 9쪽 이하; 

Hartmut Söhn, “Die abstrakte Normenkontrolle,” Christian Starck(hrsg.), 

Bundesverfassungsgericht und Grundgesetz, Erster Band,(Tübingen: J.C.B. 

Mohr, 1976), 294쪽 이하; 野中俊彦,「憲法訴訟の原理と技術」(東京: 有斐閣, 

1995), 3쪽 이하 참조. 

31) 이에 해서는 鄭宗燮(註 20), 238쪽 이하를 보기 바람. 조약에 한 헌심사에 

해서는 權亨俊, “條約의 違憲審査,” 琴浪金哲洙敎授華甲紀念論文集 刊行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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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나라로 를 들면, 독일,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러시아, 리투아니아 

등이 있다.  

행 헌법이나 憲法裁判所法에서 이러한 규범통제에 하여 명문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없지만, 헌법재 소는 헌법재 의 법리상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국제법규에 한 규범통제를 례를 통하여 인정하고 있다

( : 憲裁 1995. 12. 28. 95헌바3; 1999. 4. 29. 97헌가14; 2001. 9. 27. 2000헌

바20). 

조약에 한 규범통제는 구체  규범통제와 헌법소원심 의 상이 되

도록 헌법에서 명시 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다. 憲法訴願制度의 整備

헌법소원심 제도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민의 자유나 권리가 국가

의 공권력의 행사 는 불행사로 인하여 침해당한 경우에 이를 구제하는 

제도이다. 국가의 공권력은 헌법에 의하여 창설된 모든 권력을 의미하는데, 

이에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모두가 포함된다. 어떤 경우에도 국가권력

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은 헌법소원심 에 하여 정하면서 다른 개별심 의 장사항을 

정하는 것과 달리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이라고 하여 헌법소원제도의 

인정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지만, 이의 구제 인 내용은 법률에 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憲法 §111①ⅴ). 이러한 것은 1987년 헌법을 개정하던 

당시에 헌법소원심 의 상에 하여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여 이를 법률

에 미루고 일단 헌법개정안에 하여 여야가 합의를 한 결과 나타난 표

이다. 그 결과 해당 법률인 헌법재 소법에서 헌법소원심 의 상에 하

여 정하는 규정에서 법원의 재 을 헌법소원심 의 상에서 제외하는 조

,「憲法裁判의 理論과 實際」(서울: 博英社, 1993), 173쪽 이하; 남복 /이경주/

성선제/ 학선,「국제조약과 헌법재 」(서울: 헌법재 소, 2007), 31쪽 이하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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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하 다(憲裁法 §68①).

이러한 것은 헌법소원심 제도의 기능을 무시한 자의 인 것이다. 헌법

소원심 의 상이 되는 국가권력에서 어떤 것은 포함되고 어떤 것은 포함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자의 일 뿐 아니라 국가권력에 의하여 국민의 

헌법상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법원의 재

도 오 이 존재하는 것이고, 법원의 재 도 재 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는 蓋然性은 언제나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

우에 발생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침해를 구제하기 하여 재 에 한 

헌법소원제도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헌법소원심 제도를 헌법이 

채택하는 이상 법원의 재 을 헌법소원심 의 상에서 제외할 아무런 이

유가 없다.32) 

법원의 재 에 한 헌법소원심 을 채택하는 길을 열기 해서는 헌법

에서는 “헌법소원에 한 심 ”이라고 표시하는 것으로 족하고, 행 憲法

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법원의 재 을 제외하고는”이라

는 문구를 삭제하면 된다.

라. 國民投票裁判

우리 헌법에서 국민투표를 하는 경우는 헌법개정에 한 국민투표(憲法 

§130②)와 통령이 국가의 요한 사항에 하여 국민투표에 부의하 을 

32) 재 에 한 헌법소원심 제도에 하여는 R. Zuck, Das Recht der 

Verfassungsbeschwerde(München: C. H. Beck, 1988), 200쪽 이하; Christoph 

Gusy, Die Verfassungsbeschwerde(Heidelberg: C.F. Müller Verlag, 1988), 25쪽 

이하;Christian Hillgruber/Christoph Goos, Verfassunsprozessrecht(Heidelberg: 

C.F. Müller Verlag, 2004), 55쪽 이하; Ernst Benda/Eckart Klein, Lehrbuch des 

Verfassunsprozessrechts(Heidelberg: C.F. Müller Juristischer Verlag, 1991), 

184쪽 이하; 川又伸彦, “判決に する憲法異議,” 工藤達朗(編),「ドイツの憲法裁

判」(東京: 中央大學出版部, 2002), 298쪽 이하 ; 鄭宗燮(註 10), 552쪽 이하 참조. 

재 에 한 헌법소원심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견해로는 컨 , 鄭宗燮

(註 20), 358쪽 이하; 許營(註 10), 366쪽 이하; 김문 /정재황/한수웅/음선필(註 

21), 172쪽 이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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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행하는 국민투표(憲法 §72②)가 있다. 이러한 국민투표에 하여 정하고 

있는 법률로는 國民投票法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투표의 효력에 하

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어떤 기 이 재 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가 

있다. 재 국민투표법에서는 재 법원에서 장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

다(同法 §92, §93).

국민투표는 국가 으로 매우 요한 사안이고, 이에 한 분쟁은 정치

으로도 매우 심각한 립을 가져온다. 통령에 한 탄핵재 과 같이 국

민투표의 효력이 무효냐 유효냐에 따라 정치  향은 엄청나기 때문에 통

상법원이 이를 다루는 것은 합하지 않다. 이러한 성격을 가지는 재 은 

성질상 國事裁判(Staatsgerichtsbarkeit)에 해당하기 때문에 헌법재 기 에

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 選擧裁判

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그 선거의 효력이 문제되거나 당선여부

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 어떤 기 에서 장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국가원수이며 행정부의 수반인 통령과 국민 표자인 국회

의원을 선출하는 사안에서 그 선거의 효력이 문제가 되거나 그 당선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는 국가 으로나 정치 으로 매우 장이 큰 사안

이다. 

재 公職選擧法에 의하면, 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

의 효력에 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함) 

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 리 원회 원장

을 피고로 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여 大法院이 이를 

장하고 있다(同法 §222). 

 공직선거법은 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異議가 있는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함) 는 후보자는 당선인결

정일부터 30일이내에 동법 제52조(등록무효) 제1항·제2항 는 동법 제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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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함

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선인을, 동법 제187조( 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

통지) 제1항·제2항, 동법 제188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제1항 내지 제4항, 동법 제189조(비례 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는 동법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 표국회의원의

석  비례 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통령선거에 있어서는 그 당선인을 결정한 

앙선거 리 원회 원장 는 국회의장을,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 리 원회 원장을 각각 피고로 하여 大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여 이 경우에도 법원이 이를 장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同法 §223). 

그러나 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선거의 효력을 다투거나 당선의 여부를 

다투는 사건은 국가 으로 고도의 정치성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通常法

院인 법원이 이를 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지방의회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서는 행정단 에 따라 大法院 

는 高等法院이 이를 장하고 있는데, 지방자치에 향을 주는 이러한 

선거 역시 고도의 정치성을 가지는 것이어서 통상법원이 장하는 것은 타

당하지 않다. 

공직선거법 등에 반하는 행 가 형사처벌 상이 되고, 그 형벌의 수

여하에 따라 당선여부가 결정되는 경우는 형사재 에 따른 법정 효력에 

의하는 것이므로 선거사범의 형사재 까지 헌법재 소가 할 필요는 없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 법에 규정된 죄와 「정

치자 법」 제49조(선거비용 련 반행 에 한 벌칙)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는 100만 원 이상의 벌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

은 무효로 한다(同法 §264)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형사범죄이므로 통상법

원에서 재 을 하면 되고,33) 그 결과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른 

33) 이러한 제도는 실에서 법원의 정치화를 래하고 있다. 법원은 국회의원을 공

직선거법을 반하여 소추된 자에게 벌  90만 원을 선고할 것인가 100만 원을 

선고할 것인가 하는 재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무기로 하여 국회의원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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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자동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것은 그 자체가 선거의 효력이나 당선

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이 아니다. 

1960년6월헌법은 통령과 법원장  법 의 선거에 한 재 을 

헌법재 소의 장사항으로 정하 다(憲法 §83의3). 통령  국회의원의 

선거에서 선거의 무효나 당선의 무효에 한 재 은 헌법재 소가 장하

는 것이 타당하다.34) 

바. 大統領의 權限代行에 관한 裁判

행 헌법은 통령의 권한 행에 하여 “ 통령이 궐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 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행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규정만 두고 있다(憲法 §71). 

권한 행제도와 그 차에서의 복잡함에 비하면 무나 간단하다. 그리하

여 통령의 권한 행에 한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이를 단할 기 이 

없다. 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를 말하는가 하는 이 문제가 된다. 통령 본인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아

무런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치매의 기 상을 보이는 것과 같이 직

무의 수행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는 계속 직무하기를 원하

고, 실 으로는 계속 직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때 

가 이 문제에 하여 결정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통령은 계속 직무

하고 있다. 평소에 법원이나 사의 행태에 하여 비 조 이거나 비 인 사

람에 해서는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하여 당선을 무효되게 하고, 호의 인 태도

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게는 100만 원 미만을 선고하여 당선되도록 사정을 

다. 이러한 것을 무기로 하여 법원은 국회에 로비를 하기도 하고, 법원의 내부

의 잘못에 한 국정감사를 무마시키거나 약화시키기도 한다. 사실 법 반에 

하여 90만 원을 선고할 것인가 100만 원을 선고할 것인가는 객 인 기 이 있

을 수 없다. 법원은 이미 이러한 재 을 통하여 정치화되어 있어 정치권에서 법

원내부의 모순을 국민에게 드러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 결과 법원 내부

의 료주의의 폐단과 이로 인하여 래되는 법 의 독립과 재 의 독립이 왜곡

되고 있는 사실이 국민의 시야에 바로 들어오지 못한다. 

34) 김문 /정재황/한수웅/음선필(註 21), 245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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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행하기를 원하지만 국무회의에서는 정상 으로 통령의 직무를 수행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단한 경우에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문

제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해서는 헌법은 정하고 있

지 않다.35) 

그뿐만 아니라 컨  치매 기 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여 권한 행

자가 통령의 권한을 행하고 있는 에 의사가 통령이 정상 으로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단하여 통령이 원직에 복귀하고자 하는 경우에 

통령의 권한 행자가 단하기에 복귀하는 것이 하지 못하다고 단

하여 권한 행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하기를 원하고 국무 원들이 단하기

에도 통령이 복귀하는 것이 타당하지 못하다고 보는 경우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 분쟁이 생기

는 경우에는 그 사안의 성격상 國事裁判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헌법재 소

가 장하지 않을 수 없다.36) 랑스, 리투아니아, 폴란드, 포르투갈 등에서

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헌법재 소에서 재 한다.

3. 彈劾裁判의 改善

우리나라에서 탄핵재 은 헌법재 소에서 장하고 있다. 이러한 탄핵재

은 성질상 통상법원에서 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재 헌법

재 소가 장하는 것은 타당하다. 우리나라는 1948년 헌법을 제정할 때부

터 헌법재 기 을 통상법원과 다른 기 에서 장하게 하 고, 탄핵재  

역시 통상법원에서 장하지 않았다. 이러한 것은 타당하다.

1948년헌법은 헌법 원회와 별개로 설치되는 탄핵재 소에서 탄핵재

을 장하 고, 1960년6월헌법에서는 헌법재 소를 신설하면서 헌법재 소

에서 탄핵재 을 장하게 하 다. 1962년헌법은 탄핵심 원회를 독립

35) 이에 한 자세한 것은 鄭宗燮, “大統領 權限의 代行制度,” 鄭宗燮,「憲法硏究 

3」제2 (서울: 博英社, 2004), 224쪽 이하를 보기 바람.

36) 鄭宗燮(註 35), 225쪽 이하를 보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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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하 고, 1972년헌법은 헌법 원회에서 장하 다. 이러던 것이 

1987년헌법에 헌법재 소를 설치하면서 헌법재 소에서 장하게 하

다.37)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1948년헌법에서 채택한 탄핵재 소는 구성에서 

재 장 1인, 법  5인, 국회의원 5인으로 구성하 고, 1962년헌법에서 설

치한 탄핵심 원회는 법원장, 법원 사 3인, 국회의원 5인으로 구성

하 다. 그 이외에는 국회의원의 참여 없이 헌법 원회의 원이나 헌법재

소의 재 이 탄핵심 을 담당하 다.

탄핵재 이 고  공직자를 공직에서 면시키는 제도임에는 의문의 여

지가 없고 이러한 고  공직자를 면시키는 것이 법 인 면 이외에 정치

인 면이 있는 것도 의문이 없지만, 과연 고  공직자를 모두 동일한 성

격의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에서는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

행정부의 고 공직자와 법 은 다르기 때문에 법 에 한 탄핵심 은 

성질상 고 공무원에 한 탄핵심 과 다르다. 법 에 한 탄핵심 은 법

원에서 스스로 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탄핵재 기

에서 장하는 것은 타당하고, 이러한 경우에 국회의원이 재 으로 참

여할 필요는 없다. 탄핵재 에서 국회의원이 재 으로 참여할 여지가 있

는가 하는 문제에서는 고  공직자의 경우에도 그 참여를 정당화할 여지는 

거의 없다.

문제는 통령에 한 탄핵재 이다. 통령은 국가원수이고, 통령제 

정부형태에서는 행정부의 수반을 겸한다. 그리고 통령제에서는 통상 국

민에 의하여 직  선출된다. 이러한 경우에 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국무

총리나 국무 원 등 행정부의 고 공직자의 경우와 그 성질을 달리 한다. 

그 차이는 무엇보다 국민의 직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었다는 통령이 가

지는 민주  정당성 때문이다.

탄핵제도에서 탄핵사유는 나라마다 다양한 모델이 있다. 우리나라와 같

이 탄핵사유를 아주 좁게 정하여 법한 행 를 한 경우에 그것도 직무와 

37) 鄭宗燮(註 10), 387쪽을 보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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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그러한 행 를 한 경우에 한하여 탄핵사유가 되게 하는 경우와 정

책의 실패나 국정운 에서의 실패 등 정치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

다.38) 특히 정치 인 사유가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법 으로 구

성된 재 기 에서 탄핵심 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여기서는 고도의 

정치 인 단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 지 않고 우리나라와 같이 탄핵제도가 민주주의  요소가 약하고 법

치주의  요소가 강한 경우에는 무엇보다 먼  헌법이나 법률에 반되는 

행 를 한 것이 있는가를 단하는 것이 요하고 이것이 통령의 직무와 

련된 것인가를 단하는 것이 요하다.39) 이러한 것은 기본 으로 법

인 것이어서 사법 들이 단하여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문제는 

통령의 법행 가 인정되는 경우에 통령직에서 면시킬 것인가 계속 

직무를 수행하게 할 것인가 하는 직무의 계속수행성여부에 한 단이 남

아 있는데,40) 이는 국가 으로 정치 으로 고도의 단을 요한다. 따라서 

이러한 단을 하는 것을 민주  정당성이 약한 사법 에게만 으로 맡

기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그리하여 통령에 한 탄핵심 에서는 다른 

탄핵심 과 달리 재 부를 그에 합당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는 

국회의원을 참여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국회가 양원제인 경우에는 

하원에서 탄핵소추를 하고 상원에서 재 을 하는 구조를 가지지만, 우리나

라와 같이 단원제를 채택하면서 헌법재 소에서 탄핵재 을 하는 경우에는 

통령에 한 탄핵심 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을 재 에 참여시켜 재 부를 

구성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보인다. 탄핵심 에 참여하는 국회의원

은 4인 정도로 하여 체 13인의 재 부를 구성하고, 재 으로 참여하는 

38) 탄핵제도의 다양한 모델에 하여는 정종섭, “탄핵제도와 디자인,”「법과 사회」

제30호(2006년 상반기), 141쪽 이하를 보기 바람.

39) 정종섭(註 38), 162쪽 이하. 2004년에 있었던 통령에 한 탄핵심 에서도 이 

부분을 으로 단하 다. 헌법재 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헌법재 소 례집」 제16권 1집 , 609쪽 이하. 

40) 탄핵심 에서 상자를 면을 하기 해서는 차  법요건이외에 실체   

요건인 직무 련성, 법행 의 존재, 직무수행의 불가성의 3가지 요건을 충족

시켜야 한다. 鄭宗燮(註 10), 406쪽 이하; 정종섭(註 38), 162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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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행 개정안

구체  규

범 통 제 의 

일원화(헌

법 제107조)

제1항

“법률이”……

제2항

제1항

“법률․명령․규칙 는 조약이”……

제2항

삭제

장사항

(헌법 제111

조 제1항)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헌여부심

2. 탄핵의 심

3. 정당의 해산 심

4. 국가기  상호간, 국가기 과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

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한 

심

1. 정부 는 국회의 재 의원 5분

의 1이상의 청구에 의한 법률․

명령․규칙의 헌여부심

2.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명

령․규칙, 조약의 헌여부심

3. 탄핵의 심

4. 정당의 해산 심

5. 국가기  상호간, 국가기 과 지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선출하면 된다. 이러한 국회의원인 재 은 미리 국

회에서 선출하여 두는 방안과 통령에 한 탄핵소추가 있는 경우에 선출

하는 방안이 있는데, 각 회기마다 미리 국회에서 선출하여 두는 방안이 재

의 공정성을 유지하는데 더 합하다고 보인다.

Ⅳ. 結論

한국의 헌법재 은 재까지 성공 으로 운 되어 왔다. 그러나 그 작용

이 국가작용에 있어서 충분한 것인가 하면 이 에서는 다시 검토해볼 여

지가 많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헌법재 의 성질에 하여 다시 천착하여 

보고, 헌법재 의 성질과 법리에 합하게 헌법재 소제도가 설계된 역사

 이론  배경을 살펴보면서, 명실공히 이러한 헌법재 소에 부합하도록 

재의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 다. 

헌법재 소를 본래의 헌법재 소답게 만드는 데는 재 헌법에서 정하

고 있는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여야 할 내용이 있다. 이러한 것은 이미 

에서 논하 지만, 이를 다시 종합하여 헌법개정안으로 정리하여 보면 아

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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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한 

심
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한 심

6. 헌법소원에 한 심

7. 국민투표의 효력에 한 심

8. 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압자치단체장의 선거 도는 당

선의 효력에 한 심

9. 헌법 제71조에서 정하는 직무수

행불능여부  통령직에의 복

귀에 한 심

재 의 자

격(헌법 제

111조 제2항)

“법 의 자격을 가진” 삭제

헌법재 소

의 구성방

법(헌법 제

111조 제2

항, 제3항)

제2항

“다만, 통령에 한 탄핵심 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4인을 포함한 13

인의 재 으로 구성한다.”

제3항

 

이제는 그간의 헌법재 의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국가를 다시 디자인한

다는 에 서서 헌법재 의 기능에 맞도록 헌법재 제도를 정비하고, 그

에 알맞은 헌법재 소제도를 갖추어야 한다.41) 이에는 우선 법원의 사법이

라는 기능에 하여 근본 인 검토를 다시 해볼 필요가 있고, 이에 맞도록 

한국의 사법제도를 개 하여야 한다. 재 헌법재 소제도를 왜곡시키고 

있는 원인 가운데는 잘못된 한국의 법원제도가 장애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한국의 법원은 그 본래의 기능에 합당하도록 하는 개 이 필요한데, 한국 

법원의 고질 인 폐단은 法院의 政治化와 그에 따르는 判事의 政治化이며, 

법원장의 독재체제와 법원행정처를 통하여 국의 법원과 법원 공무원을 

41) 재의 헌법재 제도  그 재 차의 개선안으로 제안된 것으로는 컨   鄭

宗燮/全光錫/金南辰/姜京根,「憲法裁判  制度의 活性化에 한 硏究」(서울: 憲

法裁判所, 1991), 9쪽 이하; 양건/김문 /남복 ,「憲法裁判所法의 改正方向에 

한 硏究用役報告書」(서울: 憲法裁判所, 1999), 34쪽 이하; 김문 /정재황/한수웅/

음선필(註 21), 30쪽 이하를 보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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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하는 司法官僚主義이다. 

이러한 법원의 모순 구조가 바로 잡 져야 헌법재 소도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수월하다. 그래서 한국에서 헌법재 소의 개 은 법원의 개

과 일정 부분 맞물려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헌법재 소가 출범한지 20년이 지났고, 이를 원래의 기능에 보다 합하

게 할 수 있는 물  여건과 인  여건도 갖추어졌다고 보이므로 이제는 헌

법재 소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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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한국의 민주주의 이행  공고화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공요인과 변

화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단연 헌법재 소와 헌법재 제도를 첫 손에 꼽

아야 할 정도로 헌법재 소가 출범 20주년에 이르기까지 이룩한 성과는 문

자 그 로 한 것이었다. 이미 지 않은 나라들이 한국의 제도를 벤치

마킹하고 있을 만큼 성공 이었던 헌법재 제도는 우리나라 법질서 반에 

걸쳐 지 한 변화를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행정법 분야에 해서도 한 

향을 미쳤다. 그 향은 체로 정 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문제 도 

없지 않았다. 지나친 자만심뿐만 아니라 성공 자체가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는 교훈을 추스를 시 이다. 

이러한 에서 헌법재 소 출범 20주년의 성과를 토 로 헌법재 과 

행정법의 상호 계와 향, 그리고 그로부터 제기되는 주요 쟁 들을 분석, 

검토해 보고자 한다. 헌법재 의 행정법에 한 향 는 기여에 해서

는 주요 분야별 쟁 들에 한 헌법재 소의 례를 분석함으로써 악해 

볼 수 있다.1) 먼 , 헌법재 과 행정법의 계  상호 향을 법이론  

차원에서 분석해 보기로 한다.

II. 헌법재판과 행정법의 관계

헌법재 은 행정소송 등 여느 재  못지않게 행정법에 향을 미친다. 

헌법재 이 행정법에 향을 미치는 방식도 여느 재 의 경우와 다르지 않

다. 행정법에 속하는 법령의 해석, 용을 통한 는 그에 한 례의 형

성이 그것이다. 경우에 따라 단순히 행정법분야의 례를 만들어 낼뿐만 

1) 헌법재 제도 10년의 성과와 행정법  향에 해서는 김유환. 1998. “헌법재

과 행정법의 발 ”, 『공법연구』(한국공법학회), 제27집 제1호, 1998. 12., 83～

120을 참조. 한 박정훈. 1999. “헌법과 행정법 - 행정소송과 헌법소송의 계”, 

『서울 학교 법학』(서울 학교), 제39권 제4호, 81～105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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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례를 통한 법형성, 즉 ‘법 법’(Richterrecht: Judge-made-Law)의 

산출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헌법재 과 행정법에 한 우리의 문제의식은 그와 같은 일반

인 향 계와는 사뭇 다른 배경에서 비롯된다. 그 첫 번째 배경은 행정법

의 헌법의존성이다. 행정과 행정법은 그 시 의 헌법에 의해 성격이 규정

되고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헌법의 최고규범성이 제도 으로 확립

되어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헌법, 특히 합헌성의 요구로부터 벗어난 행

정법은 상상할 수조차 없다. 나아가 행정법은 헌법의 틀 안에서 헌법을 구

체화한다. 독일의 연방행정법원장이었던 릿츠 베르 (Fritz Werner)의 ｢

具體化된 憲法으로서 行政法｣(Verwaltungsrecht als konkretisiertes Verfassungsrech

t)2)이란 명제는 그런 의미에서 헌법재 제도가 20년을 넘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성을 가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독일행정법학의 泰斗로 불리우는 오토 마이어(Otto 

Mayer)가 말한 “헌법은 사라지지만 행정법은 존속한다”(‘Verfassungsrecht 

vergeht, Verwaltungsrecht besteht’)3)는 명제는 왕권 몰락과 1919년 바이마

르헌법에 의한 議 民主主義 도입을 통해 이루어진 헌법 변화가 행쟁법에 

아무런 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역사  사실4)을 반 해 주는 것이지만 이 

역시 時間的 規定 하에 있었다. 1895-6년에 출간된 오토 마이어의 행정법교

과서는 당시의 自由主義的 法治國家에 사상 으로 신세를 지고 있었고 따라

서 오히려 行政法의 憲法依存性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했다.5) 그 밖에 이 

2) F. Werner, DVBl 1959, 527. 한편 마우러(Maur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 2 Rn.1)에 따르면 이러한 명제는, 어도 그 본질 인 내용에서는 이미 이 에 

타당한 것이었다고 한다. 즉 헌법에 표 된 국가, 국가의 임무  권한에 한 결

정들은 그것이 실이 되기 해서는 행정에 반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한도

에서 행정은 “활동하는 헌법”(tätig werdende Verfassung: Lorenz von Stein, 

Handbuch der Verwaltungslehre,3.Aufl., 1888, Bd.1, S.6)이다. 헌법사의 모든 단

계에는 각기 고유한 행정유형이 존재하고 있었다.

3) 그의 행정법교과서 제3 의 序文.

4) Maurer, § 2 Rn.11(S.18).

5) 한편 金南辰교수(｢法律의 支配｣의 재조명, 月刊 試 1993. 8., 22)는 “마이어는 

…… ｢헌법은 사라져도 행정법은 남아 있다｣고 말한만큼 “행정법의 헌법 합성”

에 한 인식이 강하지 못하 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 한다. 이에 하여는 卞

在玉, 헌법과 행정법의 련성과 괴리, 試界 1992. 6., 17이하; 金南辰, 행정법의 



憲法裁判과 行政法

133

명제는 실제로 존재하는 行政의 고유한 恒常性(Konstanz)을 확하게 표

해 다. 오쎈뷜(Fritz Ossenbühl)에 따르면, 이와 같은 변화된 헌법에 한 

독일행정법의 항은 基本法發效 이후에도 한참 동안 찰될 수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오히려 行政法의 憲法依存性이 지나칠 정도로 강조되거나 과장

되었다고 한다.6) 따라서 베르 (F.Werner)의 ｢구체화된 헌법으로서 행정법｣

이란 명제가 법 용과정에서 헌법의 직 원용에 한 지향을 강화시킴으로

써 이제 헌법은 더 이상 (단순)법률의 정신 인 상부구조(geistiger Überbau)

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법 용자의 일상작업에서 직  효

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다.7)

사실, 베르 의 명제는 ‘헌법이 이제 행정법이 실효  法源의 하나가 되

었다’는 의미로 읽힌다.8) 이로써 행정법의 사고지평이 법률 차원에서 헌법 

차원으로 확 됨으로써 행정법학에 한 방법론  각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는 것이다.9) 이러한 방법론  각성은 무엇보다도 행정소송을 통해 철된

다. 행정소송의 법원 목록은 의당 헌법뿐만 아니라 헌법재 소의 례, 특

히 법률의 헌결정을 포함한다. 헌법재 소의 헌결정은 司法的 決定이

기는 하지만10) 법률의 효력을 일반 으로 박탈하는 법형성  의미( 헌결

헌법구체화법론의 명암, 試界 1992. 6., 32이하를 참조.

6) Ossenbühl, in: H.-U.Erichsen und W.Martens (Hrsg),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S.72(§ 7 I). 

7) 같은 곳. 한편 이 은 헌법이 지니는 행정법의 法源으로서의 결정  요성을 

상기시킨다.

8) 박정훈. 앞의 , 94.

9) 앞의 , 95. 

10) 憲法裁判所가 행하는 규범통제가 본질 으로 司法作用에 해당한다는데 해서는 

사실상 거의 이견이 없다. 이에 해서는 이성환, “憲法裁判所決定의 效力에 

한 硏究”, 서울 학교 학원 法學博士學位論文(1994), 11-19; 이인호, “憲法裁判

의 本質에 비추어 본 限定違憲決定의 妥當論據”, 「現代公法學의 課題」(晴潭 崔

松和敎授 華甲紀念 2002), 340-357, 347-348; 최희수, “規範統制決定의 旣判力”, 

『憲法論叢』제4집(헌법재 소, 2003) 535-566, 537; 黃祐呂, “違憲決定의效力”, 

「憲法裁判의 理論과 實際」(琴浪 金哲洙敎授 華甲紀念), 301-334, 304; 田正煥, 

“憲法裁判所 決定의 效力에 한 一般的 察”, 『憲法裁判硏究』제7권(헌법재

소, 1996), 20; 김시철, “具體的 規範統制의法的 性格 - 先例拘束의 原則의 용 

 本案的 規範統制와 附隨的 規範統制에 한 비교․검토를 심으로-”, 憲法論

叢』제18집(헌법재 소, 2007), 5-94(www.ccourt.go.kr/home/document/pdf/hn18.pdf)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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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일반  효력)를 갖기 때문에, 어도 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법률

조항에 해서는 法源이 된다는 데 의문이 없다.11) 

두 번째 은 재 을 통한 법  단의 이원화와 련된다. 헌법재

소의 법발견 는 법  단이 그 동안 법원을 정 으로 하는 사법부에

서 수행해 왔던 그것과 반드시 일치하거나 조화를 이룰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오히려 두 재 기 의 법  단이 립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

고, 그 같은 가능성은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른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12) 즉 공권력의 행사 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 소에 제기하는 헌법소원심 이 행

정소송법상의 항고소송과의 계에서 언제라도 실화될 수 있다. 행정법

의 주요 쟁 들에 한 헌법재 에서의 단, 즉 헌법재 소의 결정이 법

원, 특히 최고법원으로서 법원의 례와 상충하거나 경합 는 상호 보

완하거나 수렴하는 등 련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공법 

도그마틱(Dogmatik)이 법원과 상이한 법 단을 내릴 수 있는 헌법재

소의 례에 의해 새로운 향을 받고 그 향이 기존의 법원 례를 가

장 요한 유권  원천으로 삼아 발 해 온 종래의 공법도그마틱에 새로운 

이론  긴장을 래하게 됨으로써 공법질서의 이원화의 극복이 공법학의 

새로운 과제로 등장할 수 있다는 지 13)이 제기되기도 했다. 

헌법재 소는 그 헌심사 등 헌법재 기능을 통해 정책 반에 지배

인 향을 미치며, 특히 정치 부문에 하여 막 한 향을 끼치고 있다. 

헌법재 소의 향은, 특히 헌심사를 통해 의회입법권의 소산인 법률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에서 사법의 본산인 법원에 비해 훨씬 더 강력하

고 범 하다.

11) 홍 형, 『행정법총론』, 2001, 82.

12)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해서는 함인선, “헌법소원과 항고소송 - 심 상을 

심으로 하여 -”, 『공법연구』제35집 제4호(2007), 49-74, 51 각주 1을 참조.

13) 김유환, 1998, “헌법재 과 행정법의 발 ”, 『공법연구』(한국공법학회), 제27집 

제1호, 83～120, 85. 



憲法裁判과 行政法

135

우리나라 헌법재 소는 출범 이래 다른 어느 나라 못지않은 실 을 쌓았

고 그 과정에서 국정 반에 흐름을 바꿀 정도로 막강한 향력과 권 를 

획득할 수 있었다. 헌법재 소가 1988. 9. 1. ～ 2008. 7. 31. 재까지 처리

한 총 15,663건 가운데 헌결정을 받은 것은 311건(214개 조문)으로 그  

법률의 헌결정은 122건(125개 조문)이었고,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의 헌여부심 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 하는 헌법소

원심 에서의 헌건수 137건(42개 조문)까지 합하면 총 259건(167개 조문)

의 사건에서 법률의 헌 단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 헌법불합치와 

한정 헌의 경우인 65건(34개 조문)과 헌소원 71건(40개 조문)까지 합치

면 무려 395건(241개 조문)에 이르고 있다.

헌법재 소는 법률 는 법률조항을 무효화시키는 헌결정뿐만 아니라 

변형결정이라 불리는 결정형식을 통해서도 정책에 한 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한정 헌결정이나 헌법불합치결정 같은 경우에는 입법권자를 

상 로 직  는 간 으로 입법의무를 확인․선언하거나 입법을 구하

는 형태로 입법과정에 향을 미치기도 한다.

헌법재 소에 의한 헌법재 은 통상 정책과정의 핵심단계인 입법에 

하여 헌법  통제를 가하는 과정이므로 결국 넓은 의미의 정책통제의 기능

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의 정책통제기능은 정책학에서도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 의 정책통제기능은 헌결정을 받은 

입법에 한 후속입법의 헌법  는 정치  의무 부과를 통해 새로운 정

책과정을 발시키는 경우가 많다. 헌으로 명된 법률이나 법률조항을 

체하거나 수정하거나 는 새로운 법률이나 법률조항을 만들어야 할 입

법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헌법재 은 의제를 설정하거나 입법정책의 제조

건 는 입법방향을 제시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헌법재 소의 헌결정으로 

무효화된 법률/정책에 한 새로운, 후속 정책과정이 개시되도록 만든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헌법재 소는 정부의 정책에 범 한 분야

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한 향을 미치고 그 향은 다시 행정법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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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로 이어진다. 다시 말해 헌법재 소의 활동은 행정법 분야에서의 입법, 

행정입법, 그리고 조례 등 자치입법 등을 포함한 입법  변화와 나아가서

는 비입법 ·집행  행정작용과 사법부에 의한 행정법 례의 형성에 향

을 미치게 된다.

III. 헌법재판소에 의한 행정판례법 형성과 주요쟁점

1. 개관

헌법재 소에 의한 행정 례법 형성과 그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쟁 들

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다만, 여기서 모든 쟁 들을 망라해서 논의할 겨를

은 없으므로 특히 요한 것만을 선별 으로 다루는데 그친다.

2. 헌법재판과 법치행정의 원칙

헌법에서 도출되는 행정법의 지도원리  단연 으뜸이 되는 것은 법치행

정의 원칙이다. 행정법이 앞에서 지 한 바와 같이 ｢구체화된 헌법｣으로서 

헌법의 구속하에 있는 것이라면 행정법의 지도원리 역시 헌법으로부터 직

 도출되는 것이라야 한다.14) 법치행정의 원칙이란 헌법상의 원칙인 법치

주의의 행정법  표 으로서 행정이 헌법과 법률을 포함하는 의미에서의 ｢

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이다(Rechtsmäßigkeitsprinzip).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목 을 두며, 조직원리로서 권력분립에 입각하고,15) 

14) 일반 으로 헌법에서 도출되는 행정법의 기본원리로 民主行政의 원리, 法治行政

의 원리 그리고 福利行政의 원리들이 거론된다. 가령 金南辰 교수(行政法 I, 法

文社, 2000, 32이하, 46-47)는 민주주의, 법치국가원리  사회국가원리를 들고 

있다. 이들 원리들은 내용상 서로 연 되기도 하고  보는 각도에 따라 각기 

요성이 상 화될 수 있어 일률 인 ‘정원’(numerus clausus) 개념을 용하기

는 곤란하다.

15) Maurer, § 2 Rn.8(S.1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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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보장으로서 법원에 의한 권리구제제도, 특히 행정재 제도의 확립

을 필요로 하는 원칙이다.16) 헌법재 소는 비교  이른 시기에 법치국가 

는 법치행정의 원칙을 수호되어야 할 헌법  가치질서의 핵심으로 분명

히 천명할 수 있었다.

“법치국가  차에 따르지 않는 공권력의 발동개입은 그것이 정자의 정

치 ․정책  결단이나 국가의 융정책과 계된다는 이유로 합헌 인 조

치가 될 수는 없으며, 이 경우는 치경제이고 치 융 밖에 될 수 없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는 (官)의 이상비 화 내지 정경유착의 고리형성의 

요인이 될 수 있다. …… 공권력이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국민의 권리를 제

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일은 측가능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고, 

이것은 기업의 경 권에 개입하고 제한할 때에도 마찬가지임은 이미 보았거

니와, 이 에서 법률상 근거없는 이 사건 공권력의 행사는 법치국가  

차를 어긴 것이며,  법률상 무권한의 자의  공권력의 행사 다는 에서 

헌법 제11조 소정의 평등의 원칙의 생원칙인 자의 지의 원칙도 반한 

것이다. …… 생각건  부실기업을 그 로 방치할 때 국가 사회  효과

가 크다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시도하는 것이 법치

행정의 원칙의 수며, 만일 법이 없으면 공권력개입의 객  기 을 세운 

법안을 발안한 다음 새 입법을 기다려 그에 의거하여야 할 것이지,……. 인

간의 정치  지의 산물이라 할 민주주의는 수단 내지 차의 존 이지 목

만을 제일의(第一義)로 하는 것이 아니다. 법 차가 무시되는 조치라면 

추구하는 목 과 계없이 공권력의 남용이요, 자의밖에 될 수 없으며 합헌

화될 수 없다.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하다. 통령, 재무부장  기타 어떠한 

공권력도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곧 법  안정성과 측

가능성을 보장받는 사회를 이루는 길이기도 하다. 국제그룹의 면해체과정

에 있어서 통령결단의 구체  경 와 배경, 인수과정에 있어서의 문제 , 

그리고 당시 국제그룹이 처한 정확한 재정상태 등의 쟁 에 나아가 살필 필

요없이 이 사건 피청구인의 공권력의 행사가 헌임을 선언하는 소이(所以)

는 치 융이 아닌 법치 융, 나아가 경제  법치주의 등 에서 본 바와 

같은 수호되어야 할 헌법  가치질서를 보다 뚜렷이 밝히고자 함에 있는 것

이다.”17)

16) 따라서 그 헌법  근거를 권력분립에 한 규정(헌법 제40조, 제66조 제4항, 제

101조), 기본권보장규정(헌법 제10조 이하) 그리고 사법심사에 한 규정(헌법 제

107조 등)에서 찾는 것은 정당하다. 金南辰, 앞의 책, 36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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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법 차의 보장과 행정 차의 계에 한 한, 헌법재 소는 일

부터 법원의 례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매우 진취 인 입장을 취했다. 

행정 차의 헌법  근거에 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행정 차의 보장이 헌

법상 뒷받침되고 있다는 에 하여는 체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반면, 헌법상 법 차의 보장조항으로부터 직 , 즉 법률의 매개 없이 청

문을 받을 권리 같은 행정 차  권리를 도출할 수 있는지에 해서는 견

해가 일치하지 않았다.18) 이에 해 헌법재 소는 ‘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

은 동조 제1항과 함께 법 차원리의 일반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 차의 원칙은 법률이 정한 형식  차와 실체  내용이 모두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실질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헌

법조항에 규정된 형사 차상의 제한된 범  내에서만 용되는 것이 아니

라, 국가작용으로서 기본권의 제한과 련되든 련되지 않든 모든 입법작

용  행정작용에도 범 하게 용되는 것’이라고 시함으로써 매우 

향 인 입장을 표명하 다.19) 법원도 한 때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훈령에 

규정된 청문 차를 거치지 않은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함으로써 

결론에 있어 그와 유사한 입장을 시사한 바 있었으나,20) 이후 청문을 거치

지 않고 행한 (불이익)처분에 하여 청문 차가 그 근거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하지만, 계법령에서 청문 차를 시행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훈령이나 기타 행정규칙에 의하여 청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할지라도 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21) 헌법재

17) 헌법재 소 1993. 7. 29. 89헌마31결정(헌재공보 제3호 1993. 11. 1.), 53이하.

18) 임지 , 2005, “適法節次條 의 우리 헌법에의 入과 그運用”, 『헌법학연구』, 

제11권 제3호(2005. 9.), 263-300.

19) 헌법재 소 1989. 9. 8. 선고 88헌가6결정; 1990. 11. 19. 선고 90헌가48결정; 

1992. 12. 24. 선고 92헌가8결정; 1994. 12. 29. 선고 94헌마201 원재 부결정(｢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등에 한 법률｣ 제4조 헌

확인, 헌재공보 95, 680).

20) 법원 1984. 9. 11. 선고 82 166 결(건축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 공739, 

1654(18)): 원심 서울고법  82. 2. 25., 80구708. 이에 한 평석으로는 김남진, 

청문을 결한 행정처분의 법성, 법률신문 1563호; 동교수, 훈령이 정한 청문결

여의 효과, 례월보 173호, 154 등을 참조.

21) 법원 1994. 8. 9. 선고 94 3414 결{공94. 9. 15. 976(22)}: 참조 법원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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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례와는 분명 상반된 입장을 취했다. 물론 이러한 법원의 입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는 논자에 따라 다소의 뉘앙스가 있다. 가령 법원 

1994. 8. 9. 선고 94 3414 결을 두고 종 의 법원 1984. 9. 11. 선고 82

166 결에서 읽어낼 수 있었던 청문 차의 불문법원리 는 헌법  원리

성이 정면으로 부인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22) 우리 법원의 입

장을 그처럼 일방 으로만 단할 것은 아니라는 견해23)도 있다. 그러나 

법원이, 82 166 결을 제외하고는, 계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청문을 거치지 않아도 불이익처분이 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

장을 견지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것은 헌법상 법 차의 보장이 ‘모든 

입법작용  행정작용에도 범 하게 용되는 것’이라고 시한 헌법재

소의 견해와는 거리가 멀다. 후자의 견해는 법원이 행정과정에 한 

법 차의 원리를 용해 오고 있고, 다만, 의견청취 차의 종류나 엄격성 

여하를 당해 불이익처분의 근거법령에 따라 단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인

데, 그 게 보더라도, 계법령에 청문 등 행정 차에 한 규정이 없을 경

우 헌법상 법 차조항으로부터 직  불이익처분에 앞서 청문 등을 받을 

권리를 도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하여 헌법재 소와 법원이 서로 

격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었다는 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헌법재 소는 2004년 5월 14일 노무  통령에 한 탄핵심 청

구를 기각하면서,24) 법치주의의 가치를 다시  크게 고양시킬 기회를 렸

다. 헌법재 소는 통령의 일련의 발언들이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의 

립의무에 반하 고, 2004. 3. 4. 앙선거 리 원회의 선거법 반결정에 

3. 22. 선고 93 18969 결(공1994상, 1348). 이에 한 평석으로는 김남진, “훈령

반의 행정처분의 효력”, 『법률신문』 2363호(94. 11.), 14; 송유 , “국민의권

익보호를 한행정 차에 한훈령의 법 성질  훈령에 따른 행정 차운 지침 

소정의 행정 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행정처분의 효력”, 『 례월보』 292호(95. 

01.), 17; “행정규칙에 규정된 청문 차를 거치지 아니한 행정처분의 효력”, 『

례월보』 297호 (95. 06.), 33 등을 참조.

22) 김동희, 행정법 I, 341; 김유환, “우리나라 행정 차법과 미국연방행정 차법”, 

『고시계』 1997. 4., 80 등.

23) 오 근, “행정 차의 일반원칙”, 『고시계』 1997. 7., 15-32, 20, 19.

24) 헌법재 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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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령의 행 는 법치국가이념에 반되어 통령의 헌법수호의무에 

반하 으며, 2003. 10. 13. 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행 는 헌법 제

72조에 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무에 반하 다고 시하면서도, “헌법재

소법 제53조 제1항의 ‘탄핵심 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 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 한’ 법 반의 

경우를 말한다”고 설시하면서 탄핵심 청구를 기각하 다.

그러나 이 사건결정이 법치주의의 진 을 의미하는지 여부에 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헌법재 소가 ‘ 통령에 한 탄핵제도는, 구든지 법 아

래에 있고, 아무리 강한 국가권력의 소유자라도 법 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내지 법치국가원리를 구 하는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통령도 헌

법과 법률의 아래에 있음을 확인하 다는 에서 이 사건 결정을 법치주의

의 큰 진 으로 보는 평가25)가 나왔지만, 반면, 통령의 탄핵, 행정수도 

이  등 주요 국정 안에 한 정책갈등이 법  분쟁의 형태로 사법부에 

가됨에 따라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 경향에 한 우려가 표명되기도 하

다.26) 통령탄핵사건의 경우 통령의 (헌)법  모험주의의 결과로 빚

어진 일이었다는 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떻든 이 사건 결정에서 

헌법재 소가 법치주의에 한 헌신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었다는 은 부

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반면, 헌법재 소는 법률의 유보와 련하여 ‘어떠한 사항을 법규로 규율

할 것인가의 여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자의 정치 , 경제 , 사회

 각종 고려하에서 정하여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국민이 국회에 

하여 일정한 입법을 해달라는 청원을 함은 별론으로 하고, 법률의 제정을 

25) 송기춘, 2007, “참여정부에서의 법치주의의 발 : 평가와 망”, 『공법연구』 제

35집 제4권, 297-336, 311-318. 반면, 그는 헌법재 소의 경우, 국가안보와 련

한 편 성, 재산권 강조, 노동과 자본 사이에서 자본편향성, 정보인권에서 국가

권력옹호 등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을 문제 으로 지 하고 있다.

26) 표 으로 김 권, 2007, “참여정부에서의 법치주의의 발 : 평가와 망”,『공

법연구』 제35집 제4권, 한국공법학회, 337-376; 김형성, 2007, “참여정부의 법치

주의” 「한국 법치주의의 개와 차기정부의 과제」(2007. 6. 29. 한국공법학회 

제138회 국제학술 회 발제문)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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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구하는 헌법소원은 헌법상 기본권보장을 하여 명시 인 입법 임이 있

었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 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한 국가의 행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

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아니

면 원칙 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시함으로써 입법권자의 입법형성권을 

존 하는 비교  신 한 입장을 취했다.27)

3. 헌법재판과 행정법의 일반원칙

헌법재 은 法의 一般原則(Allgemeine Rechtsgrundsätze)에 한 례를 

형성함으로써 행정법에 가장 지배 인 향을 미치고 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있어서는 불문의 법원리가 법원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일반 ․법이

론  고찰 보다는, 오히려 어떠한 법원칙이 행정법의 법원으로서 타당할 

것인가,  이를 어떠한 법  근거로부터 도출해 낼 수 있는지가 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28)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사실 독자 인 법원의 범주라

기보다는 여러 가지 - 부분 불문의 - 법규범들로 이루어진 일종의 집합

개념(Sammelbegriff)이며, 통상 습법이나 례법(Richterrecht: 법 법)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 등 성문법에 반 될 수도 있

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구 되는 행정법의 일반원칙  가장 요한 것

으로는 평등의 원칙․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비례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들 수 있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생성시키는 가장 주된 원동력은 역

시 례법인데,29) 그러한 행정법의 일반원칙 부분이 헌법상 기본원리로

부터 구체화되는 것이므로 헌법재 의 역할이 그만큼 두드러지게 된다. 

는 사법상의 법원리의 유추 용을 통하여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

은 특히 독일에서 례를 통하여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생성․발 되어 온 

27) 헌법재 소 1992. 12. 24. 90헌마174 결정(강조 인용자); 同旨 헌법재 소 1989. 

3. 17. 88헌마1 결정; 1989. 9. 29. 89헌마13 결정.

28) 이에 한 상세한 설명은 洪井善, 行政法原論(上), 141 이하를 참조.

29) Erichsen/Martens, § 89ff., S.16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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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이었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헌법으로부터 구체화된 표 인 는 

신뢰보호의 원칙이다. 법치국가원칙 - 법  안정성 - 시민의 신뢰보호로 

이어지는 구체화의 연쇄과정(Konkretisierungskette)은 하자있는 수익  행

정행 의 취소에 한 결정원리의 기 로서 발 되었고, 기야 독일연방

행정 차법 제48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실정화되었다. 헌법원리로부터 행

정법의 일반원칙을 도출하는 것은 기본법 발효 이래 거의 유행이 되다시피 

했고 베르 의 ｢구체화된 헌법으로서 행정법｣이란 명제로 한층 고무되었

다. 그러나 이 방법론은 공법에서 사용하기 가장 어려운 법 발견  창조

의 방법이기도 하 다.30)

우리나라 헌법재 소가 가장 빈번히, 그리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쟁 을 

꼽는다면 단연 평등의 원칙과 비례원칙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헌법재

소는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 청에 법령의 구체  내용

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나, 재량권 행사의 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 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

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 은 그 상 방에 한 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외  구속력을 가진다‘고 

시함으로써,31) 스스로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재 규범으로 명시 으로 승

인하는 과감성을 보 다. 한 헌법재 소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

례의 원칙을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당연히 생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의 

하나’로 고양시켰다.

“국가작용, 특히 입법작용에 있어서의 과잉입법 지의 원칙이라 함은 국가

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활동을 함에 있어서 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내지 입법활동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 이 헌법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목 의 정당성), 그 목 의 달성을 하여 그 방법이 효과 이고 

30) 반면 상 으로 퇴조했을지라도 여 히 례상 경시할 수 없는 의미를 가진 수

단이 유추해석(Analogie)의 방법이다. 이에 하여는 Erichsen/Martens, § 7 

Rn.94, S.164f.를 참조.

31) 헌법재 소 1990. 9. 3. 90헌마13결정( 례집 2, 298,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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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며(방법의 성),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제한의 조치가 입법

목  달성을 하여 설사 하다 할지라도 가능한 한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며(피해의 최소성),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교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법익의 균형성)는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당연히 생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의 하나인 비례의 원칙을 말하

는 것이고, 우리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입법권의 한계로서 과잉입법 지

의 원칙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32)

헌법재 소의 단은 다음에 보는 법원의 그것과는 사뭇 조된다. 

법원은 ‘비례의 원칙(과잉 지의 원칙)이란 어떤 행정목 을 달성하기 한 

수단은 그 목 달성에 유효․ 하고 한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

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

을 능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하는 것’이라고 시하고 

있기 때문이다.33)

일반 으로 행정법에 있어 비례의 원칙(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이란 

의로는 공익상 필요와 권익의 침해 사이에 정한 비례 계

(Angemessenheit)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Verhältnismäßigkeitsgrundsatz 

im engeren Sinne)을 말하며, 의로는 행정청에 의하여 사용된 수단이 

험방지와 같은 행정목 의 달성에 합한 것이어야 한다는 합성

(Geeignetheit)의 원칙, 합한 복수의 조치들 에서 상 방 개인과 일반공

에 하여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필요성

(Erforderlichkeit)의 원칙 는 최소침해의 원칙(Grundsatz des geringsten 

Eingriffen), 그리고 그 조치들이 의도된 목표달성에 비추어 명백히 비례되

지 않는 침해를 래해서는 안 된다는 의의 비례원칙 는 법익균형성 

원칙을 포함하는 법원칙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

소는 이 세 가지 단기  외에 목 의 정당성을 첫 번째 요소로 꼽고 있

32) 헌법재 소 1992. 12. 24. 92헌가8 결정: 강조 인용자.

33) 법원 1997. 9. 26. 선고 96 10096 결(공97. 11. 1.[45], 3301: 택지개발 정지구

지정처분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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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4) 이에 해서는 강력한 비 이 제기되었다.35) 이에 따르면, 헌법재

소가 이 듯 목 의 정당성을 비례의 원칙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사유(국가안 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때문

인데, 목 의 정당성은 법목 을 달성하는 수단 내지 방법에 한 문제와

는 분리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요컨 , 비례의 원칙은 입법제한목 이 

정당하다는 것을 제로 그 법률이 비례의 원칙을 수하고 있는가를 심사

해야 한다는 것이다. 목 의 정당성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것일 뿐 비례원칙의 일반  요소라고 볼 수는 없다.36) 따라서 이러한 비

은 헌법재 소의 례법이 가지는 요성에 비추어 법이론 으로 의당 수

용되어 마땅하다고 본다.

한편, 행정기 의 어떤 언동의 정당성 는 존속성에 한 개인의 신뢰

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미의 신뢰보호의 원칙(Vertrauensschutzprinzip) 

역시 행정법에 있어 가장 요한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헌법재 소의 단

상이 되었다. 헌법재 소는 신뢰보호원칙을 헌법상 소 입법의 지 원

칙과 연 시켜,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 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입법으로 과

거에 소 하여 과세하거나 는 납세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소 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조항에 반된다고 시한 바 있다.37) 그

34) 이러한 최고사법기 의 견해차는 헌법학자와 행정법학자들 사이에서도 그 로 

나타나고 있는데, 일부 헌법학자들은 헌법재 소의 입장을 그 로 소개하는가 

하면 비 하면서 법원의 입장을 따르는 학자도 있고, 행정법학자들은 거의 

부분 법원의 입장을 따르고 있으며, 형법학자들 역시 정성의 원칙과 련하

여, 특히 보안처분과 련하여 비례의 원칙을 설명하면서 법원의 입장을 따르

고 있다고 한다(이기철, 2006. “헌법재 소는 비례의 원칙에 목 의 정당성을 포

함시켜도 좋은가?”, 『공법연구』제35집 제1호(한국공법학회 2006년 10월), 

377-408, 379-380).

35) 이기철, 앞의 논문.

36) 김유환, 1998, 95; 황치연, 1995, “헌법재 의 심사척도로서의 과잉 지원칙에 

한 연구”, 연세 학교 법학박사학 논문, 71 등도 그러한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다만, 김유환, 같은 곳에서는 “그간 우리나라의 입법 는 행정작용 가운데에는 

목  자체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었다는 을 고려해 

보면 공권력의 행사에 있어서 목 의 정당성을 하나의 심사기 으로 채택한 것 

자체는 의의있는 일”이라고 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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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넓은 의미의 소 입법은, 신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 계에 작용하는지 

아니면 재 진행 인 사실 계에 작용하는지에 따라 일응 진정소 입법과 

부진정소 입법으로 구분되고, 자는 헌법 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

칙이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외 으로 허용될 수 있는 반면, 후

자는 원칙 으로 허용되지만 소 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

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

을 가하게 된다고 시하여 부진정소 입법의 경우 그 용의 한계를 분명

히 하고 있다.38)

4. 위임입법의 헌법적 한계

가. 위임입법의 한계 일반

헌법재 소는 비교  일 부터 임입법의 헌법  한계에 한 법  

단에 나서기 시작했다. 헌법재 소에 따르면, 입법 임에 있어 법률에 미리 

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범 의 기본사항을 구체 으로 규정하여 둠

으로써 행정권에 의한 자의 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

과 법치주의의 원칙을 달성하고자 하는 헌법 제75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체 으로 범 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통령령 등 하 법규에 

규정될 내용  범 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 이고도 명확하게 규정

되어 있어서 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

용의 강을 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39) 그 측가능성의 유무는 

37) 헌법재 소 1995. 3. 23. 93헌바18등결정( 례집 7-1, 376); 헌법재 소 1998. 11. 

26. 97헌바58 원재 부결정(농어 특별세법부칙제3조제3항 헌소원 공보 제31

호).

38) 헌법재 소 1998. 11. 26. 97헌바58 원재 부결정; 헌법재 소 1995. 10. 26. 94

헌바12결정( 례집 7-2, 447); 1996. 2. 16. 96헌가2등결정( 례집 8-1, 51, 

84-88); 헌법재 소 1999. 7. 22. 97헌바76,98헌바50·51·52·54·55(병합) 원재 부

결정(구수산업법 제2조 제7호 등 헌소원,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제2호 등 

헌소원 공보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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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단할 것은 아니고 련 법조항 체를 

유기 ·체계 으로 종합 단하되, 각 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 ·개별

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그리고 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그 

규율 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특히 처벌법규나 조세법

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 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

규에서는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임의 요건과 범 가 일반

인 부행정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 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반면, 

규율 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임

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시하고 있다.40) 이

러한 입장은 헌법 제75조의 연 이나 비교법  동향, 임입법의 한계에 

한 헌법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된다.41)

나. 고시와 위임입법의 한계

한편, 헌법재 소는 고시 는 공고의 법  성질에 해서는 이를 일률

으로 단할 것이 아니라 고시에 담겨진 내용에 따라 구체 인 경우마다 

달리 결정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고시가 일반·추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고시가 구체 인 규율의 성

격을 갖는다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 소의 례이

다.42) 즉, 고시가 일반·추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는 행정규칙

에 해당하지만, 고시가 구체 인 규율의 성격을 가진다면 행정처분에 해당

한다는 것이다.43) 

39) 헌법재 소 1993. 5. 13. 92헌마80 원재 부 결정.

40) 헌법재 소 2003. 12. 18. 2002헌가2결정(구문화 술진흥법 제19조 제5항 등 

헌제청); 1998. 2. 27. 95헌바59결정( 례집 10-1, 111-112); 1999. 3. 25. 98헌가

11등결정( 례집 11-1, 158, 176).

41) 이에 해서는 김철용․송석윤·홍 형, ｢ 임입법의 한계에 한 연구｣(헌법재

소 1996년도 연구용역과제)를 참조.

42) 헌법재 소 1998. 4. 30. 97헌마141결정( 례집 10-1, 496, 506); 2004. 1. 29. 2001

헌마894 원재 부 결정(정보통신망 이용 진  정보보호 등에 한 법률 제

42조 등 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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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는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에 의한 도시 리계획결정의 

고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고시,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의 고시 등과 같이 불특정다수인의 권리의무를 권력 으로 규율하는 

일반처분에 해당할 수 있고, 법률행  행정행 (통지)의 성질을 띠는 

경우도 있다. 가령 ｢공익사업을 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한 법률

｣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는 기업자에게 사업인정이 주어졌다는 객  사

실의 공고에 해당한다. 그리고 고시는 컨  정부에서 결정된 에 지정책

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와 같이 단순한 사실행 로 행해질 수도 있다.

다. 법률보충적 행정규칙론

헌법재 소는 “법령의 직  임에 따라 수임행정기 이 그 법령을 시

행하는데 필요한 구체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형식은 비록 법규명

령이 아닌 고시·훈령· 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 법령의 

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상 법령과 결합하여 외 인 구속력을 갖

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시함으로써,44) 

이른바 법률보충  행정규칙론이라는 례법형성에 가세했다. 헌법재 소

의 이러한 단은 실은 법원의 그것을 추종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이다. 법원 역시 법률보충 인 행정규칙이 성립할 수 있음을 시인하여 

행정규칙, 규정이 당해법령의 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이들과 결

합하여 외 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음을 인

정해 왔기 때문이다. 실례로 법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

호에 의하여 투기거래를 규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은 “그 형식은 행정규칙으로 되어 있으나  시행령의 규정을 보

완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법규명령과 같은 효력( 외 인 구

43)  헌법재 소 97헌마141결정.

44) 헌법재 소 1992. 6. 26. 91헌마25결정( 례집 4, 444, 449); 2002. 7. 18. 2001헌마

605 원재 부결정(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 시장지배 지 남용행 의

유형 기  제3조 제1항 등 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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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력)을 가진다”고 시한 바 있고,45) 행정규칙은 일반 으로 행정조직내

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외 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행정기 에게 그 법규명령의 구체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

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 한 계

로 수임행정기 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

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행정규칙, 규정은 행정규칙이 갖는 일반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 에 법령의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할 것이

므로 이와 같은 행정규칙, 규정은 당해 법령의 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

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외 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

력을 가지게 된다고 시한 바 있었다.46)

이와 같이 법원과 헌법재 소의 례에 의하여 법규명령처럼 외  

구속력을 가지는 법령보충  행정규칙이 인정된 경우들은 모두 상 법령이 

임받은 사항에 하여 강을 정하고 그 의 특정사항을 범 를 정하여 

하 법령에 다시 임하는, 이를테면 헌법상 허용되는 재 임과47) 유사한 

수권법률-상 법령-고시로 이어지는 재 임구조를 제로 한다는 에서 

공통 을 지니고 있다. 즉, 앞서 본 법원 례48)의 경우 소득세법이 원칙

으로 기 시가에 의해 산정된 양도차익을 기 으로 과세할 수 있게 하면서 

실지거래가에 의한 법정과세요건은 통령령에 임, 이에 기해 제정된 시

행령이 과세요건의 일부만을 규정하고,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

의 거래 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실체법상 과세요건을 다시 국세청장에

게 임함으로써 국세청장이 훈령으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고, 헌법재 소의 례49) 역시 공정거래법의 임을 

45) 법원 1989. 11. 14. 선고 89 5676 결.

46) 법원 1987. 9. 29. 선고 86 484 결; 법원 1988. 3. 22. 선고 86 249 결.

47) 헌법재 소 1996. 2. 29. 94헌마213결정( 례집 8-1, 147, 163); 2002. 7. 18. 2001

헌마605결정( 례집 14-2, 84, 101).

48) 법원 1989. 11. 14. 선고 89 5676 결.

49) 헌법재 소 2002. 7. 18. 2001헌마605 원재 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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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통령령에서 불공정행 의 유형과 기 을  별표의 내용에 의하여 

상세히 구체화하 고, 다시 특정행 나 특정 분야의 불공정행 의 유형과 

기 을 정하기 한 세부기 만을 하  법령인 공정거래 원회 고시에 재

임하고 있는 경우 다. 마찬가지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한 정보통신부고시를 상 법령과 결합하여 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

으로 인정한 례50)도 구 ｢정보통신망 이용 진  정보보호 등에 한 법

률｣ 제42조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을 시행령에 임하 고, 시행

령 제21조 제3항이 자  표시방법의 구체 인 내용을 다시 정보통신부장

이 고시하도록 임한 경우 다.

이러한 례경향에 해서는 고시는 헌법에 근거가 없는 규범형식으로

서 고시를 법규명령으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 헌법규정과 합치되지 아니 한

다는 비 이 끊이지 않았다. 법률, 통령령, 부령 등에서 고시제정권을 

임하는 경우 그 임규정들의 규정방식 면에서도 문제가 많으며, 내용상으

로도 제정권자를 행정각부의 장  외에 식품의약품안 청 등 외청이나 행

정 원회 등으로 자의 으로 확 하여 헌법에 명시한 통령령, 총리령, 부

령 등을 발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에게 규범제정권을 부여하는 탈헌법  수

단으로 고시라는 변칙 인 법형식을 이용하고 있다는 , 반면 법규명령  

효력을 갖도록 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인 법규명령의 경우와는 

달리 거의 사실상 아무런 차  통제도 받지 않은 채 제정 는 개정되고 

있다는  등 헌 인 요소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지 되고 있다.51)

법률이나 법률의 임에 의한 명령  국민의 권리․의무에 한 사항 등 

국민에게 직․간 으로 향을 끼치는 내용을 통령령, 총리령, 부령 같

이 헌법에 명시된 규범형식이 아닌 ‘고시’로 정하도록 임하는 경우가 많

다. 이처럼 고시라는 규범형식이 리 활용되게 된 것은 필경 헌법상 임

입법의 요건과 한계, 차 등으로부터 오는 임입법의 경직성을 우회하여 

50) 헌법재 소 2004. 1. 29. 2001헌마894 원재 부 결정.

51) 고 훈, “행정상의 고시의 법  문제 과 개선방향에 한 연구”, 『공법연구』 

제29집 제1호(2000); 문상덕, “법령의 수권에 의한 행정규칙(고시)의 법  성격과 

그 통제”, 『행정법연구』(행정법이론실무연구회), 1997, 16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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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 에게 탄력 인 실 응과 융통성을 확보해 주려는 의도 는 고

도의 문기술  단을 요하는 사항에 해 그때그때 과학기술의 수 에 

맞는 규범형성을 가능  하려는 법정책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해

된다. 그와 같은 법정책  고려의 실성을 수 한다 할지라도 오늘날 ‘법

치행정이 아니라 고시행정’이라는 말이 회자되는 지경에 이르 다는데 문

제의 심각성이 있다. 특히 규율의 효과나 실  요성을 묻지 아니 하고 

무분별하게 고시에 입법사항을 임하는 경향이 일종의 입법 행으로 굳어

져 버린 상황인데다,52) 행정규제기본법처럼 아  “법령이 문 ·기술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하

여 구체 으로 범 를 정하여 임한 경우”에는 고시로 규제, 즉 행정목

을 실 하기 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정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고시를 하나의 임입법형식으로 승인한 법률

이 제정되기도 하 다(제4조 제2항 단서).

고시에 법령보충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 소와 법원의 례는 그것

을 추종한 학설과 더불어 바로 그런 사태를 래한 결정  법리  토 를 

제공하 다. 그러나 헌법재 소가 법원과 함께 개별 법 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채 고시의 법령보충  효력을 다분히 일반화된 방식

으로 인정해온 것이 과연 법리상 타당한 것이었는지 근본 으로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법률보충  행정규칙의 외  구속력, 즉 법령이 행정 청에게 행정규

칙으로  법령의 구체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그 행정규칙에 

외부  구속력을 인정하는 헌법재 소와 법원의 례는 독일 연방행정법

원의 ‘뷜’(Whyl) 결을 계기로 개되어 국내 일부 문헌에 의하여 수용된 

된, 이른바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의 법리와 결코 무 하지 않다. 이는 

1985년 12월 19일 연방행정법원(제7부)이 “배출공기 는 지표수를 통한 

방사능유출량에 한 일반  산출기 은 규범구체화  지침(normkonkretisierende 

52) 이에 해서는 특히 고 훈, 앞의 ; ｢규제행정입법의 한계｣, 자유기업원, 1998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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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tlinie)으로서 한 행정법원들을 구속한다”고 시함으로써 비롯된 법

리인데,53) 규범구체화지침이란 규범해석  행정규칙(norminterpretierende 

Verwaltungsvorschrift)과는 달리 규범상 설정된 한계 내에서 행정법원을 

구속한다고 한다. 법원은 오로지 이 지침이 恣意 인 조사에 근거한 것인

지 여부와, 허가 청이 이러한 산출기 을 용함에 있어, 그러한 방식으로 

정해진 방사선피폭량(노출기 치)을 토 로, 개개의 변수에 해 존하는 

불확정성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수용가능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해서만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의 법리는 단여지(Beurteilungsspielraum)에 토

를 두고 있다.54) 단여지가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그것이 존재하는 한, 

행정청의 개별결정뿐만 아니라 행정의 일반  규율(generelle Regelung)도 

재 상 심사범 가 제한된다. 물론 연방행정법원이 행정의 규범구체화

(Normkonkretisierung)를 인정한 것은 환경법과 기술안 법 등 제한 인 

역에 국한되어 있는데,55) 그것은 인허가요건을 단함에 있어 행 과학

기술 수 (Stand von Wissenschaft und Technik: Best Available Technology)

을 참조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생기는 이들 분야의 특성 때문이다.56) 

그리고 규범을 구체화함에 있어 보다 상 의 법  요구와 법률에 나타난 

가치평가를 존 해야 하고, 신 한 차를 거쳐 과학기술 인 문가들의 

력을 얻어야 하며 과학과 기술의 인지능력의 진보에 뒤떨어져서도 아니 

된다.57) 그 밖에 행정규칙을 통한 규범구체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도 감축되

53) BVerwGE 72, 300, 301. 이 결의 내용에 하여 상세한 것은 崔正一, “法規範

具體化行政規則의 法的 性質  效力”, 『判例月報』 264호, 34이하; “獨逸에서

의 行政規則의 法的 性質  效力 - 특히 規範具體化行政規則을 심으로 -”, 

서울 학교 법학박사학 논문, 1995, 193이하를 참조.

54) Maur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4.Aufl., § 24 Rn.25a, S.637.

55) Maurer, 같은 곳.

56) Eckhard Pache, Tatbestandliche Abwägung und Beurteilungsspielraum, Mohr 

Siebeck, 2001 (JUS PUBLICUM Band 76), S.80.

57) BVerwGE 107, 338, 341. 특히 계량  리스크정보와 련하여 과학과 기술 수 의 발

을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에 해서는 Fritz Ossenbühl, DIE BEDEUTUNG 

QUANTITATIVER RISIKOINFORMATIONEN IN DER RECHTSPRECHUNG(Second

    International ILK Symposium 28.-29. Oct., 2003:http://www.ilk-online.org/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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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재 상의 통제일 뿐, 막 바로 시민에게 향을 미치는 일반 이고 

직 인 법  외부효를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고 한다.58) 결국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의 법리는 그것이 생성된 독일에서

조차도 그 법  실체의 근거나 용한계가 반드시 명확하게 해명된 것이라

고는 보기 어렵다. 이 법리에 하여 독일연방헌법재 소는 매우 제한 이

고 연한 태도를 표명하 던 반면,59) 문헌상 압도 인 지지를 받은 이 

결을 과연 일반화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어떤 범 에서 일반화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여 히 문제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연방행정법원 역시 

이후 일련의 례를 통해 ‘뷜’ 결에서 표명된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의 

법리에 하여 소극 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 다.60)

결국 아직까지는,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이라는 외 인 법리가 독일의 

法源體系에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어떠한 법  효과가 결부

될 수 있는지에 해서 법해석론상 완 히 규명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61) 특히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의 법리는 지 까지도 이와 같은 

    /2003/15_Ossenbuehl_manu.pdf)을 참조.

58) Maurer, 같은 곳.

59) 연방헌법재 소는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을 원자력법상 허가의 “특수한 사례”라

고 지 하거나(BVerfGE 78, 214), “이 법리가 헌법 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여

부  그 범 는 이 사건에서는 문제삼지 아니 한다”는 식으로 문제를 정면에서 

다루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 다(BVerfGE 80, 257, 265).

60) ‘TA-Luft’에 하여 연방행정법원은 이를 법률의 근거에 의해 발해진, 연방이미

씨온보호법 제1조, 제3조  제5조의 요건들을 구체화하기 한 행정규칙에 해

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했지만, 그 밖의 다른 주장에 해서는 명백히 후퇴하는 

태도를 보 다(BVerwG, NVwZ 1988, 824, 825). 컨  연방행정법원은 연방국

도변의 소음규제에 한 연방교통부장 의 지침들에 해, 연방이미씨온보호법 

제1조, 제3조와 결합된 동제41조의 법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법

률의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으로 볼 수 없

다고 시한 바 있다(BVerwG, NJW 1987, 2886; NVwZ 1988, 825; BVerwGE 

77, 285, 290 연방원격도로에서의 소음방지에 한 연방교통부장 의 지침). 이

러한 례, 학설에 하여는 Maur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4.Aufl., 

2002, § 24 Rn. 25a를 참조.

61) Hill, Normkonkretisierende Verwaltungsvorschriften, NVwZ 1989, 402. 한편 이

와 련하여 Kadelbach(1999, 307)는 TA Luft 같은 지침들이 사용되는 환경법

의 다른 역에 있어서는 례의 분명한 입장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엄격히 말

해 TA Luft를 ‘ 상된 문가 감정의견’(antizipiertes Sachverständigengutach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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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본래의 입법권이 권력분립, 법률유보  기본법 제80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임입법의 한계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를 해명하지 못했다

는 에서 가장 근본 인 문제 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62) 물론 무엇보

다도 연방행정법원의 ｢뷜｣ 결이 법원의 통제를 행정의 증 된 책임과 최

종결정권을 하여 후퇴시켜 왔던 연방최고법원들의 새로운 일반  경향에 

부합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연방헌법재 소는 원자력법상의 허가를 

행정규칙의 법  성질에 단과 련하여 특수한 사례(Sonderfall)로 지칭

한 바 있다.63) 이 법리는 원자력법, 이미씨온보호법 외에도 물 계법

(Wasserrecht)이나 유 공학법으로 용범 를 확 하 지만,64) 다른 법

역에서도 그와 비교가능한 규범구조(그리고 법률  수권)가 존재하는 경우 

계속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는 여 히 불확실한 

실정이다.

한편 독일에서 발 된 규범구체화행정규칙의 법리는 유럽행정법 차원에

서  다른 벽에 부딪혔다. 유럽사법재 소가 ‘ 칙의 국내법 환 형식에 

한 법규범유보’(Rechtsnormvorbehalt der Umsetzung von Richtlinien)와 

련하여 이 법리를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 기 때문이다.65) 

유럽사법재 소는 독일의 환경법(이미씨온보호법과 원자력법)이 문제되었

던 두 건의 차에서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법원과 개인에 한 구속력이 

명백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칙의 시행법을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법하다고 시하 다. 칙(Richtlinie)의 환은 회원국의 국내

법질서에서 외부  구속력을 가지는(außenrechtswirksam) 법령에 의거해

야 하며 단순한 행정실무상의 행(Verwaltungspraxis)이나 행정규칙만으

으로 보는 기존의 례조차도 번복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Vgl. BVerwG, 

Urt. v.18. 12. 1990, 4N6.88, DVBl. 1991, 442(444)) 부쉬하우스(Buschhaus: 

Beschl.v.28. 2. 1985, 7B64/84, NVwZ 1985, 357f.) 결과 뷜 결에 있어 통일

된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의 념이 표명되었는지 여부도 의심스럽다고 한다.

62) Martin Ibler, Rechtspflegender Rechtsschutz im Verwaltungsrecht, Thübingen: 

Mohr Siebeck, 1999, S.69.

63) BVerfG, DVBl 1989, 94.

64) 이 법리의 례상 발 과 학설동향에 하여는 Pache, 같은 책 82-108을 참조.

65) EuGH Slg. 1991, I, S. 2567 und 2607; NVwZ 1991, 866, 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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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행정규칙에 있어서는 법원과 개인에 한 구속력

이 명백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칙의 환형식으로는 부 합하

다는 것이다. 이 결 이래 칙의 시행법은 법규범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유지되고 있다.

국내 문헌 가운데는 에서 언 된 우리나라 법원의 결례에 하여 

이를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의 개념을 수용한 결과라고 보는 견해가 있

다.66) 반면  결에서 문제된 국세청훈령이 시행령과 결합하여 외  

구속력을 갖는다고 한 것은, 그에 한 법원의 종 의 례에 비추어 볼 

때, 당해 훈령이 실질 으로는 임명령에 해당한다는 것을 제로 한 것

임을 간과한 것이라는 취지의 반론이 더 우세하게 제기되었다.67) 한 이

와 련하여 당해 국세청훈령을 법규명령으로 볼 수는 없고 법형식 그 로 

행정규칙으로 보아야 하지만, 첫째, 독일의 경우 법규범구체화행정규칙은 

기술법․환경법 분야에 국한해 보는 것이 일반 이고, 둘째, 설령 세법에 

하여 법규범구체화행정규칙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동규정은 문  사

실이해, 민주 ․정치  정당성의 차  제조건이 미흡하여 법규범구체

화의 수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셋째, 법규범구체화행정규칙을 지지하

는 오쎈뷜(Ossenbühl)도 세법분야의 경우 “사실조사에 한 행정규칙”  

“간소화규칙”(Vereinfachungsanweisung)과 “세법상 평가 칙”(steuerliche 

Bewertungsrichtlinie)으로 분류하고 있는  등을 근거로  법원 례에

서 당해 훈령을 법규범구체화행정규칙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에 띤다.68)

생각건 , 법령보충  행정규칙의 외  구속력에 한 례는 정작 독

일의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의 법리와는 사뭇 다르다는 에 유의할 필요

가 있다. 에서 살펴보았듯이, 독일의 경우 외  구속력을 가지는 규범

66) 김남진, 행정법의 기본문제, 847 이하.

67) 김동희, 행정법 I, 164-165; 박윤흔, 행정법강의(상), 248-249, 260.

68) 최정일, “法規範具體化行政規則의 法的 性質  效力”, 『判例月報』 264호, 46이

하; “獨逸에서의 行政規則의 法的 性質  效力 - 특히 規範具體化行政規則을 

심으로 -”, 서울 학교법학박사학 논문, 1995, 193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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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화행정규칙의 인정범 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헌법상 임입법의 한

계와 련하여 효력의 본질, 범  등 법리  기 가 동요하는 가운데 여

히 법규범유보가 원칙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 헌

법재 소나 법원이 개별 법 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 한 채 

법령보충  행정규칙을 다분히 일반화된 방식으로 인정해온 것이 타당했는

지 근본 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 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그 보다 더 

법리  취약성을 지닌 법령보충  행정규칙의 형 인 유형에도 잘 들어

맞지 않는 고시에 특히 기본권 제한 는 침해를 수반하는 법규명령  구

속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 없지 않다.

무엇보다도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의 법리가 처한 딜 마와 마찬가지로, 

법령의 직  임에 따라 수임행정기 이 그 법령시행에 필요한 구체  

사항을 정한 것이라고 해서 막 바로 당해 행정규칙이 상 법령의 임한계

를 벗어나지 않는 한, 상 법령과 결합하여 외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

명령으로 기능한다고 할 경우, 그러한 결과가 과연 권력분립, 법률유보, 그

리고 헌법 제75조  제95조가 규정하는 임입법의 한계와 제 로 조화될 

수 있는지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우리 헌법재 소나 법원 

공히 규범구체화행정규칙의 외  구속력이 제로 삼는 불확정법률개념

에 한 단여지의 인정여부에 해 이 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단여지의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막 바로 행정규칙

의 형식에 법규명령의 실질인 외  구속력을 일반화하여 결부시키는 데

는 이론  무리가 없는지도 반성해 보아야 한다. 특히 후술하는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일탈 법규명령  효력을 가진 행정규칙으로 법규명령 제․개정

에 한 차  규율을 회피하여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헌법상 임입법의 

요건과 한계를 형해화시킴은 물론 기본권제한의 헌법  한계원리마  일탈

할 험이 커진다는 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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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알권리와 정보공개청구권

정보공개청구권이 ( 는 ‘알 권리’는) 법률에 의한 구체화없이도 헌법에 

의하여 직  인정되는 헌법직  권리(verfassungsunmittelbares Recht)인

가 하는 문제에 응답을 요청받았던 헌법재 소는 ‘알 權利는 憲法 제21조

의 論의 自由에 당연히 포함되는바, 이는 국민의 정부에 한 일반  정

보공개를 구할 권리(청구권  기본권)라고 할 것이며, 서류에 한 열람․

복사민원의 처리는 법률의 제정이 없더라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

고  비록 공문서공개의 원칙보다는 공문서의 리․통제에 을 두고 

만들어진 규정이기는 하지만,  규정 제36조 제2항을 근거로 국민의 ‘알 

권리’를  곧바로 실 시키는 것은 가능하다’는 매우 진취 인 단을 내놓

았다.69) 헌법재 소가 이로써 이후 정보공개제도의 도입을 향한 길을 열어 

놓은 것과 경쟁이나 하듯, 법원도 뒤이어 ｢政府公文書規程｣ 제36조 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국민의 공문서열람권을 인정하면서, ｢일반 으로 

국민은 국가기 에 하여 기 에 한 사항 등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보

하고 있는 문서의 열람  복사를 청구할 수 있고 ｢정부공문서규정｣ 제

36조 제2항의 규정도 행정기 으로 하여  일반국민의 문서열람  복사신

청에 하여 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으므

로 그 신청을 거부한 것은 법하다｣고 시했다.

학계의 반응은 두 가지 상반된 방향으로 나타났다. 헌법재 소의 결정에 

해서는 주로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알 권리’의 헌법  근거조항에 한 

異見을 제외하고는, 체로 정 인 평가가 내려진 반면, ‘알 권리’ 내지 

정보공개청구권의 도출근거에 한 반론이( 체로 행정법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되었다. 가령 金道昶 교수는  결에서 표명된 법원의 태도를 ｢정

보 근권을 헌법에서 바로 도출되는 기본권이라고는 보지 않고 법령을 게

재시켜 인정하는 방향｣이라고 보면서 이 문제를 둘러싼 헌법재 소와 법

원의 견해차를 지 한 후 헌법 제21조에서 바로 ‘알 권리’가 나온다 할 수 

69) 1989년 9월 4일 88헌마2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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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가에 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70)  金南辰교수는 국민 는 이해

당사자의 공문서열람권을 인정할 헌법 ․법률  근거가 결여되어 있는 

, 례가 그 근거로 든 정부공문서규정은 통령령이지만 법률에 의거한 

임명령이 아니어서 실질 으로는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지므로 이것에 의

해 공문서열람권(Recht auf Akteneinsicht)이 창설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  법원 결의 문제 을 지 했다.71) 그러나 헌법재 소는 이

후 ｢정보에의 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헌법 제21조 소정

의 표 의 자유와 표리의 계에 있으며 자유권  성질과 청구권  성질을 

공유하는 것인바, 이러한 “알 권리”의 실 을 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실 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 검사가 청구인에게 형사확

정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명문규정이 없다는 것

만을 이유로 하여 무조건 청구인의 복사신청을 거부한 것은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72)이라고 시하여 ‘알 권리’의 구체  권리성을 승인한 

종 의 례를 재확인했다.73) 이로써 정보공개청구권이 헌법직  권리라

는 이 실정법 으로 확립되는 결과가 되었다.

이와 같이 정보공개청구권은 이른바 ‘알 권리’(Right to know)의 본질  

요소의 하나라고 이해되어 왔다.74) 헌법재 소 역시 정보공개청구권을 ‘알 

70) 『 試界』 1991. 8. 談.

71) 金南辰, “行政節次上의 文書閱覽權”, 『 試界』 1991. 8., 85이하; “情報化社 와 

行政法體系의 再構成”, 『月刊 試 1991. 8., 89; “기록등사신청에 한 헌법소

원”, 『判例月報』 1991. 12.(255호), 36; 行政法 I, 430. 그 밖에도  헌법재 소

의 결정은 명확한 이론  근거없이 청구인의 열람․복사청구권을 인정한 난 이 

있으며, 정부공문서규정의 운 과정에서도 해석상 기껏해야 법률상 보호되는 이

익정도가 나올 수 있을 뿐, 헌법규정에 근거해서 직  구체  권리로서의 정보

공개청구권을 도출할 수는 없다는 비 도 제기되었다(姜京根, 『法律新聞』, 

1989. 10. 16.; “행정 산화의 법  문제”, 18).

72) 헌법재 소 1991. 5. 13. 90헌마133결정(『判例月報』 252호, 60이하(강조 인용

자)).

73) 한 憲法裁判所는 최근 군사기 보호법에 한 1992년 2월 25일 결정에서 동법 

제6조․제7조․제10조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가기

의 개념을 실질 인 비 가치를 지닌 것에 한정해석해야 한다는 限定合憲決定을 

내렸다.

74) 權寧星, 憲法學原論,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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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Right to know)의 핵심  내용이라고 시함으로써 이를 명시 으로 

확인한 바 있다.75)

‘알 권리’의 내용이 국가나 私人에 의하여 방해받지 않고 일반 으로 

근(입수)가능한 情報源으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情報의 自由(소극  

측면)와 국가나 사회에 하여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정보

공개청구권( 극  측면)을 포함하는 것이라면, 主觀的 公權으로서 정보공

개청구권의 인정여부가 헌법상 ‘알 권리’의 인정여부를 充分條件으로 한다

는 것은 두말 할 나 도 없다. 즉 정보공개청구권은 헌법상 ‘알 권리’와 표

리의 계를 이루며,76) ‘알 권리’의 운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공개

청구권과 ‘알 권리’의 계에 하여는 무엇보다도 두 가지 측면이 분명히 

해명되어야 한다. 그것은 첫째 ‘알 권리’가 정보의 자유와 정보공개청구권

으로 구성된다고 할 때, 이 ‘알 권리’란 실은 헌법상 표 의 자유(§21)나 정

보의 자유(Informationsfreiheit)와 보호 역을 달리 하는, 보다 포 인 내

용을 갖는 권리라는 이다. 한편 독일 기본법상 표 의 자유에 한 조항

인 제5조 제1항 제1문 후단은 ‘일반 으로 근가능한 정보원으로부터 방

해받지 않고 보고받을 수 있는 권리’(sich aus allgemein zugänglichen 

Quellen ungehindert zu unterrichten)를 보장하고 있는데, 국내문헌들은 이

구동성으로 이를 헌법상 ‘알 권리’를 명문화한 로 들고 있다.77) 독일 기

본법 제5조 제1항의 권리는 자유권으로서 정보수령방해배제청구권을 핵심

으로 하는 정보의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서 포 인 권리인 ‘알 권리’와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78) 독일 기본법 제5조 제1항은 정보의 자유, 즉 정

75) 헌법재 소 1991. 5. 13. 90헌마133결정(『 례월보』 252호, 60이하).

76) 金哲洙, 情報化社 와 基本權保護, 9.

77) 가령 權寧星, 憲法學原論, 413; 金哲洙, 憲法學槪論, 1991, 452 등.

78) 한 독일 기본법 제5조 제1항 제1문 후단의 「알 권리」, 즉 정보의 자유는 방

해받지 않고 보고 듣고 알 수 있는 권리, 즉 ‘정보매체로부터의 정보수령의 방해

지’(金哲洙, 같은 책, 452)를 의미하는 소극  개념이므로, 미국 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상의 극 ․일반  정보공개청구권과도 

구별되어야 한다. 반면 여기서 말하는 ‘알 권리’는 독일 기본법상의 자유로운 정

보수령권이 아니라 국정공개청구권과 언론매체에 한 근권을 내용으로 하는 

미국법상의 ‘알 권리’(Right to know)에 더 가까운 개념이라 할 수 있다(尹明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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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령방해배제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이지 일반  정보수집청구권이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79) 둘째, 정보공개청구권은 공권력이 보유하

는 모든 정보에 하여 일반국민 는 언론기 이 공개를 요구할 권리(일

반  공개청구권)와 특정의 정보에 하여 이해 계가 있는 특정개인이 공

개를 요구할 권리(개별  공개청구권)로 분화된다.80) 공개가 요구되는 

상이 개인에 한 정보인 경우에는 개별  공개청구권의 형태, 즉 공공기

이 보유하는 자기에 한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

(Anspruch auf Akteneinsicht)이 문제되며, 이러한 의미의 공개청구권은 이

른바 정보자결권(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srecht)의 불가결한 구

성부분을 이룬다. 헌법상 ‘알 권리’에 개별  공개청구권이 포함된다는데 

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반면 헌법상 ‘알 권리’가 일반  정보공개청

구권을 내포하는지에 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반면 정보공개에 하여 헌법재 소가 결정해야 했던 사안들은 이러한 

의미에서의 객  정보공개제도의 확립이나 이에 따른 일반  정보공개청

구권에 한 것이 아니라 국가기 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련정보의 공개

청구권에 한 것이었다.81) 인간의 존엄과 가치, 기본권의 포 성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은 바로 이 개인  정보공개청구권이지 객  정보공개제도와 

일반  정보공개청구권은 아니었다.

헌법재 소는 “알 권리”의 실 은 법률의 제정이 뒤따라 이를 구체화시

키는 것이 충실하고도 바람직하지만,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헌법 제21조에 의해 직  보장될 수 있다

고 하는 것이 헌법재 소의 확립된 례임을 확인함으로써 학계의 다수설

“알 권리”, 『月刊 試』, 93. 2., 87 각주 3).

79) E. Schmidt-Jortzig, HStR § 141 Rn.31.

80) 헌법재 소 1991. 5. 13. 결정 90헌마133, 최 률재 의 소수의견(判例月報 255, 

73). 따라서 정보공개청구권은 개인정보보호의 차원에서도 문제가 된다. 

81) 이는 앞서의 헌법재 소결정에서 표명된 최 률재 의 소수의견에서 지 한 

바와 같은 개별  정보공개청구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독일의 인구조사

결에서 문제되었던 것도 역시 이러한 의미의 정보공개청구권이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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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합류한 바 있다. 헌법재 소 2003. 3. 27. 2000헌마474결정( 례집 제15

권1집, 282 정보비공개결정 헌확인)에서도 이 을 확인한 바 있다. 즉 

헌법재 소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하여 정당한 이해 계가 있

는 자가 그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알 권리로 인정하면서 이러한 

알 권리는 표 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기본권임을 이미 선언하 다’고 

지 한 후(헌법재 소 1989. 9. 4. 88헌마22, 례집 1, 176, 188-189),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에 련된 정보에 근하지 못하면 문제의 내용을 제

로 알기 어렵고, 제 로 내용을 알지 못하면 자기의 의견을 제 로 표 하

기 어렵기 때문에 알 권리는 표 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계에 있고 정보

의 공개청구권은 알 권리의 당연한 내용이 되는 것이며, 그리하여 알 권리

는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  보장될 수 있다고 헌법재 소가 선언한 것

이라고 설시하 다(헌법재 소 1991. 5. 13. 90헌마133, 례집 3, 234, 247). 

그러나 알 권리의 근거는 무엇보다도 헌법 제10조  제37조 제1항에 

의한 일반  인격권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만일 헌법재 소의 례나 다

수설처럼 알 권리가 소극 인 정보수령권(정보의 자유)과 극  정보

근․청구․수집권을 포함하는 포 인 권리라고 본다면, 독자 인 기본권

으로서 그것은 민주주의에 한 헌법  헌신의 거 인 국민주권주의(§1), 

인간의 존엄과 가치(§10), 그리고 기본권의 포 성(§37①)  인간다운 생

활의 보장(§34①) 등 복합 인 헌법  근거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고 이러한 결론이 알 권리의 구성요소들 - 정보의 자유, 정

보공개청구권 등이 각각 개별 인 헌법  근거로부터 도출되는 것을 방해

하는 것은 아니다. 요컨 , 개별  정보공개청구권은 우리나라 헌법재 소

의 례와는 달리 그러나 1983년 12월 15일의 인구조사 결(Volkszählungsurteil)

에서 표출된  독일 연방헌법재 소의 지와 같이, 헌법 제10조  제37조 

제1항에(독일의 경우 기본법 제1조 제1항과의 연결된 기본법 제2조 제1항

의 일반  인격권에) 터잡은 정보자결권으로부터 도출된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 그것은 어도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직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82) 

82) 한편 ｢알 권리｣와는 달리, 정보의 자유는 독일의 경우와 다름없이, 바로 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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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자유와 일반  행동의 자유(allgemeine Handlungsfreiheit)는 단지 

방어권일 뿐, 이행요구권은 아니기 때문이다.83) 표 의 자유의 부담과 은 

그 보호 역과 효력을 불명확하게 할뿐이다. 반면 일반  정보공개청구권

에 해서는 이를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주의로부터 직  도출된다고 하기

에는 이론상 무리가 따른다. 일반  정보공개청구권에 한 한 입법권자의 

형성의 자유(Gestaltungs freiheit)도 존 되어야 하며, 헌법재 소 스스로 

시인하 듯이 ‘법률의 제정이 뒤따라 이를 구체화시키는 것이 충실하고도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입법형성의 자유도 무제한 인 것은 

아니며, 헌법은 이미 국민주권주의, 국가의 기본권존 의무 기타 알 권리에 

한 여러 근거조항들을 통하여 그러한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

다.

6. 헌법소원의 대상적격과 행정소송법상 처분성

헌법재 소와 법원은 헌법소원의 상 격과 행정소송법상 처분개념

을 둘러싸고 사실상 일종의 경쟁을 벌 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 표

인 사례가 지목변경신청서반려처분의 처분성에 한 례변경이다. 과거 

법원은 “토지 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 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한 것이고 그 등

재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한 실체상의 권리 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소 청이 그 등재사항에 한 변경신청을 거부한 

것을 가리켜 항고소송의 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

을 견지해 왔다.84) 그러나, 헌법재 소는 1999. 6. 24. 97헌마315결정에서 

자유에 한 헌법 제21조로부터 도출된다. 이 경우 헌법 제21조는 헌법 제10조

(  헌법 제37조 제1항)에 하여 특별법(lex specialis)으로서 우선한다. 이에 

하여 상세한 것은 拙稿, 情報公開請求權과 情報의 自由 -독일에서의 논의를 

심으로-, 金哲洙敎授화갑기념논문집소수, 1993을 참조. 

83) Gallwas, NJW 1992, 2787; Hofmann-Riem, AK-GG. Art.5 I Rn.91.

84) 법원 1991. 2. 12. 선고 90 7005 결. 한편, 공  장부의 기재행 에 한 

법원 례의 경향에 해서는, 윤 선, “ 례의 측면에서 본 취소소송의 상”(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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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는 지 공부의 등록사항에 

한 정정신청의 권리가 부여되고, 이에 응하여 소 청에게는 소유자의 정

정신청이 있으면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는지를 조사한 후 오류가 있을 경우

에는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에서 피청구인의 지목

변경신청서반려행 는 지 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청의 지 에서 

청구인의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확정 으로 거부하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인 거부처분이고,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

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시함으로써 피청구인(강서구청장)이 1997년 9

월 12일 자기소유 토지의 지 공부상 지목을 “田”에서 “垈”로 정정하여 달

라는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한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시하 다. 헌법재 소의 이 결정은 종래 행정소송에 있

어 지목변경신청서반려행 의 처분성을 부정해왔던 확립된 법원의 례

와는 연히 다른 법  단에 입각한 것으로서 주목을 끌었다.85) 헌법재

소는 이 결정으로 헌법소원에 있어 지목변경의 처분성을 인정함으로써 

그 동안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을 매우 제한 으로 새겨 왔던 법원의 

례의 타당성과 행정소송법상 처분개념에 한 재검토를 불가피하게 만들

었던 것이다. 이후 법원은 원합의체 결에 의하여 “구 지 법(2001. 1. 

26. 법률 제6389호로 문 개정되기 의 것) 제20조, 제38조 제2항의 규정

은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신청권과 지목정정신청권을 부여한 것이고, 한

편 지목은 토지에 한 공법상의 규제, 개발부담 의 부과 상, 지방세의 

과세 상, 공시지가의 산정, 손실보상가액의 산정 등 토지행정의 기 로서 

공법상의 법률 계에 향을 미치고, 토지소유자는 지목을 토 로 토지의 

사용ㆍ수익ㆍ처분에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  등을 고려하면, 지목은 

토지소유권을 제 로 행사하기 한 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  

권리 계에 하게 련되어 있으므로 지 공부 소 청의 지목변경신청 

철용ㆍ최 률 편, 『주석 행정소송법』, 박 사, 2004), 547을 참조.

85) 이에 해서는 洪準亨. 1999. “地籍登 事  訂正申請返戾行爲의 處分性” 『법

제』(법제처, 1999. 12.)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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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행 는 국민의 권리 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시함으로써 지목변경신청 반려행 에 하

여 항고소송의 상으로서 처분성을 인정하 다. 

“지목은 토지소유권을 제 로 행사하기 한 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  권리 계에 하게 련되어 있으므로 지 공부 소 청의 지목변

경신청 반려행 는 국민의 권리 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지목변경신청에 한 반려(거부)행 를 항고소송의 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시한 법원 1995. 12. 5. 선고 94

4295 결 등과, 지 공부 소 청이 직권으로 지목변경한 것에 한 변경(정

정)신청 반려(거부)행 를 항고소송의 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시한 법원 1985. 5. 14. 선고 85 25 결 등은 이 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반 의견 없음).”86)

한편, 유사한 사건에서 헌법재 소는 “ 법원은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을 

종래 행정소송의 상으로 보지 않다가 례를 변경하여 행정소송의 상

으로 삼고 있으므로( 법원 2004. 4. 22. 선고 2003두9015),  례 변경 

이후인 청구인의 2005. 7. 27. 지목정정신청에 한 반려처분에 하여 헌

법소원심 을 청구하기 하여는 먼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거

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채 바

로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 은 다른 권리구제 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 법하다고 할 것”이라고 시하여,87) 헌법소원의 보충성요건

을 통해 양  최고사법기 의 할을 재조정하는 지혜를 발휘하 다.

한편, 헌법재 소는 법원의 2004년 4월 원합의체 결이 선고된 이후 

결정해야 했던 유사한 사건에서 보충성원칙의 외를 인정함으로써 다시 한 

번 기지를 발휘했다.88) 즉, “지목변경신청반려행 의 처분성을 부인하던 종

86) 법원 2004. 4. 22. 선고 2003두9015 결

87) 헌법재 소 2005. 9. 13. 2005헌마829 결정.

88) 헌법재 소 2004. 6. 24. 2003헌마723 원재 부결정( 례집 제16권1집, 804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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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의 법원 례가 변경되기 에 제기된 지목변경신청반려행 에 한 헌

법소원심 청구의 경우, 변경된 법원 례에 따라 보충성의 요건을 례

변경 까지 소 하여 엄격하게 용하면 헌법재 소로서는 청구인의 청구

를 각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별도로 제기할 지목변경신청반려행

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그 청구는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될 것

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지목변경신청반려행 에 하여 더 이상 다

툴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청구인의 권리를 구제받을 길이 없게 된다. 이와 

같이 종 의 법원 례를 신뢰하여 헌법소원의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구하

던  법원 례가 변경되고, 변경된 법원 례에 따를 경우 제소기간

의 도과로 법원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외 인 경우라면, 

그 이 에 미리 제기된 권리구제의 요청 즉, 청구인의 헌법소원심 청구는 

헌법상 보장된 실질 인 재 청구권의 형해화를 막기 하여 허용되어야 할 

것이고, 이 게 해석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한 마지막 구제수단으로서 

허용된다는 보충성의 원칙에 어 나는 것이 아니므로 보충성 요건의 흠결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시하여 권리구제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한 것이다.89)

이와 같이 헌법재 소의 향 인 례가 법원의 례변경을 이끈, 

단히 건설 인 경향은 이후 교수재임용거부처분의 경우에까지 연장되었다. 

즉, 과거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학교원이 그 임용기간의 만료

에 따른 재임용의 기 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고, 임용권자가 인사 원회

의 심의결정에 따라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고 이를 통

지하 다고 하더라도 이를 행정소송의 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시하는 등 한동안 처분성을 부정해 왔다.90) 반면, 헌법재 소는 

‘재임용추천거부행 와 같은 총·학장의 임용제청이나 그 철회는 행정기  

상호간의 내부 인 의사결정 과정일 뿐 행정소송의 상이 되는 행정처분

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 된 례’라는 을 이유로 세무

학장이 청구인의 교수 재임용추천을 하지 아니한 공권력 불행사의 헌여

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89) 함인선, 앞의 , 52-53 역시 이를 보충성원칙의 외를 인정한 것이라고 기술하

고 있다.

90) 법원 1997. 6. 27. 선고 96 4305 결; 1997. 4. 25. 선고 96 7151 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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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다투는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 다고 하더라도 소원심 청구의 법요건인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

지 아니한다고 시하 고,91) 이후 헌법재 소는 2003년 종래의 례92)를 

변경하여 구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재임용제도에 

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93) 이윽고 법원 역시 2004년 4월 22일 

원합의체 결에서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에 

하여 행정소송의 상으로서 처분성을 인정하게 된다. 법원은 이 사건 

결에서,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 학의 조교수

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하여 합리 인 기 에 의한 공정한 심사

를 받아  기 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

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하여 합리 인 기 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

구할 법규상 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니, 임용권자가 임용

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

료의 통지는 와 같은 학교원의 법률 계에 향을 주는 것으로서 행정

소송의 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시함으로써 교수재임용거부처

분의 처분성을 둘러싼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은 것이다.

이 두 가지 사례유형을 통해서 우리는 양  최고사법기 들 사이에 할 

 법요건에 한 제도를 통해 일종의 선택 ·상호배제  유인구조가 만

들어졌고 그 결과 이들 양  기 이 마치 권리구제를 두고 경합하는 듯 한 

양상을 빚었다는 것을 엿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헌법소원의 상 격이

나 행정소송의 처분성  어느 하나가 부정될 경우 다른 재 제도, 특히 

후자가 부정되어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의 길이 막힐 경우에는 헌법소

원심 을 청구하여 헌법재 소에서 권리구제를 호소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정, 반 로 행정소송의 상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헌법재

91) 헌법재 소 1993. 5. 13. 91헌마190 원재 부결정(교수재임용추천거부 등에 

한 헌법소원 례집 5-1, 312～338).

92) 헌법재 소 1998. 7. 16. 96헌바33등 결정 등. 

93) 헌법재 소 2003. 2. 27. 2000헌바26결정(구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헌소

원 공보 제78호).



憲法論叢 第19輯(2008)

166

소법에 의한 보충성요건에 의해 헌법소원의 길이 배제된다는 사정이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7.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헌법재 소와 법원은 시기와 경향은 달리했지만 공통 으로 헌법률

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을 단함에 있어 행정행 의 하자이론, 특히 

명백설을 원용해 왔다. 법원은 92 9463 결에서 처분의 근거법률이 사

후에 헌으로 결정된 경우 당해 처분은 법률의 근거없이 행해진 것과 마

찬가지가 되어 하자있는 것이 되지만,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

기 하여는 그 하자가 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

으로 법률이 헌법에 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 소의 헌결정이 있기 

에도 객 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자가 와 같

은 처분에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법률상 불가능하 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보았다. 법원은 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은 이른바 명백설에 의하여 그 근거법률의 헌성이 헌법재 소의 

헌결정이 있기 에 객 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칙

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에 그친다고 하면서도, “당사자가 와 같은 행정

처분에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법률상 불가능하 다는 등의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조건을 붙임으로써,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하자의 명백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성만으로 당연무효

의 결과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반면 헌법재 소의 1994. 6. 30. 

92헌바23결정은 통 인 행정행  하자이론에 입각하여 일반 으로는 행

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범이 상  법규범에 반되어 무효인지 여부는 

헌법재 소 는 법원에 의하여 유권 으로 확정되기 에는 어느 구

에게도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원칙 으로 당연무효사유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외 으로 그 흠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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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무효로 볼 수 있다고 시하

다. 여기서 그 요건이란, 헌법재 소의 결정에 따르면, ‘처분 자체의 효력이 

쟁송기간 경과 후에도 존속 인 경우, 특히 그 처분이 헌법률에 근거하

여 내려진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목 달성을 하여서는 후행 행정처분이 

필요한데 후행 행정처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행정처분을 무

효로 하더라도 법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고  그 하자가 하여 그 

구제가 필요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설시되고 있다. 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경우 그 근거법률의 헌성이 객 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원칙 으로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데 불과하다고 보는 

에 한 한, 법원과 헌법재 소 사이에 견해의 차이는 없다. 그러나 그 

외인정의 요건에 한 한 양자의 견해가 반드시 일치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어도 상당한 뉘앙스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차이는 처분의 하자에 한 명백설이 례에 의하여 형성된 이론이라

는 데서 비롯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에 한 단여하에 따라 제소기간의 경과

로 쟁송기회가 차단되는지 여부가 달라지며, 이러한 법원과 헌법재 소

의 각개약진으로 인한 법  불확실성의 부담이 결국 행정기 과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이 문제 으로 지 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 , 법원이나 헌법재 소의 례는 모두 헌법률에 근거한 처분

의 효력에 하여 명백설에 입각하면서도 외 으로 하자의 명백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성만으로 당연무효로 인정할 수 있다는 여지

를 남겼다는 에서는 공통 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 소는 그 

외인정의 요건을 처분효력의 존속, 특히 후행처분의 미발령에 따른 공백의 

방지, 그리고 법  안정성  권리구제의 필요에 한 고려 등으로 구체화

했다는 에서 ‘취소소송의 제기가 법률상 불가능하 다는 등의 특별한 사

정’을 든 법원에 비하여 한층 진 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

다.94)

94) 홍 형, 1998, “행정행  무효이론의 재검토”, 『行政論叢』(서울 학교 행정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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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행정법 분야에서의 헌법실현 : 헌법재판소의 과제

1. 행정법과 헌법실현

헌법재 은 헌법을 생활규범이자 재 규범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행정법 같은 역에 헌법을 두루두루 침윤시킨다. 물론 행정법 한 다른 

법역과 매한가지로 일국이 최고규범인 헌법의 실 을 해 복무할 것을 요

구받고 있다. 거기서 머물지 않고 행정법은 공권력에 한 법치국가  통

제와 아울러 공공행정서비스의 공 을 통한 국민의 생존배려를 추구하는 

법이므로 헌법과의 연계가 그 어느 법역보다도 더욱 더 긴 히 요구된다. 

그런 의미에서 행정법은 헌법의 연장이자 달체계이며 그것을 가능  하

는 재 제도가 헌법재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법은 이미 오래

부터 고유의 재 제도와 함께 발 해 왔기 때문에, 헌법소원같은 헌법재

제도가 결과 으로 국민의 권리구제에 러스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고유한 재 제도와 상충하거나 서로 얽  부조화로 가는 것은 결코 좋

은 일이 아니다. 그런 뜻에서 헌법재 제도와 행정상 권리구제제도 사이에

는, 궁극 으로는 헌법실 을 한 공동보조가 되어야 하지만, 정한 분업

과 연계를 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헌법재판과 행정소송의 이원적 구조 문제

헌법재 제도 10년에 즈음하여 헌법소원의 제도화에 따른 공법상 쟁송

체계의 이원화가 실체  법 단의 이원화를 래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즉, 행정소송과는 별도의 쟁송제도로서 헌법소원 등의 헌법재 제

원), 36(1), 187-209를 참조. 그 밖에 윤진수, 1994, “ 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

처분의 당연무효여부”, 『 법원 례해설』, 제22호, 458; 이인복, 1995, “법률에 

한 헌법재 소의 헌결정과 당해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헌법 례

연구회 발표자료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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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이미 실체  법 단의 이원화가 래될 가능

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헌법재 소의 례  헌법소

원의 법요건의 단에 있어 헌법재 제도는 주  권리의 보호만을 지

향하는 것이 아니라 객  헌법질서의 보호를 한 것이라는 인식(소  

‘헌법질서수호이론’)에 기하여 직권심리원칙을 천명하거나(헌법재 소 1989. 

9. 4. 88헌마22결정), 다소간 객 쟁송  성격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보충성

요건의 외의 확  경향 등으로 인하여 자칫 행정소송과 헌법재  간의 

법 단의 균열을 우려하는 견해도 표명된 바 있다.95)

다행히 헌법재 , 특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행정소송과의 계에 

한 한, 이러한 법  균열이나 혼란의 가능성보다는 헌법재 소(헌법소원)와 

법원(행정소송) 간의 사실상 경쟁 구도가 조성됨으로써 결국 국민의 권

리구제를 신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경우가 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84년 행정소송법의 문개정으로 인한 행정소송제도의 개선

과 1988년 헌법재 소법의 제정  헌법재 소의 발족에 의하여 헌ㆍ

법한 공권력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에 한 구제제도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충실해졌고, 헌법소원과 항고소송이 헌법재 소법상의 보충성의 

원칙과 재 소원 지의 원칙에 의하여 상호배타 인 계에 있으면서도 서

로 경쟁하며 국민의 권익구제라는 측면에서 상호보완  작용을 수행하고 

있다는 , 그리고 헌법소원제도의 등장으로 법원의 종래의 입장에 안주하

여오던 자세에 충격을 가하여 진일보한 입장으로 환시키는 역할을 수행

하 다는 ( 컨 , 지목변경신청거부처분이나 교수재임용거부처분 등에 

한 례) 등을 근거로 양자간의 상호 계를 일응 정 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생긴 것도 그런 맥락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96) 물론 이원  

쟁송체제의 문제 이 완 히 불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  재 기

이 법  견해를 달리 할 경우 이를 시정하거나 조정 는 통일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 그 결과 이들 기 의 각개약진으로 인한 법  불확실성의 

95) 가령 김유환, 앞의 , 85-87.

96) 표 으로 함인선, 앞의 , 49-74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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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이 결국 행정기 과 국민의 불이익으로 귀착될 수 있다는 은 여 히 

문제 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체 법질서의 에서 법해석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제도  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시 이며 특히 헌

법개정의 안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행정소송법의 개정 등 입법  조치를 통해 행정소송을 통한 권

리구제가 확충될 수 있다면, 상 으로 헌법재 을 통해 행정법  문제가 

단, 처리되는 경우는 감소하게 될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법원의 극

· 향  법해석만으로도 헌법재 의 행정법에 한 향범 는 크게 

어 들 수 있다는 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반면, 헌법재 소 역시 과도하

게 입구를 넓  헌법  잣 를 통해 행정법  쟁 들을 무리하게 재단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의 미덕을 갖추어 나갈 필요가 있다. 다음에 보는 

법이론  정련의 요구도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헌법재 이 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헌법재판에 있어 행정법리의 개발·정교화

이미 앞에서 지 한 바와 같이, 논란의 여지가 없진 않을지라도, 행정법

의 쟁 에 한 헌법재 의 단이 이론과 실무 양면에서 자칫 헌법 일방

인 논리와 사고방식에 의해 주도될 경우 법  단의 균열 는 상충 

상이 법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특히 헌법재 은 법형성  

기능을 통해 실정법질서에 심각한 향을 미칠 수 있는 반면, 일반 행정소

송과는 달리 심 제를 통한 법리  정련의 기회를 충분히 리지 못할 개

연성이 크다는 에서 더욱 더 신 하고 세심한 이론  뒷받침과 재 연구

가 실히 요구된다.

이와 련하여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 소 례가 학설을 선도하는 경

향이 큰 반면,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법원 례가 학설에 후행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는 지 이 나오고 있다.97) 이는 헌법재 소의 발족으로 ‘살아있는 

97) 함인선, 앞의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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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등장에 학설이 미처 충분히 비하지 못한 측면도 없지 않겠지만, 

항고소송과 련하여 살펴볼 때 법원의 지나친 보수  자세로 인하여 나

타난 상으로 학설의 자생  선도라기에는 무리가 있고, 특히 우리 실정

법제도가 외국(특히 독일)의 그것과 명확히 구별되는 입법정책을 취하고 

있는데도 외국법  이론에 맹종하여 왔던 을 반성해야 한다는 따가운 

지 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98) 가령 헌법재 소가 미국처럼 법 차

원리를 행정 차 일반에 확 해 놓았지만, 정작 행정 차에서 요구되는 

법 차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익형량 심사(balancing test)의 기 과 효과는 

무엇인지 등, 미국에서와 같이 ‘인권보장’을 한 가장 핵심  헌법원리이

자 요한 기본원리로 자리매김해 갈 수 있도록 명확한 법리를 발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에서 반성해야 할 이다.99)

아울러 헌법재 소가 헌법소원의 상과 련하여 법원보다는 일부 진

일보한 자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가령 공권력의 불행사와 련하여 헌법상

의 구체  작 의무를 요구하는 등 기존의 법원의 례태도를 답습하는 

등 법해석ㆍ 용에 있어 반드시 극 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없

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결국 헌법재 제도가 법원의 행정소송제도와의 

계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례법리의 정교화를 추구하면서 국민의 권리

구제에 만 을 기하려는 실천  이성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고 본다.

V. 맺는말

행정법은 헌법과 그 환경(Umwelt)으로 이루어진 共同體系 안에 놓이게 

된다. 헌법의 변동은 물론 헌법재 을 통한 헌법형성이 행정법에 향을 

미치고, 반 로 행정법의 입법  변동이나 행정법 례의 형성이 헌법재

의 범 는 물론 그 법리  단에 다시 향을 미치게 되는 일종의 상호작

98) 같은 곳.

99) 임지 , 앞의 , 29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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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공동체계에서 두되는 가장 요하

고 궁극 인 과제는 ｢憲法에 行政法을 定向시키는 것｣(Ausrichtung des 

Verwaltungsrechts am Verfassungsrecht)이다. 이것은 立法, 司法  法學

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진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헌법재 이 맡아 수행

해야 할 역할은 결정 이다.

헌법재 은 그 어떤 의미에서든 일방 인 헌법연역  논리만으로 행정

법을 형성해서는 안 될 것이다. 행정법 분야에서의 헌법실 은 단지 하향

식으로 헌법을 집행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행정법과의 화와 력을 통해 

구체 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헌법의 정신을 구 할 것인지를 모색해 나가

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헌법재 소는 권력의 교차로에서 

늘 정치  사법의 역할을 요구받으면서도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서 법

원을 정 으로 하는 법원보다 더 어렵고 한 도 에 착할 가능성이 

높은 ‘ 기의 권력’이다. 헌법재 소가 이제 성년을 넘겨 그 본연의 상과 

역할을 더욱 굳건하게 지켜 나가기 해 더욱 치열하고 정교한 이론  정

련과 논증에 힘을 쏟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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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헌법재 을 심으로 하여 우리나라 사회에서 개되어 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문제를 분석하고 그 미래를 망하며 처방을 시도해 보려는 것

이 이 의 목 이다.  주지하듯이 년(2008)은 한민국 헌법제정 60주년

이자 한민국 건립 60주년이 되는 해이며 동시에 헌법재 소가 탄생한지 

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사실 일제가 남긴 구조  가난과 분단  

좌익세력의 갖가지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바

탕을 둔 한민국 헌법을 채택하고 그 기 에 한민국을 건립하여 6·25

쟁의 살육과 폐허를 겪었으면서도 그 짧은 기간 안에 우리가 이만한 민

주화와 경제건설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을 되돌아보며 제헌  건국 60주

년을 맞이하여 자축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아주 자연스런 일일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년 들어 미국쇠고기수입반  촛불시 가 과격불법시 , 

나아가, 국회는 당 싸움으로 열리지도 않은 가운데,1) 아이러니칼하게도 

“ 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투구호로 내세우며, 들어선지 불과 몇 

개월도 안된 새 정부 퇴진 운동으로까지 변질· 개되는 정치 상이 실은 

우리나라 사회가 안고 있는 빈부의 격차와 함께 한민국 헌법  한민

국을 보는 (이념)의 양극화 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

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다시 개헌론이 활발하게 

개되고 있다.2)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몇 달에 걸쳐 직 민주주의 외피를 

쓰고 일어났던 일련의 화문 촛불시 와 폭력사태  경찰의 소극  응

은 법치 내지 법치주의의 화두를 유별나게 우리 사회 면에 부각시켰다. 

1) 18  국회가 임기 개시 82일만인 2008년 8월 19일에야 완 히 문을 열게 되었다. 

조선일보 2008년 8월 20일자 참조.

2) 이를 선도하기나 하듯이 말도 안 되거나 미약하기 짝이 없는 논거를 들어 이것

것 헌법 반에 걸친 개헌을 주장하는 교수들의 을 볼 수 있다. 박명림, “87년 

헌정체제 개 과 한국 민주주의,” 창작과 비평, 2005년 겨울호, 34-51면 참조. 이 

에서도 후술하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충돌의 화두를 할 수 있다. 35면  

37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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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지난 정권기간(2003-2008)에 일어났던 통령의 “그놈의 헌법” 

발언, 통령 개인자격의 헌법소원제기 사건 등을 포함하여 특히 2004년의 

헌법재 소의 통령탄핵사건 기각결정과 수도이 특별법사건에 한 헌

결정을 후한 우리나라의 입헌주의를 하던 정치상황에 이은 반법치  

정치소용돌이 기 때문에 더욱 법치주의의 화두가 부각되었던 것이다.  

2004년 당시 “사법 쿠데타”  헌법재 소 폐지 논의와 함께 국회의 탄핵

결정을 “의회 쿠데타”라고 부른 반의회주의  정서도 표출되었었는데, 이

번 2008년의 화문 과격폭력시 는, 통령의 권 가 20% 의 여론지지

도로 땅에 떨어지고 인터넷으로 국민이 직  나서게된 “ 자민주주의”와 

“ 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의 투구호가 개원 후 원구성의 실패로 열리지 

않은 국회, 그리고 심지어 과격시 에 여러 국회의원들이 직  나서기까지 

하는 의회주의· 의민주주의 실패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특히 우리로 

하여  진지하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입헌주의  법치주의의 과거, 

재, 미래를 살피게 만든다.  

이러한 정치  혼란상황 한가운데에 헌법재 소가 서있다.  그 단 인 

증거가 거의 폭발 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헌법재 소에 제기되는 헌법

소송사건의 증가율에 있다고 생각된다.  헌법소송제기사건수가 년 1000건

을 훌쩍 넘어선지 벌써 여러 해 되었다.3)  이것은 사회과학 으로 민사소

송·행정소송 사건수의 일본의 몇 배에 이르는 증가율,4) 일본의 수백배에 

이르는 형사고소·고발사건수의 증가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단된다.  

3) 년(2008) 정 부터 6월말까지의 반년간에 헌법재 소에 제기된 사건이 1,568건

이나 된다.  헌법재 소가 설립되어 활동을 시작한 1988년 9월 1일부터 년

(2008) 6월 30일까지의 계가 16,357건에 이르니까 아주 단순한 계산으로도 연평

균 800건 이상씩이 제기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헌법재 소공보 제141호(2008

년 7월 20일 발간), 17-18면 참조.

4) Dohyun Kim and Sanghie Han, “Civil Litigation in Korea,” and Ichiro Ozaki, 

“Civil Litigation in Postwar Japan,” in Dai-Kwon Choi and Kahei Rokumoto, 

eds., Judicial System Transformation in the Globalizing World: Korea and 

Japa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7), 각각 69-103면  

105-13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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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내의 이념 , 경제 , 지역  갈등을 포함하는 여러 갈등·

립·분쟁이 정치과정·사회과정에서 타결·통합 등 걸러지지 못하고 그것들이 

그 로 헌법재 소를 시한 사법부에 투 된 결과이다.  이에 하여 두 

가지 반응이 가능한데, 그 하나는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로서 정치 ·사회

 갈등을 풀어 다,  사법부까지 없었다면 어 할 뻔 했는가?” 하는 정

 반응이고, 다른 하나는 “사법부의 결정이란 언제나 승자와 패자가 있기 

마련이어서 패자의 반사법  반응과 함께 사법부의 결정으로는 갈등이 해

소되지 않는다.  더구나 그것은 선출되지 않은 소수 사에 의한 정치가 

아닌가?” 등 사법부에 한 불신 등으로 나타나게 마련인 부정  반응이 

그것이다.  헌법재 소는 그 성격상 과격한 정치  갈등의 경우에도 그 

간에 설 수밖에 없는 치에 서게 되는 일이 많다.  

이러한 치에 서는 헌법재 소의 경우에 헌법재 소에 한 국민의 신

뢰는 정치  도를 이기는 자산이 될 것이다.  헌법재 소에 한 신뢰와 

지지는 국민이 가지는 법치주의에 한 신념  지지와 함께 하는 것인데, 

그것은 여론 합 인 결정이나 민감한 사안에 끼어들지 않고 열기가 사라

질 때까지 기다리는 결정의 지연이나 각하결정 등의 실 에 의하여 얻어지

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헌법재 소가 그 신

뢰  지지도를 증 시키는 것이냐의 지혜가 헌법재 의 핵심  과제가 된

다고 생각된다.  사실 년에 겪은 정치  혼란 속에서도 정치인들 사이에

서는 개헌논의가 활발하다.  지난 20년의 기간 에 헌법재 소가 활발한 

결정 등 업 을 통하여 쌓아온 헌법재 소에 한 상당한 신뢰  지지도

를 증 시켜 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을 심으로 하는 사법부형 헌법

률심사제도의 도입이라는 명분의 반헌법재 소제도의 정서를 결집하여, 비

록 개헌논의가 주로 정부형태의 변경을 심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뜨거운 

개헌논의의 혼란 속에 헌법재 소제도 폐지 내지 권한축소의 계획을 포함

시켜 이를 실 시키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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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한 사회과학  분석을 통

하여 우리나라 헌법재 제도의 존재의의를 밝히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사실 미국, 독일, 랑스, 일본의 헌법률심사제도 등을 심으로 하는 비

교법제도론  헌법률심사제도에 한 논의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끝났다

고 할 수 있다.  웬만한 헌법교과서에도 다 다루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논의를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참으로 의미있는 

비교법 내지 비교법제도 논의는 그 제도를 가지고 운 하고 있는 그 나라

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문맥에서 살펴본 비교연구라고 믿는다.  이 에

서 행하려고 하는 근방법이 그러한 것이어서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

회·문화의 문맥에서 우리나라의 헌법재 소제도를 논의하려고 하는 것이다.  

다 잘 알다시피 국은 헌법률심사제도 없이도 선진 인 민주주의·법치

주의를 운 하고 있고 랑스는 공포되기 이 단계의 법률안 헌심사제도

의 운 을 통하여 선진 민주주의·법치주의를 운 하고 있다.

미국이나 독일은 나름 로의 각기 다른 통과 역사와 사회체제, 그리고 

법제도  헌법률심사제도를 가지고 선진 인 민주정치·법치주의를 시행

하고 있다.  일본은 소  일반법원형 헌법률심사제도를 운 하고 있지만 

우리와 비교한다면 헌법률심사제도가 없다고 할 수 있으리만큼 극단  

사법소극주의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사법소극주의는 일반법원형이냐 

헌법재 소형이냐의 제도  차이와 함께 원일치 인 일본사회의 특질에

서 나오고 있다.  그러한 만큼 우리나라의 헌법재 제도의 논의는 우리나

라 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문맥에서 행하여져야 실성이 담보된다

는 것이 이 의 주장이기도 하다.   다른 한 편에서는 “선진화”가 근래

에 우리나라 사회의 거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법치주의가 

확립되어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 선진

화의 문제 한 우리나라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틀과 함께 논의될 수밖

에 없는 문제이다.  우리나라 헌법재 제도의 논의는 소  선진화 논의와

도 하게 결부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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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한 사회과학  근방법5)은 법을 통해서 사회를 보며 사회를 통

하여 법을 보는 입장에 서서 법에 근한다.  법은 사회 속에서 작동하는 

실체이기 때문에 사회가 법에 향을 미치며 역으로 법이 사회에 향을 

미친다.  결국 법을 운 하는 것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며 사람으로 구성

된 사회 속에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이나 법제도에 한 실효성, 합

리성 내지 정당성의 문제도 그것이 작용하는 사회를 배경으로 하여 발견할 

수밖에 없는 치에 있다.  이러한 입장에 설 때, 행이나 습법은 물론

이고 법의 연원(sources of law)은, 법철학  입장이야 어떠하든, 사회과학

으로는 궁극 으로 사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된다.6)  법의 연원의 

심으로 인식되고 있는 국가도 궁극 으로는 법에 한 사회  인식, 필요, 

수요를 수용하여 법(입법 등)으로 공식화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까닭에 법에 한 이러한 사회과학  근방법은 법 주변 즉 정치·경제·사

회·문화  맥락을 떠나 법만을 하나의 체계로 인식하고 분석하여 법을 발

견해내는 통  법학인 해석법학  법 근방법과 다를 수밖에 없다. 

  

아무튼 아래에서 우리나라 사회에서 개되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민

주주의와 법치주의  헌법재 제도의 문제를 찰하고 분석하여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여 보고자 한다.

Ⅱ. 법치와 법치주의의 문제

지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최근의 과격불법시 ·농성 등과 하여, 더욱

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한 불가결한 조치로서, 법치주의의 확립의 문제

가 미의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7)  그러나 법치 내지 법치주의의 용어 사

5) 崔大權, “法社 學的 法學方法論,” 東亞法學, 제33권, 1-24면(2003) 참조.

6) 김도 , 법사회학  으로 보는 법이란 무엇인가, (서울: 동국 학교출 부, 

2007) 참조.

7) 최 권, “민주, 법치  선진화의 과제,” 2008년 6월 17일에 열린 韓國公法學   

한국법제연구원 주최의 학술 회에서 발표한 논문, 민주, 법치국가의 발 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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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있어서 상당한 개념상의 혼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법치와 법치주의가 동일한 개념을 표시하는 용어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작

업부터 시작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의 용어사용례를 보면 이 둘을 

서로 혼용하고 있음이 찰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법치주의와 법치국가의 

개념이 동일한지 다른지의 문제도 밝히고 넘어가야 한다.  언론을 포함한 

일반  용법으로는 법치주의가 리 쓰이나 헌법교과서들은 법치국가가 더 

많이 쓰이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8)  동시에 법치주의와 입헌주의의 

계도 분명히 정의하고 나아가야할 필요성이 있다.

1. 법치주의의 문제

우선 우리의 시각에서 비교법  찰에 기 하여 법치주의(the rule of 

law)의 개념을 정의해 보고자 한다.  즉 법치주의는 다음과 같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단된다9).  첫째로 법치주의에서 말하는 법은 무엇보다

도 자연법, 정의 등을 포함하는 이성에 기 한 법, 특히 기본  인권에 기

한 법을 의미한다.  이러한 요소는 헌법률심사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

라의 경우에 상 법(higher law)10) 사상으로 나타난다.   둘째로 법치주의

에서 말하는 법이란 일반인이 아니라 국가권력담당자를 향하고 있다.  그

통합, 57-72면 참조.

8) 權寧星, 憲法學原論, 개정 , (서울: 法文社, 2006), 146면 이하; 許營, 憲法理論과 

憲法, 신정6 , (서울: 朴英社, 2001), 253 이하; 鄭宗燮, 憲法學原論, 3 , (서울: 

朴英社 , 2008), 143면 이하 등. 그러나 법치주의를 쓰고 있는 것들도 있다. 金哲

洙, 憲法學槪論, 18 정신 , (서울: 朴英社, 2006), 191면 이하; 許營, 韓國憲法論, 

정4 , (서울: 朴英社, 2008), 144면 이하 등.

9) 崔大權, 憲法學講義, 증보 , (서울: 博英社, 2001), 321-326면, 특히 322면; Brian 

Z. Tamanaha, On the Rule of Law: History, Politics, The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특히 제7장 9l면 이하: A.V. Dicey,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the Law of the Constitution,  10th ed., (London: MacMillan, 1959), 

183면 이하.

10) Edward Corwin, The “Higher Law” Background of American Constitutional 

Law,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59); Tim Koopmanns, Courts and 

Political Institutions: A Comparative Vie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특히 239-245면 등 참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 헌법재 의 정치학

185

리하여 법치주의 국가의 법은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 (행정  사법) 뿐만 

아니라 (다음 셋째로 거론하는) 법을 제정하는 국가기  즉 입법기 (국회)

도 구속한다.  자의 경우가 독일식 개념인 법치행정 내지 형식  법치국

가의 문제가 되는 것이며, 이 후자의 요소가 (헌)법 으로 헌법률심사제

도의 문제되는 것임은 물론이다.  셋째로 국회가 제정하는 법(입법)은 모든 

것을 구속한다.  이 요소를 랑스의 경우에는 루소식의 일반의사(the 

general will)의 반 으로 보며, 국의 경우에는 의회주권(parliamentary 

sovereignty)의 원리로 표 된다.  넷째로 무엇이 법이냐의 단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사법기 이 수행한다(사법권의 독립).

법의 지배의 원리(the rule of law)로도 알려진 법치주의를 이 게 정의

할 때, 우리나라의 시각에서나 비교법  시각에서 미식 법치주의와 독일

식 실질  법치국가의 원리는, 발생사 으로 볼 때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동일한 것에 이르는 것이며 우리의 목 을 하여 이를 차별화하여 

취 할 이유(실익)는 없다고 생각된다.11)  제2차 세계  종결 이래 증가

하기 시작하여 특히 최근에 이르러 가속화하기 시작한  지구 인 차원의 

한 인 , 물 , 문화   경제  교류와 력이 헌법 등 공법차원에서

도  세계 인 동질화경향(conversion trend)을 진하여 왔다는 사실도 

이러한 생각을 지지하게 만든다.  아무튼 이러한 시각, 비교법  사실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  우리나라 헌법의 바탕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법치

주의의 본질  내용이 무엇일까의 문제를 제기  하고 방  에 내 놓은 

요소들을 심으로 하여 법치주의를 정의  한 것이다. 

다만 에서 언 한  세계  동질화의 경향에도 불구하고 비교법 으

11) 독일의 “법치국가”뿐만 아니라 “정당국가,” “문화국가”의 에서 보듯이 법치국

가란 공공의 이익의 문제를 국가의 문제로 악하는 독일(  랑스)의 지  

통이 법치주의의 문제를 악함에 표출된 것이라는 말할 수 있다는 을 주의

할 필요가 있다. Kenneth H.F. Dyson, The State Tradition in Western 

Europe, (Oxford: Martin Robertson, 1980) 참조. 그리고 崔大權, 게 憲法學講

義, 323-32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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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볼 때 법치주의는 나라마다 여러 가지 차별화된 모습을 띄고 있음을 

찰할 수 있다.  이를테면 국에는 의회가 제정한 입법이 모든 것을 구속

하는 최고의 치에 있기 때문에(parliamentary sovereignty),  첫 번째 

요소, 컨  기본  인권에 어 나는 입법을 제정하 다고 하는 경우에 

이를 헌이라고 하여 무효화하는 장치 즉 헌법률심사제도가 없다.12)  

다만 EU의 회원국으로서 그 입법이 유럽인권헌장에 어 난다고 하는 경우

에 그것도 의회입법으로 환된 모습의 인권침해에 한 한정된 사법심사

제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만큼 국의 경우에는 입법이  첫 

번째 요소에 어 나느냐의 단은 의회 스스로가 하는 것이며 그러한 단

에 한 신뢰가 그들의 의회주권 원리의 바탕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시하여 헌법률심사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경우에는  첫 번째와 세 번째 요소가 충돌한다고 하는 경우에 그 여부에 

한 단을 일차 으로는 의회가 행하지만 최종 으로는 사법기 이 행하

는 체제를 가지는 것이 된다.  결국 이것은 그 나라의 의회주의(parliamentarism)

의 통과 과거의 정치  체험에 바탕을 둔 헌법  결단의 문제가 된다고 

단된다.  강한 의회주의의 통에 사법에 한 불신이 랑스로 하여  

아직 공표가 되지 아니한 단계의 입법에 한 헌법 원회에 의한 헌여부

단의 제도를 채택  하 다고 말할 수 있다.13)  사법이 동조한 나치의 

입법을 통한 독재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독일의 경우에는 헌법재 소제도

를 채택하고 있다.14)  미국의 경우에는 국의 의회주의  사법 통을 

12) 게 Koopmanns, Courts and Political Institutions, 15-34면 등 참조.

13) Alec Stone, The Birth of Judicial Politics in France: The Constitutional 

Council in Comparative Perspectiv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l992); 게 Koopmanns, Courts and Political Institutions, 69-76면, 129-149면 

등 참조.

14) Donald P. Kommers, Judicial Politics in West Germany, A Study of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Beverly Hills: Sage, 1976); Christian Starck, 

“The Legitimacy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and Democracy,”  Rainer 

Grote, “Rule of Law, Rechtsstaat and »Etat de droit«,” 각각 Christian Starck, 

ed., Constitutionalism, Universalism and Democracy - A Compa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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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받은 에 성문헌법으로 표 된 상 법 사상이 입법에 한 사법심사

의 제도로 나아가게 만들었다고 단된다.15)  우리나라의 헌법재 소제도

는 약한 의회주의의 통 내지 의회에 한 신뢰의 결여  과거의 사법소

극주의로 일 한 사법에 한 신뢰의 결여, 헌법률제도의 세계  확산추

세, 그리고 기본권 보장 등 헌법  가치의 수호에 한 열망이 만들어 낸 

산물(헌법  결단)이라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16)  우리나라 헌법재 소

제도의 의의 내지 정당성의 문제는 뒤에 좀 더 심층 으로 탐구하려고 한

다.  아무튼 헌법재 소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재 소제도를 선택한 

헌법  결단에 의하여서 뿐만 아니라 지난 20년간의 헌법재 소를 심으

로 하는 민주주의의 실 과 체험에 의하여서도 우리나라 법치주의  입헌

주의의 불가분의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면 법치주의는 개념상 입헌주의(constitutionalism)와 어떠한 계를 

가지는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헌법이, 

단지 장식  헌법의 경우가 아닌 한, 법치주의를 입헌주의의 불가분의 요

소 내지 그 제로 하는 만큼, 이 양자는 거의 동의어라고 하더라도 과언

이 아닌 계를 가지고 있다.17)  아마도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아니하

고 권력의 분립이 규정되지 아니한 사회는 헌법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없

Analysis, (Baden-Baden: Nomos Verlagsgesellschaft, 1999), 13-23 269-306 등 

참조.

15) 게 Koopmanns, Courts and Political Institutions, 35-62면 등 참조.

16) 지난 20년간의 기본권의 신장, 헌법 수호의 실 을 통하여 헌법재 소가 확실하

게 우리나라 사회에 정착하게 되고 성공 인 모델로서 각인되어 이제는 일본을 

시한 수많은 외국의 부러움의 상이 되고 있는데 비추어, 1987년의 헌법개정 

당시 헌법재 소 도입에 한 깊은 이론  성찰과 토론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

고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거의 우연히 주고 받는 식으로 채택된 것이라는 간략한 

사실 이상의 채택사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은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憲法裁判所法 

制定 略史, (서울: 헌법재 소, 2006), 3-4면; 憲法裁判의 活性化 方案에 한 국

제학술세미나에서 행한 金尙哲 변호사의 발언, 서울 학교 法學, 29권 3·4호, 

50-52면(1988) 등 참조.

17) 우리나라의 입헌주의에 하여, 崔大權, 憲法學: 法社 學的 接近, (서울: 박 사, 

1989), 47-105면, 특히 102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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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1789년의 랑스 인권선언 제16조의 규정이 가장 잘 입헌주의 개념

을 정의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입헌주의는 헌장(성문헌법)의 선포  

수호를 통하여 권력통제를 이루려는 원리·원칙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

런데 법치주의 한 기본권 보장·권력분립 등의 요소를 포섭하는, 결국은 

권력통제를 내용 내지 목표로 하는 원리·원칙을 뜻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명문규정으로 법치주의를 언 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의 불가분의 내용으

로 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재 소제도는 우리나라 입헌주의의 요한 요

소이자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요 내용도 되고 있다.

방  에서 거론한 법치주의의 요소들은 자연법, 정의의 원칙 등 법 자

체의 실질  내용을 구비하 는가의 문제를 따진다는 의미에서 실질  법

치주의라 한다면 법치주의는 법의 실질  내용을 따지지 아니하고 법의 형

식  내용(법의 속성)만을 문제 삼는다는 의미에서 형식  법원칙 내지 특

징이라 부를 수 있는 법원칙 내지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18)  법률의 일반

 용가능성(generality), 장래로 향한 미래효의 원칙 는 소 효 지의 

원칙, 명확성(clarity), 공개의 원칙, 안정성(stability) 등의 형식  원칙들이 

그것이다.  가령 복지국가에서 요구되는 소  처분  법률이 일반  추상

 법률의 입법원칙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냐의 이론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법치주의에서 요구되는 이러한 형식  법원칙에 어 나는 것이 아니냐의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이다.  입법으로 표출되는 조령모개(朝令暮改)가 법치

주의에서 요구되는 법의 안정성의 원칙에 어 나는 것임은 물론이다.  제2

차세계  이 의 독일의 형식  법치국가 개념은 이에 상응하는 형식  

원리·원칙들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실질  

법치주의와 형식  법치주의는 각기 발 단계를 달리하는 개념들이라 할만

도 하다. 

18) 게 Tamanaha, On the Rule of Law: History, Politics, Theory, 108-126면; 

Lon L. Fuller, The Morality of Law, rev. e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9), 39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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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이러한 법치주의에서의 법의 형식  특징들은, 후술하는 바와 같

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필수 인 제요건이 되는 법제도의 측가능

성(predictability)  법  안정성(legal stability)의 기 가 된다.  법제도가 

측가능성  안정성을 주지 아니하고는 투자도 계약  재산권의 보호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이다.19)  그리고 이러한 측가능성  법  안

정성을 통하여 형식  법치주의는 개인  자유의 결과(자유주의)를 가져오

는 것도 사실이다.20)  다만 법치주의의 이 같은 형식  원칙 내지 특징만

으로 법치주의는 결코 완결 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러한 형식  원칙 

내지 특징만으로는 법의 실질  내용을 문제로 삼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형식  원칙 내지 특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법의 실체  내

용이 정의의 원칙이나, 자연법, 이성의 법에 어 나거나 기본  인권에 반

하는 경우에는 독재에 사하는 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말할 것도 없

이 법치주의의 이러한 형식   실체  내용이 헌법률심사제도의 기

를 형성한다.

19) Max Weber는 이러한 요소들을 갖춘 법질서를 형식  합리성을 갖춘 법질서라

고 하면서 자본주의의 성장과 결부시키고 있다. Alan Hunt, The Sociological 

Movement in Law, (London: MacMillan, 1978), 93면 이하 참조. 그리고 David 

M. Trubek, “Toward a Social Theory of Law: An Essay on the Study of  

Law and Development,” Yale Law Journal, v. 82 no. 1, 1-52면(1972); David 

M. Trubek and Marc Galanter, “Scholars in Self-Estrangement: Some 

Reflections on the Crisis in Law and Development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Wisconsin Law Review, v. 1974, 1062-1102면; David M. Trubek, 

“Law and Development,”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8443-8446면; David M. Trubek and Albaro Santos, eds., 

The New Law and Economic Development: A Critical Appraisal, (Cambrdige 

University Press, 2006) 참조. 흥미롭게도 형식  법치주의를 “thin”법치주의라 

하고 실질  법치주의를 “thick” 법치주의라고 하면서, “thin”법치주의가 경제성

장의 제요건이라고도 하고 “thick”법치주의가 그러하다고도 한다. “Economics 

and the Rule of Law: Order in the Jungle,”  www.economist.com/displaystory.cfm?story

    _id=10849115 참조.

20) F.A. Hayek, The Road to Serfdom, 50th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80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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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치와 준법의 문제

어떠한 정치체제이든 법이 통치의 요 장치가 된다는 의미에서라면 법

치가 아닌 나라는 없을 것이다.  근 국가라면 독재국가라도 법치에 의존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것은 법치가 통치비용을 여주기 때문이다.21)  자

의(恣意)가 지배하면 법치는 후퇴하게 된다.  법의 논리를 벗어나는 법의 

운 이 자의가 된다.  이를테면 법의 속성에서 나오는 원리( 컨  의 

일반  용가능성, 명확성, 불소 의 원칙, 안정성)에서 벗어나는 법의 

용 등 법 운 ( 컨  정치논리나 경제논리 는 인정에 따른 법의 운 )

을 자의라고 정의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법치는 인치(人治)와 비시켜 

논의하는 것이 보통이다.  인치도 법 독자의 논리에서 보면 일종의 자의이

다.  그리고 한· ·일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통 으로 법치보다 인치의 요

소가 강하다고 논의되어 왔다.  원래 공산주의국가에서는 공산당의 결정이 

법에 우선한다.  공산당 일당이 지배하고 있는 공산주의 국이 개 ·개방

을 통하여 시장경제의 모델에 따른 경제성장을 이루어 가면서 근래에 법치

(법의 형식  속성)를 강화해 나가는 것을 보면 인치를 이고 법치를 강

화해 가는 국에서의 인치와 법치의 변화하는 상호 계를 들여다 볼 수 

있어 교육 이다.  우리나라가 자랑해 마지않는 이만한 경제발 과 민주화

를 성취할 수 있었던 것도 인치의 배제와 형식   실질  법치주의에 이

른 법치의 비  증 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잔존하고 있는 인치의 요소가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실 에 어려움을 주

는 상을 찰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인치  요소( 컨  연고주의)의 작

용을 억제하고 법치주의를 좀 더 확고하게 다지는 일이 과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1) 근 국가는 료기구를 지닐 수밖에 없고 료기구는 법치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만큼 이같이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Max Weber, “Bureaucracy,”  H.H. 

Gerth and C. Wright Mills, trans. and eds.,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8), 196-24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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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와 법은 같은 것의 두 측면이라 단된다.  법치는, 사를 포함하

여, 법집행 등 법의 운 을 담당하는 사람 측과 법의 용을 받는 사람(시

민) 측의 법(정신)이 제되지 아니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계에 있다.  

법은, 법의 이행을 담보하는 제재장치를 마련하기 마련이지만, 그러나 상당

한 정도의 법이 따라주지 아니하면 법치는 이루어지기 힘들거나 비용증

가로 단히 비효율 인 것이 된다.  말할 필요도 없이 법은 법치주의의 

제조건이다.  형식  규정으로는 우리나라 헌법은 이러한 법치주의의 원

리·원칙들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헌법  원리·원칙

들을 얼마나 충실하게 따르고 있느냐 하는 법 는 법치의 문제가 우리

나라를 선진 민주주의와 선진 시장경제로부터 차별짓게 만든다고 생각한

다.  서양의 문헌은 한결같이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의 성장  자유민주주

의를 결부시키고 있다.22)  그러나 법치주의를 논의하면서 법의 문제를 

특히 언 하는 문헌은 본일이 없다.  그것은 법이 이론 으로 법치주의

의 당연한 제이자 이미 그들 나라의 법문화의 일부 즉 실이기 때문이

다.  

우리와 비교하면 서양, 특히 미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는 법의 노 라고 

하리만큼 법문화가 강력하다.  이러한 법문화가 있었으니까 법의 내용

이 독재이면 나치와 같은 독재의 나라가 되고 제2차  후 법의 내용이 

민주주의로 바 면서 하루아침에도 민주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

가?   지난 시기의 우리의 독재는 나치와 같은 법을 통한 독재라기보다 인

치의 요소가 강한 독재 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다당제도·선거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헌법의 기본 틀은 거기에 두어 유지하면서 이

와 괴리되는 독재정치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을 실행하 다고 할 수 있기 

22) 게 Trubek and Santos, eds., The New Law and Economic Development: 

Robert J. Barro, Determinants of Economic Growth: A Cross-Country Empirical 

Study, (Cambridge: MIT Press, 1997) 등 참조. 그리고 게 “Economics and the 

Rule of Law: Order in the Jungle,” www.economist.com/displaystory.cfm?story_id

    =10849115 조.



憲法論叢 第19輯(2008)

192

때문이다.  이러한 이 지난날의 우리의 권 주의를 아직도 일당독재체제

를 유지하고 있는 국의 권 주의와 구별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국

은 공산주의의 체주의 독재와 국가통제경제(command economy)의 체제

로 시작하여 70년  반의 개 개방정책의 채택으로 시장경제의 체제를 

갖추었지만 아직도 공산당 일당에 의한 권 주의는 변하지 아니하고 있으

며 성장하는 시장경제의 필요에 의하여 법치의 요소를 증 시키고 있을 뿐

이기 때문이다.

특히 근래에 화두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문제가 실은 우리나

라의 법문화에 있다는 주장이 이 의 주장의 하나이다.  법치주의는 기

본 으로 권력통제(헌법)의 문제인데 법 내지 법치의 문제는 기본 인 

법질서 확보의 문제인 것이다.  지난 2004년의 탄핵  수도이 특별법 

헌결정을 둘러싼 반사법부·반법치주의  사태와 지난  내내 개되었던 

촛불과격불법시  등은 새삼 우리나라에서는 법치주의 이 에 사회 반에 

걸쳐 기본 인 법질서의 확립, 이를 뒷받침하는 법문화가 문제이라는 사

실을 확인해 주었다.  사실 법이 뒷받침이 되어주지 않으면 법치주의는 

사상 각같이 될 수 있으며, 더구나 법치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는 민주질

서와 시장경제질서도 바로 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은 분명하다.  그러나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하여 법치주의가 필요불가결하다는 인지(認知, 

cognitive)  차원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 (즉 법)을 어렵게 만드는 

사회문화  요인이 우리 사회에 실제로 존재한다.  법을 해하는 이러한 

사회문화  요인으로, 유교문화  통, 인맥을 심으로 하는 연고주의, 

법 경시(輕視) 사상 내지 태도, 이와 함께 가는 법 편의주의(便宜主義)  

법 수단 (手段觀)을 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에 편재(遍在)해 있는 

이러한 사회문화  요인을 검토하여 보자.

가. 우리나라 법문화의 평가 (evaluative)차원의 법인식에는, 근래에 

인심이 사나워졌다는 표 이 타당하리만큼 많이 변하기는 하 어도, 아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 헌법재 의 정치학

193

도 사람의 도리를 시하고 법을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바라보는 정서

가 남아있다.  이러한 정서는 우리가 좋은 친구나 이웃에 하여 흔히 쓰

는 “법없이 살 사람”이라는 표 에도 녹아있다.  이러한 정서는 이념 으

로는 유교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단된다.  논어(論語)에 나타나는 공

자(孔子)의 말 에 “법령에 의하여 지도하고 형벌에 의하여 규제하면 백성

들은 형벌만 면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슨 짓을 하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도덕에 의해 지도하고 에 의해 규제하는 경우에는, 도덕 인 

수치심을 갖고 더 나아가 바른 사람이 된다.”는 구 이 그 표 인 표

이라 생각된다.  아무튼 유교  가치 에 바탕을 두어 도리를 시하고 법

을 멀리하고 싶어하는 법정서는 다음에 거론하는 연고주의와도 상호작용

으로 련되어 법을 가볍게 보는 태도에 향을 미친다고 생각된다.

나. 우리나라의 연고주의23)가 법제정·집행· 용의 곳곳에 복병처럼 여

러 모습으로 나타나 보편주의가 타당해야할 법원칙·규칙을 왜곡하는 요

한 요인으로 작용24)하고 있다는 사실은, 심지어 객 이어야 할 국가 표

선수선발에도 자주 나타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은, 구나 잘 안

다.  그리고 이러한 연고주의가 “의리”와 같은 유교  정서에 힘입고 있다

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연고주의가 법치 내지 법문화

23) 崔大權, “韓·中·日의 社 構造와 그 變化,” 法社 學, (서울 학교 출 부, 1983), 

91-146면(제3장) 참조.  그리고 연구주의에 한 사회심리학  연구로 이훈구, 

연고주의, (서울: 法文社, 2003) 참조.

24) 우리나라 사회에서 연고주의가 작용하여 법의 집행이 왜곡되는 상을 방지하기 

하여 재량의 여지를 남기지 아니하고 법의 집행을 획일화하는 경향을 가져오

게 한다. 융통성 없는 법의 획일화는 구체  타당성이나 형평에 맞는 법집행을 

가져올 수 없게 만들어 법의 본래의 취지 즉 (그 자체가) 정의에 어 나게 하는 

일이 많다.  법의 획일  용의 는 행정부처 하의 일선 행정 료들에게 내

리는 법집행 련의 규, 고시, 훈시 등에 표 되는 일이 많다.  이러한 규, 고

시, 훈시 등이 법규  성격을 지니느냐 어떠냐에 상 없이 이에 어 나는 경우

에는 담당공무원에 한 징계나 좌천 등으로 단속하기 때문에 그로부터 조 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다.  이러한 획일주의에서 벗어나는 법집행에는 험이 따

르기 때문에 뇌물의 단가를 높이는 결과도 가져온다. 이러한 법의 획일화의 

상에 하여, Dai-Kwon Choi, “Informal Ways versus the Formal Law in 

Korea,” Seoul Law Journal(서울 학교 法學), 36권 3‧4호, 51-61면(19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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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암으로 작용한다는데 있다.  나아가 그것이 법치주의의 실 에 부정

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데 있다.  연고주의는 쉽사리 공무원  정치인에 

한 뇌물이나 불법정치자 수수와 연계되어 작용하기도 한다.  뇌물이나 

불법정치자 의 흐름이 연고에 따라 흐르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더구나 

기능 으로 이해할 때 법의 운 에 부정 으로 미치는 향력 행태의 모습

은 연고주의와 뇌물수수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찰할 수 있다.  소  부패

지수25)와 법치주의지수가 반비례의 계에 있다는 사실도 구나 잘 알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패지수가 선진국만큼 낮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문제임

은 물론이다.

다. 우리나라 법문화의 행태 (behavioral) 차원의 법인식에는 법경시

사상, 법편의주의  법도구 26)이 여러 가지 모습과 여러 가지 강도로 포

함되어 있음을 규지(窺知)해 낼 수 있다.  법을 반드시 지켜야하는 규범

(must), 안 지키는 경우에 양심의 가책을 받는 그러한 규범이 아니고, 지키

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하냐 안지키는 것이 유리하냐, 안지켰다가 발각되는 

경우에 그래도 괜찮겠느냐, 불이익이 따르겠느냐 등의 계산에 따라 따르기

도 하고 혹은 따르지 아니하기도 하는 규범(should 는 could)으로 취 하

는 경향을 들어내고 있다.  법의식 조사에 곧잘 등장하는 “법을 지키면 나

만 손해”라는 인식도 그 한 표 이다.27)  법과 원칙의 견지 내지 법을 

25)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내놓은 2007년의 부패인지지수가 

180개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43번째라고 한다. www.transparency.org/policy

    research/surveys_indices/cpi/2007; 2007년도 청렴백서, (서울: 국민권익 원

회,2008), 500-509면.

26) 황승흠, 분쟁에서의 법의 동원: ‘87년 이후의 노동분쟁을 심으로, 1996년 서울

학교 법학박사 학 논문 참조.

27) 컨  ’94 國民法意識調査硏究,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1994), 108면 참조. 이에 

의하면 우리 사회에서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람이 78.9%이고, 법이 지켜

지지 아니하는 원인 5개 항목 가운데 “법 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로 답한 사람

이 11.5%이고 “법이외의 다른 방법이 편리하므로”는 24.9%이다. 아직 출간되지

는 않았지만 한 발표회에서 발표되었다고 알려진 같은 기 의 2008년의 결과에 

의하면, 62.8%가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고 34.3%가 

법 로 살면 손해를 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naver.com/print_form.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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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리당략이나 이념 내지 이익단체나 집단의 목 달성을 한 수단이나 도

구로 사용하고 자기의 시각에서 필요하다고 단되는 경우에는, 즉 명분만 

주어지면, 편법이나 불법, 탈법, 회피나 법을 서슴지 아니하는 모습도 그 

표 인 의 하나이다.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단하는 경우에는 법(

컨  고소고발 소송 등)을 극 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정치국면을 환

하기 하여 때만 되면 나오는 개헌론도 그러한 태도의 하나이다.  북한과 

함께 우리나라의 UN가입이 논의되던 시 에 안되면 UN헌장을 고쳐서라도 

그 게 해야 한다고 발언한 명 정치인도 있었다.  “법이 사람을 하여 

있는 것이지 법을 하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표 도 곧잘 활용된

다.  어느 정책에 련된 법  논의를 두고 “법만능주의의 발로”라고 응

하는 태도를 만나는 일도 드물지 아니하다. 

필경 이러한 법경시사상, 법편의주의, 법도구 은 지난 조선시 의 가렴

주구, 일제의 착취와 탄압, 그리고 우리의 독재체제하의 체험에서 생성되고 

강화되었다고 단된다.  조선시 의 법치는 법개념으로서의 기본권, 권력

분립, 사법권의 독립은 없었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정의한 법치주의는 없었

다.  그러나 강력한 유교  정치이념과 규범이 존재하여 이를테면 유교  

입헌주의가 존재하여 권력통제의 기능을 수행하 다고 말할 수 있다.28)  

다만 리들의 가렴주구는 심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일제통치하의 법치

는, 유교  통제규범에 의한 뒷받침도 없는, 그 자체가 철 히 식민지 통치 

 착취를 한 도구주의의 산물이었다.  우리의 권 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틀을 규정한 헌법규범에도 불구하고 산업화를 한 도구주

의  법운 을 시행하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억압  법치체제하의 개

인이 살아남는 략에서 법경시사상, 법편의주의, 법도구 이 조성되었다고 

생각된다.  

    office_id=014article_id=0002022687 참조.  94년의 두 항목을 2008년에서는 한 

개 항목으로 한 것이 아닌가 짐작한다. 

28) 崔大權, “우리나라 公法史의 한 理解,” 게 法社 學, 54-90면, 특히 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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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이러한 태도, 법경시사상, 법편의주

의, 법도구 으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법문화는 당 으로나 기능 으로 

헌법이 기 하고 있는 법치주의(입헌주의)와 양립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우선 헌법  법체제(법치주의)는 더 이상 타율 인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

(공동체)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군주나 외국지배자나 독

재자의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평등하게 참여하여 구성된 민주공화국이

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법체제(법치주의)에 하여 좀 부족한 것이 있더

라도 이를 잘 다듬고 아껴 잘 운 하려는 태도와 지혜가 필요하다.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는 통령의 입에서 나온 “그 놈의 헌법”이라는 말은 최

악의 (헌)법경시사상의 노출일 것이다.  일부 역 국회의원이 국회를 뒤로

하고 촛불과격불법시 에 참여하는 태도와 행 도 한 우리나라 입헌주의

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산업화, 도시화  민주화에 따르는 속한 사회변

화에 의하여 생성된 국  규모의 각종 이익단체, 이념단체, 정당 등 정치

조직, 사회단체의 등장이 각 단체의 이념이나 이익을 하여 사회분열 으

로, 존하는 법을 멀리하려는 태도, 법경시사상, 법편의주의  법도구주

의를 조장·활용하여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좀 더 이성 으로 

바라보면 사회분열 인 알력, 립, 분쟁을 해결할 공통분모  규범체계는 

법규범 이외에 달리 없다는 사실에 도달하게 된다.  컨  유교나 기독교 

윤리를 상정할 수는 있겠지만 실 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는  생각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계무 에서 공동체로서 살아남아 우리의 

화두인 선진국이 되기 하여도 법에 한 정 인 사고와 법존 사상  

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를 하여 헌법의 통합(integration)기능과 후

술하는 국회의 통합기능이 요구된다고 단언해 말할 수 있다.

3. 법치와 정부의 태도

이곳에서는 지난번 촛불과격불법 때의 언론의 정부에 한 질책 즉 “정

부는 왜 과감하게 법질서를 지키지 못하느냐”는 주장을 반복하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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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고 에서 거론한, 우리나라 법문화의 인지  측면의 법의식과 평가  

측면  행태  측면의 법의식 사이의 괴리 상이 정부의 행태에는 어떻

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이다.  물론 의 과격

불법시  때 인지의 측면에서 그것이 불법이고 정부는 그 불법을 지하고 

질서를 회복해야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다만 정부는 여러 

가지 정치  고려 때문에 소  “강경진압”에 나서지 않았다.  그러므로 법

치가 의도 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그 자체가 불법, 컨  직무유기

이다)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행태도 일종의 법문화에서의 인지

와 평가  행태의 괴리 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이 법치의 확립에 

부정  향을 미친다는 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곳에서 거론하려는 

바는 정부의 행태가 무지(無知)에서 의 인지와 행동의 괴리 상을 표출

하는 경우에 하여서이다.

지난 1990년  반에 국가보안법에 한 폐지공방이 한창이었던 무렵 

어느 단체의 제소에 따라 UN인권 원회가 그 폐지를 권고하는 결의안을 

우리나라 정부에 보냈는데, 당시 법부무가 발표한 정부의 응논리가 언론

에 보도되었었다.  그리고 응논리의 요지는 “아직도 휴 체제하이고 남

북 결의 상황에 비추어 폐기는 시기상조”라는 취지의 상황논리 다.  그

리고 거기 어디에도 당시 이미 나와 있던 헌법재 소의 (한정)합헌결정에 

의하여 국가보안법이 합헌임이 확인되었음을 근거로 하여 정부가 그 태도

를 헌법 으로 정당화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  그 이후에도 정부의 

내외 인 국가보안법에 한 입장 표명은 한결같이 상황논리 으며 헌법  

정당성을 개한 논의를 본 은 별로 없었다.  체제가 바 는 명  상황

이 아닌 한, 평시  상황에서 헌법에 바탕을 둔 정당성 이상의 정당성의 

근거가 따로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헌법재 소의 결정이 바로 헌법이 

아닌가?  이러한 는 국가보안법에 한 사항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번 

촛불과격불법시  때 찰한 집회  시 에 한 법률도 마찬가지다.  이 

법률은 처음 제정된 이래 여러 번의 헌법재 소의 헌여부 심 29)과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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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법개정 과정 등을 거쳐 정비된 것이다.  이곳에서 지 하고 싶은 것

은 그 어떠한 정책이나 태도나 입장이나 법집행이라도 이를 당당하게 법

으로, 특히 헌법 으로 정당화하(려)는 정부의 그 필요성 인식  그 실행 

능력 내지 행의 부재(不在)이다.  헌법에 근거하여 성립된 정부이고 헌법

 정당성을 가지는 정부라면 헌법  근거에 바탕을 두어 당당하게 자기의 

내외 인 정책, 입장이나 태도나 법집행을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하지 않

는가?  역으로 헌법 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은 내놓거나 추진하지 말아

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 문제는 우리나라 법률가 양성교육의 문제 도 아울러 들어냈다고 

단된다.  특히 정부의 입장을 법 으로 뒷받침하는 법무부를 비롯하여 청

와  등 정부 곳곳에 법률가들이 법률보좌  등의 이름으로 포진하고 있는

데, 이들 법률가들에게 정부의 입장이나 정책을(가령 유 자공학에 한 

과학  정당성이외에도) 법 으로도 정당화할 수 있으며 하여야 한다는 인

식이나 능력이 결여되어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비교법연

구도 시험합격을 한 지식교육이외에는 제 로 되어있지 않음을 의미한

다.  컨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에 연방 법원이나 헌법재 소의 결정 

등은 거의 신격화하고 있으며 그 자체로 헌법으로 취 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 나라에서는 정부정책을 (헌)법 으로 정당화하는 행이 확립되어 있

다.  지난 월남   주이란 사 인질사건 때 미국정부가 산더미같이 내

놓은 법  정당성연구를 보고 이에 압도당한 이 있다.  정부에 소속된 

법률가라면 정부의 입장을 법 으로 정당화할  알아야하는 것이 상식이 

아닐까 생각한다.  헌법재 소 례집에 수록되어있는 결정 마다 이에 실

려 있는 법무부의 그것을 포함하는 정부의 의견을 보면 학부생 수 의 의

견이라고 생각된다.  정부의 입장을 헌법재 소를 상 하여 “당당하게” 헌

법 으로 정당화하고 설득하려는 것이라면 그 보다는 깊이나 폭에서 한 단

29) 헌법재 소 1994. 4. 28.결정(91헌바14); 헌법재 소 1992. 1. 28.결정(89헌가8); 헌

법재 소 2003. 10. 30.결정(2000헌바67등); 2005. 11. 24.결정(2004헌가17) 등.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 헌법재 의 정치학

199

계 고양된 심층  연구의 결과를 내 놓는 것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Ⅲ. 민주주의의 문제

1. 정치의 사법화

지난 2004년의 헌법재 소에 의한 탄핵심   수도이 특별법 헌결정

을 계기로 시 군 이나 시민단체의 구호 등에서 뿐만 아니라 학자와 지식

인 사이의 지  논의에서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충돌 문제가 우리나라 

사회의 요한 화두로 두되었다.30)  그리고 이 화두가 우리나라 민주주

의의 본질  헌법재 소의 역할에 하여 진지하게 다시 한 번 성찰해 보

는 계기를 마련해 으로써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고양·심화시키

는 진제가 되었다는 에서 정  기능을 행한다고 생각한다.  도 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어떠한 민주주의이냐, 어디에 와있느냐의 문제부터 

다루어 보자.  그리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에서 차지하는 헌법재 소의 치

30)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주제로 서울 학교 법학연구소가 2008년 5월 30일에 개

최한 학술 회에서의 발표논문, 강정인,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에서 자유민주주

의와 법치주의의 충돌: 정치학  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3-30면 참조. 

그리고 이 논문의 13면에 인용된 두 정치학자 최장집, “민주주의와 헌정주의: 미

국과 한국,” 로버트 달 , 박상훈‧박수형 옮김,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 (서울: 

후마니타스, 2004), Robert A. Dahl, How Democratic Is American 

Constitu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1)의 한국어  서문, 

9-64면; 박명림, “헌법, 헌법주의,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 한국정치학보, 제39집 

1호, 253-276면 참조. 이들 논문을 읽어보면 미국 명정치학자의 견해를 노

으로 따르고 있으며 유럽에서나 한국에서의 정치  여건 등 여러 사정에 해 

무지함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헌법재 에 하여 정치학 등 인

학문을 하는 학자와 헌법학자 사이에 이 게 소통의 단 이 클 수 있을까, 헌

법재 소제도 등 헌법률심사제도에 한 논의가 헌법학자  실무가들만의 잔

치로 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이 제도의 운명이나 발 을 하여 

정 일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이 두 정치학자 이외에도 민주주

의  법치주의의 충돌의 화두를 넘어 헌법률심사제도에 한 이해가 되어있

지 아니한 정치학자를 만나기는 어렵지 않다. 컨  박찬표, “법치 민주주의  

정치  민주주의,” 최장집‧박찬표‧박상훈, 어떤 민주주의인가 - 한국 민주주의를 

보는 하나의 시각, (서울: 후마니타스, 207), 197-229면, 특히 2125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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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역할과 련한 국민의 의식 속에서도 미묘하지만 인지  차원과 평가

·행태  차원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 상을 우리가 목격하는 것이 아닐

까 하는 우려섞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의 이러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충돌의 문제를 생각함에 

있어서 필자가 가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체험이 보여주는 바가 문제를 풀

어가는 생각의 씨앗을 제공해 주지 않을까 믿는다.  그 하나는 우리나라 

고교 사회교과서 집필의 체험인데, 사회교과서 안의 “법생활”과 “정치생

활”의 게재순서와 련하여 필자와 다른 집필자(주로 정치학자) 사이에 논

쟁이 일어났었다.  우리나라 헌법제정권력자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의 

틀을 마련하고 그 틀 에서 (자유)민주주의가 개될 것을 헌법으로 결단

한 만큼 헌법을 심으로 하는 법생활이 먼  나오고 정치는 그 뒤에 나오

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하 었다.  그러나 정치학자의 생각은 민주주의의 

원리를 설명하는 정치가 먼  나오고 (헌)법생활은 그 뒤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었다.  열띤 정당화주장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입장을 지지하는 집필자

는 아무도 없어서 필자의 입장은 철되지 못하고 사회 교과서에 민주주의

의 논의가 (헌)법논의 보다 앞서 나오게 되었다.31)  우리나라에서 정치가 

법치에 앞서는 상이 2004년의 탄핵심   수도이 헌결정을 둘러싼 

정치공방에서도, 2008년의 촛불과격불법시  장에서도, 그리고 민주주의

와 법치주의의 충돌의 화두에도 묻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른 하나는 필자가 시행한 한국의 사법 극주의와 일본의 사법소극주

의의 비교연구의 결과32)이다.  헌법재 소 20년 역사의 우리와 비교하면 

일본은 헌법률심사제도가 없다고 해도 무방하리 만큼의 극단  사법소극

주의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사법심사 60년을 통틀어 7, 8건의 헌 결이 

31) 1984년 발행된 학교 사회 1  1986년 발행의 학교 사회 3 참조.

32) 崔大權, “比  社 ·文化的 文脈에서 본 司法積極主義와 司法消極主義 - 하나의 

探索,” 서울 학교 法學, 46권1호, 19-39면(2005). 이 연구 당시에는 겨우 5, 6건

의 헌결정 결이 있었으나 2006년  년에 각 한건씩 헌 결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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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뿐이다.  그 다면 일본이 사법 극주의를 보여주고 있는 한국과 비

교하여 일본이 앞선 민주주의를 운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리고 사법에 의한 재일교포를 포함하는 소수자 보호가 여간해서 이루어

지지 아니하는 일본의 민주주의가 원래의 뜻(다수의 지배)에 맞는 민주주

의이고 그래서 한국의 민주주의보다 앞선다는 말인가 아니면 한국의 (선출

되지 않은 소수의 재 이 법률에 한 헌결정을 하는) 민주주의는 민

주주의도 아니란 말인가 하는 의문이 떠오른다.  그리고 일본의 민주주의

를 미국이나 독일의 그것과 비교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문도 떠오른

다.  그 다면 우리는 결국 어떠한 민주주의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의 문

제에 이르게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실(정치·

경제·사회·문화 인 여러 가지 여건들)을 제로 하고 만약 우리나라에 헌

법재 제도가 없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개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도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첫째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충돌의 화두는 무엇보다도 미국이라는 정

치무 에서 가장 실성을 가지는 화두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33)  미국

의 헌법률심사제도를 확립한 Marbury v. Madison 결34)도 어디까지나 

미국의 연방 법원이 선고한 선 례이지 헌법의 명문으로는 단 한마디도 

헌법률심사제도를 언 한 조항은 없다.  그러한 만큼 선출된 국민의 

표로 구성된 의회의 입법을 소수의 선출도 되지 아니한 법 이 헌법에 어

난다는 이유로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이론상 다수결이라는 민주주

의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당성에 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여

지는 있다.35)  그러나 미국의 헌법률심사의 선례는 다수의 독재로도 변

질될 수도 있는 다수결의 민주주의가 아니고 다수의 지배와 소수의 보호를 

33) 崔大權, 게 憲法學講義, 407-409면.

34) 5 U.S. 137(1803).  이 선 례에 의하여 형성된 미국의 헌법률심사제도(judicial 

review of legislation institution)야말로 미국의 습헌법이라 할 수 있다.

35) Robert A. Dahl, Pluralist Democracy in the United States: Conflict and 

Consent, (Chicago: Rand McNally, 1967), 150-170면; Robert A. Dahl, 게 

How Democratic Is the American Constitution?, 54-55면  152-15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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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를 담보하는 제도로서 확립되어 미국에서 그것

이 폐기될 가능성은  없는 제도가 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더구

나 입법에 한 사법심사의 이 미국의 발명품은 유럽 륙의 국가들에게는 

물론 수많은 후발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자유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을 완

성해주는 제도로서의 감(inspiration)을 주어 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으로 장이 큰 헌 결이 내려질 때마다 민

주주의와 법치주의 충돌의 화두가 큰 소리로 두되곤 하여왔다.  사실 이 

화두 자체도 미국발(發)이라 할 수 있다.36)  정치의 사법화나 사법의 정치

화, 법 정치 등 특히 탄핵심 이나 수도이 법 헌결정과 련하여 나왔

던 비 들은 미국의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역사만큼이나 오랫동안 수도 없

이 나왔었으며 아직도 나오고 있는 비 들이다.  미국에서는 사법소극주의

를 옹호하는 논거로 법치주의가 민주주의와 충돌한다는데 두는 일이 많

다.37)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와 달리 헌법의 명문규정으로 

헌법재 소에 한 조항을 두고 있다.38)  우리나라의 헌법은 단순히 다수

지배의 민주주의만이 아니고 헌법재 (법치주의)을 요 내용으로 하는 견

제와 균형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명문으로 선택하고 결단한 것이다.  

그러한 만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충돌의 화두는 상 으로 실성이 떨

어지는 화두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재 소제도는 그만큼은 정당성을 

가지는 제도인 것이다. 

36) 게 Koopmanns, Courts and Political Institutions, 57-62면, 특히 104-108면 

참조. 유럽에는 미국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충돌 논의에 해당하는 논의가 없

다고 말하고 있다.

37) Jesse H. Choper, Judicial Review and the National Political Process: A 

Functional Reconsideration of the Role of the Supreme Cour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참조.  Choper는 입법에 한 사법심사가 

정치과정의 다수결의 원칙에 어 나기 때문에 다수결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수자 보호를 한 경우 이외에는 헌 결은 자제하여야 한다는 논지를 펴고 

있다.

38) 게 崔大權, 憲法學講義, 407-4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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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화두는 여러 나라의 민주주의 발 단계

의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할 문제 을 안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가 어느 발 단계에 있는 민주주의인가 는 도 체 어떠한 민주주의인가

의 문제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분류하자면, 분명한 독

재의 경우가 아니라는 의미의 민주주의로부터 정치뿐만 아니라 시민의식39)

을 포함하여 사회 자체가 민주 인 앞선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여러 발

단계의 민주주의가 있는데, 이 양자의 간단계에 헌법의 규정에 따라 선

거가 정기 으로 치루어지고 복수정당이 있고 의정부가 있는 입헌민주주

의가 있다.40)  찰하건 ,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아직 선진 민주주의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지  겨우 입헌민주주의의 단계에 와있는 민주주의

가 아닌가 하는 것이 우리의 단이다.  이제 시민의식(civic virtue), 공동

체의식, 법, 양보, 통합 등 민주주의의 정신  바탕의 형성 필요성이 개

진되고 있기는 하나, 그러나 아직도 개되는 개헌 논의를 포함하여 법치 

 법치주의가 나라 체의 심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그 다면 지  시행하고 있는 입헌민주주의로부터 입헌주의(법치주의)를 

배제하고도 실 으로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가능하리라고 도 히 생각

되지 않는 것이다.

셋째로 들어야할 은 시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에서의 국회의 역할에 

하여 가지는 국민의 신뢰의 문제이다.  이미 지 한 바와 같이 국의 경

우에는 입법에 한 사법심사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이 모범 인 

민주주의를 이끌어 왔다.  국 시민의 자유와 권리의 쟁취는 의회의 국왕

과의 투쟁과정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형성되었다는 역

사  사실은 다 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형성된 시민의 의회에 한 신뢰

39) 근래에 두되고 있는 공화주의가 특히 민주주의에서 필수 으로 요청되는 시민

의식 는 시민  덕성(civic virtue)에 하여 담론을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법은 시민의식의 심  요소로 취 하고 있다. Maurizio Viroli, Republicanism, 

trans, by Antony Shugaar, (New York: Hill and Wang, 1999) 등 참조.

40) Giovanni Sartori, “Democracy”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특히 117-11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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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존재한다.  그리고 의회에 한 통제는 선거를 통하여 시민이 행한다.  

이러한 의회주의의 업 이나 신뢰가 우리나라에는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아

니하다.  그것은 국회가 국회의 기능(국민 표, 국정통제, 입법)을 제 로 

수행하는 실 으로 보여주지 못하여 왔기 때문이다.  존재하는 것은 국회

에 한 불신이다.  그리고 국회에 한 이 불신에는 우리나라 정당정치가 

기여한 바가 많다.  우리나라의 민주화는 국회가 아니라 시민운동에 의하

여 쟁취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4.19, 권 주의 시 의 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그리하여 계류된 소송사건과 계없이 헌법재 을 시민이 직  청구

할 수 있는 헌법소원제도는 이러한 시민운동의 통에 어울리는 는 상응

하는 제도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의 촛불과격불법시 는 이러

한 시민운동의 통이 역기능 (즉 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방향으로)으

로 발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한 국회의 의기능이 제 로 작동되었다면 국회에서 걸러졌

어야 할 쟁 들을 시민들이 들고 나온 것이다.  국회의 존재이유의 가장 

큰 하나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국회에 반 되고 그것이 하나의 국민의 

의사로 수렴·통합되게 하는 데 있다.  국회는 사회의 분열을 통합하기 보

다는 여야의 립으로 그것을 조장·확산하는 일도 많았다.  국회의원이 직

 데모에 가담하는 경우가 그러한 이다.  사실 매년 헌법재 소에 제기

되는 사건들 가운데 상당수의 사건들은 실은 정치과정에서 타결될 수 있었

고 는 타결되었어야할 사건들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따지고 보면 탄핵

사건도 수도이 법사건도 정치과정에서 원만하게 해결되었어야 할 사건이

라 말할 수 있다.  아무튼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

호를 한 역할의 기 와 신뢰를 입법기 인 국회에 두기보다는 는 국회

와 함께 헌법재 소에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민주화에 따른 

헌법개정 때(1987) 헌법재 소제도가 채택·도입되었던 이유 다고 생각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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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로 우리나라의 헌법재 소제도(법치주의)의 채택·도입은 정치에 

한 사법화의 세계  추세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서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옛 소련사회주의권의 붕괴와 함께 민

주주의로 돌아선 동구권 국가들  앙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헌법재 소제도를 앞 다투어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의 사법

화는 이제 세계  추세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헌법재 소

제도 도입  성공  운 은 이러한 세계  추세의 한 커다란 축을 형성하

고 있다.  신생 민주국가  새롭게 헌법재 소제도를 도입한 여러 나라에

서 우리나라의 헌법재 소제도의 모범사례  운 을 배우러 오고 있는 실

정인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정치의 사법화의 문제와 련하여 정치에 

한 사법의 여가 어디까지 정당화되느냐 명하냐의 문제가 우리나라 

헌법재 의 앞으로의 과제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헌법재판소제도 대 일반법원형 위헌법률심사제도

우리나라의 헌법률심사제도는, 자주 인용되듯 아홉차례의 헌법개정에

도 불구하고, 그리고 헌법의 자유주의  조항과 제도가 제 로 작동하지 

못한 군사독재라 불리우는 권 주의 시 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헌법에서 폐기되었던 일이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헌법률심사제도의 형

태는 여러번 바 었어도 그리고 시기에 따라 활발하게 작동하 느냐 잠자

고 있었느냐의 변화는 있었서도 법률에 한 사법심사제도는 헌법과 함께 

60주년의 역사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헌법재 소제도의 채

택에 이르게 된 것은 60년에 걸친 헌법률심사제도의 여러 가지 형태(헌

법 원회제도, 일반법원형, 헌법재 소형 등)의 실험의 결과로부터 나온 최

선의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미시  차원에

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도 거시 인 차원에서는 아주 성공 인 운 의 

실 이 20년간이나 축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헌법률심사제도

의 일반법원형으로의 복귀를 노리는 움직임이 사법계에  없다고 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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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이러한 움직임과 정치 으로 민감한 헌법사건의 헌결정에 의

하여 발되는 반헌법재 소  정서  헌법재 소제도가 의 민주주의에 

배치된다는 정치이론들에 편승하여 정부형태의 변경을 심으로 한다 하더

라도 개헌논의가 한번 불붙으면 헌법재 소의 운명이 결정되는 일반법원형

으로의 복귀를 꾀하는 개헌논의도 아울러 탄력을 받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일반법원형에 한 계에서 헌법재 소형

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들어야 할 헌법재 소제도의 정당성 논거는 륙법계의 통 속

에서 차지하는 사의 역할에서 찾아야 한다.  미법의 나라는 통 으

로 법이 사들의 창조 인 손에 의하여 형성된 례법의 나라이다.  이에 

비해 륙법계 나라의 법은 법 법 등 의회가 제정한 입법이고, 사는 계

층 (hierarchical) 료체계내의 직업 사로 임명되며, 일반의사로 통하는 

입법에 하여 법을 충실히 해석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익숙하

다.  그러므로 입법의 헌여부를 따지는 역할은 륙법계 사의 통

인 모습(image)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러한 사의 모습에는 랑스의 사

법부에 한 통  불신의 모습도 결부되어 있다.  그러므로 독일의 나치

의 경험과 같은 입법의 다양한 월권이나 남용  이에 한 사법부의 침묵

의 경험을 통하여 사회에 입법에 한 사법심사의 필요성이 등장하면서 일

반 사법부가 아니라 독립한 별개의 헌법재 소를 창설하여 이에 헌법률

심사의 역할을 맡기는 것이 륙법 통의 나라에서는 오히려 자연스러웠

다고 말할 수 있다.41)  헌법재 소에 한 륙법계 나라의 통에 바탕을 

둔 이러한 정당성의 논의는 역시 륙법계에 속하는 우리에게도 타당하다

고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41) Mauro Cappelletti, Judicial Review in the Contemporary World, 

(Indianapolis·Kansas City·New York: Bobbs-Merrill, 1971), 특히 53면 이하; 

John Henry Merryman, The Civil Law Tradition: An Introduction to the 

Legal Systems of Western Europe and Latin America, 2nd ed.,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5), 특히 34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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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의 정당성의 논거는 헌법률심사를 담당하는 재 기 의 구조, 심

사 차, 시각(perspective)  문성 여부 등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

다.  일반법원형의 헌법률심사제도의 경우에는 구체 인 민·형사사건  

행정사건의 재 과정에서 사건의 당사자가 헌법문제를 제기하여야 법원이 

입법의 헌여부를 심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헌여

부심사는 사건해결의 부수과정의 하나로 행할 뿐이다.  그리하여 법원은 

굳이 입법의 헌여부심사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경우에 따라 헌여부

단을 행하지 아니하고, 민·형사법 는 행정법  근거만가지고 원고나 피

고를 한 결로 그 사건의 재 을 끝낼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 소제

도의 경우에는 헌법재 소는 구체  사건성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문제로 제기된 입법 내지 입법조항의 헌여부 심사만을 문 으로 행한

다.  그러므로 일반법원형의 경우에는 헌법쟁 을 다루더라도 사건의 해결

이라는 이를테면 미시  시각의 사건 처리를 행하는데 비해, 헌법재 소형

의 경우에는 거시  시각에서 법률 는 법조항 자체의 헌 여부를 단

한다.  그러므로 입법에 한 사법  통제라고 하는 차원에서 헌법재 소

제도가 일반법원형의 경우보다 단연 낫다고 단된다.

셋째로 헌여부 심 의 실 에서도 헌법재 소제도가 일반법원형제도

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다.  일본의 극단  사법소극주의는 일반법원형이

라는 제도에서 연유되는 바도 크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우리의 헌법재

소의 사법 극주의는 헌법재 소제도의 성격에서도 연유되는 것이라고 생

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의 제도가 일반법원형이라고 가정한다

면 입법에 한 사법  통제의 실 은 훨씬 미치지 못하 을 것이라고 짐

작된다.  과거 우리나라의 헌법률심사제도가 일반법원형이었을 때를 비

롯하여 일반 법원의 헌법률심사 등 정치에 한 사법  통제가 일반 으

로 소극 이었고 그리하여 사법에 한 국민의 불신이 상당하 던 것도 유

사하게 설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일반법원형의 원형으로 우

리에게 알려진 미국의 연방 법원은, 실은 일반 민·형사사건 등의 최종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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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고, 실질 으로는 헌법심사에 념하는, 이를테면 실질 인 의미의 

헌법재 소임42)을 아울러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요컨  에서 거론한 우

리나라 국회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의 능력·의지·실  등에 한 국민

의 신뢰의 부재와 입법에 한 사법  통제의 필요성(사회  수요)  일

반법원의 실 에 한 국민의 신뢰의 부재를 감안할 때 헌법재 소제도의 

도입이 썩 잘된 선택이었다고 단하는 것이다.

Ⅳ.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과제 

우리나라 헌법은 민주주의(다수결의 원리)와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헌법

재 소제도의 도입을 결단하 다.  그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의, 그

리고 이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수호의, 기능을 국회  통령(정치)에 맡기

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최종 으로 헌법재 소에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정

치의 사법화).  나아가 그것은 헌법재 소에 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헌법재 소에 한 국민의 신뢰는, 정치  기 (국회  

통령)의 결정(입법 등 포함)이 정치  격정이나 선거에서의 승리와 같은 

당리당략  이해와 고려 등에 좌우되는 결정인데 비해, 그 결정이 정치  

신임이나 지지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냉철하게 헌법과 이성에 기

(reasoned)를 둔 합리 · 립  결정인 데에 자리잡고 있다.  이와 련하

여 “헌법재 소나 사법부의 지지기반이 선거에 있어서의 승리라든지 의회

에 있어서의 과반수에 의한 지지와 같은 민주  정당성에 있지 아니함을 

우선 지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이 바로 헌법재 소나 사법부독립의 

지지기반은 궁극 으로는 이를 받아들이는 국민에게 있는 것이지만, 정치

과정에 뛰어든 정치  이념이나 이해에 얽히고 들뜬 국민이 아니고 냉철하

게 합리  주장에 귀 기울여 주고, 경우에 따라 참아주는 이성  국민임을 

42) 崔大權, “憲法裁判所의 政治學 - 그 構造와 機能을 심으로,” 서울 학교 法學, 

34권1호, 115-117면(1993).  그리고 게 Koopmanns, Courts and Political 

Institutions(2003),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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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열띤 민주  다수가 아니고 이성 인 합리  국

민이 그 지지세력인 것이다.”43)

이같이 헌법재 소의 결정은 이성 이고 합리 인 국민을 그 지지세력

으로 하여 행하여지는 만큼, 그 결정은 헌법에 충실하게 기 해야 한다.  

그 결정은 합리성을 지니는 것이어야 한다.  그 결정은 이성에 기 를 둔 

담론으로 설득력을 갖는 합리  결정이어야 한다.  그 결정과정에서 헌법

재 소의 정치  립·사법권의 독립이 결정 으로 요하다 등의 명제 내

지 문제가 헌법재 소의 결정과정에서 단히 요할 수밖에 없다.  

1. 헌법해석의 문제

헌법의 해석을 일의 으로 정의하자면 그것은 헌법규범의 객  의미

를 밝히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헌법의 해석에서도 다른 법

해석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해석의 합리성, 정당성, 법  안정성 등의 

요청이 존재하고 있다.  다만 헌법해석의 경우에는 비교  일의  구체

으로 규정된 민·형사법이나 행정법규의 해석의 경우에서와는 달리 문리해

석의 원리와 같은 기계  삼단논법  해석의 여지가 상 으로 없다.  그

것은 교과서 으로는 다 잘 알고 있듯이 헌법은 주로 추상 , 다의 , 개방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44)  그러한 까닭에 헌법해석의 문제

43) 崔大權, 事例中心 憲法學, 증보 , (서울: 博英社, 2001), 283-284면.

44) 일의 인 단순한 기계  삼단논법  해석의 를 보여주는 것이 사죄 고 헌

결정(1991. 4. 1. 89헌마160)례라고 생각한다. 다른 많은 헌법  쟁 을 제외하고 

“양심”만을 보더라도 양심을 그 게 일의 으로 이해하기에는 양심에 한 단

히 풍부한 철학 ·문화  통과 통찰이 개재되어 있는 개념인데, 이 결정에서

는 단순하게 이해한 양심에 기계  삼단논법 으로 사항을 용하여 결론을 내

리고 있다.  자기 잘못에 한 사죄의 강제는 혹시 자기 결정권에 한 침해일 

수는 있어도 결코 양심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崔大權, 게 事例中心 憲法

學, 297-325면  Dai-Kwon Choi, “Freedom of Conscience and the 

Court-Ordered Apology for Defamatory Remarks,” Cardozo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v.8 no. 2, 205-22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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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국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문맥에서 헌법을 발견하는 문

제라고 확신한다.45)  그러므로 헌법이란 무엇이냐, 헌법은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냐 하는 근본 인 질문이 항상 우리의 헌법을 발견하는 과정을 지배하

여야 한다고 믿는다.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헌법을 발견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까닭에 헌법의 해석에서는 우리나라의 역사  경험이라

든지 통, 국민이 가지는 정의감, 가치 , 헌법의식 등이 헌법의 합리  

발견의 과정에서 단히 요한 자료들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각 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문맥에서 그리고 비교 으로 이해한 외

국의 학설· 례·입법례들이 우리의 헌법 발견의 작업에 감을  것임에 

틀림없다.46)  

에서 헌법의 해석에 기계 인 삼단논법  해석의 여지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이지 삼단논법  사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계 인 삼단논법  해석이 되어서 안되는 이유는, 삼단논법의 제에 

해당하는 헌법조항의 의미가 다의  추상  개방 이고 따라서 비교  일

의  확정 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하나의 이유는 소 제에 해당하

는 사항이 비교  한정 인 사항(소송물)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후자의 이유에 하여 부연하면, 소 제에 해당하는 사항이 살인죄 

용에 있어서의 살인이라는 구체  사실이 아니고 일군의 사실들과 법률 등 

법규범들로 형성된 법규범  사항이기 때문에 발견된 헌법규범에 용되어

야 할 사항 즉 소 제를 구체화하여 확정하는 문제가 있다는 이다.  소

 자치단체장선거연기에 한 헌법소원사건47)에서의 “연기”라는 지방자치

45) 崔大權, “헌법의 해석,” 崔大權·韓尙熙·金文顯, 憲法解釋에 한 硏究, (서울: 헌

법재 소, 1994), 11-87면; 崔大權, 게 憲法學講義, 109-129; 崔大權, 게 事例

中心 憲法學, 9-14면  105-153면. 

46) 입헌주의가 앞서기 때문에 그 의존도가 높은 외국의 학설· 례·입법례 등은 그 

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문맥에서 비교 으로 이해한 것이 우리의 헌법  

사유과정에서 감을 주기 때문에 는 가이드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

지 우리나라 헌법의 연원(淵源, the source of law)을 구성하는 것이 결코 아니

기 때문에 이를 우리의 법원(法源)이나 되는 듯이 행하는 맹목 인 단순 비교·

인용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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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반행 나 소  “폭력  사실행 ”48)는 헌법소송의 소송물 즉 소 제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헌법해석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49)  그리고 소  

사죄 고의 명령은 양심의 자유가 아니라 개인의 자기 결정권의 침해여부

를 문제 삼아야 한다는 에서 제를 설정하는 문제도 논리 으로 소

제(헌법소송의 소송물)가 확정된 후에 그에 따라 결정된다는 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러한 들이 헌법해석의 문제를 단순한 기계  삼단

논법 인 방법으로 근하여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없도록 헌법해석을 

어렵고 복잡(complicated)하게 만드는 들이다.  

헌법해석의 문제가 결국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문맥에서 헌

법을 발견해내는 작업이라는 명제를 가장 극 으로 잘 보여주는 실례가 헌

법재 소의 수도이 특별법의 헌결정50)이라고 생각한다.  역사와 통51)

의 문제를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문맥에서 헌법 즉 

습헌법으로 존재하는 헌법을 발견해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결정에 

하여 성문헌법의 나라에서 습헌법이 어떻게 가능하냐의 나이 한 반론

이 있었으나 이러한 반론은 헌법  헌법해석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결과

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반론은 성문헌법으로 규정한 것

이 헌법을 완결 으로 즉 헌법의 부를 규정한 것이냐, 다시 말하면, 헌법

의 부를 명문의 조항에 부 가두어버린 것이냐의 질문에 하여 그 다

고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의 명문조항들이 헌법의 부를 거기에 마치 가두어 놓은 듯

47) 헌법재 소 1994. 8. 31. 결정(92헌마126) 참조.  그리고 崔大權, 게 事例中心 

憲法學, 374-396면 참조.

48) 헌법재 소 1993. 7. 29. 결정(89헌마31) 참조.

49) 崔大權, 게 事例中心 憲法學, 174-177면.

50) 헌법재 소 2004. 10. 21. 결정(2004헌마554·566).

51) 우리나라 통의 헌법  의미에 한 헌법학 논문으로 崔大權, “헌법의 連續性

과 變化에 한 談論 - 傳統과 社 的 弊習을 심으로,” 서울 학교 法學, 44권 

1호, 86-106면(2003).



憲法論叢 第19輯(2008)

212

이 생각하는 그러한 견해는 헌법이나 헌법의 발 을 조 이라도 이성  

실 으로 사유를 행하여 보면 그러한 견해가 잘못이라는 을 방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헌법의 성문조항들이 헌법의 부를 완결 으로 

규정해 낼 수 있다는 생각부터가 나이 하다.  이러한 사실은 컨  국

에는 성문헌법이 없음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견지하고 있으며 

성문헌법의 명문규정이 없음에도 세계  모범이 된 헌법률심사제도를 발

시킨 미국 헌법의 발 을 보면 알 수 있다.  사실 성문헌법이 헌법의 

부를 규정하는 것도  부를 규정해 낼 수 있는 것도 아니며, 헌법  결

단에 따라서는 헌법사항이라도 성문헌법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헌법사항이 아닌 것도 성문헌법으로 규정할 수도 있고 그 지 않을 수도 

있다.52)  헌법은 꾸 히 성장‧발 하는 것인데,53) 제정당시 어떤 것은 성

문헌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미처 못하 을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것은 

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성문헌법화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성문헌법화하는 것이 유리할지 불리할지

의 헌법정책  고려에서 그 게도 는 그 지 않게도 할 수도 있는 것이

다.  성문헌법이 헌법의 부를 가두어둘 수 있을 듯이 이야기하는, 습헌

법에 하여 비 인, 의 견해는 헌법의 변천 상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54)  그러한 견해는 헌법의 성문조항이 사용하는 언어 자체가 

시 에 따라 바 다는 사실 자체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한 만큼 무엇이 헌법(헌법사항)이냐의 문제가 단히 요하게 된다.  

체로 헌법사항은, 실체 으로는 국가의 3  구성요소인 토, 국민, 주권

에 련된 사항 등, 요컨  국가의 정체성에 련된 사항을 심으로, 그리

고 차 으로 그 사항의 변경은 헌법개정이나 국민투표와 같은 일반 입법

52) 헌법사항이 아닌데 헌법에 들어간 로 마취하지 않은 가축은 도살할 수 없도록 

한 스 스헌법 조항(제25조2)을 들었었으나, 새로 개정된 스 스헌법(1999)에서

는 이 조항이 사라져 버렸다. 새 헌법 제80조 참조.

53) 崔大權, “憲法의 法的 性格,” 게 憲法學: 法社 學的 接近, 1-46면 참조. 

54) 崔大權, 게 “憲法의 법  성격,” 특히 44-4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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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보다 우월  차에 의하여 결단하여야지 의회의 단순 과반수의 투표

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단되는 사항이라고 일응 정의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요건에 맞는 사항이라면 설사 헌법의 명문규정이 없더

라도 즉 불문헌법의 모습으로도 헌법사항이라고 할만한 사항이 있을 수 있

다.  토, 국민, 주권에 직  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자유민주  기본질

서  나라의 국어, 수도, 국기 등에 한 사항들이 헌법사항에 속한다고 

생각되는 것이다.55)  수많은 나라에서 이러한 사항에 한 명문의 헌법규

정으로 두고 있는 것도 이러한 법리존재의 방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

리나라의 수도의 법  지 에 한 습헌법을 찾아내어 이를 근거로 하여 

내린 헌법재 소의 수도이 특별법에 한 헌결정은 이러한 법리를 분명

하게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된다.

우리나라 부장 사 수십 명에게 민사재 에서 습법에 근거하여 결

을 내려본 경험의 유무에 하여 질문을 해 본 결과 그러한 경험이 있다는 

답변을 한번도 들어보지 못하 다.  민법에 있는 명문의 규정(제1조)에도 

불구하고 다툼의 여지가 없는 성문의 근거나 례의 근거에 의거하여 결

을 내렸지 습법을 다루어본 이  없는 실무 행이 필경 습헌법에 

하여서도 비 인 견해를 가지게 만든 배경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리한

다.  습법에 의거하는 경우에 따르기 쉬운 다툼의 여지를 남길 험이 

습법에 의거해 볼 수도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차상 소송 리인인 변호사가 의뢰인을 하여 그에게 유리한 

습법의 존재를 극 으로 찾아서 그 존재를 사에게 검증해야할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데 그 부담이나 험을 지고 그 부담이나 험을 감수하겠

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 것이고 그것이 습법에 심도 없는 소송 행으

로 형성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사회과학 으로 찰할 때 오늘날 우리

가 목격하는 바와 같은 속한 사회변화가 입법의 홍수 속에서 습법의 

55) 최 권, “수도이  특별법’ 헌이다,” 2004년 6월 22일자 문화일보 게재; 최

권, “신행정수도 이  특별조치법은 헌이다!” 시민과 변호사, 2004년 8월호, 

15-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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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한 편으로는 사실이다.  그러나 분야에 

따라서는 그리고 여러 법 단계에서 습법이 존재하거나 생겨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컨  헌법 차원의 습법도 있을 수 있고, 법률 차원의 습

법이나 지역에 따른 습조례의 존재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한 

만큼 우리나라 서울의 수도로서의 법  지 에 한 습(헌)법이 존재함

을 발견해낼 수 있었다고 하여 조 도 이상할 것이 없다.  다만 그 개념이 

낯설었을 뿐이지 그것이 습(헌)법의 존재를 부인할 근거가 되는 것은 아

닐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재 소 재 들의 출신배경 다양화의 요청도 헌법해석 

문제의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헌법의 해석이란 우

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문맥에서 헌법을 발견하는 일인 만큼 헌

법재 소의 결정과정에는 우리나라 사회의 여러 부분의 생각과 가치들이 

반 되고 어우러져 결정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재 소

의 역사 20년 동안 법 출신 변호사를 포함하면 체 재 들의 거의 

부가 법 , 특히 사출신 재 들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므로 헌법재

소의 결정에는 압도 으로 법  내지 사들의 실무  인생 체험, 헌법에 

한 생각, 그리고 사회나 역사나 통에 한 가치 들만이 투 되어 왔

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은 연구 들로부터의 입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심은 역시 법 출신들의 생각이나 가치 이 지배 일 수밖에 없을 것

이다.  이러한 상황은 역사나 통의 인식, 변화하는 사회  시 와의 조

화라는 차원 등에서 균형잡힌 결정에 이르게 하는데 반드시 정 인 요인

일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연방 법원의 법 , 독일의 

헌법재 소 재 , 일본의 최고재 소 사들의 구성에서처럼 우리의 헌

법재 소의 경우에도 사출신의 재 의 비 을 이고 법학교수를 비롯

한 다양한 경력의 법 문가, 그리고 외교  출신까지도 입되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설득력을 갖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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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리성의 문제

헌법재 은 이성 인 합리  국민을 그 지지기반으로 하는 만큼 그 결정

이 합리성을 띤 것이어야 국민에게 설득력을 가지는 것임은 물론이다.  합

리성에는 가치합리성과 목 합리성이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류애, 

세계평화와 같은 의문의 여지가 없이 우리 모두가 지지하는 가치나 그 실

에 가장 합한 것이 합리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가 자의 합리성

에 한 이야기이다.  이를테면 삼단논법  사유는 제로 하는 가치에 

가장 합한 결론 즉 합리  결론의 도출을 담보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

다.  목 합리성은 ( 법하고 도덕 으로 정당한) 목표의 실 에 가장 합

한 (역시 법하고 도덕 으로 정당한) 수단 선택의 문제이다.  어느 목표

의 실 을 하여 선택한 수단의 비용이 지나치게 든다고 하는 경우에도 

합리 이라 할 수 없다.  이처럼 비용-효과 분석도 목 합리성을 담보하기 

한 장치라 할 수 있다.  사실 헌법재 소의 결정뿐만 아니라 법  결정

(입법  결 포함)은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 이어야 한다.  합리 이지 

아니한 결정은 자의(恣意)의 행사일 뿐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가치실 의 

최 의 수단이 비용이 무 많이 든다는 경우에는 가치합리성와 목 합리

성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도 상정할 수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고민스런 

선택의 문제가 제기되리라 생각된다.  어떠한 희생하에서도 지켜야할 가치

이냐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비용 때문에 물 머 고 포기할 수밖에 없

는 가치이냐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이곳에서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정이나 결에서의 과학  합리성의 

문제이다.56)  과학  합리성은 목 합리성의 한 가지라 생각된다.  자연과

학의 경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비록 과학  분석을 통하여 사회 상

56) 법  결정(입법  결‧결정)의 논거로서의 합리성의 문제에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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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권 3호, 41-73면(2000); 崔大權, “憲法學方法論의 문제 - 그 合理性 摸索을 

한 談論,” 서울 학교 法學, 43권 1호, 42-80면(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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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석함을 목표로 하지만 사회과학의 경우에는 과학 으로 검증이 아직 

안 된 결론이나 주장도 있을 수 있는 까닭에 이러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과

학 이라 말하기 힘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검증이 이루어진 사

회과학  진리나 주장도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과학  논리  사유를 

내용으로 하는 만큼 어느 결이나 결정을 사회과학  진리나 주장에 바탕

을 두는 것은 그 결이나 결정의 합리성을 증 시키며 나아가 설득력을 

높이게 한다고 단언할 수 있다.  특히 경제법에 련된 결이나 결정의 

경우에는 과학  근은 그 결이나 결정의 합리성을, 나아가 그 법  정

당성을 담보해 다고 믿는다.  컨  “불공정 행 ” 정의 경우에 정평

있는 연구결과에 기 를 두어 내린 결론은 단순한 추측이나 주먹구구의 주

장에 바탕을 두어 행하는 결론과 비교하여 단연 합리 이고 나아가 그 법

 정당성까지 지지해  것이라 믿는다.  헌법  단의 경우에 자주 등

장하는 “과잉침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의 경우에도 무엇이 과잉침해

이냐 는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냐의 질문(자의가 아니냐의 의문)을 

항상 동반하게 되는데, 그것을 흔히 목격하는 바와 같은 건강한 상식인의 

“감”이나 표 이 아니고 (사회)과학  지식이나 결론을 동원하여 그 기  

에서 정을 행한다면 그 합리성, 그리고 법  정당성을 그 만큼 증 시

킨다고 생각한다.  즉 과학  지식이나 결론은 법  단에서의 자의를 배

제  만든다고 생각한다.

의 수도이 특별법 헌결정의 경우에 습헌법의 논거 이외에 (사회)

과학  논거에도 근거57)하 다면 더 좋았을 것이며 그 게 하 다면 과학

 합리성의 문제를 헌법  정당성 단의 요 변수로 만드는 선례가 되

었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과학  합리성이 곧 법  정당성이

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과학  합리성이 결여된 법  정당성은 있을 수 없

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수도이 은 충청도지역의 표를 견양한 정치  목

57) 최 권, 게 “‘수도이  특별법’ 헌이다”  최 권, 게 “신행정수도 이  

특별조치법은 헌이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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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을 하여서는 혹시 최 의 합리  수단의 선택일 수 있다.  그러

나 이러한 선택이 나라 체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통과 역사를 비롯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어떠한 에서 과학  합리성을 지닌 선택이라 할 

수 있을지 단연 의문이다.  문제의 특별법은 “지역균형발 ”의 실 을 

한 수단으로 수도이 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지역균형발 의 실 을 

한 여러 방안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컨  지방국립 의 집  발

 등) 이러한 다양한 방안 가운데 수도이 의 방안이 최 의 방안인지 의

문이고, 수도이 에 드는 비용에 비추어 수도이 으로 얻는 지역균형발

의 효과가 얼마나 클지도 의문이었다.  수도이 에 드는 비용을 지역균형

발 을 한 다른 방안들에 투입하는 경우의 지방균형발 의 효과와 수도

이 에 의한 지역균형발 의 효과 사이에 비교연구도 필요하다.  짐작컨

(educated guess) 다른 방안에 그 비용을 투입하 을 때의 지역균형발 의 

효과가 수도이 하 을 때의 지역균형발 의 효과보다 훨씬 크리라.  더구

나 세계 경쟁체제 속의, 그리고 통일을 염두에 두어야하는, 우리나라 체

의 발 이라는 큰 목표에 비추어 우리나라 발 의 이 시 에서의 수도이

의 선택이 다른 많은 선택지 가운데 얼마나 합리 인지 단하기 단히 

어렵다.  순 히 (사회)과학  합리성의 논거에만 기 하여서도  수도이

특별법의 헌법  정당성을 부인하기에 충분하 었다고 믿는다.

헌결정을 받은  수도이 특별법의 체입법이라 단되는 후속입법

(신행정수도후속 책을 한연기·공주지역행정복합도시건설을 한특별법, 소

 행복도시법)에 한 헌법소원사건에 한 각하결정58)은 헌법재 이 이

성 인 합리  국민을 지지기반으로 한다는 의 명제에 비추어 단히 불

합리한, 실망스러운 결정이라 단된다.  이 후속입법 즉 행복도시법은 

의 수도이 특별법의 이 상으로부터 몇 개의 국가기 을 제외하는 것 

이외에는 입법목 을 비롯하여 수도이 특별법의 조항을 그 로 간직한 채 

비본질 인 조항을 여러개 더 첨가하여 만든 실질 으로 동일한 입법으로

58) 헌법재 소 2005. 11. 24. 결정(2005헌마579·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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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헌으로 정된 수도이 특별법의 체입법이 아니냐, 그리하여 탈법

행 지의 법리  (이  헌결정의) 기속력에 정면으로 배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비정상 인 입법 차에 의하여 통과시켰다는 에서 입법

상의 법 차에 어 나는 것이 아니냐, 나아가 과학  합리성을 여 히 

결하고 있는 입법이 아니냐의 쟁 이 개재되어 있었다.59)  그러나 헌법재

소는 이러한 쟁 들에 하여 단 한마디의 단도 없이 행복도시건설을 

수도이 이라 할 수 없다는 말 한마디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특히 이 특

별입법에 내재되어 있는 심각한 불합리성(즉 자의)은 새 정부가 들어선 이

후 허허 벌 에 엄청난 토지보상  등이 이미 뿌려진 그 곳을 어느 목 으

로 활용할 것인가( 컨  학을 옮길 것인가, 연구소를 옮길 것인가 등)를 

지  이사람 사람이 논의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반 의견을 

개진한 두 재 이 오히려 헌법  쟁 들을 다루고 있다.  헌법재 소의 

이 결정은 “정치  이념이나 이해에 얽히고 들뜬 국민”을 의식한 것으로 

보여지는 결정이어서, 다음에 다루려는 헌법재 소의 정치  립성  사

법권 독립의 문제를 불러일으키기에 족한 결정이라 생각된다.

3.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 및 사법권의 독립

엄 히 분석하면, 사법권독립의 본질은 사 는 재 의 오로지 

<법>에의 종속과 법 발견에서의 독립(타 부처나 정당, 시민단체, 청구인 

등 외부 세력이나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에 있으며, 정치  립성이나 권

력분립은 사법부에만 특유한 요청은 아니다.60)  정치  립성이나 공정성 

 권력분립의 이론은 당 으로 이야기하면 사법부에만 용되는 요청이 

아니며 행정부나 입법부에도 타당한 요청 내지 원리이기 때문이다.  그리

고 사법권독립의 문제에서 일반 법원  사와 헌법재 소  헌법재  

59) 崔大權, “신행정수도후속 책특별법의 헌성 여부에 한 연구,” 서울 학교 法

學, 46권 3호, 201-226면(2005).

60) 崔大權, “司法權의 獨立,” 崔大權, 法과 社 , (서울 학교 출 부, 1992), 

123-1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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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질  는 본질  차이는 없다.  다만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정치

 립성의 문제가 헌법재 소의 결정과정과 련하여 더 심각하게 제기

되고  논의될 뿐이다.  그것은 헌법재 소가 정치 으로 민감한 헌법사

건들을 다루는데다가 (6명의) 재 들이 통령  국회(실질 으로 당내 

정당들)에 의하여 선출되다 보니까 정치  립성의 문제가 더 자주 그리

고 더 심각하게 제기되고 논의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나라 사회의 통 인 인맥의 향력(연고주의)  신세진 사

람(자기를 뽑아주고 어  사람)에게 신세를 갚으려는 의리 내지 정서가 

실제로 헌법재 에 얼마나 그 향력을 미치는지 짐작이나 추측은 할 수 

있어도 실증  자료를 가지고 증명해내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러한 짐작

이나 추측이 정치  립성 논란의 근거로 작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

데 정치  립성을 한 처방은 상식 이다.  하나는, 다수의 재 의 임

기가 동시에 끝나 동시에 다수의 재 이 임명되는 상이 속히 지양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61)  다른 하나는, 임명권자가 구이든 인맥이나 의리로

부터 연해서 오직 소신에 따라 헌법에 근거하여 헌법재 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처음부터 임명하여야 하고, 재 은 임명된 다음에는 오직 소신에 

따라 오로지 헌법에 충실하게 헌법재 에 임해야 한다.  그리고 일단 이

게 소신에 따라 오로지 헌법에 근거하여 헌법재 소의 결정에 임하 으면, 

정치  립성의 요구에 반해 임명권자의 뜻에 맞추어 헌법재 소의 어느 

결정에 찬성표를 는 반 표를 던졌다, 혹은 더 나아가 사법 극주의다 

사법소극주의자다 하는 사후 인 평가로부터도 연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재 으로서의 소신의 문제일 뿐이다.  

다만 이 소신은 우리나라 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문맥에서 헌법

을 발견할 때 내가 표방·지지하는 헌법의 원리·원칙이나 규칙이 축으로는 

61) “헌재 재  9명  8명, 李 통령 임기내 교체,” 동아일보 2008년 9월 1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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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 속 우리나라의 역사  발 과정선상에서 그리고 횡으로는 세계 속 

우리나라 사회의 후좌우의 어디에 서있는 것인지의 성찰 에서 그럼에

도 불구하고 가질 수밖에 없다고 믿기 때문에 가지는 소신이어야 하리라 

믿는다.  그리고 그 소신은 우리나라 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발 방향의 

헌법  원리·원칙 내지 규칙을 세우는 것이라는 신념에 기 한 것이어야 

하리라 믿는다.  그러므로 그것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행하는 신 한 

성찰 에 도달한 것이어야 하리라 믿는다.  그것은 내가 한 결정에 따라 

그야말로 한민국의 운명이 그리고 발 방향이 결정되고 혹은 이에 결정

 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신에 따라 오로지 헌법에 근거하여 헌법재 을 행하는 것이지만, 여야

당간의, 이념간의, 지역간의, 경제  이해 계에 따른 립·갈등·분쟁이 존

재하기 마련이고 실 세계에서 헌법재 소의 결정이 이러한 립·갈등·분

쟁구도하의 시각에 따라 다양한 빛깔로 비취는 것도 어느 의미에서 당연하

다.  그리고 통령이나 국회의 정 는 자기들의 이념이나 가치 을 지니

는 법 을 재 으로 임명하여 그러한 이념이나 가치 이 반 되는 결정

들을 얻어내려 하고 있고  그리 하기도 한다.  그러한 과정 등에서 정치

 립성의 논란에 휘말릴 수 있음은 물론이다.  정치  립성 논란은 

사법의 정치화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사법의 정치화는 오로지 이러

한 의미이지 헌법재 소가 혹은 재 이 그야말로 정치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님은 물론이다.  특히 “정치”라는 개념은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아무런 원리·원칙없이 오직 이해 계에 따라 움직이는, 권모술수와 거의 

동일시되는 나쁜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헌법재 소 는 헌법

재 을 가지고 노는 것도, 그리고 헌법재 소 는 재 이 정치 으로 

노는 것도 터부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문제들과 련하여 여론과 헌법재 의 계문제도 한번 살펴보

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 으로 이야기하면 호의 인 여론이든 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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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여론이든 헌법재 은 여론으로부터 연하여야 한다.  이론 으로야 일

시 인 는 정치  격정 인 여론과 헌법의 기 를 형성하는 헌법의식의 

표출은 구별되며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구별 한 성찰을 요

하는 사항이다.  그러나 그 분별이 그 게 쉽지는 아니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하여 여론을 무 의식한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있는 결정들이 

자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에서 언 한 행복도시법 헌확인 사건에 

한 각하결정62)이라든지, 최근의 아 카니스탄 여행 지와 련된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한 고시 헌확인 사건의 기각결정 등이 그 게 비친다.63)  

까딱하면 나타나는 반헌법재 소 인 작은 물결의 여론이 비교  안정 인 

헌법의식으로 환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에 으로 무 심할 수만은 없

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에 한 최선의 처방은 최선을 다한, 소신에 

찬 합리  결정들을 꾸 히 행함으로써 이제까지 쌓아온 이성 이고 합리

인 국민의 지지기반을 더욱 넓히고 다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즉 장기

으로 원론에 충실하는 방안이 최선의 방안이 된다고 생각한다.

62) 아마도 수도이 특별법의 헌결정에 이어 좌 정권·좌 심의 격렬한 반헌법

재 소 인 여론을 무릅쓰고  다시 행복도시법에 해서도 헌결정을 내리

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63) 헌법재 소 2008. 6. 26. 결정(2007헌마1366). 이 사건에서 심이 되는 것은 주

거이 의 자유  부수 인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이기 보다는 개인의 행동의 자

유 내지 자기 결정권이라고 생각된다. 험한 것이라도 개인이 충분히 그 험

을 알고도 그 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택하는 경우에 그것을 국가가 할 권한

이 있느냐의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물론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책

무에 비추어 국가는 그 험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등의 여러 조치 등은 취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굳이 모험을 하겠다는 국

민을 못하게 막을 권한이 있느냐 하는 에서는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국가가 사리분별을 잘 못하거나 경솔히 움직이는 청소년에 한 부모의 보호자

로서의 권리와 같은 친권  보호주의(paternalism)에 서지 않는 한 성인인 개인

의 자유에 한 지나친 간섭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 만약 국가가 

친권  보호주의에 서기로 한다면 국민의 에베 스트산 등반이나 극지탐험, 번

지 , 담배 흡연과 같이 험이 크다는 것이 분명히 알려져 있는 경우에도 

해야 할 것이다. 이 결정은 다분히 험하다는 아 카니스탄에 굳이 들어가 

국가를 외교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등 문제를 일으킨 기독교선교활동을 한 피

랍자들을 비 으로 다루었던 여론을 의식하고 행한 결정이라고 보여지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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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는말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시  차원의 문제 들은 있으나, 거시 으로 

볼 때 헌법재 소의 활발한 헌법수호활동에 힘입어 기본권의 신장을 비롯

한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의 신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에서 법치의 문제와 법치주의의 문제를 엄 히 차별화해서 쓰지 아니하여

서 그 지, 될 듯 될 듯싶은 우리나라 선진화의 발목을 진정으로 잡는 것

은 법치주의(실질  법치주의) 그 자체가 아니라 법치(형식  법치주의) 곧 

법의 문제라는 을 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 까지의 우리의 법

치 곧 법의 문제를 한 단계 고양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다.  목할만한 진보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례나 행과 같이 일어나

고 있는 갖가지 불법, 탈법, 법, 회피  부정과 부패 등이 지양되어야 

한다.  선진화는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각각에서의 선진화로 

이루어진다고 단순화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게임 룰이 분명

하고 공평하지 아니하면 민주주의의 게임이나 시장에서의 게임이 되지 아

니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치= 법의 문제는 이 각각의 선진화를 가로막

는 장애물이라고 단된다.  법의무는 명문규정을 두지 아니하여서 그

지 조세의무, 국방의무와 함께 국민의 3 의무라는 사실은 구나 다 잘 

알고 있다.  법의무는 실은 민주시민에게 요구되는 자질(civic virtue)의 

문제이기도 하다.  법의무는 공직을 담당하고 있는 시민에게나 세 을 

내며 병역을 담당하는 일반 시민에게나 구에게나 모두 타당한 의무인 것

이다.  다만 그 미치는 향력의 측면에서 볼 때 공직을 담당하는 공직자

들의 법의무 이행이 일반 시민의 그것보다 더욱 더 강조되어야 함은 물

론이다.64) 

64) 특히 국회의원이나 통령과 같은 국민의 표인 공직자들이 보여주는 반 법의 

(행 )들 보다 법문화에 더 나쁜 향을 미치는 행 이나 실 은 없을 것이

다. 선거 때마다 선거법, 정치자 에 한 법률 등 국민들이 빤히 쳐다보고 있는 

법률 반으로 언론에 보도되거나 수사를 받고 혹은 재 을 받아 공무원의 신분

을 박탈당하기도 하는 국회의원들의 가 그러하다. 더구나 국회의원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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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은 자신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닌가? 자신이 만든 법을 스스로 지키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등원치 아니하고 거리

의 과격불법시 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나 과격불법시  등을 단속하지 아니하는 

것들은 도 히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법의식을 북돋우는 국

민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아마도 역으로 불법을 조장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

이다. 컨  동아일보의 2008년 9월 10일 이진녕의 칼럼 “국회법 희롱하는 국

회”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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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통일문제와 법적 대처

남북한 통일은 우리나라 헌법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헌법문제이다. 그러

나 남북한의 통일은 남북한의 정치․경제․사회  혹은 국제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 그 향방이 좌우되는 정책결단의 문제로서 본질상 정치 인 것

이다. 통일은 남북한 양측의 체제를 움직이는 주도세력들이 정치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통일 실 에 필요한 정치  사회  상황 변화가 래될 때에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고, 법  연구작업에 의하여 통일의 기회가 조성되

는 것이 아니며 소송에 의하여 통일이 실 되는 것도 아니다. 

통일문제에 있어서 법  처가 요하여지는 것은 한반도에 실제로 통

일이 이루어질 정치  상황이 성숙하여 법  구체화 작업이 시작되고 여기

에 올바른 방향제시를 하여  필요성이 실문제로서 발생하는 단계에 이

르 을 때이다. 이 단계에서 통일에 련된 헌법  의견 립이 발생하고 

그 견해 차이가 정치  타결에 의하여 원만히 해소되지 못한다면 헌법재

에서 해결을 구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헌법재 도 한반도 통일의 실 에 

결정 으로 개입하게 된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통일은 정치 - 그것도 특히 

북한의 정치  변화 - 에 의하여 시작되고, 법 - 그것도 특히 헌법 - 에 

의하여 완결되는 것이다.

2. 통일문제에서의 헌법재판의 중요성

통일문제에 있어서 헌법재 은 한반도 통일을 실제로 이루는 단계에서 

터져 나오는 여러 요한 쟁 들에 하여 국민  합의가 제 로 이루어지

지 아니할 때에 과연 무엇이 우리 헌법이 요구하는 것인지 여부에 한 해

답을 내림으로써 련된 통일문제를 완결 이고 최종 으로 해결하여 주는 

역할을 한다. 통일 실 을 둘러싸고 분열된 견해들은 헌법재 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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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 으로 해소되고 통일은 헌법재 에 의하여 마무리되어야 하는 것이

다. 따라서 이러한 쟁 들을 해결하는 헌법재 의 통일에 한 기능의 

요성은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다. 만약 통일의 기본노선을 결정하는 주요 

쟁 들에 한 헌법재 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헌법 단에 한 

실수를 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통일과정 체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나아

가 통일을 혼란 속에 빠뜨려 실패하도록 만드는 뇌 이 될 수도 있다. 따

라서 장래 발생할 통일의 과정에서 어떠한 헌법  쟁 이 크게 부상하여 

헌법재 의 상이 될 것인지에 하여 미리 확실히 알 수는 없다고 하더

라도 주어진 상황을 제로 하여 합리  측을 함으로써 통일단계에서 발

생할 요한 헌법  쟁 들을 추출하고 이에 한 헌법  분석과 연구를 

충실히 하여두는 것은 통일의 성공  완수를 하여 반드시 요청되는 일이

다.1)  

그러나 종래 우리나라의 학계의 통일에 한 논의는 주로 통일에 즈음하

여 새로이 만들어야 할 헌법의 내용이 어떠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집 되어 

왔으며 통일 실 의 시기에 발생하는 구체 인 헌법  쟁 에 한 분석에

는 큰 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본다. 통일 한국에 용될 새로운 헌법을 

고안하는 문제도 필요하겠지만, 통일의 과도기에 발생하는 헌법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 보다 박한 실문제로서 요성이 

더욱 크다. 분단 상황에서 한민국이 여러 차례 민주 명을 치루어 가면

서 발 시켜온 기존의 헌법 체계를 폐기하고 통일 이후에 용되어야 할 

헌법을 완 히 새로이 만들어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는지 여부 자체가 논

란의 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헌법을 만들든지 간에 이에 상

1) 통일단계에서 발생할 헌법  쟁 에 한 연구로는 김형성, 한반도 통일의 헌법

 과제, 헌법학 연구 제4집 제2호, 1998, 359면 ; 표명환, 통일한국의 헌법  과

제-북한주민의 재산권 형성을 한 방법론  기 를 심으로 하여-, 공법연구 

제32집 제2호, 2008. 12. 311면 ; 정 화, 남북한 통일과 재산권문제에 한 헌법

 논의, 공법연구 제25집 제4호, 1997. 8., 463면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들

도 통일의 헌법  방안의 원칙론에 한 것이거나 구체  쟁 으로서 주로 몰수

재산권 처리문제를 다루는 데에 집 되어 있으며 다른 쟁 들에 한 연구물은 

극히 희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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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보편 으로 수되어야 할 헌법원칙들은 례에 의하여 어느 정도 

정립되어 있어서 당장 연구를 함에 있어서 단기 상의 불확실성은 크지 

않다. 따라서 통일헌법의 문제보다는 통일 진행기에 발생할 헌법문제들에 

한 헌법  분석과 연구가 더 시 하다. 요컨  통일에 한 헌법연구가 

통일헌법의 탐구 내지 비와 동일시되고 있는 재의 분 기는 문제의 

을 벗어난 것이며, 이는 통일실 을 한 과정에 있어서의 헌법  쟁  

내지 헌법재 의 연구가 되어야 통일 문제의 실질에 부합하는 것이다.2) 

Ⅱ. 통일 관련 헌법재판의 심사기준으로서의 헌법적 기본

원칙

1. 일반적 심사기준의 설정 필요성

통일 련 문제에서 발생하는 헌법  쟁 에 하여 합헌 혹은 헌 여

부를 결정짓는 기 은 통일문제를 실제로 다룰 당시의 우리나라의 실정법

으로서 효력을 가진 헌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통일 련 헌법재 에 있

어서 한민국 헌법에 의거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통일은 남

한과 북한의 합의에 의한 호혜  체제 통합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통합되

2) 통일헌법에 한 연구는 오랜 기간 폭넓게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된다. 허다한 연

구물이 존재하나 비교  최근의 주요한 연구로는 최용기, 통일헌법상의 입법부, 

헌법학연구 제2권, 1996. 12., 277면; 박정원, 통일헌법의 이념과 기본질서에 한 

일고, 헌법학연구 제3권, 1997. 10., 615면; 박정원, 구동독의 헌법개 과 남북한 

통일헌법 구상, 공법연구 제25집 제4호, 1997. 8., 574면; 김병록, 통일헌법의 국가

형태에 한 연구, 공법연구 제25집 제4호, 1997. 8., 622면; 최용기, 통일헌법의 

기본원리, 헌법학연구 제4권 제2호, 1998. 10., 313면; 박정원, 통일헌법에 한 골

격구상, 공법연구 제27집 제1호, 1998. 12., 317면; 강 철, 남북한 통일헌법상의 

정부형태에 한 연구, 외법논집 제9집, 2000. 12., 481면; 도회근, 헌법의 토와 

통일조항 개정론에 한 비  검토, 헌법학연구 제12권 제4호, 2006. 11., 35면; 

성낙인, 통일헌법상 권력구조에 한 연구, 공법연구 제36권 제1호, 2007. 10., 453

면; 이희훈, 남북한 통일 헌법상 바람직한 통치구조에 한 연구 앙법학, 제10

권 제2호, 2008, 9면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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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남북한  어느 한쪽의 헌법만을 일방 으로 용한다는 인식을 주게 

되면 논리  법  정당성은 유지될 수 있을지언정 여기에서 소외된 많은 

정치집단의 불만을 사게 되어 통일의 정치  정당성을 그만큼 약화시키게 

된다. 그 게 되면 헌법재 은 통일 과정에 수시로 터져 나오는 요한 다

툼들을 종식시키는 분쟁해결기능을 상실하고 오히려 새로운 정치  투쟁을 

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험이 있다. 즉 헌법재 이 통일을 진하고 

완결시키는 정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일과정에 새로

운 장애요인을 조성할 빌미를 제공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통

일문제에 한 헌법재 은 다른 정치  사안에서의 헌법재 과는 달리, 기

존의 실정헌법을 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편성있는 원칙으로 새로 포

장하여 어떠한 의미에서는 실정헌법의 문제와 일정한 간격을 두면서 논의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3) 물론 실정헌법의 규범을 무시한 자연법  헌법원

칙에 의한 재 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존의 우리 헌법체제의 용을 

사실상 받지 아니하던 북한의 인구집단에게 이 헌법재 의 결과가 용되

어 그들을 납득시켜야 한다는 통일 련 헌법재 의 특성을 감안하여 남측 

헌법규범을 일방 으로 강요한다는 인식이 되지 않도록 하기 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2. 법치국가 원칙의 적용과 문제점

통일과정 체를 지배할 보편  헌법원칙으로서 가장 먼  고려될 수 있

는 것이 법치국가의 원칙(Rechtstaatsprinzip) 내지 법의 지배의 원칙(rule 

of law)일 것이다.4) 독일 통일의 과정에서 법치국가 원칙은 모든 통일 

3) 오늘날 헌법심사원칙은 각국의 실정 헌법의 내용과 계없이 보편화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 원회(베니스 원회)에 의한 각국 헌법  상

황에 한 검토작업이 성공 으로 진행되는 것은 이러한 보편화 경향의 두드러진 

실제 결과라고 평할 수 있다. 베니스 원회가 행하는 보편  헌법원칙에 의한 제 

국가의 헌법  쟁  단과 연구에 하여서는 http://www.venice.coe.int/site/main/

   Documents_F.asp 참조

4) 양자의 개념은 엄 히는 구분되는 것이지만 통일과정에 용될 헌법  최고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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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헌법  쟁 들을 단하는 기본원칙으로 기능하 던 을 본받아 우리 

통일의 경우에도 법치국가 원칙이 동일한 기능을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는 통일과정에서의 합리성을 시하고 소수자인 북한주민의 이익이 부당하

게 침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장 이 있다고 생각된다. 

독일의 경우 서독은 이  나 의 불법체제에 한 반성으로, 동독은 동독

공산당의 경찰국가 체제에 한 염증과 반발로 이와 같은 독일 토 반

에 걸친 법치국가의 건설이라는 공통된 과제가 통일의 주요한 기 이 되어

야 함에 이견이 없었고 양측 주민들도 이러한 법치국가의 건설의 의미와 

필요성에 하여 거부감이 존재하지 아니하 다. 그리하여 1989-90년 연간

에 동구권 반에 걸쳐서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는 정치  변동 상황이 

조성되자 동서독 양측의 국민은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특히 동독주민

들이 법치국가 원칙에 의하여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를 원하 다.5)

그러나 법치국가의 이해 면에서 우리나라의 헌법 실은 독일과 같지 않

다고 본다. 물론 서구법학에 의하여 개발되고 세계 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법치국가 원칙의 개념은 우리 헌법학에도 충실히 반 되어 있다. 한 법

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면에서 비슷한 기능을 가지므로 이 에서는 같이 

취 하여 다룬다. 다만 양 개념의 차이는 독일의 법치국가 원칙이 국가의 구조에 

한 정치  형식원리인 반면 법의 지배는 국가의 구조원리를 떠나서 개인의 자

유 보장을 한 국가작용의 지침으로 보는 데에서 나타난다. 허 , 한국헌법론, 

정 4 , 144. 각주 2 참조. 

5) 법치국가 원칙에 의한 독일통일을 다룬 독일의 연구물로서는 Caesar/Heitmann/

    Lehmann-Grube/Limbach, Die Entwicklung der Rechtsstaatlichkeit in den neuen 

Bundesländern, 1992, C. F. Müller Juristischer Verlag, Heidelberg,; Busse, Volker, 

Herausforderung für den Rechtsstaat nach Schaffung der deutschen Einheit, ZRP 

1991 Heft 9, S.332; Isensee, Josef, Der deutsche Rechtsstaat vor seinem 

unrechtsstaatlichen Erbe,  Vergangenheitsbewältigung durch Recht, S.91.; Müller, 

Ingo, Die DDR-ein Unrechtsstaat? NJ 7. 1992., S.281; Robra, Rainer, Der 

Innenausbau des Rechtsstaates-Drei Jahre nach Gründung der neuen Länder, NJ 11. 

1993., S.485; Roggemann, Herwig, Die deutsche Einigung als rechts- und 

verfassungspolitische Herausforderung, Neue Justiz 9. 1992., S.377; Schlink, 

Bernhard, Deutsch-deutsche Verfassungsentwicklung im Jahre 1990, der 

Staat, 1991, Heft 2, Bd 30, S.164; Starck, Christian, Der Rechtsstaat und die 

Aufarbeitung der vorrechtsstaatlichen Vergangenheit, VVDStL Heft 51, S.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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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국가의 의미가 우리나라의 헌법재 의 례상 특별히 불명확하게 이해되

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6) 하지만 실제 사회에서는 - 일반 시민들은 물론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나 정부 리 등을 포함하여 - 법치국가 특히 법치주

의의 의미는 헌법 강학상의 그것과  다른 의미로 흔히 사용되고 있다. 

해방 이후 60여년간 근 헌법이 운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공권력

이 국민의 표기 인 의회가 만든 법률에 반하여서는 안되며 국민이 기본

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헌법  의미는 아직도 국민들에게 쉽게 각인(刻印)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그 의미는 오히려 ‘국민이 국가에서 만든 법률을 수하여야 하고 이를 

반한 국민은 외없이 법률에 의하여 처벌하여 한다’는 취지의 고래의 동

양철학  의미의 법치주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7) 따라서 독일과 같이 통

일에 즈음하여 법치주의 원칙에 의한 통일을 강조하면서 통일과정의 헌법

합성 여부를 따져나갈 경우 민주주의에 한 교육과 경험이 일천한 북한 

6) 법치국가의 헌법  개념을 정리한 헌법재 소의 례로 다음을 들 수 있다. “우

리 헌법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치국가의 실

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고 그 법치국가의 개념에는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명시된 죄형법정주의와 소 효의 지  이에 유래하는 유추해석 지의 원칙 등

이 용되는 일반 인 형식  법치국가의 이념뿐만 아니라 법정형벌은 행 의 무

거움과 행 자의 부책에 상응하는 정당한 비례성이 지켜져야 하며, 법 차를 

무시한 가혹한 형벌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자의 지  과잉 지의 원칙이 도출되

는 실질  법치국가의 실 이라는 이념도 포함되는 것이다. 이는 국회의 입법재

량 내지 입법정책  고려에 있어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

한에 그쳐야 하며, 기본권의 본질 인 내용을 침해하는 입법은 할 수 없는 것을 

뜻한다.” 헌재 1992. 4. 28. 90헌바24, 례집 4, 225, 230; 2002. 11. 28. 2002헌가5, 

례집 14-2, 600, 606 ; “법치국가원칙은 그 양 요소로서, 법  안정성의 요청뿐 

아니라 실질  정의의 요청도 함께 포함한다. …… 법치국가는 법  안정성과 실

질  정의와의 조화를 생명으로 하는 것이므로 서로 립하는 법익에 한 조화

를 이루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헌재 1996. 2. 16. 96헌가2등, 례집 

8-1, 51, 95. 

7) 컨  2008년 법무부장 의 신년사에 의하면 법치주의는 부정  냉소  법의식

을 극복하고 구나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이것을 외 없이 엄정하게 집행

하는 노력으로 확립된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에게 달되

는 법치국가 내지 법치주의의 의미는 모든 국민이 법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정

착된 것이라고 보아도 좋을 정도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법치주의의 의미를 헌법

학 인 그것으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통용되는 실상황을 제로 할 때 

오히려 이례 인 용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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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뿐만 아니라 남한주민까지 그 의미와 정신을 오해할 것이 우려된다. 

특히 북한주민들은 남한의 헌법재 소가 강조하는 법치국가 내지 법치주의

의 원칙이 ‘남측 법률을 북측에 강요하겠다고 하는 노선’을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왜곡된 법치국가의 개념은 우리 통일 

과정에 화합과 안정의 요인으로서가 아니라 분열과 혼란의 요인으로 작용

하게 될 것이다.

한 통일은 국가질서의 재편이라는 면에서는 법 인 것이지만 이질  

사회의 융합이라는 면에서는 정치 , 사회  상이며 국민의 통일감정에 

의하여 그 정당성이 좌우되는 감성 , 심리  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

황에서 발생한 분쟁에서 헌법학에 입각한 헌법 문가  견해를 단지 평면

으로 순수한 의도에서 내세우는 것은 의외의 사회  역반응을 래할 수 

있다. 특히 통일과정을 주도할 정치가․외교  등 정부 리․군사 략가 

등 다수의 통일 문가 집단은 통일에 있어서 법치주의의 강조가 법률가 집

단이 자신들의 고유 역을 무단히 침범하려는 오만한 기도로 받아들여서 

이에 항할 것이 우려된다. 이들은 법치국가를 ‘법률가가 다스리는 국가’

에 다름 아니라고 인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이 발생한다면 통

일 련 헌법재 의 실효성은 크게 하될 수 있다.8)

따라서 우리 통일과정의 헌법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헌법학

8) 통일문제에 한 문가집단은 법률가의 통일문제에 한 개입과 법치주의의 강

조의 의미를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즉 통일을 실제로 실 하는 것은 

정치 인 것이며 법치주의는 다 이루어진 통일의 정리작업을 맡는 정도의 것이라

는 식의 사고방식이다. 물론 통일작업의 시간  순서가 선(先)정치-후(後)법치가 

되는 것은 이치상 당연하다. 그러나 먼  통일의 정치  상황이 도래한다는 것에 

하여, 남한측이 극 으로 나서서 북한의 상황변화를 극 으로 조장할 수는 

없고 단지 북한의 정치  상황이 변화하여 민주  변화가 일어날 것을 참고 기다

릴 수 밖에 없다.  그러한 상황변화가 발생한 이후에야 북한에 새로 등장한 민

주  정치세력을 본격 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에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통

일 비에 있어서 ‘정치작업’의 의미는 사실은 일반  인식만큼 크지 아니하며 통

일문제 비의 핵심은 오히려 ‘후법치’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련된 논의

로서 한림 학교 민족통합연구소, 총서 1 (민족통합과 민족통일), 제4부 민족통합

의 략 종합토론, 토론자 권 빈( 앙일보)․김승 (법무부)․김인 (한림 )․

김형기(통일부)․김재한(한림 )․함 복(강원도민일보) 사회자 양호민(민족통합

연구소), 1999, 201, 207-214, 24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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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국가 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부정  결과를 래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은 독일의 통일 경험을 배우고 우리 통일에 이를 응용하여 용하고

자 하는 우리 법률가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의 하나라고 보며 이 게 보아

야 하는 이유는 우리 국민과 독일 국민들은 법치주의를 둘러싼 일반  인

식의 정도가  다른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통일에 한 헌법 단은 독

일과는 다른 한반도의 이러한 헌법  실을 무시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통일과정에서 내리는 헌법재 의 논지는 그 당시의 국민의 법의식 수

에 의하여 즉각 인 반향을 불러올 것인 을 고려할 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학 이기만 한 헌법이론을 개하는 것은 그 순수한 취지가 국민

과 사회에 수용되지 않고 왜곡되어 뜻하지 아니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고 생각한다.

3. 통일과정의 헌법적 판단기준으로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법치주의 내지 법치국가를 제외한 상황에서 통일문제를 통할하는 보편

 헌법원칙을 발견하여야 한다면 그 안은 ‘자유민주  기본질서’가 되어

야 할 것으로 본다. 헌법  국가질서의 한 형태를 의미하는 이 개념이 특

히 북한주민들에게 다소 생소하다면 이는 보다 쉽게 ‘자유민주주의’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 제4조는 ‘ 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입각

한 평화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모든 

통일과정의 단기 이 ‘자유민주  기본질서’가 되어야 함은 이미 우리 헌

법의 규정상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헌법원칙으로서의 

의미를 강조하기 하여 이를 여서 자유민주주의 혹은 더 여서 민주주

의라고도 칭할 수도 있지만 어떤 명칭을 사용하든지 상 없이 그 함의 내

용은 같은 것이다. 한 앞서 본 법치주의의 문제 을 고려할 때 통일과정

의 분쟁 해결의 기본원칙으로서의 이러한 자유민주  기본질서 개념의 

요성은 더욱 결정 이다. 



헌법재 과 남북한 통일

235

우리 헌법상의 자유민주  기본질서의 의미는 이론상 혹은 례상으로 

이미 정립되어 있다. 헌법재 소는 국가보안법 조항들의 헌 여부와 련

한 례에서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모든 폭력  지배와 자의  지배, 즉 

…… 일인독재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국가  통치질서’라고 표 한 바가 있

다. 한 구체 으로는 기본  인권의 존 ,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

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사법권의 

독립 등을 의미한다고 하 다.9) 이러한 개념 정의는 사실 한국 헌법 이론

의 토양에서 자생 으로 발 한 것은 아니며 독일 헌법재 소의 례이론

을 그 로 수용한 것이기는 하지만, 어 든 그 개념에는 정치형태로서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최소성립요소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에서 보편

 타당성을 가지며 남북한 통일과 같은 이질  정치체제를 통합하는 기본

원칙으로 삼기에도 합한 내용을 모두 포 하고 있다.10) 

따라서 통일 련 헌법  분쟁에 한 단에 있어서는 남북한을 통할한 

체 한반도 지역에서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새로이 정립한다는 기본정신

에 입각하여 헌법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보다 세부 으로는 국민 주권의 

원칙, 기본  인권과 자유의 존 에 련된 과잉 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법치주의에서 유래하는 신뢰보호의 원칙 등이 요

한 심사기 으로 실제  유용성을 가지고 많이 활용되어질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용될 구체  심사방법론은 이미 우리 헌법재

소가 발 시켜 온 바가 있으므로 종래의 례이론을 용하면 될 것이며 

남북한 통일을 계기로 하여 통일문제에만 독특하게 용되어야 할 새로운 

헌법이론이나 헌법원칙의 발견이란 불필요하다.   

9) 헌재 1990. 4. 2. 89헌가113, 례집 제2권, 49, 64. 

10) 독일 헌법재 소의 개념 정의는 BVerfGE 2, 1, 12f 참조, 여기서는 우리 헌법재

소의  결정에서 본 개념 정의  자유주의 경제 원칙에 한 부분만을 제외

하면 거의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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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통일 관련 헌법재판에 대한 분야별 검토

남북한 통일은 국가의 총체  법체계에 일  변화를 가져오는 일이므로 

그것이 실 될 상황에서 어떠한 헌법재 사건들이 제기되고 어떠한 헌법  

쟁 이 요하게 논의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미리 완 히 악할 수는 없

다. 그러나 통일을 실 하기 하여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들을 상정하고 

그 단계들에서 제기될 헌법재 사건들에서 해결되어야 할 헌법  쟁 을 

정리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본다. 통일을 실 하는데 있어서 필

수 으로 거쳐야 할 가장 기본 인 법  과정으로서는 ➀ 남북한 총선거의 

실시 ➁ 통일합의서의 체결 ➂ 북한정권의 불법청산 ➃ 몰수재산권의 처리 

등이 있으므로 이 주제들을 심으로 각각의 헌법재 에 한 쟁 들을 살

펴보기로 한다.

1. 남북한 총선거 관련 헌법재판

남북한의 통합이 실로서 가능하게 된 상황에서는 먼  남북한 총선거

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단된 국가를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은 결국 

두 개 국가의 국가기 들을 각 기  별로 하나의 통일된 조직으로 재편하

는 것이 되는데, 이는 구체 으로는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의 통합이

며, 그  국민의 표기 인 입법부를 통합된 조직으로 새로 구성하는 것

은 남북한 총선거의 실시라는 과정에 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통일 에 존재하던 남북한 양측의 의회인 남한의 국회와 북한의 최고인민

회의를 물리 으로 합치는 것은 통일에 즈음한 남북한 주민들의 정치  의

사를 통일한국의 입법부 구성에 제 로 반 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 남한

의 인구는 4,800만명을 상회하는데 비하여 북한의 인구는 2,300만명 정도로

서11) 서로 인구가 비슷하지 않아서 남북 양측의 입법부의 국민 표성에 

11) 2007년 기 으로 남한인구는 4,845만6천명, 북한인구는 2,320만명으로 남한인구

가 북한인구의 약 2.1배로 추산되고 있다. 통계청 통계정보국, 2007년 남북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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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 을 균등하게 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기존 입법부가 북한주

민의 정치  의사를 진정하게 표하는지 여부에 하여서도 부정 으로 

단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는 국민의 자기결정에 따른 통일을 실 하는 

것이 되지 못하므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원칙에 반된다. 오직 남북한 

체를 한 단 로 하여 새로이 동시에 실시되는 총선거에 의하여서만 체 

국민들의 정치  의사가 왜곡되지 않은 채 정확히 반 된 국민 표기 을 

정당하게 형성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남북한 총선거에 련하여서는 ① 통일의회의 구성을 하여 실시되어

야 할 총선거는 통일의 발효와 후하여 시기 으로 어느 때에 실시되어야 

하는가 ② 총선거의 시기에 련하여 남북한 의회 구성원의 임기를 어떻게 

조 할 것인가 ➂ 총선거의 실시를 한 선거법은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정하여져야 하는가 등의 문제가 헌법  쟁 이 되며 이와 련된 헌법재

에 한 비가 필요하다. 

가. 통일의 발효와 총선거의 시기

남북한 총선거로서의 국회의원 선거가 통일이 법 으로 발효되기 이

에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 혹은 이후에 행하여져도 무방할 것인지에 하여

는 두 가지의 경우를 나 어 고찰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 첫째는 북한이 통일이 발효되기 에 이미 민주  체제개 을 거치면

서 자유, 보통, 평등, 비 선거의 원칙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인 선거

제도를 스스로 형성하여 북한지역 내에서만 독자 인 선거를 실시하고 민

주  표성을 가진 새로운 의회를 이미 구성하고 있는 경우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이 체제의 개 을 이루기는 하 으나 아직 독자 인 민주선

거를 실시하지 못하고 의회의 기능이 상당부분 상실된 상태에서 정치  상

황이 유동 인 경우이다. 이 때에는 기존의 최고인민회의가 명목상 유지되

고 있을 것이다. 첫 번째의 경우라면 일응 북한주민을 정당하게 표하는 

구 통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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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통일합의서의 발효 이후 상당한 시간을 가지면

서 총선거를 실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12) 그러나 두 번째의 경

우에는 북한주민을 표할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선

(先)통합만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통합은 헌법상 국민주권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크다고 생각된다. 국민주권의 원칙에 비추어 북한주민은 통일에 즈

음하여 그 정치  생활형태를 스스로 결정할 자기결정권이 존 되어야 함

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의 정치  의사를 변할 표기 을 형성하여 통

일작업에 그 정당한 역할을 할 기회를 주지도 아니한 채 통일을 실 시켜

버리는 것은 북한주민의 정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반드시 통합 이 에 총선거의 실시가 이루어져야 

통일의 헌법  정당성이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13)

나. 국회의원의 임기와 총선거의 시기

총선거의 시기와 기존의 국회의 의원임기가 불일치하는 경우 동 의원들

의 임기는 단축, 혹은 연장하여 총선거에 맞추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남북한 간의 합의 컨  ‘선거합의서’의 체결에 의하여 총선거의 시기를 

결정함으로써 기존의 국회의원의 임기가 단축 혹은 연장되는 결과를 가져

오게 할 수 있다. 이 선거합의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발효될 것이므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생각컨  기존의원 임기의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연장하는 것은 헌법 반의 문제를 심각하게 

발생시킨다. 헌법 제42조는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동 기간을 

12) 통일합의서의 체결 당시에 북한에 민주  선거에 의한 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

니하면 통일합의서의 발효를 하여 필요한 국민동의 차를 이행할 주민 표기

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통일합의서의 발효의 차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다

고 생각한다. 따라서 북한주민의 진정한 통일의사를 확인하기 하여서는 통일

 북한에 일단 민주  의회가 구성되도록 하든지 아니면 통일  남북한 총선

거를 실시한 후 그 통일국회에서 통일합의서를 의결하도록 함이 상당하다. 

13) 독일의 경우 동독은 민주 명 이후 1990. 3. 18. 독자 인 의회선거를 치 으며, 

동서독 총선거는 통일조약이 발효된 이후 1990. 12. 2. 실시되었다. 법무부, 독일 

법률․사법 통합 개 , 법무자료 제165집, 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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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히 한정하고 있고 헌법상 인정되는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의회주

의의 제 기본원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가사 헌법개정

의 방식을 취하더라도 헌 논란이 없어질 수는 없다. 국회의원은 헌법규

정에 따라 4년마다 선출되고, 동 선출된 기간 동안만 민주  정당성을 가

지며, 시간 으로 한정된 임을 받은 것이므로 기간이 연장된 국회는 민

주  표성을 상실하여 그러한 기 이 입법기 으로서 존속하는 것은 민

주주의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률  효력을 가진 

남북한 간 합의서의 발효에 의하여 진행 인 선거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각 

의원이 개별 으로 그 임을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에서 기존의 국

회가 일 하여 임을 포기하고 사직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므로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헌법 반도 되지 아니한다고 생각된

다.14)

다. 총선거를 규율할 선거법의 내용

남북한 총선거에 련하여 선거법의 구체 인 내용은 통일합의서를 통

하여 남북간 정치  타결의 상이 될 수 있을 것은 물론이다. 여기서 남

북한을 통할하는 선거구의 책정, 그 투표방법  표제 등을 새로이 정할 

수 있고 그 합의 내용에 있어서 민주선거의 제 원칙이 모두 지켜져야 할 

것이다. 특히 평등선거의 원칙이 요하게 기능하며, 소멸 당사자에 해당하

는 북한의 지역주민들에게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1) 소선거구제의 련 문제

선거구 인구불평등의 문제에 있어서 종래 우리 헌법재 소는 합헌의 기

으로서 인구편차에 한 일정한 비율을 제시하고 이를 차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례를 진 시켜 왔다. 그런데 남북한 통합의 경우에도 소선거구

제를 그 로 채택하게 되는 경우에 종래 남한지역의 정치  도에서 용

14) 독일의 경우 기존 의회의 의원의 임기를 단축시키면서 독일의 총선거 기일을 

정하 다. 상게서, 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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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온 이러한 인구편차의 최종  기 을 그 로 용하여야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단건  통일의 시 에서 민주정치를 개할 남북

한의 정치  사회  발 상황은 서로 큰 격차를 보일 것이고 인구 수의 면

에서 북한이 남한의 반에도 미치지 못함을 고려할 때 남북한 지역의 선

거구에 같은 인구편차기 을 용하는 것은 합리 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 

남북한이 서로 정치 으로 등한 계에서 호혜 으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에 한 배려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 심사의 기 이 되는 

선거구의 평균 인구수 산정에 있어서 남북한을 각각 별도로 하여 계산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으며 헌법 으로 허용되는 편차비율도 다르게 정하여 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방식에 의하여 북한주민의 투표가치가 남한주

민의 그것에 비하여 다소 높게 실 된다거나 남북한 체의 평균인구수를 

기 으로 한 계산에서 선거구 인구 편차가 보다 크게 벌어지는 일이 발생

하여도 통일과 남북한 화합이라는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는 탄력  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북한지역의 선거구 수가 체 

통일한국의 선거구 수의 3분의 1 미만의 수 이 되도록 하는 것은 통일한

국에 한 북한주민의 정치  표성을 불합리하게 과소하게 정하는 것으

로서 평등 원칙에 반될 것이다. 이는 북한주민의 이익을 표하는 북한

측 국회의원들로부터 헌법개정에 한 지권을 박탈하는 것이 되므로 북

한주민의 정치  자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측면에서도 헌이라고 보

아야 할 것이다.15)

(2) 비례 표제의 련 문제   

남북한 간의 선거합의서에 의하여 비례 표제를 도입하여 남북한 총선

거에서도 실시하게 되는 경우 의원정수 배분에 참가할 수 있는 최소한의 

15) 선거구 인구 편차 련 헌법재 소의 례는 우리 사회의 정치  발 에 따라 

차 허용편차의 폭을 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1995. 12. 27. 95헌마224 

결정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구의 국 선거구 평균인구수의 상하 60%까지의 편차

가 허용되었으나 2001. 10. 25. 2000헌마92등 결정에서는 상하 50%의 편차로 허

용의 폭이 축소되었다. 구체  정치상황을 참작하는 례의 이러한 경향에 비추

어 북한지역에 하여서도 통일 당시 그 고유한 정치  풍토를 고려하여 선거구 

인구편차의 허용 폭이 새로 단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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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표율 등 소  지조항(Sperrklausel)의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단컨  총선 당시 북한 측에 근거를 둔 정당은 민주정

치와 선거에 한 경험이 일천하고 보다 큰 인구를 가진 남측지역에는 그 

정치  기반이 무할 것이므로16) 지조항의 충족여부 단에 있어서 보

다 완화된 기 을 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정치  기반이 취약한 북한 지역의 자생정당에 하여

서는 의원정수 배분에 참가할 수 있는 득표율 달성 여부를 단함에 있어

서 체 한국을 기 으로 할 것이 아니라 북한지역만을 기 으로 산정하는 

특칙을 두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비례 표제 의원 배분

에 한 정당참여 진입의 측면에서 북한지역 주민의 투표가치가 남한지역 

주민의 투표가치에 비하여 다소 높게 평가되는 효과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이는 민주  정당정치의 발  정도에서 격한 차이를 보이는 남북한 정당

간의 실질  평등을 실 시키기 하여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입법목

의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남북한 정당간의 격한 차별을 조성하는 

다른 불합리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평등원칙의 침해는 될 수 없다고 

본다.17) 

2. 통일합의서 체결 관련 헌법재판

 

16) 남측정당은 자유민주  운 의 기반을 가졌으므로 통일 이 이라고 민주화된 북

한지역에서 소  ‘자매정당’을 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기간에 보다 더 용이하

게 기반을 확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북측 정당이 남측 정당과 남북

한 총선거에서 정치  연 를 형성할 충분한 시간  여유가 주어지고 의석배분

에 있어서도 그 정당연합을 인정하여 합산이 될 수 있다면 남북한 체를 단

로 한 지조항 용이 허용될 수 있는 소지가 그만큼 더 커질 것이다. 

17) 동서독 선거조약에 의한 1990. 8. 3. 연방선거법은 5퍼센트 지조항을 양독의 

체 선거구를 기 으로 용하되 비경합 정당간의 명부결합을 인정하 는바, 

연방헌법재 소는 최 의 체 독일 선거에서 이러한 규정을 용하는 것은 동

독 정당들에게 불리하고 동독의 소정당은 한 명부결합 상  트  정당을 

구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에서 체 독일을 기 으로 한 5퍼센트 지조

항의 용은 선거에서의 기회균등에 반하여 헌이라고 시하 다. BVerfGE 

82, 322, 338,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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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통일의 법적 방식과 통일합의서의 내용

남북한이 통일을 실 하는데 있어서 우리 헌법은 평화  방법에 의할 것

을 요구하고 있으며, 따라서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의 의사를 억압하고 강

요하는 형태, 특히 쟁 기타 무력행사에 의하는 방법이 통일을 한다는 

명분으로 동원될 수 없다. 결국 남북한 양측 당국의 평화  합의에 의한 

통일만이 합헌 이다. 한편 통일은 헌법이 요청하는 국가  구조변화로서 

통일에 의하여 헌법의 동일성이 괴되어서는 안될 것임은 당연하다. 따라

서 통일을 계기로 민주주의 헌법의 동일성은 유지되어야 하며 자유민주주

의 정치체제를 선택한 국민의 근본결단은 지켜져야 한다. 이와 같은 기

을 충족하면서 남북한 당국이 통일합의서를 체결하고 각자의 법규범에 따

라 필요한 발효 차를 이행함으로써 통일이 실 될 수 있다. 

통일합의서에 한 헌법재 을 논하기 해서는 우선 통일합의서의 구

조와 내용에 한 이해가 필요하다. 여기서 규율되어야 할 사항은 크게 

별하여 법질서의 통합과 국가조직의 통합이 되어야 한다. 이하에서 이를 

나 어 살펴본다. 

(1) 법질서의 통합

국가법질서의 최상 에는 헌법이 치하며 그 아래에 민법, 상법, 형법,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등의 기본법을 포함하여 다양한 법률들이 존재한

다. 한 이들 법률의 하 에는 법률에 의하여 임받은 사항이나 그 밖의 

고유한 역을 규율하는 명령․규칙이 있다. 남북한의 통일은 실무 으로

는 이러한 양측의 법질서를 단일화하는 작업이 된다. 물론 그  헌법의 

통합이 통일의 기본골격을 이루는 내용을 포함할 것이라는 에서 핵심  

요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통일한국에 용될 헌법은 양측 주민들을 

표한 양측 정부의 합의에 의하여 구체화되어야 하겠지만 그 제는 역시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하여 체한국의 정치  생활을 규정하는 기본 틀이 

되어야 한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당장 통일작업을 실 하여야 할 상황에

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용하고 있는 기존의 남한 헌법의 기본원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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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남북한 양 지역에 확  용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 가장 실용 인 방

법이 될 것이며, 새로운 헌법을 완 히 고안하여내는 것은 지나치게 느리

고 비효율 인 작업이 될 것이다. 어 든 남북한 당국은 양측에 공히 용

될 헌법의 기본  내용들에 한 타결을 이루어 이를 통일합의서에 담아내

어야만 한다. 

이 게 볼 때 남측의 헌법은 이미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입각한 것으로서 

통일을 계기로 하여 그 원칙  사항을 변경할 것이 거의 없다고 보며 다만 

분단을 제로 하여 통일에 하여 언 하고 있던 조항들, 컨  헌법 제

4조 등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므로 이들을 수정, 삭제할 필요는 

발생할 것이다. 반면 체제의 근본  환이 필요한 북한측은 기존의 헌법

으로는 자유민주주의에 기 한 새로운 헌법질서를 수용할 수 없으므로 일

부 수정된 남측 헌법의 효력확장을 받아들이는 합의를 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법률의 통합을 한 작업이 필요한데, 이는 민․상․형법과 민

사․형사소송법 등 기본법과 그 밖의 모든 특별법 등 체 법령에 하여 

그 내용을 ➀ 통일로 인하여 잠정  혹은 최종 으로 북한지역에 확 용

될 남한의 법령 ➁ 통일로 인하여 잠정  혹은 최종 으로 남한지역에 확

용될 북한의 법령 ➂ 통일을 계기로 체지역에 용될 신 법령으로 

나 어 정리하는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통일합의서의 

주요내용이 될 것임은 물론이나 워낙 방 한 양이 될 것이므로 통일합의서

의 본문으로 하기에는 부 당하고 그 부속서의 형태로 정리하는 것이 합리

이다.18)

18) 독일의 통일조약의 내용을 보면 헌법통합의 내용은 조약본문에 존재한다. 일반

법의 통합은 원칙에 해당하는 기본사항은 본문에 있고 외에 해당하는 구체  

사항들은 부속서(Anlage)에 수록하 다. 통일조약 제8조는 부속서에 특별한 규

정이 없는 한 연방법을 구동독지역에 확장 용하고 제9조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계속 용되는 구동독법률을 정하 다. 따라서 통일조약은 연방법으로서 동독지

역에 용되지 않는 부분이나 동독법으로서 잠정 용되는 부분 등에 한 방

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남한법의 북한지역에 한 확장 

용을 원칙으로 하여 이는 통일합의서의 본문에서 규정하고 부속서에서는 구체

 법 역과 법  쟁 에 따라 북한 법의 북한지역에 한 잠정 용, 혹은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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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조직의 통합

국가조직의 통합은 입법부, 행정부와 사법부의 통합을 의미한다. 이  

입법부의 통합은 총선거에 의할 것이므로 별도로 논하 고 여기서는 행정

부와 사법부의 통합이 문제되는데 통령 선거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다

면 이는 양자 간의 합의로 통합원칙을 정하여 구체화하게 될 것인데, 그 

통합원칙의 기본사항은 본문에서, 세부사항은 부속서에서 규율함이 하

다. 

한 국가조직의 통합에는 제도의 통합과 별도로 인  통합이 필요하다. 

즉 북한의 기존 공무원을 그 로 통일한국의 공무원으로 채용할 것인가 하

는 문제가 발생한다. 단건  통일한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헌법국가로서 출범하므로 그 공무원은 이러한 가치에 한 충성의무를 부

담하게 된다. 따라서 북한체제의 구 공무원들에 하여서는 자의에 의하여 

공무원 조직에 남을 수 있는 기득권을 존 하되 자유민주주의  가치체계

에 합한 소양을 가진 것인지 여부에 한 심사를 거치게 하는 방안이 실

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심사는 문  식견을 가진 북한출신 인사를 

포함한 독립 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통일합

의서는 북한의 구공무원에 한 재임용의 기본  제도를 정하게 될 것인

바, 그 내용이 과도하고 편 이어 합리성을 결하고 있는 경우라면 헌법

상 과잉 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배되는 것이 

되어 헌의 소지를 안게 될 수 있다.19)

한법의  지역에 한 면  확장 용, 혹은 새로운 충  입법의 제정 

용 등 외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명료하고 체계 이어서 바람직하

다고 본다. 

19) 독일의 경우 공산정권이 붕괴된 후 구동독은 이미 법 법을 제정하여 사임하지 

아니하는 ․검사에 한 임용심사를 받도록 하 고 이 법률은 통일조약에 의

하여 통일 이후에도 효력을 유지하 다. 이에 따라 통일을 후하여 구동독의 

검사의 약 3분의 1이 사퇴하고 잔존인원에 하여서는 재임용 차가 진행되었

다. 그 임용기 은 주로 법치국가 원칙 수에 한 의지와 이에 어 난 과거

력의 여부가 기 이 되었다. 법무부, 통일독일의 구동독 체제불법청산 개 , 

1995, 138-1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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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일합의서의 내용과 헌법재판

통일합의서의 내용은 나라를 새로 세우는 데에 필요한 법률체계 체를 

다루는 방 한 양이 될 것이다. 실제 독일의 통일조약은 그 부속서를 포함

하여 볼 때 하나의 법 (大法典)을 방불  한다. 이러한 내용 각각에는 

그 수범자들의 불만을 사는 들이 포함될 수 있고 이 때 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구제방법으로서 가장 효율 이고 실효 인 것이 바로 헌법재 이 

될 것이다. 그 다면 통일합의서가 체결되고 그 내용이 공개될 시기에 그 

개별  내용의 헌을 따지는 수많은 헌법재 이 제기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통일합의서의 헌여부는 통일의 향방을 결정지우는 문제이므로 헌

법재 소로서도 일반의 사건처럼 오랜 기간 동안 심리를 진행할 수도 없

다. 사건이 수되면 통일의 제반 일정을 감안하여 합헌이든 헌이든 신

속히 결정을 내려주어야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그 심리기간은 1주일이나 

심지어 그보다 짧은 기간 내에 선고를 하여주어야 할 필요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통일에 즈음하여 통일합의서에서 새로 다룰 사항에 련되어 

나오는 헌법문제를 모두 사 에 상하여 비  검토를 하여두는 것은 애

당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 을 때 헌법재 소가 히 

연구인력을 보강하고 문제된 합의내용에 한 집  심리를 함으로써 

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다만 여기서는 통일합의서에 하여 과연 헌법재 의 상이 될 수 있는

지,  헌법재 을 할 수 있다면 그 체결 후 발효 이 의 시기에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헌법재  제기 가능성에 한 일반  문제만을 살피기

로 한다. 

(1) 통일합의서의 헌법재  상성

통일합의서는 남북한 당국 사이에 양 체제의 통합에 하여 법  효과를 

가진 합의를 맺는 것으로서 국제조약은 아니지만 조약에 하는 성질을 가

진다. 따라서 그것이 국내법  효력을 가지는 범 에서는 헌법재 소법 제

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 헌법소원의 상이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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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것이다. 즉 헌법소원의 상성의 측면에서 통일합의서는 다른 남북한 

간의 합의서와 마찬가지로 조약에 한 해석을 하는 것이 하다고 생각

된다.20)

다만 통일합의서는 남북한 양 체제를 통합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만큼 이 

합의가 발효됨으로써 우리 헌법조항  통일 련 조항들은 실효되어야 하

는데, 이는 합의서의 법  효과 에 필연 으로 헌법  효력을 가지는 부

분이 혼재함을 의미한다. 나아가 통일합의서에는 북한정권의 과거청산이나 

몰수재산권의 처리에 한 헌법  규율을 포함할 수도 있다.21) 이와 같이 

통일합의서는 부분 으로 헌법  합의의 성격을 가지므로 그 헌법  규범

의 변화 부분에 하여서는 헌법재 의 상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이는 

사실상 헌법개정이며 헌법개정규범에 하여서는 헌법소원이 인정될 수 없

기 때문이다.22) 

(2) 발효  통일합의서에 한 헌법재  가능성 

남북한 간 합의서와 국제조약의 규범  유사성을 고려할 때 발효 의 통

일합의서에 한 헌법소원이 인정될 것인지의 문제도 발효 의 국제조약에 

하여 헌법소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에 하여 단함이 

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국제조약에 하여 단할 때, 먼  국제법과 국내법이 별되는 

법구조에서는 국내  발효 차를 거치지 아니한 국제조약은 헌법소원의 

상이 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조약이 ‘공포 차’를 거쳐 발효된 후

에만 헌법소원의 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미 국제법 으로 발효된 

20) 조약의 헌법소원 상성을 인정한 례로 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례집 

13-1, 676, 692.

21) 통일합의서에서는 무엇이 헌법개정사항인지 여부를 본문에서 별도의 장을 마련

하여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며 이 부분은 헌법의 개정 차와 동등한 차에 의

하여 발효되어야 할 것이다.

22) 통일합의서 내의 헌법개정사항에 하여 헌법개정 차를 이행하게 되면 그 부분

에 한하여 통일합의서의 내용은 헌법개정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따

라서 이에 하여서는 헌법재 의 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정당하다. 헌법

개정규범의 헌법소원 상성을 부정한 례로는 헌재 1996. 6. 13. 94헌바20, 

례집 8-1, 475 ; 1998. 6. 25. 96헌마47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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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을 심사하는 결과가 되어 국내법과 국제법이 충돌함으로써 서로 조화

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바람직하지 아니한 상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비록 아직 공포되지 아니한 단계의 국제조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확

정된 것이면 이를 헌법심사의 상으로 미리 삼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

지에서 독일에서도 일반법률과는 달리 조약동의법률의 경우에는 그 공포 

이 에 헌법소원의 상이 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다만 국회의 동의를 요

하는 조약의 경우에는 의회의 조약동의권한을 존 하고 동 차이 에는 

아직 국내법  발효가 명백하지는 아니한  등을 고려하여 국회의 동의

차가 완료된 이후부터 헌법소원의 상성이 인정된다고 이 상당하다고 

사료된다.23) 

다. 통일합의서의 발효절차와 헌법재판

헌법은 통일합의서를 발효시키는 차에 하여 직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2005. 12. 29. 제정된 남북 계 발 에 한 법률(법률 제7763호)

에 의하면 입법사항에 하여 남북한 당국간에 체결된 합의서는 조약과 유

사한 을 고려하여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에 의한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발효되도록 있다.24)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일합의서

는 그 내용에 헌법개정사항을 담게 된다. 통일합의서의 발효에 하여 헌

23) 조약동의법률에 한 헌법소원은 연방 통령이 조약법률에 서명하고 이를 공포

하는 단계에까지 입법 차가 완결되지 못하 다고 하더라도, 동 공포 이 에 이

미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BVerfGE 24, 33 : 네덜란드와의 재정조약 사건)  

Rüdiger Zuck, Das Recht der Verfassungsbeschwerde, 2. Auflage, 1988, 

München, S. 197. rdnr. 439.

24) 제21조(남북합의서의 체결·비 ) ① 통령은 남북합의서를 체결·비 하며, 통일

부장 은 이와 련된 통령의 업무를 보좌한다.  

   ② 통령은 남북합의서를 비 하기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는 입법

사항에 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 에 한 동의권을 가진다.

   ④ 통령이 이미 체결·비 한 남북합의서의 이행에 하여 단순한 기술 · 차

 사항만을 정하는 남북합의서는 남북회담 표 는 북특별사 의 서명만

으로 발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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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정한 차는 존재하지 아니하지만 통일합의서의 헌법개정  성격에 

비추어 헌법개정 차에 하는 차를 필요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조약동의 차로는 부족하고 국회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고 국민

투표까지 거쳐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아직 이 차에 하여 제 로 

된 논의조차 없는 상태에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서 통일합의서가 어떠한 

차를 거쳐 발효될 것인지에 하여서는 알 수 없으며 일차 으로는 정부의 

내부 단에 달려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가 선택한 차에 

하여 국민들의 반 가 있고 헌법재 이 제기된다면 헌법재 소의 최종  

단에 의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 기본조약 등 동서독간 합의의 처리 차에 하여 일반조약

과 같이 국회의 동의 차를 이행하 다. 그러나 통일조약만큼은 그 헌법조

약으로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헌법개정의 차를 용하여 이에 따른 발효

차를 이행하 고 연방헌법재 소도 이러한 차의 합헌성을 인정하 던 

은 우리 통일합의서의 경우에도 참고가 될 만한 재  사례가 될 것이

다.25)

3. 북한정권의 정치적 가해행위의 청산과 헌법재판 

통일 실 기에는 조선노동당의 실질  지배하에 있었던 북한의 정권범

죄에 한 과거극복(Vergangenheitsbewältigung)이 첨 한 헌법  논란의 

상이 될 것이다. 독일통일의 경험을 참고할 때 이러한 과거청산은 북한

으로부터 오랜 기간 격리되어 왔던 남한의 주민들에게 보다는 오히려 북한

의 주민들에게 더욱 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에 의하여 그 철

한 해결을 더욱 강하게 요구받을 수 있다. 따라서 통일 직후 그 해결과정

에서 헌법재  사건이 다수 발생할 것이 상된다. 과거청산의 조치에 

한 헌법재 에서는 주로 형사처벌의 합헌성이 문제되는 만큼 죄형법정주의

와 법치국가의 생원칙인 신뢰보호 원칙이 요한 심사의 잣 가 될 것이다. 

25) BVerfGE 82, 316, 320-3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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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과거정권범죄는 크게 북한주민에 한 정치  박해행 와 남한

주민에 한 납치․살해 등 테러행   남한에 한 간첩행 의 세 가지

로 별될 수 있다고 본다. 이 문제들은 각각 고유한 헌법  쟁 들을 지

니고 있고 헌법재 에서는 이러한 쟁 들에 한 단이 내려져야 할 것이

다. 이하에서 이 들에 하여 살펴본다. 

가. 북한주민에 대한 정치적 박해행위

북한주민에 한 박해행 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으나 주로 정

치범에 한 강제수용소의 운용과정에서의 각종의 반인권  행 와 탈북자

의 납치귀환과 이들에 한 박해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그 정확한 실상

은 통일을 즈음하여 북한의 정치생활의 실이 밝 지고 련 정보가 공개

되어야만 제 로 악될 수 있을 것이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북한정권담당자의 북한주민에 한 정치

 박해행 에 하여서는 그 행 당시의 법률인 북한형법이 용되도록 

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재 당시의 법률은 통일한국의 형법이 될 것이고 

이 법은 남한의 형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경한 형의 우선 용 

원칙에 의하여 만약 통일한국의 형법(재 시법)이 북한형법(행 시법)보다 

경하다면 그 경우에는 통일한국의 형법이 용될 것이다.  북한형법이 

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조문을 문리상 의미 로만 용할 것이며 사회주

의 형법의 해석원리까지 도입하여 유추 용을 허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26)

그러나 실제 재 에서는, 행  당시 사회주의 형법제도하에서 형법의 조

26) 독일의 경우 연방헌법재 소는 슈타지 간첩행  사건에서 구동독에서의 범죄행

의 처벌문제를 통일조약에 의하여 개정된 형법시행법률 제315조의 해석에 의

하여 해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구동독에서 실행되고 처벌되지 아니한 범죄에 

하여서는 형법 제2조의 행 시법 용  처벌이 경한 법률 우 의 원칙이 

용된다고 보게 된다. 그러나 통일조약에 의하여 신설된 형법시행법률 제315조 

제4항에 따라서 구동독에서의 범죄라고 하여도 서독형법이 당 부터 용될 수 

있었던 범죄에 하여서는 형법 제2조를 용하지 아니하고 항상 서독형법 즉 

연방형법이 용되도록 해석하 다. BVerfGE vom 15.5. 1995. S. 46-49. 법무부, 

통일독일의 구동독 체제불법청산 개 , 1995, 288-29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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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보다 지도자나 당의 지시가 우월한 효력을 가지므로 비록 형법의 규정에 

반되더라도 지도자나 당의 지시라면 법하다고 보고 어쩔 수 없이 행

한 것이어서 법성에 한 인식이 없었으며 그 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행 를 할 기 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형법상 법성이

나 책임성 면제의 단을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재 은 헌법 으로는 법치

국가의 생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며, 나아가 사회주의 형법을 자

유주의  형법원리에 의하여 재해석하여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

칙에 반하여 헌법 반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단컨  헌법재 소는 결

국 북한형법을 통일한국의 법원에서 이와 같이 용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에 하여 유권  헌법 단을 하여  필요가 

있다. 행  당시에 북한 형법에 처벌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모르나 

처벌규정이 존재하는 이상 법성에 한 착오의 문제에서 다른 견해를 가

지고 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으

로 해석함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와 반 되는 견해의 입론을 

상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견해가 헌법재 소의 결정이 되는 경우, 헌법재

소는 결과 으로 북한정권의 북한주민에 한 정치  박해행 에 하여 

사면하는 효과를 부여하게 된다는 에 유의하고자 한다. 어떠한 결정을 

하는 경우이든 헌법재 소의 결정은 통일한국의 기에 커다란 정치 , 사

회  장을 가져올 것이다.27)    

27) 독일의 경우, 구동독 국방 원회 원들인 알 히트와 슬러  슈트 츠

는 동 국방 원회가 장벽탈출자에 한 총격사살명령을 내린 데에 한 책임으

로 살인죄등으로 기소되어 유죄 결을 받았으나, 피고인들에 한 유죄 결은 

기본법 제103조 제2항의 죄형법정주의의 요구에 반된다는 이유 등으로 헌이

라고 주장하면서 연방헌법재 소에 헌법소원 심 을 청구하 다. 이에 하여 

연방헌법재 소는 1996. 10. 24. 동 헌법소원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 는바, 그 이

유로서 ➀ 소원청구인들은 국가행 이론(Act of State)을 용하여야 할 것을 

주장하지만, 이는 미법의 역에서 발 하여온 논리로서 아직 국제법의 확립

된 원칙으로 수용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통일조약에서 일정한 경우 동독의 반법

치국가  조치를 기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어서 이러한 이론을 받아들

이지 않는 것을 제로 하고 있고, ➁ 특정의 국가가 한 범죄에 한 구성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 국가가 오히려 법규범을 월하여 불법을 

조장하고 장려하며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승인된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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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남한주민에 대한 납치 ․ 살해 등 테러행위

북한정권의 범죄행   남한주민을 상 로 하 던 각종의 테러행 에 

하여서는 바로 남한의 형법 등 처벌규정이 행 시법으로서 용될 수 있

다. 그러므로 통일한국의 형법이 주로 남한의 형법체계를 이어받을 것으로 

보는 한도 내에서 행 시법과 재 시법의 동일성이 유지된다. 물론 행 자

에게 용되는 행 시법으로서 북한형법의 용도 통일한국의 법원에게는 

선택 으로 가능할 것이지만, 북한형법의 용과 해석에 하여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보다 많은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불필요․부 한 측

면에 있고, 남한의 형법을 우선 용함이 무난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남한의 형법체계에 의하면 최근까지 살인 등 가장 한 범죄의 

경우에도 15년의 공소시효가 용되어왔다.28) 따라서 이 의 집필 시 을 

기 으로 하여 보아도 15년 인 1993년 10월 이 의 북한의 테러행 에 

하여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이 확인된다. 남북한간의 결구조는 분

단 이후 수십년간 지속되면서 북한의 남테러는 소  남조선 명을 발

가벌성을 배제하고 있다면 이러한 불처벌에 한 신뢰의 기 는 더 이상 존재하

지 아니하게 되며, 이러한 특수상황에서는 국제법 으로 인정된 인권을 수용하

는 실질  정의에 한 요구에 따라 상기 정당화 사유는 용이 배제되고 ➂ 불
법월경의 지를 인간의 생명권보다 우 에 두는 정당화사유는 정의의 기본  

명령과 국제법 으로 보호되는 인권에 한 한 반이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을 들고 있다. 1996. 10. 24. BVerfGE 95, 96 결정. 

28) 2007. 12. 21.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사형 해당죄의 공소시효는 25년으로 연

장되었다. 그러나 부칙조항에 의하여 동 조항의 발효  이미 범하여진 범죄에 

하여서는 종 의 공소시효 규정이 용되도록 하 으므로 발효일인 2007. 12. 21. 

이 의 범죄에 하여서는 여 히 15년의 공소시효가 용된다. 련 조항은 다음

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

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는 무기 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이하 각 호 생략)

    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

    부칙 제3조 (공소시효에 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에 범한 죄에 하여는 

종 의 규정을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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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다는 차원에서 계속되었다. 표 인 사례로서 KNA기납치사건, 청와

습격사건, 울진삼척무장공비사건, 아웅산사건, KAL기폭 사건, 동진호납

치사건, 기타 남한주민 납치사건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테러행 는 재 기 으로 모두 15년 이상된 사건들이며 남북한 계는 

1991. 12. 13.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된 이래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화를 

지속하여 옴으로써 그 이 과 같은 조직 이고 큰 규모의 테러는 감소되었

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통일 이후 이 의 북한의 테러행 에 한 완 한 

과거청산을 하여 공소시효의 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입법이 실 될 소

지가 없지 않다. 독일은 통일된 이후 구동독의 정권범죄에 한 과거청산

을 하여 공소시효의 정지를 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한 바가 있는 바29) 우

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취지의 특별법이 실 될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별법의 제정에 있어서는 소 입법의 합헌성 여부가 헌법상의 

쟁 이 된다. 단컨  공소시효의 정지 여부는 으로 범죄의 가벌성

(Strafbarkeit) 여부에 한 문제는 아니며 원칙 으로 소추가능성

(Verfolgungsmöglichkeit)에 한 문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시효이익을 박탈하는 것은 법치국가 원칙에서 생하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배하는 문제의 평면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며 죄형법정주의의 배여

부와는 계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시효에 한 특별법의 문제는 범죄 행

 이후에 사후 으로 구성요건을 설정하는 문제와는 본질  차이를 가지

는 것이다. 특별법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행 에 하여 그 시효의 

지를 정한다면 이는 진정소 효에 한 입법이 될 것이고 진행 인 시효가 

아직 도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시효 지를 정한다면 이는 불진정소

효에 한 입법이 될 것이다. 부진정소 효에 한 입법은 원칙 으로 합

헌일 것이나 진정소 효에 한 입법은 원칙 으로 피의자와 피고인에 

29) Gesetz über das Ruhen der Verjährung bei SEDUnrechtstaten(VerjährungsG) 

vom 26. märz 1993, BGbl, 1993, I, S.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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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이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

나 이는 어디까지나 원칙의 문제이며 외  허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

다. 북한의 정권  불법행 에 련하여 그 행 자의 시효에 한 법  이

익은 체 으로 경미한 반면 처벌함으로써 실 될 공익은 압도  요성

을 가진다고 단한다면 비록 진정소 효를 가지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시

효이익을 박탈하고 시효의 정지를 정하는 것이 합헌 일 수 있다.30) 

다. 북한정권의 남한에 대한 간첩행위

통일 후 북한의 남 정탐․첩보행 의 처벌 가부에 하여서도 헌법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동독의 서독 첩보수집을 담당한 국

가공안부(슈타지) 요원들은 통일후 간첩죄로 기소되었으나 연방헌법재 소

는 이들의 처벌이 법치국가에서 생되는 신뢰의 원칙과 평등원칙을 배

하는 것으로 헌이라고 단한 바가 있다.31)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테러행

를 포함하지 아니한 순수한 정탐․첩보행 는 상호주의와 평등의 원칙과

의 배여부가 크게 다투어질 우려가 있다고 본다. 이에 하여 북한측의 

비인도  범죄를 청산하는 한 인명에 한 침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 

첩보행 의 경우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이 실 된 시 에서는 특별히 처벌

할 가벌성도 크지 않게 될 것이므로 이를 굳이 처벌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

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더 나아가 북한

의 남 정탐행 가 소  ‘남조선 명’의 실 을 한 것으로 일반 으로 

국가가 행하는 정보수집행 의 범 를 넘어선 공격  도발행 에까지 이르

고 타인에 한 실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이러한 행 까지 헌법상 신

30) 이러한 입법의 합헌성 여부에 하여는 헌법재 소의 5․18특별법 련 헌법소

송의 결정이유에서 이미 상세한 이론 개가 이루어진 바 있다. 헌법재 소 1996. 

2. 16. 선고 96헌가2, 96헌바7․13(병합) 5․18민주화운동등에 한특별법 제2조 

헌제청 등 14건 헌재공보 14, 195-211면 참조.

31) 특히 서독측의 동독간첩행 는 처벌의 상도 되지 아니하면서 동독측의 서독

에 한 간첩행 만 처벌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배된다고 보았다. 1995. 5. 15. 

BVerfGE 2 BvL 19/91, 2 BvR 1206/91, 1584/91, 26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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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보호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결국 통일 이후 북한내의 남간첩행  련자에 한 처벌은 각

각 구체  사건의 내용에 따라 그에 상응한 헌법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몰수재산권 처리와 헌법재판

가. 외국의 입법례와 헌법재판의 검토

통일의 시기가 다가오면 북한정권에 의하여 몰수된 북한지역의 재산권

의 회복이 주요 문제로 부상할 것이고 남북한 당국은 통일합의서에서 이에 

한 해결원칙을 분명히 할 것으로 상된다. 

이에 한 정책결정의 주요한 사례로서는 통일당시 독일이 취한 방식과 

체제 환시 헝가리 등 동구권 국가들이 취한 방식이 주요한 입법례로 꼽히

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집 으로 연구된 바가 있다. 그  독일의 해결방

식은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 다. 그러나 수십년이 지난 후 원소유자에게 

토지 등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반환소송의 소송사태를 몰고 온 바와 같

이 통일 직후의 동독지역의 토지소유권 계를 극도의 불안정상태로 몰아

넣었다.32) 이는 시 히 복구되어야 할 동독지역의 경제에 한 투자가 제

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함으로써 동독의 재건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었

32) 독일에서는 통일 직후 몰수재산반환청구권자들로부터 반환신청을 받은 사건 수

가 무려 120만건이 넘었고, 이를 상 재산별 분쟁 수로 악하면 270만건이 넘

어선 바 있다.  1994. 3.까지 기 으로 해결 비율도 약 35%에 불과하 다. 통

일 직후 이러한 재산 계의 혼란이 구동독지역의 경제발 을 지연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기존 사법조직의 실제 사건 처리능력의 에서 보더라도 이와 

같은 엄청난 수의 재산권 분쟁이 일거에 제기되어 개개의 구체  해결을 내려주

는 것이 곤란하 을 것이다. 결국 재산권에 한 분쟁건수가 100만건을 과한

다는 것은 개개의 구체  조치를 취하여 주는 방법이 이미 부 해 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원물반환이 아닌 다른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강한 설득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김승 , 통일헌법이론, 법문사, 1996. 

9. 3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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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이러한 원물반환의 원칙에 한 외  입법조치로서 일정한 경

우에는 투자우선의 원칙을 인정하여 원소유자에게 원물을 반환하지 아니하

고 배상을 하도록 하는 입법을 하기도 하 으나 그러한 외조치의 

용을 한 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한 보상에 막 한 국가재정이 투입되

어야 함에 따라 강력한 경제력을 가진 서독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되었고 그 여 로 통일독일은 한동안 경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 다. 

이에 비하여 체제 환 당시 헝가리의 조치는 보다 명하여 보인다. 헝

가리는 공산당에 의한 몰수재산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불법  수

용에 한 보상만을 규정하 다. 나아가 보상의 방법에 있어서는 보상

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사유화되는 국유재산에 하여 그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화체한 보상증서를 통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 다. 헝가리

의 이러한 법제는 체제 환 후 토지 재산권 계의 법  안정성이 유지되

도록 함과 동시에 취약한 헝가리의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고 보상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기여하 다.33)

재 우리나라에서의 논의는  헝가리식 해결방안이 하고 독일식

의 해결방안은 남북한의 정치  경제  사정에 합하지 않다는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있다.34) 독일이 취한 원물반환 원칙은 동독재건의 기반이 될 

토지소유 계에 혼란을 가져온 원인이 되어 독일인들 스스로도 실책이었다

고 하는 비  평가를 받는 만큼 독일보다 경제가 훨씬 취약한 한국에서 

모방되기 힘든 조치라는 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

할 때 통일 실 시기에 이르러 남북한 당국은 원물반환의 원칙을 택하지 

아니하고 보상증서에 의한 보상의 원칙에 의하여 이 문제의 해결을 도모할 

것임이 거의 틀림이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남북한 통일 시 이와 같은 

조치가 있을 것을 제로 하여 논의 범 를 축소하여 논하여도 무방하리라

고 본다. 

33) 표명환, 게 논문 323-330면 참조

34) 정 화, 게 논문, 486-488면, 표명환, 게논문 331-333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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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상원칙의 헌법적 한계

그 다면 이 문제와 련하여 ➀ 원물반환을 부정하고 보상원칙을 정하

는 것이 우리 헌법상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지 ➁ 면  보상이 아니라 

경제  사정과 국가의 능력 등을 고려한 일부 보상이 합헌 인 것인지 ➂ 
보상증서에 의한 제한  보상이 가능할 것인지 등이 헌법  쟁 으로 떠오

르게 된다. 

생각건 , 북한정권은 한민국의 토 안에서 사실상 수립된 정부로서 

그 토지몰수조치는 불법 인 것이므로 논리 으로는 독일의 경우처럼 모든 

토지소유자에 하여 원물이 반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통일합의서에

서 원물반환을 배제하고 보상원칙을 정하고 나아가 이것이 통일한국의 법

률이 된다면 이는 반환될 원물에 한 새로운 수용조치가 내려지는 것으로 

악할 수 있다(소  입법  수용). 따라서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서 공

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그에 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에 의하여야 한다는 헌법  요청에 부합하여야 할 것이다.35) 

여기서 북한지역의 몰수재산권에 한 일 인 수용조치가 헌법상 ‘공

공 필요’에 의한 수용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북한지역의 경제부흥

과 남북한 체 경제의 탄 방지를 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있

는 한 공공 필요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상

증서에 의한 보상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상의 방식과 형태에 한 문제일 

뿐이므로 그 구체  규율 내용이 평등 원칙 배의 특별한 문제를 발생시

키지 않는 한 헌법 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보상

을 하지 않는 것이나 일부 보상만을 규정하는 것은 문제를 어렵게 한다. 

헌법은 토지 수용에 한 보상이 정당한 보상이 될 것을 분명히 요구하고 

있으므로 통일과 함께 헌법이 개정되어 북한지역에서 몰수된 토지에 하

여 보상을 하지 않거나 일부 보상만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명문의 조항을 

35) 입법  수용이 우리 헌법상의 재산권 수용의 한 형태가 되는 것으로 보는 례

로는 헌재 1998. 3. 26. 93헌바12 례집 제10권1집, 226, 22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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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지 않는 한 헌을 모면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이는 아무리 그럽게 

보아도 도 히 헌법상의 정당보상으로 해석하여 주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

이다.36)   

그러나 어차피 재산권 회복 문제의 단에 있어서는 국가의 재정능력이 

감안되어야만 하고  헌법  논리에 충실하기만 하여 헌법재 이 통일과

정에 새로운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은 피하여야 할 것

이다. 이러한 종합  상황에 한 시의 하고도 신 한 고려가 필요하다

고 본다. 요컨  원물반환과 보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보상증서에 의

한 보상을 행하는 것은 법률  차원의 균율이 가능하다고 하겠지만, 이 과

정에서 정당한 보상이 이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헌법  차원의 해결 즉 

헌법조항의 신설에 의한 해결이 필요하며37), 헌법재 소로서는 단 당시

의 헌법과 법률규범의 내용에 의하여 그 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고 생각한다.38) 

Ⅳ. 통일에 즈음한 헌법재판제도의 개혁 문제

통일을 실화하는 과정에서 헌법재  제도는 실제 어떻게 달라질 것인

가 혹은 달라져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두 가지 경우로 나 어 고찰되어

야 한다고 본다. 첫째 통일작업을 할 때 헌법재 을 담당하는 헌법재 소

36) 따라서 보상기 이 될 가격산정에 있어서 남북한 통일 당시의 객  평가가격

이 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 이후 북한지역에 한 새로운 개발계획과 이에 

한 기 심리로 상승하는 가격부분은 이를 보상액 산정에서 제외하더라도 정당한 

보상이 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정당보상에 있어서 개발이익 배제에 

한 례로는 1990. 6. 25. 89헌마107 례집 제2권, 178. 참조

37) 따라서 국가재정을 감안하여 무반환․무보상 원칙을 실 하기 해서는 반드시 

헌법개정에 의한 해결이 필요하다. 

38) 이 은 재산권의 몰수조치 이외의 구 북한체제의 불법, 컨  북한 정권 존속 

 북한 권력기 에 의한 불법  체포 구 행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있어서

는 통일한국이 구 북한체제의 불법책임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고 통일한국으로서

는 단지 사회국가원리에 의하여 사회  약자에 해 공공부조로서 조정 부를 

행하는 것일 뿐이므로 반드시 ‘완 보상’이 헌법 으로 요청되는 것은 아닌 과 

구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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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직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며 둘째 통일을 이루고 난 이후 헌

법재 은 새로운 통일국가라는 상황에 맞게 어떻게 개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이다. 이들을 차례로 살펴본다.  

1. 통일작업을 담당할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구성

통일이 이루어질 상황이 되어 련된 헌법재 사건들이 제기되어 올 때 

헌법재 소의 모습은 어떠할 것인가. 먼  분명히 하여야 할 은 통일에 

향을 미칠  사건들을 결정할 상황에서 기존의 헌법재  제도의 변화

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헌법재 소의 구성원이나 할범  혹은 

법원 등 다른 헌법기 들과의 상의 측면에서 의미있는 변화를 실 하

려면 반드시 헌법개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헌법재 소의 조직과 권한에 

한 기본사항들은 모두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통일을 

이루어야 할 과도  불안정기에는 평온한 시 에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헌

법재 소의 조직 권한에 한 이러한 헌법개정이 새삼스럽게 이루어질 여

유는 없을 것이다. 다만 통일합의서에 헌법개정 사항이 들어갈 것이고 여

기에 헌법재 소 구성과 권한 등에 한 문제를 다루어 넣는 것을 생각해 

볼 수는 있으나 헌법재 제도 문제는 남북한 통일의 실 과 직  연 성

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에서 해결하여야 할 허다한 논 들을 가지

고 있으므로 여기서 특별히 다루어  것으로 기 할 수도 없다.39) 

그러므로 헌법재 소는 통일 련 사항들이 하고 한 통일 직후에 

할 인구수가 남북한 체의 약 7,000만명을 통할하게 되었다고 하여 갑

자기 재 의 수를 증가시키거나 부를 확 하는 등의 조직변화를 완성하

39) 독일의 경우도 통일 당시 통일조약 등에 의하여 헌법재 제도를 변경하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독일의 통일조약 제1부속의정서(법무․사법편) F부문 

헌법재 제도 제3 에서는 연방법(연방헌법재 소법)은 구동독지역에 시행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법 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하지는 아니하 으나 동등의 

자격이 인정되는 구동독의 직업법 에게도 연방헌법재 으로 선출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법무부, 독일 법률․사법통합 개 , 법무자료 제165집, 

1992, 7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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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통일문제의 결정에 임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이는  제도인 재

 9인의 단일재 부에 의하여 시 한 통일 련 헌법재 을 모두 완성해 

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연구  등 연구인력의 확충은 가능하

고 통일 련 사건들에 한 집  연구역량을 가지기 하여 비상 , 임

시 인 연구인력의 보강계획을 가질 수는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는 

결국 재 보조인력의 보강에 불과한 것이며, 헌법재 소는 통일의 결정  

시기에 기존의 재 부의 규모로서 처하여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정에 본

질  차이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2. 통일 작업을 실현한 이후의 헌법재판 제도의 쇄신

이 에 하여서는 허다한 논의가 있을 수 있고 그와 같은 논의가 통일 

련 헌법재 소 제도의 개 이라는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40) 그러나 이 

문제는 실제로는 통일문제와의 련성이 부족하고 단지 통일이라는 총체  

국가개편작업이 있으니까 차제에 헌법재  제도의 문제 도 고쳐보아야 한

다는 식의 논의일 뿐이다. 여기서 다루어지는 논제에는 헌법재 소의 구성

원의 확  등의 범 를 넘어서 헌법재 소의 권한을 재설정하는 문제, 특

히 법원의 재 에 한 헌법소원 인정, 명령규칙에 한 헌법심사권의 통

일, 법원의 법률해석권의 존  문제 등 헌법재 소와 법원 간의 권한과 

상 재조정의 문제가 포함되고 나아가 사법부를 일원화할 것인지 이원화할 

것인지 등의 기본  문제까지 등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기존의 

남한 헌법재 제도의 운 과 련하여 이미 드러난 쟁 들로서 특히 통일

을 계기로 해서 나오는 문제 이 아니다. 따라서 헌법재 에 하여 드러

나는 모든 제반 상황을 검하여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신 하게 

단될 문제이므로 통일이라는 특수한 상황  계기에 지나치게 연 시킬 

필요가 없다고 본다. 

40) 이와 련된 논의를 본격화한 로는 김형남, 통일한국의 헌법재 제도에 한 

망, 헌법학연구 제14권 제2호, 2008. 6., 507면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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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일로 인하여 국가의 인구규모가 크게 증 하

므로 이로 인하여 헌법재 소가 다루어야 할 사건이 폭 늘어날 것이 

상되므로 헌법재 소의 조직을 확 할 필요는 시 하다고 하겠다. 이 에

서 헌법재 제도는 직 인 통일 련성을 가지게 된다. 단컨  통일 이

후 우리나라는 인구규모의 면에서 통일독일과 비슷한 치를 가지게 된다

고 생각되므로 어도 헌법재 소의 조직과 독일과 동등한 규모를 가질 것

이 필요하다고 본다. 독일의 헌법재 소가 재  8명으로 구성된 2개의 

독립된 부(Senat)로 구성되어 도합 재  16인의 조직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 헌법재 소도 재  정수를 2배로 확 하고 단일 원재

부를 벗어나 서로 다른 할을 가지는 두 개의 부를 설치하는 것이 통일

한국의 규모에 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헌법재 의 정수를 확

하거나 변경하기 하여서는 헌법의 개정이 요구되는 만큼 통일을 실 한 

이후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국민 체의 여론을 범 하게 수렴하

여 신 히 추진되어야 할 문제라고 할 것이다.

Ⅴ. 결 론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헌법재 은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정의로운 

남북한 통일이 실 되도록 하는 한 기능을 한다. 따라서 헌법재 소는 

남북한 통일이 합헌 인 방향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합리  통합이 이루

어지도록 하는 역사  사명을 다하여야 한다. 통일에 즈음하여 다양한 헌

법  논 들이 부각되어 다투어지겠지만 헌법심사의 심에는 자유민주주

의의 원칙이 자리잡아야 한다. 독일의 경우에는 법치국가의 원칙이 독일통

일의 방향을 결정짓는 기본원칙으로서 기능하 지만 법치국가에 한 일반

 인식이 다른 우리나라의 경우는 독일식의 근방법이 반드시 타당한 것

은 아니라고 본다. 

통일 련 헌법재 은 거의 모든 법  역에서 제기될 것이며 다양한 

헌법  쟁 을 가지게 될 것이나, 기본권에 한 과잉 지와 평등의 원칙 



헌법재 과 남북한 통일

261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한 심사가 주를 이룰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재 일반 인 헌법재 사건의 심사방법과 본질 으로 다를 바가 없다. 다만 

헌법재 의 사건 수가 폭주할 것이 상되므로 그때가 되면 연구인력의 

한 보강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 통일을 이루는 기본  과정으

로서 남북한 총선거, 통일합의서의 체결, 북한정권의 정치  가해행 에 

한 청산과 몰수재산권의 처리 등이 필연 으로 포함될 것인 만큼, 련 헌

법재 에 한 비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남북한 총선거에 있어서는 북한지역의 주민들의 통일한국에 한 정치

 참여 기회가 실질 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하며, 특히 남북

한 주민들을 상호 비교집단으로 한 평등 심사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수성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본다. 통일합의서는 그것이 남북한 당국에 의하여 체결

되었다면 비록 양 당국의 내부발효 차가 이행되기 이라고 하더라도 바

로 헌법재 의 상이 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헌법재 소는 

통일합의서가 헌법개정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여 특수한 헌법  발효

차를 요하게 되는 에 하여 그 차  합헌성 여부를 확정하여주는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정권의 과거청산과 련하여 다양한 헌법

재 이 제기될 것이 상되지만 이러한 사건들이 법  처리를 장한 정치

 보복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고 죄형법정주의와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의

한 헌법  한계를 분명히 제시해주는 기능을 다하여야 한다고 본다. 몰수

재산권의 처리에 하여서도 공․사익 간의 조화로운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선에서 헌법상 재산권 보장과 수용의 원칙이 실 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극단 인 과잉조치가 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헌법재  제도 자체가 남북한 통일을 계기로 하여 특별히 질

 쇄신이 되어야 할 근거는 없다고 생각된다. 기존의 헌법재 제도에 상

당한 문제 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문제들과 분단국가의 

헌법  실 사이에는 별다른 인과 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기존의 

한민국 헌법체제 특히 사법체제에 련하여 발생한 문제들이므로 통일에 

즈음하여 특별히 히 해결되어야 할 이유는 없으며 통일 이후에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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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가지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 다만 남북한 

통일은 그 자체가 헌법재 사건의 단기  폭증을 래하고 나아가 한민

국이 북한의 인구를 포섭하게 됨으로써 헌법재 소의 할 인구가 확 되

어 장기  사건 증가의 요인이 됨은 분명하므로 이러한 상황 변화에 처

하기 하여 헌법재 의 수를 증원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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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麗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 目  次 -

Ⅰ. 서론 ·············································································································265

Ⅱ. 헌재가 보여  간통죄의 합헌성 논의 ····················································267

 1. 헌재 1990. 9. 10. 선고 89헌마82 ·····························································267

  가. 다수의견(합헌: 이성렬, 변정수, 김진우, 최 률 재 ) ·················267

  나. 다수의견에 한 보충의견(조규 , 김문희 재 ) ··························268

  다. 반 의견(한병채, 이시윤 재 ) ························································269

  라. 김양균 재 의 반 의견 ···································································270

 2. 헌재 1993. 3. 11. 선고 90헌가70 ·····························································271

 3. 헌재 2001. 10. 25. 선고 2000헌바60 ·······················································272

  가. 다수의견(합헌 : 윤 철, 한 , 하경철, 김 일, 김효종, 김경일, 

      송인 , 주선회 재 ) ········································································272

  나. 권성 재 의 반 의견 ·······································································274

 4. 헌재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 2008헌가7․26,

    2008헌바21․47(병합) ···············································································275



264

  가. 합헌의견(이강국, 이공 , 조  재 ) ··········································275

  나. 재  민형기의 합헌의견의 obiter dictum ······································276

  다. 재  김종 , 이동흡, 목 의 헌의견 ·······································277

  라. 재  김희옥의 헌법불합치의견························································278

  마. 재  송두환의 헌의견 ···································································278

Ⅲ. 간통죄 폐지론과 존치론의 황 ······························································279

 1. 폐지론의 논거 ····························································································279

 2. 존치론의 논거 ····························································································281

Ⅳ. 간통죄 합헌론과 헌론의 검토 ······························································283

Ⅴ. 간통죄의 헌법  정당화···········································································290

 1. 헌법의 구체화규범····················································································290

 2. 과잉 지원칙과 충돌? ···············································································294

 3. 입증책임의 문제 ························································································299

Ⅵ. 간통죄의 형법  정당화···········································································300

Ⅶ. 결론 ·············································································································308



간통죄 존폐논의에 비추어 본 헌재의 형법질서

265

Ⅰ. 서론

문명사회의 미래에 한 불길한 감은 지구온난화나 생태계 교란 같은 

자연환경의 기에만 연계된 것이 아니다. 사회  불안정도 그 한 징표에 

해당한다. 사회  불안의 원인은 인간간의 공동체의식이  희박해져 가

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더 근본 인 원인은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혼인과 가정의 해체 기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다. 이미 

Hegel도 그의 법철학에서 근  가정의 특징 인 표지로 “해체”를 들었

다. 자녀들은 집을 등지고, 가정은 혼인이 존속하는 한에서만 존속한다는 

것이다. 통 인 가정에서는 가정이 결혼의 후견인 역할을 했으나, 근

인 가정은 오히려 결혼이 가정을 이끈다는 에서 부부 심가정(Gattenfamilie)

이 된다는 것이다.1) 

결혼과 가정의 결속력은 후기 사회에 들어오면서  더 이완되어 

가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혼율은 세 와 계층을 망라하여 증 하고 있고 

이혼을 통제하는 규범의 그물코는  넓어져가고 있다. 사람들은 이혼이 

불명 와 불행의 징표가 아니라 행복의 새로운 출구라는 생각을 갖고 있

다. 

가정 붕괴의 결정  원인이 되는 간통에 해서조차 사람들은 죄책감을 

 잃어가고 있다. 그리고 간통죄를 범죄로 다스리는 형법  규율을 형

법 에서 아  추방해 버리자고 한다. 간통죄를 형법 에서 삭제함으로써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직면하게 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

각하기 때문이다. Menninger는 한 때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단어

으나 이제는 거의 들을 수 없는 죄(sin)가 고집스럽고, 반항 이며 군

가를 무시하거나 공격하거나 상처를 입히는 속성이 있음을 들어, 죄를 결

코 문화  기나 사회 인 실수 정도로 강 처리할 것이 아니라 심각하

1) S. Blasche, Natürliche Sittlichkeit und bürgerliche Gesellschaft. Hegels 

Konstruktion der Familie als  sittliche Intimität im entsittlichten Leben, in : 

M. Riedel (Hrsg.), Materialien zu Hegels Rechtsphilosophie Bd. 2, 1975, 312쪽 

이하 ; 헤겔, 법철학(임석진역), 1989, §176～180, §25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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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취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 

간통은 범죄(crime)이기 이 에 죄이다. 간통은 애정이란 아름다움으로 

은폐된 은 한 사  역이 아니라, 범죄심리학  분석에 의하면, 사랑의 

정원(가정)에 착근(着根)하지 못한 불안한 인간존재의 자포자기 (가출 )

인 공격성의 발 이다. 3) 그 향력이 한 가정을 어떻게  얼마나 오랫동

안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지는 최근 한 명사가 그린 어린 날의 상화에서

도 극명히 드러난다: 

나를 귀여워하시던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훨씬 못 생긴 여자를 첩실로 들

인 일이 일어났다. 충격 이었다. 동생 A는 추운 어느 날에 반바지를 입고 

등교했다 돌아오지 않았다. 오빠가 한참을 찾다 데려온 A는 새 랗게 얼다

시피 돼 있었다. 어디를 돌아다니다 왔느냐고 다그치는 어머니 물음에 동

생은 “오늘은 아버지가 집에 오시지 않는 날이잖아요”하고 동문서답했다. 

어린 마음에 동생은 추운 날 닐곱 시간을 음식도 먹지 않고 헤맸던 것이

다. A는 그 후부터 몸이 갈수록 쇠약해졌고 이듬해가 되자 병색이 더 짙어

졌다. 오빠 한 사그라지는 동생의 건강을 보면서 아버지를 향한 항변의 

가출을 시도했다. 일주일 후 오빠가 돌아왔지만 부자지간에 어떤 얘기도 

오가지 않았다. 우리 모두 말이 어들었다 …… 그 게 동생은 세상을 떠

났다. 어머니는 이때부터 세상을 떠나시던 날까지 순수한 기쁨과 즐거움을 

모르고 사셨다. 기도하면서 한없이 우시는 어머니에게서 늘 바닥모를 슬픔

과 한을 짐작할 수 있었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간통죄(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반되는 

무효인 법률이라고 끊임없이 헌법재 소 문을 두드린다. 조규  헌법재

소장의 법정에서 두 번, 윤 철 헌법재 소장의 법정에서 한번, 그리고 최

2) Karl Menninger, Whatever became of sin?, 1973, 19쪽, 178쪽 이하. 

3) J. Rattner, Aggression und menschliche Natur, 1970, 53쪽 이하. 

4) 국민일보 2008. 9. 25.(제6078호), 「역경의 열매」연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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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이강국 헌법재 소장의 법정에서도 다시 간통죄 헌여부에 한 결정

이 내려졌다. 지난 1990. 9. 10.(89헌마82)의 헌재결정에서 시작하여, 1993. 

3. 11.(90헌가70)의 헌재결정을 거쳐 2001. 10. 25.(2000헌바60)에 합헌결정

을 내린 지 불과 7여년이 지난 지  헌재는  이 문제에 한 해답을 제

시해야 할 형편에 처했었고, 지난 2008. 10. 30. 합헌결정을 내렸다. 과거 3

차례 헌법재 에서 90년과 93년은 6  3으로 합헌결정이 내려졌고, 2001

년에는 8  1의 압도  다수의견으로 합헌결정이 내려졌던 반면, 가장 가

까운 2008년에는 체 재  9명  4명이 합헌의견, 4명이 헌의견, 1명

이 헌법불합치의견을 내어, 헌의견이 다수 음에도 불구하고, 헌선언에 

필요한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결국 합헌결정으로 결말을 보게 된 것

이다. 큰 변화의 속도이긴 하지만, 그것이 과연 사회의식과 법의식의 변화

를 반 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이데올로기나 도그마틱의 편향성을 반 한 

것인지는 앞으로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목으로 보인다.

Ⅱ. 헌재가 보여준 간통죄의 합헌성 논의

1. 헌재 1990. 9. 10. 선고 89헌마82

가. 다수의견(합헌 : 이성렬, 변정수, 김진우, 최광률 재판관)

(1) 헌법 제10조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여

기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제된다.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

여부  그 상 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다. 간

통죄처벌규정(형법 제241조)은 물론 개인의 성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

이다. 그러나 개인의 성 자기결정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그 본질  내용을 침해받지 않는 한도 안에서 질서유지(사회  

안녕질서), 공공복리(국민공동의 행복과 이익) 등 공동체목 을 하여 법

률로써 제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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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행 는 국가사회의 기 인 가정의 화합을 괴하고 배우자와 가족

의 유기, 혼외자녀문제, 이혼 등 사회에 여러 가지 해악을 래하므로, 선

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가족생활의 보장을 해

서, 부부간의 성  성실의무를 수호하기 해서 그리고 간통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  해악의 사 방을 해서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 를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며, 성 자기결정권에 한 필요·최소한의 제

한으로서 자유와 권리의 본질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2) 간통죄가 피해자의 인내심이나 복수심의 다과  행 자의 경제

 능력에 따라 법률 용의 결과가 달라지고 경제  강자인 남자에게보다 

경제  약자인 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는 친고죄로 

하는데서 오는 부득이한 상일 뿐이다. 한 간통죄 고소권은 배우자 모

두에게 인정되어 있고, 그 처벌도 남녀평등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간통죄 

규정이 평등권의 본질  내용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3) 간통죄의 규정은 헌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는 법률이 아

니라 오히려  헌법규정에 의하여 국가에게 부과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 로 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유지·보장 의무이행에 부합하는 법률

이다. 

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조규광, 김문희 재판관)

(1) 헌법 제10조의 본질  내용은 개인이 자신의 신변이나 생활에 

한 사항은 스스로 선택·결정하는데 있고, 그 선택의 상에는 성생활에 

한 사항도 당연히 포함된다. 그런데 간통죄는 사회  법익인 사회일반인의 

성도덕, 즉 선량한 풍속  일부일처제의 혼인제도 유지와 아울러 개인  

법익인 부부간의 성  성실의무를 함께 보호법익으로 하는 형법규정으로서 

성생활에 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

다. 

(2) 청구인은 간통죄가 성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간통이 비록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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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에 반하나 개인의 사생활 역에 속하여서 국가형벌권의 개입이 있을 수 

없는 사항이어서 헌이라고 하나, 특정한 행 가 불법이며 범죄라고 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단순히 도덕률에 맡길 것

인지는 그 사회의 시 인 상황  사회구성원들의 의식 등에 의해 결정

될 것인 바, 간통은 아직 단순한 도덕의 역에 속하는 것으로만 볼 사안

이 아니라 불법의 역에 속하는 사안이다.

(3) 우리 사회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개인주의, 성개방  사고와 성

에 한 법의식의 변화가 있고, 가족법의 개정으로 여성의 사회  지 가 

높아져, 여성보호의 입장에서 고려해 온 간통죄의 규범력도 약화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특히 혼인한 남녀의 정 념은 래  

통윤리로서 여 히 자리잡고 있고, 일부일처제의 유지와 부부간의 성  

성실의무는 우리 사회의 도덕기 으로 정립되어 있어서, 재의 상황에서

는 간통이 사회의 질서를 해치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 에 해당하

여, 범죄  반사회성을 띤다. 따라서 간통죄 처벌이 아직은 헌법에 반되

지 않는다. 

(4) 다만 이에 하여 형사제재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권자의 의

지, 즉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입법권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다. 반대의견(한병채, 이시윤 재판관)

(1) 성 자기결정권에 한 법  제한을 하는 입법자체를 두고 헌법

에 반된다고 할 수 없다. 그것은 입법권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입법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2) 간통의 경우 민법 으로 재 상 이혼사유가 되며,  자료 등 

손해배상의 책임이 생긴다. 이들 민법상의 제재도 성 자기결정권에 한 

제한임이 틀림없는데, 여기에 더하여 선택의 여지없이 징역형 단일형으로

만 응징하게 한 것은 응보  응에 해당한다.

(3) 형법상 풍속을 해하는 죄에는 징역형과 벌 형을 선택하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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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록 규정하 는데, 그 죄  유독 간통죄만이 자유형 단일형이고, 간통죄

보다 형이 더 무거운 음행매개죄도 벌 형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있는 사

정 등을 감안할 때, 입법체계상 균형이 맞지 않으며, 사생활 자유 역에 

한 지나친 국가개입으로 보인다.

(4) 우리 형법상 간통죄는 구시 의 행으로 허용되어 오던 축첩제

도를 폐지하고, 일부일처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여성의 지 를 보호하기 

하여 제정된 것이지만, 아직 상 으로 열악한 여성의 사회  지  때문

에 비록 간통죄의 벌주의에도 불구하고 실제 여정이 더 가혹하게 처벌받

는 행성을 띠고 있어, 남녀동등권의 기조 하에서 볼 때, 간통죄처벌은 여

성해방의 명제와 양립되기 어렵고, 양성평등에 입각한 혼인질서와는 거리

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간통죄가 친고죄요 자유형 일원주의로 되어 있어, 실무상 구속수

사  구속재 의 행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 간통고소

의 취소권은 과도한 자료 요구를 철시키기 한 무기로 오용되는 경향

도 있다. 간통죄의 제도외  남용으로 법 차가 오용되거나 차  기본

권의 침해를 가져오는 문제가 생겨난다.

(6) 비교법  견지에서 간통죄 폐지가 세계 인 추세이어서, 징역형 

일변도의 간통죄 규정 유지는 인권  차원에서 다시 조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행 그 로 징역형 일원주의를 유지하는 간통죄의 형벌규정은 헌

법에 합치하지 않으므로 조속히 새로 입법할 것을 구한다. 

라. 김양균 재판관의 반대의견

(1) 간통죄 헌의 근거로 든 성 자기결정권이 성  행 까지 포함

하는 것이라면 이를 따로 특별한 성질을 가진 기본권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 행 의 한계와 제한에 해서는 별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사생활에 한 국가의 간섭에 한 한계라는 에 비추어 

국가형벌권의 발동이 어느 범 까지 헌법상 허용된다고 볼 것인가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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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 제한과 다른 논의구조이다.

(2) 행복추구권 속에서는 사생활은폐권과 사생활비 우선의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는 사생활의 비 에 속하는 생활 역에 해서

는 최 한도로 각 개인의 이성과 양식에 따른 자율에 맡기는 것이 온당하

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사생활의 역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부당하

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함과 동시에 국가 스스로도 그 분야에 한 간

섭과 규제를 최 한으로 자제하여야 하며, 사생활 분야에 한 국가형벌권

의 발동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 에 그쳐야 할 것이다. 

(3) 물론 사생활 역에 속하는 행 라도 그 자유는 무한한 것은 아니

며 필요한 경우 제한될 수 있지만(헌법 제37조 제2항), 그 제한  그 반

에 한 형벌이 헌법정신에 합당하려면 과잉 지원칙에 더욱 충실해야 한

다.

(4) 결국 간통죄는 국민의 기본권인 사생활은폐권을 침해하고 있거나 

과잉 지원칙에 배되어 원칙 으로 헌이다. 일보를 후퇴하여 이 죄의 

합헌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그에 한 형벌로 징역 2년 이하의 자유형만

을 규정하고 있는 벌칙의 규정은 과잉 지의 원칙  침해의 최소성  법

익의 균형성에 배되어 헌이다. 

2. 헌재 1993. 3. 11. 선고 90헌가70

이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사 김백 이 1990. 6. 29. 간통피의자들을 구

속하기 한 구속 장청구에 한 재 을 함에 있어, 간통죄 규정의 헌

여부가 재 의 제가 된다고 하여 헌법재 소에 헌여부심 을 제청함으

로써 발단된 것이다.

제청법원의 헌여부심  제청이유 요지는 앞서 본 1990. 9. 10. 선고된 

89헌마82의 반 의견과 그 궤를 같이한다. 그것은 이미 간통죄 헌논의에 

한 구조가 헌법  논증의 차원에서 어느 정도 유형화된 것이라는 을 

짐작  하는 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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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청법원은 헌법 제10조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인

간으로부터 성 자기결정권을 추론함으로써, 앞서 본 헌재결정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개인의 인격권을, 개인의 인격권으로부터 개인의 자기

운명결정권 내지 성 자기결정권을 추론하는 입장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어 거나 간통죄는 혼인생활이 탄에 이르러 형식 인 부부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도 성 자기결정권을 박탈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한 제10조와 사생활의 비 과 자유를 보장한 헌

법 제17조에 배된다는 것이다. 

한 간통에 하여 민사 인 책임 이외에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개입

하여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도덕 ·윤리 인 사항을 형벌에 의하여 강제하

는 것이고, 간통죄를 친고죄로 하여 소추권 발동이 간통자의 배우자 등의 

사  감정에 의해 좌우되어 소추권이 행 는 제도외  목 으로 남용되

는 경우는 물론 고소취소가 없는 한 실무 행상 부분 구속과 실형선고를 

하는 실정을 고려할 때 과잉 지의 원칙에도 반된다는 것이다.

이에 해 헌법재 소는 종  89헌마82 사건에서 보여  결정과 달리 

단해야 할 사정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보충의견과 반 의견을 포함하여 

종  결정을 그 로 유지하기로 하되, 다만  재 이 있은 이후에 재  

이성열은 퇴임하고 새로 임명된 재  황도연은 앞서 본 재  조규 , 

김문희의 보충의견에 가담한다고 밝힘으로써, 헌법재 소의 다수의견과 보

충의견의 합은 종 의 비율을 그 로 유지한 셈이다.

3. 헌재 2001. 10. 25. 선고 2000헌바60

가. 다수의견(합헌 : 윤영철,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재판관)

(1)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인격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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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제되며, 여기에는 성행 여부  그 상 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는 바, 간통행 를 처벌하는 형법규정이 개인

의 성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간통은 선량한 

성도덕이나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에 반하고, 배우자에 한 성  성실의

무에 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량한 성도덕,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가족생활의 보장과 부부간 성  성실의무의 수호를 하여, 그리

고 간통으로 야기될 배우자와 가족의 유기, 혼외자녀 문제, 이혼 등 사회  

해악의 사 방을 하여 간통행  규제는 불가피한 것이며, 이를 2년 이

하에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간통죄는 성 자기결정권에 한 필요·최소

한의 제한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되지 않는다. 

(2) 간통죄가 피해자의 인내심·복수심의 다과  행 자의 경제능력

에 따라 법률 용의 결과가 달라지고 경제  강자인 남자보다 그 약자인 

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는 개인의 명 와 사생활 

보호를 해 간통죄를 친고죄로 한데서 오는 부득이한 상으로서 간통죄

에만 특유한 것이 아니며, 배우자 모두에게 고소권이 인정된 이상 간통죄

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3) 간통죄규정은 헌법 제26조 제1항에 반하는 법률이 아니라 오히려 

 헌법규정에 의하여 국가에게 부과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

로 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유지·보장 의무 이행에 부합하는 법률이다. 

(4) 특정한 인간행 에 해 그것이 불법이며 범죄라고 하여 이를 형

법 으로 규제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도덕률에 맡길 것인지는 결국 그 

사회의 시 인 상황·사회구성원들의 의식 등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간통행 에 해 민사제재 외에 형사제재도 가할 것인지의 여부, 

형사제재방법으로 자유형만을 과할 것인지 벌 형을 선택 으로 과할 것인

지는 입법권자의 입법형성의 자유, 즉 입법정책의 문제에 속한다.

(5) 오늘날 간통죄 폐지가 세계  추세이고, 성에 한 우리국민의 

법의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가족법 개정으로 간통을 굳이 형사처벌하

기 보다 민사상 손해배상·이혼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다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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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볼 여지도 있어, 간통죄 규범력이 어느 정도 약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 고유의 정 념, 특히 혼

인한 남녀의 정 념은 에서 본 바와 같이 래  통윤리로 여 히 

뿌리박고 있고, 일부일처제 유지와 부부간의 성  성실의무는 우리사회의 

도덕기 으로 정립되어 있어, 간통이 사회질서를 해치고 타인의 권리를 침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법의식은 여 히 유효하다.

(6) 다만 입법자로서는 ① 간통죄 폐지의 세계  추세, ② 법이 개입

하기에 부 한 개인의 사생활 역, ③ 국가형벌로서의 처단기능의 약화, 

④ 형사정책  방기능의 약화, ⑤ 가정이나 여성보호를 한 실효성 의

문 등의 이유를 고려하고 추후 우리의 법의식의 흐름도 검토하여 앞으로 

간통죄 폐지여부에 한 진지한 근을 해야 할 것이다. 

나. 권성 재판관의 반대의견

(1) 부부 계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가 계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

상의 계약 계이다. 유부녀의 간통은 이러한 계약에 따른 성  성실의무를 

반하는 계약 반행 이다. 따라서 계약 반에 한 책임추궁 내지 제재

는 계약법의 일반원리에 따라 계약의 해소와 손해배상에 그쳐야 할 사항이

지, 형벌로 다스려야 할 당벌성이 있는 범죄가 아니다. 성  성실의무는 결

코 강제될 수도 없고, 국가  감시나 처벌의 상도 아니다. 

(2) 부부 계는 애정과 신의의 계인 바, 애정은 마음의 문제이고, 

신의는 정신의 문제이므로, 결국 유부녀의 간통은 윤리  비난과 회오의 

상이지, 형사처벌의 문제는 아니다. 간통에 한 형사처벌은 이미 애정과 

신의가 깨어진 상 배우자만을 사랑하도록 국가가 강제하는 결과를 낳으므

로,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당사자의 인격  자주성(성 자기결정권)을 박

탈하여 성  속을 강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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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헌재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 2008헌가

7·26, 2008헌바21·47(병합) 

가. 합헌의견(이강국, 이공현, 조대현 재판관)

(1)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기본권은 개인의 인격권과 행

복추구권이다. 이 기본권은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제한 것이고, 이 자

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 여부  그 상 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  자기결

정권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간통죄규정은 개인의 성  자기결정권을 제

한한다. 더 나아가 개인의 성생활이라는 내 한 사  생활 역의 행 를 

제한하므로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 과 자유 역시 제한한다. 

그러나 이같은 기본권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그 본질  내용을 침해

하지 않는 범  안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헌재 1990. 9. 10. 89헌마

82와 같은 취지).

(2) 과잉 지원칙 배여부

간통죄는 성  성실의무 배, 혼인 계 탄야기, 일부일처주의에 한 

, 배우자와 가족구성원의 유기, 건 한 성도덕침해 등의 결과를 래하는 

범죄행 다. 이를 규제하는 것은 헌법 제36조 제1항에 정한 국가의 의무에 

비추어볼 때 입법목 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한 성  욕구나 사랑의 감정이 내면의 세계를 넘어 외부에 행 로 표

출되어 혼인 계에 괴 인 향을 미치게 된 때에는 법이 개입할 수 있

고, 형벌수단의 투입도 그 입법목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한 수단이 

된다. 그 결정은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입법권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

다(헌재 2001. 10. 25. 2000헌바60과 같은 견해).

사회구조와 국민의식의 커다란 변화에도 불구하고 간통이 사회질서를 

해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우리의 법의식은 

여 히 유효하다(헌재 2001. 10. 25. 2000헌바60).

더 나아가 간통  상간행 는 그 행 태양에 계없이 혼인과 가족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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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해체를 래하거나 래할 험성이 높다는 에서 사 방에 한 강

한 요청 역시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입법자가 고소권의 제한 등으로 그 

남용을 방지한 간통죄처벌은 개인의 성  자기결정의 자유 등에 한 과도

한 제한이 아니다. 한 간통자·상간자의 사익과 선량한 성도덕수호  혼

인과 가족제도보장이라는 공익 사이에 공익의 요성이 높아 법익균형성 

역시 인정된다. 결국 간통죄는 과잉 지원칙에 배되지 않는다. 

(3) 간통죄처벌은 남녀평등처벌주의를 취하고 있어 양성평등을 훼손

할 여지가 없다.

(4) 법정형의 종류와 범 의 선택은 입법자가 결정할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헌재 1992. 4. 28. 90헌바24 ; 1995. 4. 20. 91헌바11). 

간통죄 제재수단으로 2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나 법정형의 상한 

자체가 높지 않을뿐더러, 비교  죄질이 가벼운 간통행 에는 선고유 도 

가능하므로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한 간통죄가 소추

되면 그 행 양태에 계없이 필연 으로 가족의 해체에 이른다는 에서 

다른 성풍속범죄와 다른 법익침해가 문제되며, 경미한 벌 형은 혼인 계

해소에 따른 부양이나 손해배상책임을 피하고자 하는 간통행 자에 하여

는 하력을 가지기 어렵다는  등을 고려할 때 입법자가 벌 형을 규정

하지 않은 것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깬 것이라 할 수 없다. 

나. 재판관 민형기의 합헌의견의 obiter dictum

앞서 본 합헌의견과 견해를 같이 하면서도 간통죄 행 양태와 련하여, 

비록 입법재량에 속하는 사항이긴 하지만, 사안에 따라 경 이 구별될 수 

있도록 입법 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주목을 끄는 목은 성문

의 규범이 스스로 정하거나 의도하지 아니한 사실상의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 인 문제나 법률 인 평가 등으로 규율의 당부에 의심이 있

는 경우 이를 개선하는 것은 입법기 의 책무이지, 사법기 인 헌법재 소

가 극 으로 개입하여 합헌 는 헌여부의 헌법  단을 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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몫은 아니라는 이다.  

다. 재판관 김종대, 이동흡, 목영준의 위헌의견

간통죄처벌규정으로써 개인의 성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 과 자유

를 제한한 것은 헌법상 과잉 지원칙에 반하여 헌이다.

그 이유로 간통죄처벌규정이 목 의 정당성을 충족시키지만, 수단의 

성과 피해최소성의 요구, 즉 비례성의 요구에 반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속한 개인주의 , 성개방 인 사고의 확산으로 성과 사랑은 법의 통제

역 밖에 있는 사 인 생활 역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고, 성도덕과 가족

이라는 사회  법익보다 성  자기결정권이라는 개인  법익이 더 시되

는 경향이 있다. 우리의 생활 역에서 법률이 도덕률에 맡겨두어야 할 

역을 침범해서는 안 되며 성인간의 성생활은 간통을 포함하여 개인의 자유

역에 속하여 이를 형사처벌의 상으로 삼으면 사생활의 비말과 자유를 

침해하고, 성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 된다. 간통죄보다 더 

비도덕 이고 오감이 큰 근친상간, 수간, 혼음 등에 하여 우리나라에서 

별도처벌규정을 두지 않으면서, 간통을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입법체계상

으로도 균형이 맞지 않는다. 

세계 으로 간통죄폐지추세에 있고 우리나라의 실무 행에서도 과거에 

비해 간통죄처벌이 많이 완화되었다. 한 이것이 일부일처제나 가정질서

보호에 기여하지 못하고, 그 범죄억지력 한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성  성실의무는 개인과 사회의 자율  윤리의식, 배우자의 애정과 신의에 

의해 수되어야지, 형벌로 강제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오늘날 여성배우자 

보호에도 간통죄 존재가 별무소용이라는 것이다. 

그밖에도 형사처벌로 인한 부작용도 종종 발생하고, 법익의 균형성도 상

실했으므로, 간통죄처벌규정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 지원칙을 반

한 헌법률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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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재판관 김희옥의 헌법불합치의견

간통죄처벌규정이 단순히 도덕  비난에 그쳐야 할 행  는 비난가능

성이 없거나 근소한 행  등 국가형벌권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 에

까지 형벌을 부과하는 등 형벌권의 과잉행사에 해당하여 헌법과 불합치한

다는 견해이다. 

간통행 의 다양한 행 양태 , 장기간 생활을 공동으로 하지 아니

하는 등 사실상 혼인이 탄되고 부부간 성  성실의무가 더 이상 존재한

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행한 간통이나 단순한 1회성 행  등과 같이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나 가족생활을 해하는 바 없고 선량한 성도덕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반사회성이 극히 약한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은 불필

요하거나 과도한 형벌로서 국가형벌권의 과잉행사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

우는 형벌필요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민사 인 제재 등 다른 수단으로

도 충분히 그 제재가 가능하다.

결국 간통죄처벌규정의 헌성은 그 처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

사회성이 약하여 형벌까지 이르지 않아도 될 행 까지 국가형벌권행사의 

상으로 한 데 있으며, 이 같은 행 양태에 한 처벌은 헌법불합치에 해

당하나, 간통죄처벌조항의 용을 지하는 경우 그 처벌이 요청되는 간통

행 의 처벌마  불가능해지므로, 입법자가 합헌  법률을 입법할 때까지 

잠정 으로 용  할 필요가 있다.

마. 재판관 송두환의 위헌의견

간통행 에 한 형사처벌제도 자체는 합헌이라는데 찬동하면서도, 그 

처벌조항에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한 것은 책임과 형벌간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여 헌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합헌의견에서 말하는 바 간통죄처벌규정에 의해 제한되는 주된 기

본권으로 ‘개인의 성  자기결정권’을 들고, 이를 제로 과잉 지 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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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심사하는 것에 해서는 의문이 있다는 것이다. 개인의 성  자기결정

권이라는 개념은 일반 인 성폭력범죄, 성희롱 등의 문제, 배우자간의 강간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핵심  개념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을 간통죄처벌로 

인해 침해되는 주된 기본권으로 삼는 것은 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간통죄처벌조항은 혼인제도  배우자간 성  성실의무를 

보호하는 한편, 간통  상간자에 한 자연  응보 념을 인정하면서도 

사  보복을 지하는 법체계 등을 구조 으로 조화시키기 한 입법자의 

노력이 구체화된 것으로 볼 것이고,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 를 일탈하

여 히 자의 인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간통죄처벌로 자유형 일원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10조

의 요구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는 과잉입법 지의 정신에 따라 형

벌개별화의 원칙이 용될 수 있는 범 의 법정형을 설정하여 실질  법치

국가의 원리를 구 하도록 해야 하는   형벌이 죄질과 책임이 상응하

도록 비례성을 지켜야 한다(헌재 2003. 11. 27. 2002헌바24)는 요청에 비추

어 볼 때 정당하지 않다. 이것은 실무상 간통죄 수사  재 과정에서 구

체  사례에 따른 한 법운용을 어렵게 하고 결선고 단계에서도 법

의 양형재량권을 제한하는 등 책임원칙  비례성의 원칙에 배되어 헌

이다. 

Ⅲ. 간통죄 폐지론과 존치론의 현황

형법상 간통죄 처벌규정을 둘러싸고, 폐지론과 존치론이 팽팽한 을 

계속해 오고 있다. 

1. 폐지론의 논거 

가. 간통죄가 성풍속 보호를 목 으로 삼지만, 형법의 탈윤리화 경향

에 반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까지 형법개정을 이끈 형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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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형법의 탈윤리화 으며, 이에 따라 간통, 수

간, 동성애, 근친상간 등의 형사처벌규정이 부 는 일부 폐지된 실례를 

그 배경으로 한다. 

나. 간통죄가 개인의 성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 성의 자유화 경향에 비추어, 개인은 부부간에서도 성  자기결

정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하며, 애정의 조건에 따라 성  상 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릴 수 있음을 그 배경으로 한다. 

다. 간통죄가 이른바 법익없는 범죄의 유형에 속하므로 비범죄화해야 

할 상이라는 것이다. 간통죄의 보호법익으로 거론되는 혼인의 순결이나 

부부간의 성  성실의무는 개인의 애정이 련된 극히 사 인 문제에 속하

여서 형법 인 보호 상이 될 수 없음을 그 논거로 삼는다. 

라. 간통의 피해자인 배우자가 과도한 자료를 받아 내거나 복수심을 

충족시키기 한 합법 인 공갈수단으로 간통죄규정을 악용하고 있는 실

을 감안하여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형벌권이 개인의 사  복수심을 

만족시키는 도구로 사용되거나 과도한 재산  이익을 챙기는 상업  수단

으로 락해서는 안된다는 을 그 논거로 삼는다.

이들 폐지론의 주된 논거는 형법이 성에 한 윤리나 도덕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 개인의 성  자기결정의 자유를 형법으로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 형벌실 의 수단으로서 공형벌이 갖는 형사정책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는 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5)

5) 차용석, 「간통죄에 한 고찰」, 고시계 1987. 3., 170쪽 이하 ; 차용석,「사회변

동과 형법」, 한일법학연구 (제13집), 1994, 86쪽 이하: 허일태, 「간통죄의 헌

성」, 스티스 104호(2008. 6.), 118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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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존치론의 논거 

가. 간통죄가 혼인과 가정의 건강성을 보호하는 헌법규범(헌법 제36조 

제1항)의 구체화규범으로서 부부간의 성  성실의무  제도로서의 혼인과 

가정을 보호법익으로 삼는 죄형법규이므로 이 법익보호의 차원에서 존치시

켜야 한다는 것이다. 

나. 간통이 배우자에 한 침해 는 모욕을 수반하게 되므로 단순히 

개인의 성  외도를 문제삼는 피해자없는 범죄가 아니어서 개인  법익보

호의 에서도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 선량한 성풍속도 평화로운 공동생활의 질서 안정에 제가 되는 

한 형법  보호의 필요성을 갖기 때문에 존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형법에 혼죄 규정이 없는 이상 선량한 성풍속의 지나친 문란을 경계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간통죄 처벌규정을 둠으로써 규범형성  의미와 사회교육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는 에서 제기하는 존치론도 같은 맥락이다.

라. 합리 인 형사정책도 국민의 지배 인 가치 에 한 고려를 배제

할 수 없다는 에서 간통죄는 존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도 국민의 

다수가 간통죄 존치를 지지하고 있는 실을 감안한 것이다. 간통 사

유로 인한 이혼시 약자의 입장에 있는 여성들이 장래의 생활기반을 확보하

기 한 방편의 하나로 고소권을 이용하는 실을 무시할 수 없다는 고려

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6)

그간 정치 ․경제  상황의 변화 못지않게, 사회변동과 규범의식의 변

6) 이수성, 「한국의 문화 통과 형법」, 한일법학연구(제13집), 1994, 31쪽 이하; 김

일수, 「간통죄폐지에 한 기독교  입장」, 개 과 민주주의, 1996, 131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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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세계화의 물결은 문화  정체

성에도 향을 미쳤다는 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가장 오랜 제도와 통  하나인 결혼과 가정도 변화의 진통을 겪고 있

다. 호주제의 폐지, 동성동본 불혼의 완화, 상속에서 양성평등을 한 제도

 개선 등은 입법을 통한 ‘ 통으로부터의 탈피, 에로의 진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효행장려 입법의 실 은 해체되는 가족간의 연 성을 강화

하고 가치질서 형성을 도모하기 한 노력으로 보인다. 매년 증하는 이

혼율, 이혼의 자유화 추세는 말할 것도 없고, 통 인 혼인 념과 일부일

처제에서 이탈한 동성혼, 근친혼, 혼, 미혼가정의 등장으로 인해 결혼  

가정을 둘러싼 규범의 앞날을 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변화를 이끄는 이념의 심에는 개인주의  자유주의가 자리 잡

고 있으며, 특히 개인의 자기결정의 자유가 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

으로 보인다. 그에 따르면, 개인의 자유 역에 한 제한으로 간주되어 온 

공동체  윤리규범, 역사 ·문화  통, 사회  제도로부터 벗어나 개인이 

스스로 자기입법자가 되어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인  자유의 극 화를 하여 윤리규범으로부터

의 해방(탈윤리화), 법규범의 최소화 내지 최후수단성(탈비 화), 제도의 환

원주의  해체가 정책  도구로 등장하고는 한다.

개인  삶의 안정기반인 사회제도, 가치체계, 법의식, 문화와 통  정

체성까지 해체시켜 버린다면 개인은 당장 무제약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

지 모른다. 혼인과 가정의 가치를 둘러싼 제도와 통, 헌법  보장, 사법

 실 , 그리고 그 이념의 형법  구체화에 해당하는 간통죄 규범은 이같

은 무제약  자유를 꿈꾸는 이들에게 거추장스럽거나 아주 성가신 괴물 이

외의 다른 것일 수 없다. Fichte와 그에게 한때 경도되었던 청년 Schelling 

같은 독일 념철학자들은 세계와 연된 순수하고 인 자아로부터 

 무제약 인 자유이념을 이끌어 내어 그들의 철학의 기 로 삼기도 했

었다.7) 그 지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세계와 고립된 념 인 자아나 

7) W. Schulz. Freiheit und Geschichte in Schellings Philosophie, in: Sch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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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자가 아니다. Heidegger의 말처럼 인간은 세계 내 존재

(In-der-Welt-Sein)이다. 인간이 개인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사회  존재

라는 인격  인간상을 제하는 한 극단  자유주의가 발붙일 곳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그다지 넓어 보이지 않는다. 결국 개인의 자유도 사회  공

동생활의 평화를 깨뜨리지 않는 범  안에서만 자유일 수 있다는 것이 이

성 인 자유의 요청일 것이다.

문제는 그 이성  자유의 한계를 구체 인 사태와 련하여 어떻게 그을 

수 있느냐이다. 간통죄의 헌시비도 결국 이 문제를 비껴갈 수는 없는 논

제  하나라고 생각한다.

Ⅳ. 간통죄 합헌론과 위헌론의 검토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헌법재 소장 조규  재 장으로부터 2  

헌법재 소장 윤 철 재 장을 머서 제3  헌법재 소자 이강국 재 장

에 이르기까지 20여년 가까이 4번의 간통죄 헌 여부에 한 헌재의 결정

이 있었다. 하지만 다수의견이 된 합헌결정의 논증구조는 근본 인 틀에서 

그 골격을 그 로 유지하고 있다. 그것은 헌제청 주체들의 논증구조가 

동일한 선을 사이에 둔 지리한 공방의 양상을 벗어나지 아니하 기 때문

으로 보인다. 헌론에 입각한 반 의견은 주로 “성 자기결정권의 침해, 

사생활은폐권에 한 침해, 과잉 지원칙에 배됨”을 헌의 논거로 제시

하고 있지만, 합헌론을 견지한 다수의견은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가정생활의 보호를 해서나 부부간의 성  성실의무

의 수호를 하여 그리고 간통으로 인한 사회  해악의 사 방을 해서 

간통행 의 처벌은 불가피”하며, “간통죄가 사회상황, 국민의식의 변화에 

따라 그 규범력이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반사회성을 띠고 있으

므로 헌법 반이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Über das Wesen der menschlichen Freiheit (1809), Suhrkamp Taschenbuch, 

1975, S. 1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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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론의 논거  간통죄가 통윤리로서 여 히 자리잡고 있는 정

념과 선량한 성도덕의 유지를 해 불가피한 제도라는 측면은 오늘날 가장 

의문시되는 논거  하나라고 지 하고 싶다. 이 은 헌재 합헌결정(2000

헌바60)의 부기에서 이미 간통죄를 기본 으로 개인간의 윤리  문제에 속

한다는 과 한 그것이 개인의 사생활 역에 속하는 내 한 성  문제

라는 을 제로 입법자에게 폐지여부에 한 진지한 숙고를 요청했던 논

리와도 상치되기 때문이다. 선량한 성도덕은 성풍속의 범주와 함께 사회  

지평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  윤리의 문제 내지 내 한 성생활 

문제로서 개인의 사생활 역과도 한 연 을 맺고 있다. 

형법  규율 상은 행 의 부도덕성이 아니라 법익 해의 사회  유해

성이다. 형법은 시민들을 도덕 으로 훈육하기 한 도덕법 이 되어서는 

안되고, 사회의 평화질서를 보 하기 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법규범이어

야 한다. 시민의 자유와 안   사회체제의 기능과 무 한 단지 사  

역에서 부도덕한 일탈행동은 도덕  비난의 상은 될 수 있을지언정 형법

 규율 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시민사회의 원리는 극 으로 특정윤

리를 옹호하기 해 법  수단을 동원하는 이른바 윤리행동주의(moral 

activism), 윤리실증주의(moral positivism)와의 연계를 거부한다. 그와 같

은 일탈행동이 평화로운 공존질서를 깨뜨릴 만큼 사회 으로 유해해서 그

것을 통제하지 않고 묵인할 경우 오히려 사회심리  갈등과 질서의 불안정

을 래할 험이 있을 때에만 형법  통제의 상으로 삼아야 한다. 법은 

단지 자율  개인들의 평화로운 공존을 가능  해주는 임무만을 담당한다. 

이같은 제 에서 가벌성을 규정할 수 있는 2가지 근거는 ① 범인의 행

를 통해 사회  공분( 오, 당황, 수치심, 충격, 분노)을 불러일으킬 만한 

때, ② 그 행 를 통해 동시에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될 때이다.8) 여기

에서 도덕  일탈행동에 한 사회  공분과 유해성 단의 기 이 문제인

데, 그것이 우리사회의 기 인 윤리규범, 즉 사회윤리  기본질서이다.9)

8) R. Lautmann, Moral, Wissenschaft und Strafrecht, in: Jahrbuch für 

Rechtssoziologie u. Rechtstheorie Bd. 15(1993), 2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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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윤리  기본질서는 결코 변하지는 않지만, 사회의식의 변화로부터 

완 히 자유로울 수도 없다. 성의 자유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형법에서 성

생활과 련된 성풍속을 굳이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형법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생활에 직  개입하여 성인들의 성생활의 표 을 유지해야 할 

임무를 갖고 있지는 않다. 자유로운 가치  다원사회에서 법은 특정한 

성도덕이나 성풍속 그 자체를 보호해야 할 임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

다. 

하지만 그 사회의 구성원인 각자는 원칙 으로 성  품 에 한 자기

념을 타인으로부터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갖고 살아가고 있으며, 이같은 

권리는 타인의 성  일탈행 로 인해 직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성풍속이 

문란해져 성생활의 질서가 무 지면 가정․사회생활이나 개인의 인격발

에 나쁜 향을 미칠 수 있어, 자신의 가정, 자신의 속한 사회가 소돔·고모

라의 공동체(창세기 19:1∼29)가 될 것을 꺼리는 개인들은 성풍속·성질서의 

문란에 공분을 느끼게 마련이다. 그래서 헌법도 당 에 지배 인 혼인과 

가족제도의 건강성을 보호함으로써 일부일처제도와 양성평등의 성제도에 

한 보장책을 국가에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형법은 비록 선량한 성도덕 그 자체의 수호자는 아니지

만, 개인의 성  품 에 한 자기 념이 타인의 무 제한 성  일탈행

에 의해 침해받거나 성과 결혼  가족제도를 포함한 공동체의 기본  윤

리질서가 괴될 때 그로부터 야기될 혼란을 방해야 할 책임까지 외면해

서는 안된다. 바로 여기에 성풍속  혼인과 가정에 한 죄형법규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다.10)

반면 헌론의 논거  과잉 지원칙의 배는 법이론 으로 천착해야 

할 논제여서 별개의 장에서 상론토록 하고, 여기에서는 성  자기결정권의 

침해 내지 인간의 존엄성 침해라는 주제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우리 형법은 성과 련된 죄형법규를 개인  법익과 사회  법익에 따라 

9) 김일수, 한국형법Ⅲ (개정 ), 1997, 359쪽 이하. 

10) 김일수, 앞의 책, 3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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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분하고 있다. 자를 개인의 성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 후자를 성풍속

에 한 죄라고 부른다. 외국의 성형법은 성에 한 범죄를 우리형법처럼 

개인  법익과 사회  법익에 따라 분류하지 않는다. 성에 한 범죄는 

개 두 법익의 양면성을 갖기 때문에 양자를 확연히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독일형법은 성  자기결정에 한 죄(제13장)와 혼인과 

가정에 한 죄(제12장)를 분류한다. 오스트리아 형법과 스 스 형법은 성

풍속에 한 죄와 혼인  가정에 한 죄를 따로 취 한다.

성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삼는 범죄는 강간․강제추행 등과 같

은 성범죄이다. 간통은 통 으로 혼인과 가정을 보호하는 죄형법규로서 

성  자기결정권, 즉 성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삼는 성범죄와 성격을 달

리 한다. 강간․강제추행을 성풍속에 한 죄로 다루는 입법례는 있으나

(오스트리아, 스 스 등), 간통죄의 보호법익을 성  자기결정권으로 다루

는 입법례나 형법이론은 발견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간통죄 헌논의에서 성  자기결정권이 주요 논거로 자주 떠오르는 것은 

지평의 혼동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 혼동은 자기결정(Selbstbestimmung)

이라는 법철학의 핵심문제에 한 선이해(先理解)의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

로 보인다. 

법규범의 수범자(受範 )로서 인간이 자기행 에 해 법 으로 책임져

야 할 정당한 근거는 그에게 자기결정의 능력이 있다는 이다. 윤리  

상으로서 자기결정은 인간이 그에게 제시된 당 의 요청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런 에서 일 이 독일연방최고법원은 “인간은 자유

롭고, 책임있는 윤리  자기결정의 소질을 타고 났으며, 그 기 때문에 스

스로 법에 순응하고 불법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행 를 법  당

규범에 맞추어 정립하고 법 으로 지된 것을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시한 바 있다(BGHSt 2, 200).

유신론  실존철학의 입장에서는 실존의 제인 자기결정을 여러 가지 

행 가능성들이 열려있는 상황에서 인간이 실존 인 결정과 선택의 자유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반철학  에서 자기결정은 인간이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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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외부의 그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함을 뜻한다. 물론 여기에서는 의사자유를 둘러싼 비결정론(Indeterminismus)

의 이 핵심이 되고 있다.

인간학  에서 자기결정은 인간이 다른 생물에 비하여 특별히 빼어

나게 갖고 있는 능력으로서 자신에게 향력을 미치는 본능  충동을 억제

하고 의미내용과 가치 그리고 당 규범에 맞추어 자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한다. 이 에 따르면 의미내용과 가치  당 규범

에 반하고 의무 반 인 행동은 자기결정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결정에 

한 거역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두 가지 정신능력, 즉 사고작용을 통해 생활 계와 인과 계를 

인식할 수 있는 인지능력, 그리고 의미와 목 과 가치를 악할 수 있는 

이성  통찰능력을 갖고 있다. 이 에서 인간은 지 인 존재일 뿐만 아니

라 이성 인 존재이기도 하다. 인지  사고와 이성  통찰을 통해 인간은 

그의 행동방향과 목표를 바르게, 목 합리 으로, 의미와 가치충족 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의 자기결정능력은 법규범의 수와 법질서 확립에 근본 인 

토 를 제공한다. 이 능력이 일면 법  당 질서의 실  자체를 가능  하

고, 타면 그것을 필요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당 요청을 지닌 법규범이 수행하는 결정기능은 법이 첫째로 수범자들

의 자유의사에 따라 수되어 질 수 있음을 제한다. 법은 먼  그들의 

이성  통찰에 호소하여 그들이 자신의 목 과 이해의 추구에서 공동생활

의 질서요청과 일치하도록 인도하고,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결정의 조

정능력에 의해 사회유해 인 충동의 분출을 억제하고 회피하게 만든다. 더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당 규범을 침해한 경우에는 고된 제재

나 그 밖의 유사한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에 한 책임을 학습

하게 한다. 개인이 사회생활에서 법규범의 당 요청을 자신의 가치체험을 

통해 주 으로 의식함으로써 그 규범의 의미가 내면화된 이상 그 반에 

한 제재는 자기책임 부담의 원리로 귀결된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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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의 의미를 이 게 이해할 때, 간통죄 처벌이 성  자기결정권의 

침해라는 논지는 이해가 가지 않는 목이다. 결혼이 자기결정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즉 결혼은 성  공동생활의 지속성과 배타성의 의지를 기 로 

하여 배우자 상호간의 배려와 도움  공동의 삶의 목 과 가치를 실 하

기 한 노력을 결집시키는 법 ․사회  제도이다.12) 이 지속성과 배타성 

안에서 배우자 방은 자기실 의 일환으로 성(性)공동체  자유를 린다.

이에 비해 간통은 결혼을 통한 평화로운 성  공동생활의 배타성을 침해

하고, 지속성의 의지를 배반함으로써 성립하는 결혼  가정의 건강성 

괴행 이다. 성  공동체의 배타성과 지속성을 향한 의지의 공개 인 표명

과 함께 배우자 방은 제도로서 혼인의 가치를 체험하게 되며, 한 이 

의지에 기 하여 각각 상 방을 한 성  성실의무를 지게 된다.13) 그런 

의미에서 간통죄는 개인의 성  성실의무에 한 죄로서의 성격 뿐만 아니

라 제도로서 혼인에 한 죄로서의 성격도 지닌다.14) 간통은 결코 행 자

의 자유로운 자기 결정이 아니라 부부간의 사랑에 한 내면  자기모순과 

자의 인 자기부정이다.15) 간통죄 처벌은 실제로 성  자기결정의 자유를 

성  욕망에 이끌리어 스스로 부정(否定)한 행 자에게,16) 자기결정의 부정

(否定)의 부정(否定)을 통하여 본래 인 의미의 자기결정권을 회복시켜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17)

11) H. Henkel, Die Selbstbestimmung des Menschen als rechtsphilosophisches 

Problem, in : Larenz-FS zum 70. Geburtstag, 1973, S. 6 ff.; H. Welzel, 

Persönlichkeit und Schuld, in : Abhandlungen zum Strafrecht und zur 

Rechtsphilosophie, 1975, S.185ff.

12) EKD, Denkschrift zu Fragen der Sexualethik, 1971, S. 20 ; J. Eekelaar / M. 

Maclean, 「Marriage and the Moral Bases of Personal Relationships」, in: 

S.B. Boyd / H. Rhoades (ed.), Law and Families, 2006, p.105. 

13) W. Maihofer, Ideologie und Naturrecht, in: ders. (Hrsg.), Ideologie und Recht, 

1969, S. 136 f. ; 헤겔, 법철학 (임석진 역), 1989, § 161 이하 참조. 

14) G. Stratenwerth, Schweizerisches Strafrecht, BT Ⅱ, 3. Aufl., 1984, S. 78; 김

일수, 한국형법Ⅲ, 363쪽.

15) Eb. Schockenhoff, Naturrecht und Menschenwürde, 1996, 228쪽 이하 참조.

16) 이같은 욕망도 결국 사회  성격을 가지며, 그래서 내가 타인에게 맞추어 행하

지 않으면 안된다는 에 하여는 헤겔, 법철학, § 192 참조.

17) 헤겔, 법철학, § 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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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강조하건 , 인간은 본능과 환경의 굴 에서 완 히 자유로

울 수 없지만 정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본능의 철쇄와 환경의 굴 를 벗

어나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자신의 인격을 실 시켜 나갈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자유에로 부름받은 존재”이다. 인간의 자

기결정의 자유는 동물의 삶처럼 “가치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의미있는 

행  속에서 추구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로 임무지워진 “가치에로의 자유”

이다. 그 기 때문에 인간의 자기결정의 자유는 애당  무 제하고 자의

인 자유가 아니라, 의미충만한 삶의 형성을 한 제한된 자유를 의미한

다.18) 만약 가치실 인 자기결정의 자유의 이같은 기본구조를 무시한다

면 인간의 삶에서 모든 자유는 그 괴 인 동물의 야성과 구별하기 어려

워질 것이다.19) 물론 인간의 정신능력에도 실패와 행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윤리 인 자기실 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해 나갈 수 있다는 에서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20) 그

다면 간통죄 처벌이 자기결정권의 침해 내지 인간의 존엄성 침해라는 

헌론의 논거는 매우 주 인 견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성  자기결정권의 논리에 해 종래 헌법재 소가 20여년 견지해왔던 

념을 뿌리치고, 새로운 근거지움을 시도한 견해가 제4차 간통죄 헌법재

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재  송두환의 헌의견  간통행 의 지 

 형사처벌 자체의 합헌성에 한 근거지움이 바로 그것이다. 그는 헌법 

제10조의 개인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내포되

어 있고, 그 안에 성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같은 성  자기결

정권이 간통행 와 상간행 까지 포함하는 지는 의문이라는 제에서 출발

하여 다음과 같이 주목할 만한 논거를 제시했다: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원하는 것은 언제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무제한  자유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자기결정이 타

18) H. Welzel, Persönlichkeit und Schuld, a.a.O., S.203 ; Ed. Dreher, Die 

Willensfreiheit, 1987, 396쪽.

19) J. Rhemann, Einführung in die Sozialphilosophie, 1979, 20쪽 이하.

20) 김일수, 한국형법Ⅰ (개정 ), 1996, 80쪽 ; 한국형법 Ⅲ, 3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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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의 계를 결정하거나 타인에 하여, 는 사회에 하여 향을 미

치게 되는 때에 타인과의 공존을 부정하는 자기결정은 사회  존재로서 자

신의 인격을 실 시키고 자아를 실 하기 한 자기결정권의 순수한 보호

역을 벗어나게 된다. 이는 성  자기결정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 

일부일처제에 기 한 혼인이라는 사회  제도를 선택하는 자기결단을 한 

자가 배우자에 한 성  성실의무에 배하여 간통행 로 나아가거나 

는 그러한 을 알면서 상간하는 것은 …… ‘성  자기결정권’의 보호 역

에 포섭될 수 없다. 따라서 개인의 성  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을 일반

인 성폭력범죄, 성희롱 등의 문제  배우자 상호간에 있어서도 일방통행

인 성 계는 허용될 수 없다는 등의 문제에 련해서는 핵심  개념이 

될 것이지만, 배우자의 고소를 제로 간통행 를 처벌함으로 인하여 침해

되는 주된 기본권으로 삼는 것은 하다고 보기 어렵다.”

Ⅴ. 간통죄의 헌법적 정당화

1. 헌법의 구체화규범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의 실 이 모든 기본권질서와 

법질서의 최상 의 원칙이며 한 이에 사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임을 

제하고 있다(제10조). 더 나아가 혼인과 가족생활도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 하여 성립․유지되도록 사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

임을 천명한다(제36조 제1항).

여기에서 인간이 존엄성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의 주체가 되는 근거는 

바로 인간이 이성  자기결정의 능력에 따라 윤리  자기발 과 자기완성

을 실 시켜 나갈 수 있는 존재라는 데 있다.21) 물론 인간의 윤리  자기

21) 이에 하여는 Il-Su Kim, Die Bedeutung der Menschenwürde im Strafrecht, 

insbes. für Rechtfertigung und Begrenzung der staatlichen Strafe, Münchener 

Diss., 1983, S. 11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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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과 자기완성은 국가와 모든 법질서의 목 이지만, 그것을 실 하는 일

은 제1차 으로 이성  주체인 개인 자신의 몫이다. 다만 법질서의 기능은 

그와 같은 자기실  가능성의 조건을 확보하고, 그것이 침해받지 않도록 

방하며, 침해될 경우에는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그의 정상성을 회복시

켜 주는데 있다.22)

형법상 간통죄 지규정도 이같은 법질서 기능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

다. 즉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의 제인 인간의 윤리  자기결정의 

자유가 혼인과 가정의 역에서도 그 가치와 부합하여 잘 실 될 수 있도

록 그에 필요한 하나의 외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본 

1990. 9. 10. 89헌마82 결정과 2001. 10. 25. 2000헌바60 결정  2008. 10. 

30. 2007헌가17·21, 2008헌가7·26, 2008헌바21·47 결정에서 세를 이룬 합

헌론도 간통죄가 개인의 성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데 헌론과 

인식을 같이 했다.23) 다만 그 자기결정권도 국가, 사회의 공동생활의 범  

안에서 공 도덕, 사회윤리의 존 에 의한 제한이 불가피하므로 형법 241

조에 의한 성  자기결정권의 제한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지 않는다

는 입장이었다.24)

결혼제도의 성격과 의미를 도외시한 채 본래 성범죄피해자가 향유해야 

할 성  자기결정권의 논리를 비약을 통해 간통죄 행 자에게 원칙 으로 

승인해 주는 이같은 헌재의 입장은25) 일면 자기결정의 자유에 한 F. 

22) Ebd., S. 154-193.

23) 2000. 10. 25. 2000헌바60(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인격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제되고,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 성  자기결정권이 포

함되어 있으며 …… 형법 제241조의 규정이 개인의 성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틀림없다.); 다만 2008. 10. 30. 2007헌가17·21 등 병합사건에서 송두환 재

의 소수의견은 기존의 합헌론 는 헌론의 근거지움과 다른 견해를 취하

고 있음은 앞서 언 한 바와 같다.

24) 1990. 9. 10. 89헌마82; 2008. 10. 30. 2007헌가17·21 등 병합사건.

25) 간통죄 규정이 범인의 성  자기결정권의 제한이라면, 강간․강제추행 등의 처

벌규정도 이들 성범죄자의 성  자기결정권의 제한이라고 해야 헌재의 일 된 

논리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개의 성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이들 범죄자도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인격권에 속한 성  자기결정권의 향유주체라고 해야 논

리의 일 성이 유지될 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논리가 얼마나 우스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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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tzsche나 J.P. Sartre 철학의 입장처럼 도덕  허무주의나 가치무정부주

의에 빠질 험이 있고,26) 타면 도덕  최소주의(moral minimalism)와 자

유  용(liberal toleration)을 지향하는 개인주의  가치상 주의자(relativist)

나 개인주의  의사자유주의자(voluntarist)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

다.27) 이같은 입장은 한 “내가 원하는 로 하자(do as I please)”는 

의 신개인주의(new individualism)의 과도 일맥 상통하는 이 있다. 

신개인주의는 개인의 자율성을 새로운 가치로 시하지만, 같은 가치 념

을 가진 다른 사람과 공존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상호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제약의 거 은 기존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제도화된 

법과 도덕이 아니라 바로 공존자 상호간의 상일 뿐이라는 것이다.28) 

어 거나 자기결정권에 한 헌재의 은 신개인주의가 취하는 내재

 제약논리라는 안 마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자유주의  가

치 은 그 반 편에 서 있는 공동체주의자(communitarianist)들로부터의 

비 을 피할 길이 없다.29) 즉, 이같은 자유주의는 역사나 사회로부터 독립

해서 존재하는 주체, 즉 “연고자없는 자아”에서 출발하며, 한 사회에 필수

인 도덕  자산은 자주 바뀔 수 없음을 간과하고 있다.30) 이같은 자유주

의  은 인간이 평등하게 리고 있는 신  이성이 인간자유의 원리가 

된다고 한 스토아철학의 사상까지 소 한다. 즉, 인간은 개인일 뿐이며, 개

인으로서의 인간은 각자 이성을 가지고 있을 뿐, 가정, 민족  국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념이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있

러우며, 법질서에 한 해괴한 교란이 되는지는 더 이상의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6) 에  루 , 정의와 자유 ( 택부 역), 1974, 17쪽 이하 ; 베르  마이호퍼, 인간

질서의 의미에 하여 (윤재왕 역), 2003, 27쪽 이하 참조 ; D. Lyons, Ethics 

and the Rule of Law, 1984, p.11-15.

27) D. Lyons, supra note 17, p.25-29.; M.P. Baumgartner, The Moral Order of a 

Suburb, 1988, p. 129; M.J. Sandel, Moral Argument and Liberal Toleration, 

in: G. Dworkin (ed.), Morality, Harm, and the Law, 1994, p.110.

28) J. Eekelaar / M. Maclean, op. cit., n. 6, p.107.

29) See G. Dworkin, 「Liberal Community」, in: n. 18, p. 36.

30) Böckenförde, Recht, Staat, Freiheit, 1991, 92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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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그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것은 선택할 자유가 있다

는 것이다. 이 스토아의 자유선택사상이 John Locke, J.J. Rousseau 등의 

계몽자유사상을 거쳐, 의 무신론  실존주의에서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더 나아가 이같은 자유주의  개인주의 가치 념은 헌법질서가 하

고 있는 인격주의와 연 주의 이념과도 상용하기 어려워 보인다.31) 인간은 

본원 으로 개인 인 존재인 동시에 사회  존재이다. 개인은 사회를 필요

로 하며 사회는 개인을 필요로 한다. 개인은 사회에 의존하며, 사회는 개인

에 의존한다. 양자의 상호의존, 상호보완, 상호발 의 계는 인간존재의 

존재론  구조여서 인간은 결혼, 가정  사회, 국가, 교회와의 련성을 

벗어나 고립된 개인으로 실존할 수 없다. 

이같은 사상에 향받은 계몽기의 합리주의자, 개인주의자들은 사회계약

의 가설을 끌어들여 국가도 사회계약에 의한 개인의 집합체로, 가정도 역

시 사회계약의 산물로, 결혼도 사회계약의 일환으로 본다. 결혼이 계약에 

불과하므로 그 계약이 당사자의 마음에 따라 언제든지 해약될 수 있는 것

이라고 오도하고 있다. 

그러나 결혼의 성격은 ① 제도(institution), ② 통(tradition), 그리고 ③ 

문화(culture)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성격은 공통 으

로 결혼이 우연성의 산물처럼 주기 으로 변하거나 개인의 임의 로 해체

될 수 있는 성질의 인간 계가 아니라 한번 형성된 것을 확고히 하고 지속

시키려는 사회  의지에 의해 질서잡힌 사회체계임을 말해 다. 문화와 

통은 결혼의 이같은 지속성을 강화하기 해 결혼의 질서  의미에 “신성

성”과 “존엄성”과 같은 부가  성격을 부여하기도 했다.32) 이같은 정신  

31) 인격주의와 연 주의의 의미에 하여는 Il-Su Kim, a.a.O., S. 183-192 ; 개인의 

일반  행동의 자유에 한 제한의 근거가 된 헌법  인간상에 하여는 김주

, 「자기결정권과 그 제한」, 헌법연구 제7집(1996), 55쪽 이하 참조: 이 논문

에서는 자유로운 자기결정권의 존재론  구조에 한 논의보다 온정  간섭주의

(paternalism)의 용한계에 을 두었기 때문에, 자기결정의 자유를 일반 으

로 제하고, 그 제한의 정당성을 따지는 헌재의 간통죄 헌논의의 사고논리와 

궤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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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는 사회에서 다소 퇴색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근본은 변질되

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결혼은 단순히 의사주의에 입각한 

당사자간의 사법상 계약이 아니라 사회체계로 편입하는 인격 인 연합과 

연 인 것이다.33) 

간통은 인간의 성  공동체로서 맺어진 인격 인 연 의 끈을 끊고 행

자의 인격  품 의 실 과 진정한 행복의 추구를 포기한 채, 성  충동본

능과 쾌락에 온 몸을 내맡김으로써 자신과 상간자를 동물 인 개체(Das 

tierische Individuum)로 락시키는 행 이다. 한 간통은 배우자 개인에

게 정신 인 모욕과 고통을 안기는 가해행 일 뿐만 아니라 결혼과 가정이

라는 사회체계와 문화․ 통에 한 자의 인 테러행 이다.34) 더 나아가 

간통은 배우자 상호간  법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승인에 기 하여 

형성된 법의 호소 인 요청을 무시함으로써 질서안정을 해치는 사회  유

해행 이다. 

이 게 볼 때 간통죄 규정은 결코 법공동체 내에서 인간의 인격이나 자

기결정의 자유 는 행복추구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  자기실 과 

행복추구에 장애가 되는 유해행 를 제지함으로써 참된 의미에서 자유로운 

자기결정의 실 과 진정한 행복의 추구가 사회 으로 융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형법상 간통죄 지규정은 헌법

(제10조, 제36조 제1항)의 구체화규범일 뿐이다. 

2. 과잉금지원칙과 충돌?

어떤 죄형법규가 헌법상 과잉 지원칙에 반하여 헌일 수 있기 해서

32) H. Zeltner, Sozialphilosophie, 1979, S. 55-62.

33) 결혼제도의 인격  연 의 기원에 해서는 문화인류학  탐구가 더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결혼을 인격 으로 가치 체험하는 당 의 모든 사람들은 그와 같이 

래되어 온 결혼제도에 참여하면서 변함없이 결혼의 인격연  의미를 확인·

학습할 뿐만 아니라 그 본질 인 요성을 재해석하면서 이를 유지·발 · 승시

켜 나간다. 

34) Ebd., S.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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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① 죄형법정원칙의 제한을 벗어난 경우, ② 사회유해성없는 행 를 규

율 상으로 삼는 경우, ③ 형법의 최후수단성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입법인 경우, ④ 책임원칙에 반하는 처벌규정인 경우, ⑤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는 처벌규정인 경우, ⑥ 이 처벌  의미를 지니는 형사제재규

정인 경우, ⑦ 단순히 상징  의미의 입법일 뿐 실효성없는 처벌규정인 경

우 등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35) 더 나아가 헌법상 실체  평등권(헌법 

제11조)을 해하는 처벌규정이거나 자유와 권리의 본질  내용까지 침해할 

수 있는 기본권제한  형사입법(헌법 제37조 제2항)도 과잉 지원칙에 반

하는 헌법률일 수밖에 없다.36)

문제는 간통죄 처벌규정이다. 간통죄의 보호법익에 하여는 부부간의 

성  성실의무라는 견해, 제도로서의 혼인이라는 견해, 양자의 합일이라는 

견해 등이 갈린다. 제도로서의 혼인은 혼인서약을 한 동등하고 자유로운 

인격주체인 부부간의 성  성실의무를 본질  내용으로 삼고, 제도로서의 

가정도 최소한 부부간의 성  성실의무를 그 제로 삼기 때문에 부부간 

성  성실의무와 제도로서의 혼인과 가정은 동 의 양면과 같다. 따라서 

간통죄 보호법익은 부부간 성  성실의무  제도로서의 혼인과 가정이라

고 말할 수 있다.37) 그 다면 간통죄는 보호법익없는 범죄가 아니다. 

더 나아가 부부간 성  성실의무는 개인  법익의 성격이 강하고, 제도

로서의 혼인과 가정은 사회  법익의 성격이 강하다. 간통죄의 구체 인 

피해자는 자의 경우 간통자의 배우자이며, 후자의 경우 법공동체의 구성

원 부이다. 따라서 간통죄는 피해자없는 범죄도 아니다. 

그런데 폐지론자들은 간통죄가 공공의 질서와 무 한 사 인 성(性)질서

를 보호 상으로 삼으며, 반사회성이 없고 반윤리성만 있는 행 를 규율

상으로 삼는 일종의 legal moralism의 산물일 뿐이라고 주장한다.38) 이것

35) Il-Su Kim, a.a.O., S. 220-272.

36) Ebd., S. 393-460 ; 물론 과잉 지원칙을 비례성의원칙의 구체  내용  하나로

서 ‘최소침해의 원칙’을 의미하는 필요성의 원칙으로 좁게 이해하는 입장도 있

다. 이에 하여는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 (제11 ), 2006, 85쪽 참조.

37) 김일수, 한국형법 Ⅲ, 364쪽.

38) 차용석, 「사회변동과 형법」, 앞의 책, 86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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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결과 으로 형법의 도덕법 화 외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그 다면 

형법과 도덕은 서로 내용 인 연 성이 없으며 한 없어야 하는가?

계몽기 이 만 해도 종교 인 범죄, 윤리 인 범죄와 법 인 범죄는 구

별되지 않았다. 계몽기를 거치면서 형법의 규율 상인 범죄는 사회유해

인 법익 해행 라는 인식이 확립되었다. 이에 따라 종교 ․윤리  죄

(sin)와 형법  범죄(crime)의 분화가 이루어지 시작했다. 특히 사회  법

익분야에서 이러한 세분화작업은 법과 윤리의 뿌리깊은 유 계 때문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완결되지 못한 채 끊임없는 논쟁의 상이 되고 있다. 

형법개정시마다 등장하는 형법의 탈윤리화, 탈형이상학화, 자유화의 요구가 

바로 그것이다. 

형법과 도덕과의 계에 하여, ① 형법과 종교․도덕의 내용  일치를 

제하고 형법은 윤리의 최소한이라는 명제를 표방하는 입장(단일성론), ② 

양자는 원칙 으로 무 한 것이며, 각각 독자 인 역을 갖고 있다는 입

장(독립성론), ③ 형법과 도덕은 그 효력과 제재에서는 형식  차이가 있지

만, 내용 으로는 서로 한 연 성을 갖는다는 입장( 충론)이 래되고 

있다.  이 에서 충론이 오늘날의 문제해결에 합리 인 으로 보인

다. 즉 형법규범은 종교 ․도덕  근본규범과 일치하거나  무 한 것

이 아니라 사회윤리  기본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양자는 부분 으로 첩

한다. 이 첩부문에서 형법규범은 일종의 도덕형성력(sittenbildende Kraft)

을 갖는다.

결국 형법과 도덕은 일정부문에서 상호 첩․의존 이지만, 그럼에도 형

법은 도덕규범과 다른 사회윤리  비난작용과 하작용을 한다. 따라서 비

윤리  행 양태는 단순한 도덕  비난성을 이유로 형법  규율 상으로 

삼아서는 안되고, 오직 평화로운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에 묵과할 수 없을 

정도의 해가 되는 한에서만 형법  규율의 상으로 삼을 수 있다. 비윤

리 이고 부도덕한 일탈행동이 평화로운 공존질서를 깨뜨릴 만큼 반사회

이어서 그것을 통제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법공동체의 사회윤리  기본질서

가 교란될 수밖에 없을 때, 형법의 투입은 헌법 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간통죄 존폐논의에 비추어 본 헌재의 형법질서

297

것이다.39) 

물론 도덕  일탈행동이 사회유해성을 갖는지 여부에 한 단은 입법

자나 법정책가들이 당 의 지배 인 법의식에 비추어 어느 정도 신축성있

게 내릴 수밖에 없다. 당 의 사회윤리  기본질서는 비록 변하지는 않

지만 생활세계의 변화와 함께 변화할 수 있고, 그 변화의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보수․진보  가치 의 갈등도 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의 

윤리  기본질서는 형이상학 이고 단지 개인윤리 으로만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가치나 이데올로기를 지양해야 하며, 가치 과 세계 이 첨 하게 

립할 수 있는 특정신조나 특정 과도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국가는 따

라서 최소한 도덕성만을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세계 과 상 없이 구속

으로 의무지울 수 있는 법률을 통해 보호할 수 있다. 그 밖의 역은 국

가의 임무가 아니라 개개인의 다양한 가치결정과 사회 인 공동생활의 형

성의 자유로운 몫으로 남는다.40) 국가는 스스로 옳다고 할 수 없다. 그는 

단지 올바른 삶의 행태를 한 제조건들만 제시하고 규범의 정당성만 보

장하면 된다.41) 시민들은 윤리  선(善) 그 자체를 실 해야 할 의무를 지

지 않으며, 단지 의 제조건 안에서 선(善)의 각종 양태들을 삶으로 자

유롭게 실 할 수 있다.42) 그 게 본다면 숭고한 윤리규범을 사회의 기본

윤리라는 시각에서 평 화하고 객 화하는 작업 한 합리  형사정책의 

과제에 속한다.43)

이러한 맥락에서 볼  간통죄 처벌규정은 사회윤리  기본질서의 틀 안

에서 일종의 도덕형성력을 지닌 죄형법규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숭고한 

사  성윤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 방간의 성  성실의무와 혼

인  가족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사회윤리  기본질서를 보호하려는 것이

39) 김일수, 한국형법Ⅲ, 360쪽.

40) Maihofer, Grundwerte heute in Staat und Gesellschaft, 1976, 20쪽 이하; 김일

수, 「사회·국가  법익분야의 형법개정」, 개 과 민주주의, 1996, 158쪽 이하 

참조.

41) von der Leye, Vom Wesen der Strafe, 1959, 83쪽 이하. 

42) Bienfait, Freiheit, Verantwortung, Solidarität, 1999, 258쪽 

43) 김일수, 앞의 책, 3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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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나의 문제는 간통죄 처벌규정이 갖고 있는 법정형의 과잉성 여부이

다. 2년 이하의 징역 단일형으로 규정된 행 간통죄 규정에 해 헌재의 

보충의견 가운데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유래하는 과잉 지원칙에 반

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입법정책이 바람직하다는 지 이 있었다.44) 그리고 

최근의 헌재결정(2008. 10. 30. 2007 헌가12·21 등 병합사건)에서 송두환 재

은 간통죄의 법정형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불합치하여 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까지 했다. 

한국형법에서 혼인과 가정을 보호하기 한 죄형법규로 유일한 가 간

통죄 뿐이다. 스 스형법은 1989년 간통죄 규정을 폐지했고, 오스트리아형

법은 1996년 간통죄규정을 폐지했지만, 아직도 여 히 혼인과 가정의 건강

성 보호를 해 혼과 근친상간을 자유형만으로써 처벌할 범죄행 로 설

정하여, 형법 으로 지하고 있고, 이혼 후라도 부양의무있는 귀책당사자

가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했을 때 자유형 는 재산형으로 처벌하는 규정

까지 두고 있다. 그리고 이같은 범법행 는 우리나라 간통죄보다 법정형이 

높기도 하다.

비교법  에서 볼 때 간통죄 법정형의 단순비교로는 우리나라 형법

이 훨씬 높지만, 혼인과 가정의 건강성 보호를 한 그 밖의 다른 법제도

 장치가 무한 우리형법의 형편과 처지에서는 2년 이하의 단일 법정형

이 합리  근거없이 과도한 처벌을 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곤란하다. 

최근 제4차 간통죄 합헌결정에서 재  이강국, 이공 , 조 의 합헌

의견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을 읽을 수 있다45):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법정형의 상한 자체가 높지 않을 뿐 아니라, 비교  죄질이 

가벼운 간통행 에 해서는 선고유 까지 선고할 수 있으므로 …… 지나

치게 과 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한 간통  상간행

44) 1990. 9. 10. 89헌마82.

45) 2008. 10. 30. 2007헌가17·21, 2008헌가7·26, 2008헌바21·47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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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단 소추가 된 때에는 행 양태에 계없이 필연 으로 가족의 해체로 

인한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는 에서 다른 성풍속에 한 죄와는 다른 

법익침해가 문제되고, 경미한 벌 형은 기존의 혼인 계의 해소에 따른 부

양이나 손해배상의 책임을 피하고자 하는 간통행 자에 하여는 하력을 

가지기 어렵다는  등을 고려할 때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하여 

형법상 다른 성풍속에 한 죄와 달리 벌 형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형

벌체계상의 균형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도 없다.”

하지만 보다 더 명한 형사정책  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까지 

부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1992년 국회에 제출되었던 정부의 형법개정

안은 간통죄의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 는 500만 원 이하의 벌 형으

로 규정한 바 있었다. 이에 해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여 혼인과 가정의 

건강성 보호에 미온 인 처라는 비 의 여지는 있으나, 당시 일부 폐지

론자들의 강력한 요구를 완화시키는 충의 산물이었음을 여기에 지 해 

두고자 한다.

3. 입증책임의 문제

마지막 문제는 간통죄 지규정의 헌여부에 한 입증책임이다. 입법

자가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역을 입법형성을 통해 법률  규율의 상으

로 삼을 때, 그 법률의 헌성 여부에 한 입증책임은 입법자에게 있다. 

여기에서는 “의심스러울 때에는 자유에 유리하게(in dubio pro libertate)”

라는 국민 인 자유의 출발추정이 제되어 있기 때문이다.46) 

반면 구체 인 법사태를 놓고, 당해 사태를 규율하는 제정된 련 법률

조항의 헌여부에 한 입증책임이 문제될 경우이다. 여기에서는 “의심스

러울 때에는 입법자의 권 에 유리하게(in dubio pro auctoritate legislatoris)”

라는 합헌성 추정의 원칙이 제되어 있다. 그러므로 헌법재 소에 의해 

헌결정이 내려지기 까지는 일응 헌법에 합치되는 법률로 추정되므로, 

46) H. Müller-Dietz, Strafe und Staat, 1973, S. 40 f.



憲法論叢 第19輯(2008)

300

헌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해당법률의 헌성에 한 입증책임을 진다.47)

간통죄 헌여부와 련하여서는 비록 형법제정 후 오랜 세월이 지났고, 

사회변동과 법의식의 변화  국제화의 물결이 려오는 상황이지만, 그럼

에도 불구하고 간통죄 헌성의 입증책임은 입법자가 아니라 헌시비를 

제기하는 당사자 쪽에 있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결국 의심스러울 때는 기

존의 법상태에 유리하게, 법  소란을 통해 사회개 을 꿈꾸는 자에게 불

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Ⅵ. 간통죄의 형법적 정당화

국가의 형사입법에서 어떤 행태는 처벌하고 어떤 행태는 처벌하지 말아

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일은 국가의 요한 법정책  과제에 속한다. 그 

단의 기 은 당벌성(Strafwürdigkeit)과 형벌필요성(Strafbedürftigkeit)이

다.48) 

형법입법자는 어떤 행태를 범죄화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사실상 두 가지 

기본 제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첫째, 평화로운 공존상황을 깨뜨리는 묵과할 수 없는 사회유해  법익

해행 에 해 용을 베풀면서도 제 로 유지될 수 있는 사회란 존재할 

수 없다는 이다. 그런 사회는 곧 만인의 만인에 한 투쟁상태가 될 것

이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유해성을 객 으로 확인할 수 있는 행태만을 형법  통제의 

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다. 외부 으로 확연히 표 되지 않은 법익

해행 는 종교 ․윤리 으로 죄(sin)가 될 수 있을지언정 사회 으로 유해

한 행 로서 실질 인 범죄(crime)개념을 충족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법치국가 형법은 사회유해 인 법익 해행 만을 당벌성을 지니는 실질

47) Ebd. S. 42.

48) 형사입법단계에서 이 두 개념의 기능과 상호 계에 하여는 Il-Su Kim, Die 

Bedeutung der Menschenwürde im Strafrecht, a.a.O., S. 395-401 ; 임웅, 비범

죄화의 이론, 1999, 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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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로 간주한다. 따라서 자살, 자해, 단순한 도덕규칙이나 풍속의 반, 

성인이 된 당사자들의 합의 아래 사  역에서 이루어지는 반윤리  일탈

행동 등은 형법  규율의 상이 될 수 없다. 

실질  의미에서 당벌성을 지니는 범죄행 는 다양한 사회  갈등이나 

사회  일탈행동과 구별된다. 범죄행 는 국가  규범의 침해를 제하지

만 사회  일탈행동들은 사회에서 통용되는 일정한 행 규칙이나 사회  

규범의 침해를 제할 뿐이다. 국가가 제정한 형법규범은 일반 인 행 지

시를 내포하며, 규범제정기 의 권 로부터 구속력을 획득한다. 이에 비해 

사회  규범은 행 지시가 아니라 행 기 를 내포할 뿐이며, 그것을 철

시킬 수 있는 구속력도 획득하지 못한다. 침해된 형법규범은 처벌과정을 

통해 회복된다. 그 침해행 가 불법임을 공 으로 선언하고, 그 행 책임에 

상응한 죄값을 행 자에게 지움으로써 규범의 권 는 원상회복될 수 있다. 

이에 비해 침해된 사회규범의 회복은 기 실추를 복원하고 행 기 를 정

상화시킴으로써 가능해진다. 물론 기 실추의 회복은 반드시 규범침해자에 

한 해악  처벌로써만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이다. 

더 나아가 실질  의미의 범죄는 사법상 계약 반이나 사법상․공법상 

불법행 와도 구별된다. 형법상 범죄행 는 형법 이외의 역에서 질러

진 법행 에 비해 가 된 불법성(qualifiziertes Unrecht)을 띤다는 이

다. 그러므로 범죄에 한 제재로서의 형벌에는 반드시 사회윤리 ․국가

 비난작용이 수반된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 에 한 손해배

상 등의 제재는 행 자에 한 해작용은 하지만 사회윤리  비난작용을 

수반하지는 않는다. 형법상의 불법에 비해 불법의 질이 낮거나 다르기 때

문이다. 오늘날 범죄는 이처럼 더 이상 순수한 종교  계율 반이나 순수

한 도덕  타락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의 법익에 한 유해

행 를 뜻한다.49) 

49) J. Feinberg, 「Harmless Wrongdoing」, in: G. Dworkin (ed.), Morality, Harm, 

and the Law, 1994, p.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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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입법자는 더 나아가 법익보호의 목 상 부득이 형벌을 과해야 할 필

요가 있는 경우에도 ① 형벌보충성의 원칙상 최후․최소한의 범 에 머물

러야 하고, ② 형벌실효성의 원칙상 사회유해  행 의 확산을 통제할 수 

있는 합리 이고 실 인 가능성의 정도에 머물러야 한다. 형법이 법규범 

이외의 사회통제수단이나 타 법규범의 통제수단에 비해 보충 인 최후수단

이어야 하는 것은 형벌권이 가장 강력한 사회통제의 수단이기 때문이다.50) 

그러므로 형법 이외의 사법  해결이나 행정법  규율만으로도 충분히 법

공동체의 법익보호질서가 유지될 수 있는 한, 가장 혹독한 사회윤리  비

난성을 지닌 형벌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없다. 

형법이 다른 법규범에 한 최후수단이긴 하지만, 동일한 법익 해행

에 한 사법상 는 행정법상의 제재수단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이 반드시 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법질서 역의 제재수단이 

평화로운 공동사회의 질서유지에 충분할 만큼 실효성있는 수단인가가 요

한 건이다. 만약 그것들이 평화로운 공존이라는 사회의 근본상황을 유

지․회복시키는 데 충분할 정도로 실효성있는 수단이 못될 때, 형법  통

제수단의 투입은 비록 재의 생활사태에 비추어 최후수단이 아닐지라도 

정당화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문제해결에 정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 

형법  불법귀속과 책임귀속의 일정한 요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이

어야 한다는   균형성의 원칙(Grundsatz der Proportionalität)에 따라 

수형자 개인에게 미칠 희생의 폭을 최소화하는 수단이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51)

두말할 것 없이 형법의 목 은 보충 인 법익보호에 있다. 법익은 형법

이 실 으로 실 해야 할 보호의 상을 형법규범이라는 도구를 빌려 구

체화하는 이념 ․정신  실체이다. 법익보호의 목표에 도달하는 길은 반

사회성을 함께 규정하는 사회체계  규범모델이나 사회윤리  행 가치모

50) Il-Su Kim, a.a.O., S. 399 f.;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 (제11 ), 2006, 19쪽 이하 

참조. 

51) 김일수, 한국형법Ⅰ (개정 ), 1996, 135쪽 ; 김일수/서보학, 앞의 책, 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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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을 법익보호목 을 해 실 으로 작동하는 기능장치의 하나로 포 하

는 것이다.52)

법익보호를 해 형법입법자는 먼  일반인에게 당 인 지 는 명

령규범을 행 규범으로서 제시하고, 만약 일반인들이 이 행 규범의 요청

을 무시할 때 일정한 진압작용과 비난작용을 내포하는 제재규범까지 제시

한다. 형법의 법률요건(구성요건)은 바로 행 규범의 호소하는 목소리를 담

은 그릇이고, 형법의 법률효과(형벌)는 바로 제재규범의 경고하는 목소리를 

담은 그릇이다. 행 규범은 지․명령을 통해 일반인을 바른 길로 인도하

고, 제재규범은 처벌의 경고를 통해 행 규범 수를 실효성있게 만든다.53)

이와 같은 형법의 규범  성격은 바로 형법의 방  기능과 연계된다. 

종래의 형사정책에서는 형사입법이 잠재  범죄인인 일반인에게 처벌의 두

려움을 주어 범죄를 억지시키는 일반  하작용을 한다는 의미의, 이른바 

소극  일반 방이 주류 다. 하지만 오늘날 형사입법의 방  기능은 

극  일반 방에 을 두고 있다. 즉 사회일반인으로 하여  ① 사회교

육  동기를 유발시켜 법충실에의 숙련을 쌓게 하고(사회교육  학습효과), 

② 법질서가 철됨을 직․간 으로 체험함으로써 규범신뢰에의 숙련을 

쌓게 하며(규범신뢰효과), ③ 범죄통제에 한 만족효과를 으로써 범죄로 

인해 야기된 일반인의 불안해진 법의식과 법감정을 진정시켜 다(만족효

과). 사회윤리  비난성이 높은 범죄행 가 무엇인가를, 그리고 정의로운 

법질서의 불가침성을 확증해 보임으로써 일반인의 규범의식을 내면화시키

고, 마음에 쓰여진 규범의 소리를 항상 깨닫게 함으로써 규범의 안정성을 

제고시킨다.54) 

이상의 들을 제하고서 간통죄의 형법  정당성을 검토해보기로 

하자 :

첫째, 간통행 는 실질  의미의 범죄, 즉 사회유해  법익침해행 라고 

52) 이 에 하여는 김일수, 한국형법Ⅰ, 앞의 책, 139-144쪽 참조. 

53)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 앞의 책, 32쪽.

54) 이런 의미에서 극  일반 방을 사회통합 방이라고도 한다. 이에 하여는 

김일수, 한국형법 Ⅰ, 앞의 책, 148쪽 ;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 앞의 책,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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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가? 간통죄 폐지론자들은 간통이 단순한 남녀간의 애정문제로

서, 은폐되어야 할 사생활 역에 속할 뿐이라고 한다.55) 간통죄 헌론자들

은 간통이 단지 민법상 계약 반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이면 충분하지 형사처벌의 상으로 삼을 만한 격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같은 시각은 간통이 ① 헌법을 통해서까지 정당화된 결

혼과 가정이라는 사회체계의 존립목 을 해결할 수 없도록 하거나 어렵게 

만드는 역기능  상이라는 , ② 이같은 사회체계존립에 필요한 제도화

된 법규범에 한 충돌을 야기하는 역기능  행태라는 , ③ 이러한 역기

능  행태는 당벌성을 지닌 실질  의미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 ④ 이

같은 역기능  사회 상은 사회유해 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을 

간과하고 있다.56)

간통이 사생활 보호 역에 속한다는 생각도 극단 인 개인주의  자유

주의를 제하지 않고는 정당성을 획득하기 어렵다. 간통은 단순한 부도덕 

행 나 불륜행 가 아니라 인륜성의 기 로서 진화해 온 결혼이라는 법제

도를 훼손한 사회  불법행 에 해당한다.57) 사생활은폐권이야말로 지식의 

간계를 통해 간통행 의 사회유해성과 실질  범죄성을 은폐하려는 일부 

이데올로기  운동가들의 책략에 불과해 보인다. 

간통이 민법  역에서 해결할 행 기 실추의 문제라는 생각도 간통

의 사회 ․규범  이해의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혼인이 신분법

상의 계약 계라면 그 계약 기의 원인은 간통을 비롯하여 다양한 생활사

태일 수 있다. 그리고 탄된 혼인의 신분법상 해결방법은 이혼이다. 이혼

55) 미국법에서 사생활은폐권은 오랜 통 인 privacy 으로서 어떤 개인  사

실을 공공의 시선으로부터 은폐할 권리를 뜻한다. 의 라이버시권은 정부

의 규제없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로 념된다. 새로운 라이버시권은 

물론 privacy를 autonomy와 동일시하는 경향이다. 이것이 의사자유주의자

(voluntarist)의 논리에 입각하고 있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신․구 privacy 논쟁

은 M. Sandel, 「Moral Argument and Liberal Toleration」, 앞의 책, 112쪽 참

조. 

56) 체계이론(Systemtheorie)의 형법학  용가능성에 하여는 김일수, 한국형법 

Ⅰ, 앞의 책, 140-142쪽 참조. 

57) 헤겔, 법철학 (임석진 역), § 16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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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의한 혼인의 해소가 간통행 로 야기된 법익공동체의 법익질서교란

을 진정시키기에 충분하다는 주장은 실에 입각하여 검증된 단이 아니

라 이데올기  성격을 띠고 있을 뿐이다. 이같은 주장의 정당성은 민주시

민사회에서라면 어도 윤리  가치환경에 한 다수의 의사와 일치할 때

만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58) 법  소란을 통한 사회개 (social reform 

from legal noise)은 시민사회의 한 발 모델이지만, 그 목소리의 주체

는 이데올로기  소수여서는 안되고, 공정하게 사유하는 창조  소수이거

나(비록 처음에는 달걀로 바 를 때리는 인상일 테지만) 아니면 개방 인 

다수여야 한다. 

둘째, 간통죄 처벌은 혼인과 가정의 건강성 유지에 실효성있는 도구가 

되는가? 실효성 논의와 련하여 종종 헌재결정에서 간통죄처벌은 발생한 

간통사실을 되돌려 놓을 수도 없고, 혼인생활 유지에도  도움을 주지 

못하며, 한 간통행  이 에도 심리  사 억제수단이 되지 못하고, 부부

간 성  성실의무는 자율 인 윤리의식의 상이지 형벌로써 다스릴 상

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혼인제도와 가정질서 보호에 하고 실효성있

는 수단이 못된다는 견해가 두되고 있다.59) 물론 범죄에 한 형사처벌

로써 원상복귀가 가능해지리라는 희망은 환상에 불과하다. 민사  불법행

에 한 원상회복 조치도 가치 이고 이념 인 원상회복일 뿐 실재 인 

원상회복일 수는 없다. 하물며 간통죄처벌이 깨어진 혼인과 가정을 회복시

킬 수 없음은 자명한 이치이다. 그것이 만에 하나 일반 인 연결효과가 되

어 다른 혼인과 가정에 해 사 인 경종과 거울이 될 수 있다면 다행한 

일일 것이다. 

모든 범죄 상은 미시  시각과 거시  시각에 따라 다른 효과를 상정할 

수 있다. 간통죄처벌도 미시  시각에서 보면, 질러진 불법에 한 사회

윤리  비난과 해작용일 뿐이다. 그러나 거시  시각에서 보면, 한 사회

58) 이에 하여는 G. Dworkin, 「Liberal Community」, 앞의 책, 37쪽 참조. 

59) 2008. 10. 30. 헌가17·21 등 병합사건  재  김종 , 이동흡, 목 의 헌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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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부부간 성윤리, 가족윤리의 건강성에 한 최소한의 안 이 도 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디에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표지가 된다는 

이다. Feuerbach의 심리  강제설에 의한 심리  하작용을 실 으로 

형벌이 갖고 있는지는 범죄학  측면에서 분명 의문시된다. 왜냐하면 모든 

범죄자의 이성은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으리라는 낙 을 제하고 있

기 때문이다. 그것은 간통죄에서만 유독 그러한 것이 아니다.

한 부부간 성  성실의무가 자율 인 윤리의식 내지 배우자의 애정과 

신의에 의해 수될 사항이므로, 간통은 민사법상 책임의 상이지 형사법

 책임의 상이 아니라는 논지로 그 처벌의 실효성을 다투는 것도 수

하기 어려운 논리이다. 사법상의 계약도 재산에 한 것이건 인격에 한 

것이건, 요한 법익성을 띠는 한, 형법  규율의 상이 된다. 유기죄, 배

임죄, 횡령죄 외에 부진정부작 범의 성립이 가능한 다양한 행 양태가 이

에 속한다. 일 이 Kant가 도덕의 자율성과 법률의 타율성 공식으로써 법

과 윤리의 구별을 시도했던 것처럼, 사법 ·공법  계약의 역도 법률의 

타율성에 의지하여 그 실효성을 담보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고, 불법의 질

과 정도에 따라 민사  불법과 형사  불법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 이 Hegel도  혼인에 감정  계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혼인이 동요․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입법단계에서는 이러

한 가능성을 최 한으로 지하여 인륜의 법이 임의 으로 침범당하지 않

도록 지켜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60)

형법의 간통죄 처벌만으로 헌법이 제시하는 바 혼인과 가정의 건강성이 

유지․발 되리라고 기 할 수는 없다. 형법이 에 명한 형사정책, 이 형

사정책 이 에 더 명한 사회정책이 우선되어야 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von Liszt가 말했듯이 「형법은 형사정책의 최후수단이요, 형사정책은 사

회정책의 최후수단」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이혼은 증하고 있고, 혼외정사는 일상사가 되어버린 실을 

두고, 이미 간통죄의 규범  호소력과 억지력이 마멸된 것이 아닌가라고 

60) 헤겔, 법철학, §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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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다. 이같은 실을 감안할 때 간통죄의 소극  

일반 방기능은 약화되었고, 특별 방기능도 간통죄 존치론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이론  도구가 되기 어렵다.61)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 인 

극  일반 방의 에서 간통죄규정의 규범내면화를 통한 규범안정 기

능을 무시할 수 없다.62)

결혼을 통한 성(性)공동체의 형성을 Hegel은 자기의식 인 사랑에 의한 

정신  통일로 보았다.63) 결혼의 객 인 출발 은 이같은 통일상태에서 

하나의 인격을 형성하는데 한 남녀 두 사람의 자유로운 동의이다. 그러

나 그 출발 이 갖는 우연성 때문에 결혼의 건강성은 반성  사유에 따른 

교양에 좌우되기 마련이다.64) 결혼에 수반하기 쉬운 우연성을 제지하고, 반

성  사유에 따른 교양  학습효과에 있어 간통 지에 한 형법규범의 

존만큼 명징한 수단은 없어 보인다. 이 에서 볼 때 형법상 간통 지규

범은 아직까지 그 효용성을 상실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간통제 규정의 

실효성은 순기능 으로 볼 때 이 처벌규정 없이도 결혼과 가정의 건강성이 

부부․가족구성원들의 자기책임과 공동책임에 의해 자연 으로 지켜질 만

큼 사회 으로 성숙될 때에 종식될 것이다. 재의 규범상태를 넘어서 이

같은 미래지평에 이를 때 간통죄 규정을 폐지하여 비범죄화시켜도 좋을 것

이다.65) 

61) G. Stratenwerth, Schweizerisches Strafrecht, BT Ⅱ, 3. Aufl., S. 77; 이 은 

간통죄처벌이 형법 의 필요성을 넘어가는 과잉행사에 해당하여 헌 는 헌법

불합치라는 견해들의 논증도구이기도 하다.

62) 과잉 지원칙 반을 이유로 간통죄처벌규정이 헌 는 헌법불합치라는 가장 

최근의 견해들도 간통죄존치가 사회통합 인 극  일반 방 기능조차 갖고 있

지 않는지에 해서는 아직까지 일체 함구로 일 하고 있다.

63) 헤겔, 법철학, § 161. 

64) 헤겔, 법철학, § 162. 

65) 형법의 도덕형성력에 기 한 극  일반 방사상과 견  만한 것이 이미 고려

조와 조선조 개국의 형법사상에 나타났음에 하여는 김일수, 한국형법Ⅰ, 39쪽 

: 조선조 개국의 기틀을 놓는데 일조한 三峯 鄭道傳도 형법을 논하기를 “聖人이 

刑을 제정하는 것은 이를 믿고서 다스리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다스림을 돕고자 

함일 뿐이니 罪를 정함으로써 罪를 그치게 하고(辟以止辟), 刑을 정함으로써 형

을 과하는 일이 없기를 기 함이라(刑期無刑). 진실로 내가 다스리는 것이 다 이

루어져 안정에 이르면 형을 두고서 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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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간통죄 헌논의는 그때마다 사회비  논쟁을 함께 끌어들이는 경향

이 있다. 우리의 법 실은 어떠하며,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이며, 양성평등

과 일부일처의 혼인제도  가정의 규범  이상은 어느 정도로 실 되었는

가 하는 문제를 논의 속으로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결혼과 가정생활에서 

품 있는 삶을 지향하는 이들 규범  이상은 오늘, 여기에서 아직도 실

되지 못한 상태임이 분명하다. 가정폭력과 가족간의 성폭력 규제법률을 통

해 국가의 형벌권이 가정의 문턱을 넘어 안방까지 확장되었지만 이 규범  

이상은 아직도 미실 상태이다. 

성풍속과 부부간 성(性)공동체의 이완 내지 상 화라는 시 의 풍조에 

따라 우리는 이 규범  이상을 포기할 시 에 이르 는가? 아직은 그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재의 무질서, 무분별, 문란을 기정사실화하여 형법제

정시 우리 입법자들의 정책  결단을 도덕  엄숙주의, 보수  통주의라

고 매도하고, 오늘의 삶의 지평에서 미완의 이들 규범  이상의 실 을 

한 정신 인 긴장과 노력들을 시 역행 ․시 착오  편 이라고 비 하

는 들은 기존상태의 변 만을 염두에 둔 이데올로기  성격이 강해 보

인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의 배경에 법이 단지 사회통제의 수단이

고, 형법은 단지 범죄통죄의 수단일 뿐이라는 도구  이성의 조류가 흐르

고 있다는 이다. 법을 순 히 효율성의 조건으로만 보고, 특정한 정치·경

제·사회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한 실용  도구로만 생각한다면, 법제도

가 갖고 있는 윤리  차원에 주의를 환기시킬 수 없고, 그 결과 법제도에

서 정의와 진리를 행할 능력을 빼앗기고, 본래 이고 궁극 인 옳음에 

한 신뢰가 무 진다. 법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법질서의 공평, 정의, 진리에 

한 느낌을 가지려면 부분 으로 법질서 자체가 선함과 성스러움의 느낌

을  수 있어야 한다.66)    

66) 해롤드 버만, 종교와 제도(김철 역), 1992, 33쪽 이하 ; 헤겔, 법철학, §270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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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깃들 무렵에야 날기 시작한다”는 헤겔 법

철학 서문의 맺음말처럼, 국가의 법정책은 실 가능한 구체 인 미래  가

치이상을 향해 황혼녘인 지 , 여기에서 이미 비상을 시작해야 한다. 사회

비 , 이데올로기 비  논쟁을 통해 하나의 법제도가 갖고 있는 재

의 법상태와 미래의 규범  이상이 변증론 으로 합일되는 지평 에서 법

정책가들은 그들이 추구해 온 정당한 법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간통죄 존치냐 폐지냐에 한 단순한 선택논리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명한 정책이 될 수 없다. 혼 지규정, 이혼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부담

할 부양료 지 의무의 불이행에 한 처벌규정이  없는 재 우리형법

의 법상태 하에서는 간통죄를 존치해야 한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다. 

지난 20여년간 끊임없이 간통죄 헌여부에 한 논란이 그치지 않는 

데에는 성의 자유화라는 미명 아래 부부유별(夫婦有別)의 의(大義)가 이

완된 데 그 사회학  원인이 있다고 하겠으나, 무엇보다 수사와 재 을 포

함한 간통죄 실무에서 법창조 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법률가들의 기

계 인 사고에도 그 원인이 없지 않다고 본다. 간통죄의 용에서 먼  다

양한 사태들을 놓고, 그 경 을 가리어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사안과 경

고  조치로써 충분한 사안을 구별하는 작업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

다. 한 례의 형성을 통하여 사회유해 인 법익 해행 로서 처벌필요

성이 있는 간통행 를 체계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최근 법원 결에서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 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

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 으로는 혼인 계가 존속하다고 하더라도, 

상 방의 간통에 한 사 동의라고 할 수 있는 종용의 의사표시가 그 합

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시한 것은 이같은 방향으

로의 창조 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67)

하지만 그 개정의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먼  간

통죄의 법정형을 행 2년보다 완화하고 벌 형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정

의 이념, 제도  그 권력 담당자 : 국가와 종교의 계 ) 참조.

67) 법원 2008. 7. 10. 선고 2008 도 3599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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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어떤지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68) 한 부부의 별거상태가 

1년을 넘는 경우에는 간통고소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고려해 볼 것과,69) 유

죄 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간통피해자인 배우자가 가해자인 배우자와 다시 

혼인생활을 계속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 는 피해자인 배우자가 사망

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도 입법론 으로 고려해 직 하

다.70) 그 밖에도 간통죄의 처벌 상을 ‘공공연히’, ‘지속 으로’, 는 ‘부부

처럼 동거 인 상태에서’ 행하는 간통행 에만 제한하자는 주장도 경청해 

볼만 한다.71)

하지만 이와 같은 입법론의 상을 놓고, 행 간통죄 죄형법규가 헌

이라거나 헌법불합치라는 결론에 이른 단은 무 성 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최근 2008. 10. 30. 2007헌가17·21 등 병합사건에서 김희

옥 재 은 간통죄 법률조항이 단순히 도덕  비난에 그쳐야 할 행  

는 비난가능성이 없거나 근소한 행  등 국가형벌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 에까지 형벌을 과할 수 있게 한 것은 국가형벌권의 과잉행사에 

해당하여 헌법불합치라고 지 한 바 있다. 그는 “장기간 생활을 공동으로 

하지 아니하는 등 사실상 혼인이 탄되고 부부간 성  성실의무가 더 

이상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행한 간통이나 단순한 1회성 행  

등과 같이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나 가족생활을 해하는 바 없고 선량한 

성도덕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반사회성이 극히 약한 경우”를 그 실례로 

들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화된 입법기술에서도 입법자의 완 성을 기 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입법자는 입법자보다 더 명한 해석 용자

를 염두에 두고 입법의 흠결에 한 용기를 품게 되기도 한다. 실제로 형

법각칙의 입법기술은 다양하다. 일반조항형식, 개별조항형식, 특별히 한 

사례의 시형식(Regelbeispiele) 등이 그것이다.  형법 에서 선호되고 

68) 김일수, 한국형법Ⅲ, 앞의 책, 373쪽.

69) 폐지되기  오스트리아 형법 제194조 제2항.

70) 폐지되기  오스트리아 형법 제194조 제3항과 스 스 형법 제214조 제5항.

71) 차용석, 「사회변동과 형법」, 앞의 책, 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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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개별조항형식 가운데도 망라  방식과 시  방식(일반조항형식과 

개별조항형식의 결합형식)이 교차 으로 사용되는 가 많다. 이들 방식 

 어느 것을 선호하고 선택하느냐는 입법학 ·입법정책 인 고려에 따라 

입법자가 단해야 할 입법재량사항에 속한다.72) 컨  보통살인죄를 다

시 모살( 殺)과 고살(故殺)로 구별하여 입법해야 하느냐는 입법자의 재량

사항이다.

간통의 경우, 불법과 책임의 경 이 다른 다양한 행 양태가 가능하여, 

입법론 으로는 그것을 가릴 수 있는 거 을 제시하는 것이 더욱 합리

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혼외의 자와의 간음은 외국의 입법례에서 한

때 볼 수 있었던 혼외의 자와의 애무행  등을 처벌 상으로 삼은 불법유

형과 간통을 구별하기 한 최 한의 한계설정인 것으로 보인다. 그 범  

안에서 어느 양태의 간통을 처벌의 상으로 삼을 것인지, 어떤 종류의 형

벌을 과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남겨놓은 빈터에서 해석 용자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인 셈이다. 종  오스트리아 형법 실무가들은 1회성 간통과 같은 

단순한 외도(外道)는 처벌 상이 되지 않는 간통미수에 불과한 것으로 간

통죄 규정을 해석 용해 왔다.73) 해석 용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단지 

입법자의 무지나 과용으로만 돌리는 시각이 반드시 옳은 것인지는 앞으로

의 헌법재 에서 정책 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간통죄 규율에서 재의 법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인간다운 법, 보

다 정의로운 법으로의 발 가능성을 모색하는 일은 결국 깨어있는 법실무

가들, 법정책가들과 명한 입법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 

72) 물론 일반조항형식을 범 하게 취할 경우 불확정한 규정이 되어 죄형법정원칙

과 충돌할 험이 높다. 이 때문에 의 형법 은 개별조항형식을 취하는 것

이 원칙이다. 이에 한 상세한 논의는 김일수, 「형법각론연구의 방법론  서

설」, 박정근교수 회갑기념논문집 (1990), 585쪽 이하.

73) Reissig-Kunst, StGB Kurzkommentare, 3. Aufl. (1979), S. 154 (§ 194 An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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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창립 20주년을 맞은 헌법재 소는 이제 국민과 국가기 의 신뢰와 주목

을 받는 요한 헌법기 으로 부상하 고, 헌법수호  기본권보호의 최후

보루로서 상을 갖추게 되었다. 지난 20년간의 헌법재 소의 활동에 하

여 여러 가지의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헌법재 제도 자체의 이해가 없던 

우리 법 실에서 헌법재 소가 헌법재 의 존재이유와 그 가치를 확고히 

하 다는 은 그 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하겠다. 헌법재 소는 이러한 

상과 권 를 지난 20년에 걸쳐 선고한 다수의 결정과 반 으로 국민과 

국가기 의 동의와 지지를 받은 헌법의 구체화작업을 통하여 획득하 다. 

이제 헌법학도 헌법재 소의 례와 한 연 계에서 발 하고 있으

며, 법률제정 차에서 사 에 법률안의 헌여부에 하여 단하지 않는 

경우란 생각하기 어렵다. 헌법재 소의 이러한 성과는 무엇보다도 그의 주

된 할에 해당하는 규범통제에 기인하는 것이다. 

헌법국가란,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는 국가를 말하고, 개념 으로 

헌법의 우 를 내용으로 한다.1) 헌법국가의 본질이자 특징에 속하는 것이 

정치를 헌법의 정신에 구속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국가는 헌

법의 해석과 용을 통하여 헌법에의 구속을 철하는 국가기 을 필요로 

한다. 헌법재 소의 도입과 더불어, 헌법은 국가의 규범질서 내에서의 최고

규범일 뿐 아니라 공권력의 헌성을 단하는 사법  심사기 이라는 거

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비로소 헌법국가가 실 되었다. 

행 헌법재 제도에서 헌법재 소의 주된 할은 입법자에 한 통제

(규범통제)에 있다.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 소법 제41조는 법 의 

헌제청에 의하여 법률의 헌성을 심사하는 구체  규범통제를 규정하고 

있고, 개인이 법률에 의하여 직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나 

직  법률에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헌법재 소법 제68조 제

1) Vgl. Starck,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in der Verfassungsordnung und im 

politischen Prozeß, in: Festschrift 50 Jahre Bundesverfassungsgericht, 2001,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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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구체  소송사건에서 당사자의 헌제청신청이 법원에 의하여 기각

된 경우 당사자가 당해사건에 용되는 법률의 헌여부를 헌법소원의 형

태로 다툴 수 있다(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재 소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그 동안 규범통제제도가 어떻게 발

되고 형성되어 왔는지를 조감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헌법재 의 

도입으로 인하여 헌법의 우 를 헌법재 을 통하여 철하고 실 하고자 

하는 헌법재 소와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헌법을 정치 으로 실 하고자 

하는 입법자간의 권한배분의 문제가 제기된다. 아래에서는 우선, 규범통제

제도에서 헌법재 소와 입법자의 계를 살펴보고(아래 II.), 지난 20년간 

규범통제의 심사범 와 심사기 에 한 헌법재 소 례의 발 을 반

으로 조감한 다음(아래 III.), 헌법재 의 실무에서 가장 요한 심사기 으

로 기능한 기본권을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청구권  기본권․사회  기

본권으로 나 어 각 기본권의 성격에 따른 헌심사기 과 심사 도를 검

토하고 이어서 오늘날 마찬가지로 요한 심사기 으로 자리 잡은 법률의 

명확성원칙․포 임 지원칙․본질성이론과 신뢰보호원칙의 심사기 과 

심사 도에 하여 구체 으로 살펴보기로 한다(아래 IV.).  

II. 헌법재판소와 입법자의 관계

1. 헌법재판의 특징과 문제점

헌법규범은 추상성과 개방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헌법의 내용이 무엇인

가 하는 것은 헌법해석을 통하여 결정된다. 헌법재 소는 헌법해석에 한 

최종 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이로써 헌법재 소가 해석한 로 헌법은 

사실상 효력을 가진다. 헌법은 헌법재 소에 의하여 해석된 로 입법자를 

구속하고 입법자의 자유로운 정치  형성공간을 제한한다. 이로써 입법의 

가능성, 한계  심지어 입법의무도 헌법재 소의 심사 상이 된다.

이러한 에서 볼 때, 헌법재 의 특징이자 동시에 문제는 헌법재 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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唯一無二한 해석권한에 있다. 헌법재 소의 이러한 해석권한은 헌법의 우

, 내용 으로 불명확한 헌법규범의 해석에 한 최종  결정권한, 일반

으로 인정된 헌법해석방법의 不在라는 3가지 요소의 결합으로부터 나온

다.2) 헌법에서 일반 으로 인정되고 신뢰할만한 해석의 규 이나 법칙이 

없다는 사실은 헌법재 소의 해석권한에 결정 인 비 을 부여한다. 헌법

재 소는 심사기 으로서 헌법의 구속을 받지만, 그러나 어떠한 헌법해석

의 규 에 구속을 받음이 없이 독립 으로 헌법을 스스로 최종 인 구속력

을 가지고 해석함으로써 헌법의 내용을 스스로 정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헌법재 소가 ‘헌법의 사자이자 수호자’에서 ‘헌법의 지배자’가 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는 것이다. 

2. 헌법해석과 헌법재판소 권한의 관계

가. 헌법질서 내에서 헌법재 소의 기능과 권한은 헌법해석에 한 이

해로부터 밝 진다. 헌법재 소가 헌법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헌법

재 소의 권한범 가 달라진다. 헌법해석의 방법에 따라 헌법의 효력이 미

치는 범 가 결정되고, 이로써 헌법재 의 효력범 도 결정된다.3) 이러한 

에서 헌법해석은 헌법재 소의 통제권한의 범 와 정도를 결정하는 권한

(자신의 권한에 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헌법

해석, 헌법내용의 범   헌법재 소의 권한범 는 상호 한 계에 

있다.4) 

나. 일반 으로 ‘해석’이란 확정된 규범내용을 제로 하여 이를 발견

하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헌법해석이란, 헌법이 스스로 규율하고 있는 

2) Vgl. Böckenförde, Verfassungsgerichtsbarkeit: Strukturfragen, Organisation, 

Legitimation, NJW 1999, S.12

3) Vgl. Böckenförde, Verfassungsgerichtsbarkeit: Strukturfragen, Organisation, 

Legitimation, NJW 1999, S.13

4) Vgl. Wahl, Der Vorrang der Verfassung, Der Staat 1981, S.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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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제정자가 헌법제정 당시 인식하고 결정

한 헌법  문제는 그가 규정하 기 때문에, 헌법규범의 해석을 통하여 상

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5) 그러나 헌법제정자가 제정 당시 헌법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 거나 는 정치  타 의 산물로서 합의될 수 없는 부분을 

의식 으로 규율되지 아니한 채 미래의 정치  발 에 따라 규범의 내용이 

형성되도록 개방 인 상태로 내버려 둔 경우, 헌법이 이와 같이 규율하지 

않은 헌법  문제는 고 인 헌법해석을 통하여 근할 수 없다. 따라서 

기본권조항  법치국가원리, 민주국가원리, 사회국가원리, 자유민주  기

본질서 등의 헌법원칙은 고 인 법해석방법으로는 그 의미를 밝힐 수 없

다. 이러한 헌법규범의 경우에는 규범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을 실 하

고 구체화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여기서 헌법은 ‘확정되지 않은 것’을 

구체화하는 작업, 는 그 내용을 채워 넣는 작업, 다시 말하자면 해석 이

상의 창조 인 작업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의 내용으로서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 확정되지 않은 것은 ‘구체화’

를 통하여 그 내용에 있어서 형성된다. 구체화는 헌법의 발 , 헌법을 구체

 내용으로 채우는 것, 법의 발 으로 이해된다. 구체화의 경우, 헌법해석

은 규율 상의 구조로부터 다양한 내용을 흡수하고 규율하고자 하는 실

과의 계로부터 헌법  내용을 채우고자 의도한다. 

5) 헌법해석에 하여 근본 으로 Starck, Die Verfassungsauslegung, in: HdbStR 

VII, 1992, §164 Rn.16ff.; 헌법규범의 의미는 법문의 의미, 문리  구조, 규율의 

체체계에서 규범의 체계  지 , 입법자의 규율의도  이러한 것들과의 

한 연 계에서 객 ․목  에 의하여 규명되어야 한다. 설사, 헌법해

석과 련하여 특별한 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고  해석방식을 해석의 출

발 으로 삼아야 한다. 규범의 효력을 가지는 법문으로서 헌법의 해석은 문의, 

문법  논리, 체계  치  역사  규율의도를 고려하는 것을 제로 한다. 

헌법해석의 부가  , 가령 헌법의 통일성, 실제  조화의 원칙, 기능상의 타

당성 등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고  해석방식의 체계  해석에 귀속될 수 있

는 것이다. 그러한 들은 모두 개별 헌법규범을 분리하여 이해하는 것을 지

하고 다른 헌법규범을 함께 고려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가령, 민주주의원리는 

헌법에서 민주주의원리가 구체화된 규범  다른 헌법상 기본원리를 함께 고려

하여 해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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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헌법의 ‘해석’은 헌법규범의 내용  불명확성으로 말미암아 ‘구체

화’로 환되는 경향이 있다. 기본권규정이나 국가원리 등 추상 인 규정에 

한 해석은 헌법에 의하여 이미 정해진 것의 의미와 내용을 밝히는 고

인 해석을 넘어서 ‘단지 방향과 원칙에 있어서만 확정되고 그 외의 부분

에서는 개방 인 것, 즉 확정되지 않은 것’을 창조 으로 채우는 작업으로 

발 한다. 이러한 헌법규범은 심사기 으로 사용되기 하여 구체화, 즉 구

체  내용을 채우는 작업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헌법의 내용은 

차 풍성해지고, 이와 같이 풍부해진 헌법의 내용은 헌법의 일부로서 헌

법의 우 에 참여하게 된다.

헌법재 소가 헌법의 해석을 통하여 헌법을 확장하고 내용 으로 풍부

하게 만들수록, 국가기 을 구속하는 헌법의 내용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이

에 따라 국가행 의 헌성 단을 한 심사기 이 증가한다. 이러한 상

은 필연 으로 입법자의 형성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법률과의 

계에서  더 헌법의 우 를 확 하는 ‘법률의 헌법화’를 래한다.6) 

한, 헌법재 의 기 규범으로서 헌법규범이  더 많은 내용을 포함하도

록 해석되고 일반 인 헌법원리가 다양하고 구체 인 내용을 가진 규범으

로 형성됨으로써 정치  과정을 내용 으로 확정하는 ‘헌법생활의 규범화’

가 발생한다.7) 헌법의 내용이 확장됨으로써 헌법의 우 의 범 가 확장되

고,  더 많은 법  문제가 단순히 법률  문제가 아니라 헌법  문제

로 이해된다.

3. 입법자의 정치적 형성권과 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 사이의 

긴장관계 

6) Vgl. Schulte, Zur Lage und Entwicklung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DVBl 

1996, S.1013; Böckenförde, Verfassungsgerichtsbarkeit: Strukturfragen, 

Organisation, Legitimation, NJW 1999, S.13

7) Vgl. R. Wahl, Reformfrage, in: Festschrift 50 Jahre Bundesverfassungsgericht, 

2001, S.48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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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헌법재 소는 법률의 헌심사에 있어서 긴장 계에 치한다. 헌

법재 소는 한편으로는 민주 으로 정당화된 다수의 결정인 입법자의 형성

권을 존 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  한계와 지침을 철함으로써 

헌법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긴장 계에서 헌법재 소에 의한 헌법의 해

석과 구체화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헌법의 우 가 헌법재 소에 의하여 

집행될 수 있는 입법자의 하 를 수반한다면, 헌법에 최 한의 내용을 담

고자 하는 해석원칙은 헌법재 소와 입법자 간의 계에 한 근본 인 의

문을 제기한다. 여기서 헌법이론 으로 결정 인 문제는 가 헌법을 구체

화하는지, 가 어느 정도로 추상 인 헌법규범의 창조 인 면을 취하는지 

하는 것이다. 

헌법의 수호, 실 과 형성은 헌법재 소의 독 물이 아니다. 이는 입법자

를 비롯한 모든 국가기 의 과제이자 의무이다. 헌법규범의 창조  발 과 

실 은 헌법해석의 방법을 통한 헌법재 소의 구체화를 통하여 그리고 입

법자의 입법에 의한 헌법의 실 과 구체화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헌

법의 해석에 한 헌법재 소의 최종결정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헌

법실 과정에서의 입법의 의미와 요성을 간과하는 것이며, 입법자도 입

법을 통하여 헌법을 해석하고 형성한다는 사실이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것

이다.8) 따라서 핵심  문제는 두 가지 헌법실 과정의 경계설정에 있으며, 

헌법재 소가 헌법의 구체화를 어느 정도로 할 수 있는지의 문제인 것이

다. 

나. 헌법은 개방  규범으로서 정치  행 에 한 정확한 헌법  기

을 제시하지 않는다. 헌법의 개방성은 실상황과 가치 ·정의 의 변화

를 고려하는 구체화를 허용한다. 이로써 헌법해석에 있어서 다수의 해석과 

구체화의 가능성, 즉 다수의 일응 타당한 헌법해석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9) 헌법재 소가 여기서 특정 해석의 가능성을 선택한다면, 이러한 

8) Vgl. Ossenbühl, Bundesverfassungsgericht und Gesetzgebung, in: Festschrift 50 

Jahre Bundesverfassungsgericht, 2001, S.35



규범통제제도의 형성과 발

323

선택은 헌법  법익 사이의 추상  우 계로부터 직  나오는 것이 아니

라, 즉 헌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헌법재 소의 평가  사고에 의하여 결

정된다.10) 헌법재 소의 평가  단의 과정에서 일반 으로 법정책  

과 정의 ·가치 이 요한 역할을 한다. 

컨 ,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헌심사에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는, 

기본권과 이에 한 제한을 정당화하는 법익을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게 조

화와 균형의 계로 이끄는 문제로 이해될 수 있다. 헌법재 소가 입법자

의 법익형량의 결과인 법률의 규율내용을 ‘실제  조화의 원칙’에 따라 

단한다면, 상충하는 법익이 최 의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 適化의 요

청’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러한 법익형량의 과정에서는 단지 유일한 해결책

만이 존재한다. 최 화의 과제는 결정에 있어서 최상의 것을 의미하며, 결

정하는 자는 생각할 수 있는 최 한의 결정내용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내에서 가치나 법익 사이의 확정된 추상 인 계질서가 존

재하지 않으므로, 개별 인 경우 모든 상황을 구체 으로 형량하지 않고서

는 추상 으로 헌법  내용에 따라 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상충하는 양 

법익이 최 의 효과를 발휘해야 한다는 최 화의 요청은, 입법자의 결정이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는지에 한 헌법재 소의 심사를 의미한다. 결국, 실

제  조화의 원칙에 내재하는 최 화의 요청의 이행여부는, 의회에서 이익

조정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정치 인 가치평가를 사후 으로 헌법재 소가 

자신의 가치평가를 기 으로 다시 심사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단될 수 

없는 것이다.11) 이러한 에서 최 화의 요청은 모든 정치  형성공간을 

필연 으로 배제하게 된다. 따라서 최 화의 요청을 기 으로 하여 법률의 

헌여부를 단하는 포 인 헌법재 은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와 부합할 

수 없다.12)

9) Vgl. Zippelius/Würtenberger, Deutsches Staatsrecht, 2005, S.444

10) Vgl. Zippelius/Würtenberger, Deutsches Staatsrecht, 2005, S.443

11) Vgl. Wahl, Der Vorrang der Verfassung, Der Staat 1981, S.505

12) Vgl. Schulte, Zur Lage und Entwicklung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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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헌법재 소는 법률의 헌여부를 단함에 있어서 기본권과 헌

법원칙 등을 최 으로 실 하고 구체화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규율 상과 

련하여 헌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단지 하나의 구체화의 가능성만을 주장

해서는 안 된다.13) 헌법재 소는 단지, 정치  헌법기 이 헌법의 범주 내

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만을 심사해야 한다. 헌법재 소의 과제는 최 의 

해결책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용될 수 있는 해석가능성의 범주 내에 

법률이 머물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이다.14) 그러므로 헌법재 소는 규범

통제에서 입법자가 입법형성권을 정치 으로 합목 으로 사용하 는지를 

심사할 수 없고, 단지 입법형성권의 헌법  한계를 수하 는지의 여부만

을 심사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헌법재 소는 일응 타당한 것의 한

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최종 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다. 헌법재 소는 헌법의 해석과 이에 기 하는 법익형량에 있어서 입

법자의 정치  형성권을 존 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강조하 다. 입법형성

권의 존 을 표명하는 것은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자유로운 정치  형성공

간에 개입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재 소의 례를 살펴

보면, 다수의 일응 타당한 헌법의 해석·구체화의 가능성 에서 입법자가 

선택한 결정을 존 한 다수의 결정이 있다. 가령, 헌법재 소는 과잉 지원

칙의 심사에 있어서 는 평등심사에 있어서 기본권의 반여부를 심사하

면서 원칙 으로 그의 통제기능을 단지 헌법의 “명백한 침해”나 “입법자의 

명백히 잘못된 견해”에 제한함으로써 입법형성권을 존 하고 동시에 최

화의 을 배척하고 있다. 

헌법재 소는 헌법재 소와 입법자 모두 헌법에 기속되나 헌법에 기속

되는 성질은 다르다는 것을 제로, 입법자와 같이 극 으로 형성  활

DVBl 1996, S.1014

13) Vgl. Starck,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in der Verfassungsordnung und 

im politischen Prozeß, in: Festschrift 50 Jahre Bundesverfassungsgericht, 

2001, S.8

14) Vgl. Ossenbühl, Bundesverfassungsgericht und Gesetzgebung, in: Festschrift 

50 Jahre Bundesverfassungsgericht, 2001, S.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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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하는 국가기 에게는 헌법은 행 의 지침이자 한계인 ‘행 규범’을 의

미하나 헌법재 소에게는 다른 국가기 의 행 의 합헌성을 심사하는 기

으로서 ‘통제규범’을 의미한다고 하여 행 규범과 통제규범을 구분하고 있

다. 헌법재 소는 행 규범과 통제규범의 구분을 주로 평등권, 사회  기본

권, 국가의 보호의무와 련하여 강조하고 있으나, 이러한 구분은 이에 국

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형성기 과 사법  심사기 의 계  헌법재

의 권력분립  한계를 근본 으로 제시하는 원칙인 것이다.15) 

III. 규범통제의 심사범위와 심사기준에 관한 헌법재판소판

례의 발전

아래에서는 헌법재 소가 지난 20년간 규범통제와 련하여 근본 으로 

자신의 심사범 와 심사기 에 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어떠한 방향

으로 발 시켜 왔는지를 개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헌법의 심사규범성을 제한하는 모든 제도의 부정 

가. 헌법재 소는 헌법규범의 심사규범성을 제약하고 사법 으로 심사

할 수 없는 국가행 를 인정하고자 하는 모든 제도, 이로써 헌법재 소의 

심사범 를 축소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를 원칙 으로 부정하 다. 독립된 

헌법재 기 에 헌법재 권을 부여하는 소  ‘集中型 헌법재 제도’의 국가

에서 일반 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헌법재 소는 헌법재 의 한

계를 제시하는 기 으로서 미연방 법원에 의하여 형성된 ‘사법  자제의 

요청’((judicial-self-restraint)이나 ‘정치문제이론’(political question doctrine)

을 취하고 있지 않다.16) 

15) 통제규범과 행 규범의 구분에 하여 한수웅, 한국 헌법재 의 황과 발 방

향, 스티스 2006/7, 제40면 이하 참조.

16)  이론에 한 자세한 소개와 비 으로 한수웅, 헌법재 의 한계  심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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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 소는 헌법재 의 정치성을 인식하여 ‘법과 정치’의 구분을 헌법

재 의 한계를 단하는 으로 언 하지 않고 있으며, 종래의 례에서 

‘사법  자제’란 표 을 사용하 다면 이는 주로 입법자와의 계에서 권력

분립원리나 민주주의원리의 에서 생하는 헌법재 의 기능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 이해된다. 공권력행 의 정치  성격

이 사법  심사를 배제하는지와 련하여 헌법재 소는 종래 헌법규범의 

용과 해석으로부터 완 히 자유로운 공권력행 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 으나,17) 근래 들어 일반사병 이라크 병 헌확인 결정에서 통치행

를 인정하 다.18) 그러나  결정이 헌법재 소의 종래 입장의 근본 인 

방향 환을 의미하는지에 하여는 앞으로의 결정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

다.

나. 사법  자제란 법원이 자발 으로 스스로 자제해야 한다는 것인

데, 입법자와 헌법재 소의 권한의 경계설정을 한 유용한 을 제시하

지 않는다. 국가의 정치생활이 이루어져야 하는 규범  울타리를 제시하는 

것이 헌법의 기능이라면, 헌법재 소에 의한 헌심사가 가능한지의 여부

가 심사 상이 정치  문제인지의 여부에 달려있을 수 없다.19) 오히려 헌

법국가를 철해야 할 과제를 부여받은 헌법재 소는 국가의 정치  결정

이 헌법의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따라서 정치

헌법논총 제8집(1998), 189면-192면 참조.

17) 1993년 8월 융실명제도를 도입하기 하여 통령이 내린 긴 재정경제명령에 

한 헌법소원심 사건에서 통치행 의 헌법소원 상성을 인정하 다(헌재 

1996. 2. 29. 93헌마186).

18) 헌재 2004. 4. 29. 2003헌마814, 례집 16-1, 601; 한편, 헌법재 소는 이라크

쟁 견결정 등 헌확인, 이라크 쟁 견동의안 동의 헌확인(헌재 2003. 12. 

18. 2003헌마255등, 례집 15-2, 655) 결정에서는 청구인들의 자기 련성을 부

인하 다.

19) Vgl. Schnei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und Gewaltenteilung, NJW 1980, 

S.2104; Schenke, Der Umfang der bundesverfassungsgerichtlichen 

Überprüfung, NJW 1979, S.1324 f.; Starck,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in 

der Verfassungsordnung und im politischen Prozeß, in: Festschrift 50 Jahre 

Bundesverfassungsgericht, 2001, S.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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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헌법을 구분하는 정치문제이론은 정치를 헌법의 통제기 에 구속시키고

자 하는 우리 헌법질서에 용될 수 없다. 

물론 외교행 나 통치행 의 부분은 결과 으로 헌법재 소에 의하여 

심사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통치행 가 처음부터 심사의 상

에서 제외되기 때문이 아니라 통치행 의 내용을 구체 으로 규정하는 헌

법규범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통치행 의 문제는 헌법재 의 심

사 상의 한계문제가 아니라 헌법의 규범력의 한계에 한 문제이다. 통치

행 의 헌법  문제는, 헌법재 소가 정치  국가행 에 하여 어느 정도

로 통제할 수 있는지의 ‘심사 도의 문제’이지, 공권력행 의 성격에 따라 

통제할 수 있는지의 ‘심사여부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2. 헌법규범의 심사규범화

헌법재 소는 가능하면 모든 헌법규범을 헌법  문제의 해결을 한 사

법  심사의 기 으로 형성하고자 시도하 다. 이로써 헌법재 소는 입법

자의 모든 결정에 하여 헌법규범을 심사기 으로 하여 실체 인 헌심

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 다. 아래에서는 몇 가지 표 인 

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가장 표 인 것이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그 보장내용에 

있어서 일반  행동자유권과 일반  인격권을 포 하는 ‘일반  자유권’으

로 해석한 것이다. 헌법재 소가 행복추구권에 ‘일반  자유권’의 성격을 

부여함으로써 ‘행복추구권’의 보호범 를 개별기본권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

는 모든 자유 역에 확 하 고, 그 결과 개인의 모든 행 가능성과 인격

발 의 기본조건이 기본권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국가

의 공권력행 에 의하여 국민이 받는 모든 형태의 부담이 곧 기본권의 제

한을 의미하고, 이로써 기본권의 침해를 제로 하는 헌법소원의 제기 가

능성을 확 하 다.20) 행복추구권의 이와 같은 확장  해석은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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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기본권의 침해를 확인하는 헌법재 소의 권한을 하게 확 하

다.

나. 한, 헌법재 소는 처음부터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을 세법의 

헌여부를 단하는 심사기 으로 간주하 다. 헌법은 제23조에서 재산권

을 보장하면서 ‘재산권의 구체  내용은 법률로써 정한다’고 함으로써, 입

법자에 의하여 구체 으로 형성된 재산권만이 원칙 으로 헌법 으로 보호

를 받는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한 ‘財産’과 ‘財産權’이 법 으로 구분되

어 사용된다는 과 재산권보장이 역사 으로 원래 개인의 구체 인 소유

물을 보장하려고 한 에 비추어 헌법 제23조의 법문이나 재산권보장의 생

성사도 ‘재산’ 그 자체를 ‘재산권’의 보호 상으로 삼는 것에 하여 문제를 

제기한다고 할 것이다.

‘재산권보장이 국가의 과세권행사의 헌법상 한계인가’에 하여 문제되는 

것은, 과세에 의하여 구체 이고 개별 인 재산권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조세채무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체 재산 에서 일부를 통하여 이행할 

수 있는 납부의 의무가 부과되고 이로써 납세의무자의 체  재산가

치가 감소된다는 것이다. 조세는 재산권보장의 보호 상이 되는 특정 객체

에 한 침해가 아니고 헌법 으로 보장된 재산권의 보호 상에 속한다고 

할 수 없는 체 재산  가치에 한 부담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본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재산권  지 가 조세의 부과로 인하여 직  침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헌법재 소는 이에 하여 아무런 법이론의 제시 

없이 ‘재산 그 자체’도 재산권보장의 보호 상으로 단함으로써 모든 세법

규정을 재산권보장의 보호범 에 한 제한으로 악하여 헌법 제23조를 

헌심사의 기 으로 삼고 있다.21)

20) 컨 , 기부 품의 모집행 (헌재 1998. 5. 28. 96헌가5, 례집 10-1, 541, 549); 

결혼식 하객에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 (헌재 1998. 10. 5. 98헌마168, 례집 

10-2, 586, 596);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자유(헌재 1997. 3. 27. 96헌가11, 례

집 9-1, 245, 265);  자동차를 타면서 안 벨트를 하지 않을 자유(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등

21) 가령, 헌재 2002. 8. 29. 2000헌가5등, 례집 14-2, 106, 1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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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 소는 표 의 자유로부터 국민의 알권리를 

도출하 고,22) 일반  인격권으로부터 개인의 정보자기결정권을 인정하

으며,23) 헌법 제10조 후문의 ‘국민의 기본  인권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로

부터 자유권을 사인의 침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국가의 보호의무를 인정하

다.24) 한, 헌법재 소는 의회의 공개주의에 한 헌법규정(제50조)을 

본회의는 물론이고 원회의 회의도 규율하는 것으로 일반  법률해석의 

한계를 벗어나 확 하여 해석하 다.25) 나아가, 헌법재 소는 헌법 제12조 

제1항의 법 차를 신체의 자유와 련한 역뿐 아니라 입법과 행정의 

역으로 확 하 다.26) 

3. 과잉금지원칙의 정착과 발전

헌법은 자유권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에게 인격발 의 자유와 자기결정의 

역을 보장하고 있다. 기본권에 의하여 보장된 자유의 행사는 필연 으로 

국가공동체의 법익이나 타인의 법익과 충돌하게 된다. 따라서 충돌하는 법

익 사이의 경계를 설정하고 양 법익을 조정하는 것은 헌법의 핵심  문제

에 속한다. 여기서 양 법익간의 경계설정과 조정은 기본권에 한 제한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헌법재 소는 헌법 제37조 제2항으로부터 개인의 자유

와 공동체의 이익 사이의 긴장 계를 조화시키고 양 법익간의 균형 상태를 

22) 표 으로 헌재 1989. 9. 4. 88헌마22(토지조사부의 열람․복사불허사건); 헌재 

1991. 5. 13. 90헌마133(소송기록의 열람청구사건)

23) 헌재 2005. 5. 26. 2004헌마190(지문날인제도); 헌재 2005. 7. 21. 2003헌마282(교

육정보시스템: NEIS)

24) 헌재 1997. 1. 16. 90헌마110등(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한 헌법소원)

25) 헌재 2000. 6. 29. 98헌마443등(국회상임 원회 방청불허행  헌확인)

26) 헌법재 소는 헌법 제12조의 “ 법한 차”를 미법상의 포 인 법 차조

항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국가원리, 이를 구체화하

는 일련의 기본권규정  비례의 원칙을 규정하는 헌법 제37조 제2항, 효과 인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헌법 제27조의 재 청구권이 존재하는 한국의 헌법질서 내

에서 이와 본질 으로 동일한 내용을 가지는 법 차조항이 복 으로 인정될 

필요가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이유와 연 계에서 가능한 것인지에 하여 규

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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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하는 차로서 과잉 지원칙을 도출하 다. 이로써 과잉 지원칙은 자

유권을 제한하는 국가행 를 다시 제한하는 기본권제한의 한계로 작용한

다. 

과잉 지원칙은 이미 헌법재 소 기의 례에서 법률의 헌성을 

단하는 기 으로 용되기 시작한 이래, 이제는 평등원칙과 함께 가장 빈

번하게 사용되는 핵심 인 헌심사기 이 되었다. 자유권을 제한하는 공

권력행 에 한 헌심사의 경우, 과잉 지원칙을 용하지 않는 경우란 

생각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 소는 과잉 지원칙에 의한 심사를 

자유권을 넘어서 다른 성격의 기본권(가령, 평등권, 재 청구권 등)이나 헌

법원리(가령, 신뢰보호원칙 등)에도 확 함으로써 과잉 지원칙은 모든 공

권력행 의 헌성을 단하기 한 일원 인 기 으로 발 하고 있다. 물

론, 이러한 발 이 타당한 것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27) 따라서 과잉

지원칙과 련해서는, 과잉 지원칙이 어떠한 경우와 상황에서 용될 수 

있는 것인지( 용범 ), 과잉 지원칙이 용되는 경우 강화된 는 완화된 

심사를 결정하는 은 무엇인지(심사의 도)에 하여 근본 인 해명이 

요구되는데, 헌법재 소의 례에서는 이에 한 일 된 흐름을 조감할 수 

없다. 규범통제에서 심사 도의 문제는 언제 입법자의 법익형량의 결과인 

입법의 내용(정치  과 이익조정을 통한 실 단)을 헌법재 소의 

법익형량(헌법해석을 통한 실 단)으로 체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서 

헌법재 소와 입법자의 계에 한 핵심 인 문제이기도 하다. 

4. 법률유보의 확장 및 본질성이론의 도입

가. 헌법재 소는 법치국가원리로부터, 특히 기본권의 제한과 련해

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으로부터 법률유보의 원칙을 도출하여 공권력행

27) 과잉 지원칙의 용범 에 하여 근본 으로 한수웅,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

잉 지원칙의 의미와 용범 , 스티스 2006/12, 5면 이하; 과잉 지원칙을 자

유권뿐 아니라 다른 성격의 기본권에도 용하는 문제에 하여는 아래 IV. 부

분에서 서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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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헌성 단의 기 으로 삼고 있다. 법률유보의 원칙은 단순히 ‘국민의 

자유와 재산에 한 침해는 입법자의 의사에 기 해야 한다’는 원칙을 넘

어서 ‘입법자의 의사는 한 명확해야 한다’는 의미의 ‘법률의 명확성원칙’

으로 발 하 다. 법률이 명확해야만 법 용기 을 구속하고 자의 인 법

용을 방지하는 법률유보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에서, 명확성원칙은 

법률유보의 필수  제조건이라는 사고가 이러한 례의 기 를 이루고 

있다. 

헌법재 의 실무에서 법  명확성의 요청은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 

헌법소원의 청구인이나 제청법원은 한편으로는 심 상법률이 과잉 지원

칙이나 평등원칙에 반되기 때문에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

로, 다른 한편으로는 심 상법률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헌이라는 주장

으로 헌법재 소의 단을 구하고 있다. 헌법재 소가 례를 통하여 법률

의 명확성을 요청함으로써 입법자는 행정청에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권한의 

근거로서 법률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명확한’ 수권규범을 제공

해야 하는 의무와 부담을 안게 되었다. 법률유보의 범 와 정도에 한 불

확실성 때문에, 앞으로 입법자는 헌법  험부담을 피하기 하여 보다 

상세한 규율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상된다.28) 한, 입법자에 

의한 규율이 개별 인 경우 과도한 부담을 래하는 경우에는 과잉 지원

칙도 입법자에 하여 자유권에 한 과도한 제한을 피하기 하여 보다 

세분화된 규율을 할 것을 요청하는 경향이 있다.  

나. 한, 헌법재 소는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법률의 수권을 

필요로 한다’는 고  법률유보의 원칙을 ‘공동체의 모든 요한 결정은 

입법자에게 유보되어야 하고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한다’는 본질성이

론으로 발 시켰다. 그러나 본질성이론이란 법률유보원칙을 체하는 새로

운 이론이 아니라 시 상황의 변화에 따라 법률유보원칙을 보완하는 이론

28) 독일에서 지난 50년간의 이러한 발  추이에 하여 개 으로 vgl. C. Starck, 

Das Grundgesetz nach füngzig Jahren: bewährt und herausgefordert, JZ 1999, 

S.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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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고  법률유보원칙이 그 당시 유럽시민사회에서 국민의 자유와 재

산에 한 침해를 국가공동체의 가장 본질 인 문제로 간주하 다면, 본질

성이론은 오늘날 변화한 사회  법치국가에서 개인의 자유에 한 침해뿐 

아니라 다른 요소도 공동체의 본질 인 문제로 간주하고자 한다는 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에서 고  법률유보원칙도 그 당시의 고

유한 시  상황에 맞추어진 본질성이론인 것이다.29) 

헌법재 소와 입법자의 계에서 볼 때, 법률유보원칙이 본질성이론으로 

발 함에 따라 래되는 가장 큰 결과는, 법률유보가 원래 ‘입법자의 동의 

없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행정부에 한 법치국가  요청이

었으나 본질성이론을 통하여 ‘헌법상 부여된 입법과제를 방기해서는 안 된

다’는 의미에서 입법자에 한 요청으로 환되었다는 이다.30) 고  법

률유보의 경우에는 법률에 의한 수권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만이 문제되기 

때문에, 기본권의 제한이 법률 는 행정입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지는 문

제되지 않는다. 이에 하여 본질성이론에 기 한 의회유보는 국가작용의 

성격과 계없이 본질 인 것은 입법자가 스스로 법률로 정할 것을 요청한

다. 고  법률유보가 집행부에 하여 ‘입법자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

는 것이었다면, 의회유보는 입법자로 하여  헌법 으로 부여된 입법권을 

실제로 행사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입법자의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

는 것이다. 이로써 본질성이론은 ‘입법자가 무엇을 행정부에 임해도 되고 

무엇을 스스로 정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헌법재 소의 단에 

유보함으로써, 본질성이론은 입법자의 주도권과 결정권을 제한하고 헌법재

소의 권한을 강화하는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 입법자가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본질성이론을 통하여 헌법재 소는 입법자

의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9) 본질성이론에 하여 근본 으로 한수웅, 본질성이론과 입법 임의 명확성원칙, 

헌법논총 제14집(2003), 576면 이하 참조.

30) Vgl. Badura, Die Verfassung im Ganzen der Rechtsordnung und die 

Verfassungskonkretisierung durch Gesetz, in: HStR VII, 1992, §163, S.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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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뢰보호원칙의 확립

가. 한번 제정된 법규범은 원칙 으로 존속력을 가지고 자신의 행

기 으로 계속 작용하리라는 개인의 신뢰보호는 국민의 에서 보는 법

 안정성의 주  측면이다. 헌법재 소는 이미 기의 결정부터 법치국

가원리로부터 신뢰보호원칙을 도출하여 개정 법률의 헌여부를 단하는 

기 으로 삼고 있다. 헌법재 소는 신뢰보호원칙의 도입을 통하여, 입법자

가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규율내용이 기본권에 반되는지에 한 실체

 심사를 넘어서, ‘법률의 시간  용범 ’를 어떻게 규율할 수 있는지에 

한 심사로 확 하 다. 

법률개정에 따른 개인의 신뢰보호의 문제는 오늘날 헌법재 의 일상에 

속한다. 헌법재 이 활성화됨에 따라 헌법재 실무에서 신뢰보호가 차지하

는 비 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31) 헌법재 소에 계류되는 다수의 심 청구

가 법규범의 개정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은 개인이 신뢰이익의 보호를 구

하는 사건이다. 특히,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보장과 련하여 빈번하게 신뢰

보호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컨 , 새로이 직업을 규율하는 법률이 구

법에 의하여 형성된 구체 인 직업상의 지 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이러한 법률은 장래에 그의 용을 받는 사람들에 해서는 합헌이지만, 

과거에 이미 구법에 의하여 형성된 직업상의 지 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

들에 해서는 헌일 수 있다. 입법자는 직업상을 새로이 확정하는 과정

에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나, 법률개정으로 인하여 장래에 있어

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직업행 를 과거에 이미 법하게 행사한 사람들의 

신뢰이익을 하게 고려할 것을 신뢰보호원칙은 요청한다.

나. 그러므로 입법자가 단지 장래에 발생할 사실 계만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 법률의 용범 를 과거에 발생한 사실 계에도 확 함

31) 신뢰보호원칙에 하여 근본 으로 한수웅, 법률개정과 신뢰보호, 인권과 정의 

1997/6, 76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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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과거에 형성된 자유권  지 를 침해한다면, 개정 법률은 ‘법률의 

내용(기본권의 제한) 그 자체의 합헌성’과 ‘종래의 법  지 에 한 침해

의 합헌성’이란 이 인 에서 심사되어야 한다. 즉, 개정 법률이 합헌

이기 해서는 ‘장래에 있어서’ 용되는 법률이 그 내용에 있어서 헌법

에 합치해야 할 뿐 아니라, 한 구법에 의하여 형성된 ‘종래의’ 지 에 

한 침해를 정당화해야 한다. 따라서 헌법재 소가 신뢰보호원칙을 확립함

으로써, 개정법률의 헌심사는 자유권과 신뢰보호의 에서 이 으로, 

즉  ‘개정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이 합헌인지’의 심사와 ‘이러한 기본권제

한을 과거에 발생한 사실 계에 확 하는 것이 합헌인지’의 심사의 이  

심사로 발 하 다.32)

IV. 규범통제에 있어서 위헌심사기준과 심사밀도

헌법재 소가 법률의 헌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어떠한 기 에 의하

여 어느 정도로 통제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는 헌법재 소와 입법자의 계

를 결정하는 근본 인 헌법  문제에 속한다. 그러나 법률의 헌심사를 

한 명확한 기 이나 해결책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헌심사를 

한 몇 가지 헌법  만이 제시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은 헌심사의 출발 으로서 매우 요하다. 

1. 헌법적 심사기준, 심사밀도, 입법형성권의 상호관계 

입법자에 한 통제의 범 와 강도의 문제는 곧 입법형성권을 어느 정도

로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를 의미한다. 헌법재 소는 항상 입법자의 형성권

을 강조하지만, 입법형성권이 어떠한 에서 단되어야 하는 것인지는 

32) 직업의 자유와 련하여 표 으로 헌재 2003. 10. 30. 2001헌마700(의약분업에 

따른 약사법개정); 재산권보장과 련하여 표 으로 헌재 1999. 4. 29. 94헌바

37등(택지소유상한 사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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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하다. 

입법자의 형성권과 련하여 출발 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헌법이 스스

로 규범의 표 을 통하여 입법자의 형성권을 어느 정도로 제한하고 있는지

의 이다. 헌법재 소의 유일한 심사기 은 헌법재 소의 정치  단

이 아니라 헌법규범이므로, 법률의 헌심사를 한 헌법  기 이 존재하

는 범  내에서 헌법재 소에 의한 규범통제가 이루어진다. 이로써 헌법재

소의 통제범   통제 도는 헌법규범의 규율의 정도에 의하여 결정된

다.33) 헌법규범이 스스로 상세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자에 하여 지침과 

한계를 제시하는 경우, 입법자의 형성권은 이에 비례하여 축소될 수밖에 

없다.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와 이에 응하는 헌법재 소의 심사 도는 일

차 으로 헌법규정의 존재여부  규율의 정도에 달려있다. 따라서 헌법  

심사기 , 심사 도, 입법형성권은 상호 한 연 계에 있다.34)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규범의 규율 도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헌

법재 소가 헌법의 해석과 구체화를 통하여 추상 이고 개방 인 헌법규범

으로부터 구체 인 헌법  기 을 이끌어 내고 이러한 방법으로 헌법의 구

체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고 확장함으로써 입법자의 형성권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므로 헌법규범의 규율 도가 낮다는 것은 반드시 헌법재 소의 

심사범 가 좁거나 심사 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기서, 헌법

재 소가 헌법의 해석과 구체화를 통하여 헌법규범의 내용을 어느 정도로 

확장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헌법재 소와 입법자의 권한배분의 문제로서 

헌법 내에서 다른 국가기 과의 권력분립 는 기능분립의 에 의하여 

결정되고 제한되어야 한다. 

2. 심사기준으로서 과잉금지원칙의 적용여부

33) Vgl. Heun, Normenkontrolle, in: Festschrift 50 Jahre Bundesverfassungsgericht, 

2001, S.630

34) Vgl. F. Ossenbühl, Bundesverfassungsgericht und Gesetzgebung, in: 

Festschrift 50 Jahre Bundesverfassungsgericht, 2001, S.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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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헌법재 소는 자유권과 그 외의 기본권을 구분하여 입법자에 의한 

구체  형성을 필요로 하는 기본권(청구권  기본권, 참정권, 사회  기본

권)의 경우에는 자유권과 비교할 때 반 으로 범 한 입법형성권을 부

여하고 있다. 

가. 기본권의 성격에 따른 심사기준과 심사밀도

법률이 기본권에 반되는지를 단함에 있어서 어떠한 심사기 을 사

용할 것인지가 일차 으로 문제된다. 우선, 각 기본권의 성격과 본질, 구조

에 따라 기본권의 반여부를 단하는 심사기 이 다르다고 하는 을 인

식해야 한다. 따라서 기본권 반여부를 단함에 있어서 각 기본권의 본질

과 성격에 부합하는 심사기 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문제가 일차 으로 제

기된다. 헌법은 기본권의 반여부를 단하는 기 으로서 제37조 제2항에

서 과잉 지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과잉 지원칙이 모든 성격의 기

본권에 하여 용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본권의 성격에 비추어 과

잉 지원칙의 본질에 부합하는 기본권에 해서만 용되어야 하는 것인지

의 문제가 별도로 단되어야 한다.

그 다음 단계는 각 기본권의 성격에 따라 정해지는 심사기 을 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 보다 엄격한 는 완화된 심사를 할 수 있는지 하는 

심사강도를 체계화하는 문제, 즉 어떠한 경우에 입법형성권을 보다 제한하

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그러한 을 발견하고 체계화하는 문제이

다. 입법형성권의 제한은 헌법규범에 직  근거하여 는 헌법해석을 통하

여 논거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기본권의 성격에 따른 과잉금지원칙의 적용여부

입법자의 행 에 의하여 기본권이 제한되는지 는 형성되는지의 

은 기본권 반여부의 단을 한 형식  기 을 결정하는 가장 요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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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헌성 단은 기본권을 형성하는 법률

의 헌성 단과는 그 구조상 방법을 달리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 

제2장에 규정된 기본권은 입법자에 의한 별도의 형성을 필요로 함이 없이 

그 자체로서 구체  권리로서 기능하는 자유권과 구체  권리로 형성되기 

하여 입법자의 사  입법행 를 필요로 하는 그 외의 기본권인 청구권

 기본권, 참정권, 사회  기본권으로 크게 나 어 볼 수 있다.35) 

(1) 자유권은 역사 으로나 그 본질에 있어서나 개인의 자유 역을 

국가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방어권  성격의 기본권으로서 

개인의 자유가 원칙이고 이에 한 국가  제한은 외라는 사고가 바탕에 

깔려있다.36) 따라서 자유권은 개인의 자유 역을 제한하는 국가행 에 

하여 별도의 정당성을 요구한다. 개인의 자유행사는 국가에 하여 정당화

할 필요가 없는 반면, 국가에 의한 자유의 제한은 항상 별도로 자유권의 

에서 정당화되어야 한다. 입법자가 자유권의 역에서 입법을 한다면, 

이는 원칙 으로 자유권에 우호 인 입법이 아니라 자유권을 제한하는 입

법이다. 이러한 자유권의 성격과 구조에 부합하는 심사기 이 바로 과잉

지원칙이다. 과잉 지원칙은 자유권이 그의 자유보장기능을 이행하기 하

여 필수 인 헌법  요청으로서, 이미 자유권의 본질에 내재하는 것이다. 

‘기본권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문에서도 드러나는 바와 같이, 과잉 지원칙은 기본권이 원칙이

고 이에 한 제한이 외임을 제로 하고 있다. 즉, 과잉 지원칙은 그 

헌법  근거에 있어서나 그리고 구조와 본질에 있어서 자유권과 그에 한 

제한을 제로 하여 수단(기본권제한)과 목 (기본권제한을 통하여 실 하

고자 하는 법익)간의 상 계를 심사하는 것이다. 

(2) 이에 하여, 참정권·청구권  기본권·사회  기본권은 특정한 생

활 역을 보호하기 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지하는 것이 아니

35) 이에 하여 자세하게 한수웅,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 지원칙의 의미와 

용범 , 스티스 2006/12, 16면 이하.

36) 자유권의 본질과 특성에 하여 한수웅, 자유권의 보호범 , 헌법학연구 2006. 

12., 43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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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민에 의하여 구체  권리로서 행사되기 하여 오히려 입법자에 의

한 입법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기본권의 경우 입법자의 입법은 본질 으

로 기본권의 실 을 한 국가행 로서 기본권에 우호 인 입법이다. 가령, 

재 의 할을 정하고 재 의 차를 규정하는 법원조직법이나 개별소송법

이 없이는 국민이 헌법 제27조의 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가 선거

를 할 수 있는지에 하여 선거연령 등 선거권의 행사범 를 정하고 비례

표제 는 다수 표제 등 구체 인 선거의 차와 방법을 정하는 선거법

의 규율 없이는 국민은 헌법 제24조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생계보

조비의 지 을 규정하는 입법자의 법률이 없이는 국민은 헌법 제34조의 인

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국민이 기본권을 실제로 행사하

기 하여 입법자의 입법에 의존하고 있다는 에 바로 이러한 성격의 기

본권의 특성과 본질이 있는 것이며, 이러한 에서 자유권을 제한하는 경

우와 비교할 때, 이러한 기본권을 형성함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보다 

범 한 형성의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다. 

입법을 통하여 비로소 국민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고 추상 인 헌법의 보장내용이 구체  권리로 형성되는 경우에는 자유

권에서 제되는 기본권과 국가행  사이에 ‘원칙과 외의 계’가 존재하

지 아니한다. 가령, 헌법 제27조의 재 청구권의 경우 국민이 모든 법  분

쟁의 경우에 무한한 심 을 통하여 아무런 기간의 제한 없이 모든 형태의 

재 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원칙 으로서 보장되고 소송법에 의한 입법

자의 규율이 이에 한 제한이 아닌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회  기본권의 

경우에도 사회  기본권의 실 을 한 모든 국가  행 와 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사회입법에 의한 규율이 이에 한 제한이 아니라, 

사회  기본권은 입법자의 구체  형성에 의하여 비로소 실 되고 보장되

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권의 본질과 구조인 ‘원칙과 외의 계’  ‘수

단과 목 의 상 계’에 맞추어진 과잉 지원칙은 와 같은 성격의 기본

권에게는 그 로 용될 수 없다.37) 

37) 이러한 기본권의 심사기 에 하여 아래 IV. 5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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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해석 문제

 종래 학계의 다수견해는 단지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된 치와 법

문에 근거하여 모든 성격의 기본권에 당연히 용되는 것으로 이해하여 왔

으나, 이는 우리 헌법학의 가장 근본 인 오류에 속한다.38) 자유권과 그 외

의 기본권이 그 본질과 실 방법에 있어서 근본 으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심사기 을 필요로 한다는 은 차치하고라도, 우선 학계의 다수의견은 

일반 인 법률해석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학계의 다수견해는 자신의 주

장을 무엇보다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문에 근거하여 문리  해석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법문을 살펴보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

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하고 있

으며, ……”라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자유와 권리’가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는 기본권’만이 과잉 지원칙의 용을 받음

을 명시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이 단지 자유권임은 

자명하다. 기본권의 ‘제한’이란 기본권의 ‘보호범 에 한 제한’을 의미하

고 ‘이미 존재하는 것’만이 제한의 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제한될 수 있는 

기본권’이란 기본권 에서 헌법과 국가 이 에 존재하는 보호범 를 가진 

기본권, 즉 자유권을 말한다. 

한, 체계  해석의 에서 보더라도, 자유권의 경우 “모든 국민은 

……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아무런 법률유보가 없는 반면, 참정권·청구권

 기본권·사회  기본권은 개별기본권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 권리를 가진다.”는 형태로 별도로 형성  법률유보를 가

지고 있기 때문에, 형성  법률유보를 이미 가지고 있는 기본권에 헌법 제

37조 제2항의 일반  법률유보를 용하는 것은 복 으로 용한다는 

에서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형성  법률유보에 제한  법률유보를 용할 

수 없다는 근본 인 한계를 안고 있다. 한,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된 

38) 이에 하여 자세하게 한수웅,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 지원칙의 의미와 

용범 , 스티스 2006/12, 27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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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문제 삼아 제36조까지 규정된 모든 기본권을 포 해야 한다는 주장

은, 평등권의 경우 원래 과잉 지원칙이 아니라 자의 지원칙이라는 다른 

심사기 이 용된다는 을 상기한다면, 설득력이 없다. 뿐만 아니라, 사

회  기본권에 한 부분에 치하는 기본권 에는 헌법 제33조의 근로3

권,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과 가족생활에 한 기본권 등 본질 으로 

자유권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본권도 일부 있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

이 이러한 기본권도 함께 규율하기 하여 모든 기본권규정 뒤에 치한 

것은 체계상으로도 타당하다. 

따라서 헌법 내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이 치하는 장소에 따라서 과잉

지원칙의 용범 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조항의 체계 인 해석

과 기본권의 구조와 성격에 의하여 과잉 지원칙의 용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3. 자유권

가. 과잉금지원칙에 따른 심사

(1) 과잉 지원칙은 국가에 의하여 사용된 수단에 한 통제로서, 개

인의 자유를 가장 게 제한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할 의무를 국가권력에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권’과 ‘투입된 수단을 통하여 실 하

고자 하는 법익’과의 교량과정에서 단지 하나의 최 의 해결책을 합헌 으

로 인정하는 경우, 이와 같이 강화된 헌법재 소의 통제는 입법자의 형성

권을 침해할 수 있다. 헌법에 의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입법자에게는 항상 형성 공간이 주어져야 한다. 헌법규범의 불명확성은 다

양한 해석과 구체화의 공간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실 을 한 법

인 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해결책이 단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

문이다. 헌법재 소에 의한 규범통제는 입법자가 헌법, 특히 기본권에 의하

여 설정된 한계를 수하 는지의 심사에 제한되어야 한다. 헌법 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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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된 입법자의 형성권은 입법  수단이 모든 에서 부 합하고 불필요

하며 비례성을 벗어나는지의 여부만을 소극 으로 심사할 것을 원칙 으로 

요청한다. 이러한 것은 극 인 ‘최 화의 요청’과 구분되는 ‘과잉 지원

칙’이란 이름에서 하게 표 되고 있다.39)

(2) 따라서 법률이 공익을 실 하기에 가장 최상의 는 최 의 이상

인 수단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법률이 목 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면, 이로써 ‘수단의 합성’은 인정된다. 수단의 합성이란 국가행

에 한 일반  합리성의 요청으로서 실질  효과에 있어서는 자의 지

원칙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40) 

최소침해성의 원칙이란 입법목 을 달성할 수 있는 동등하게 합한 여

러 수단 에서 개인의 자유를 가장 게 제한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는 요청이다. 최소침해성의 단은 첫째, 입법목 의 실 을 하여 유사하

게 합한 다른 수단이 존재하는지의 안의 존부를 단하는 단계와 둘

째, 개별 수단의 기본권제한 효과를 서로 비교하여 국가가 선택한 수단이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수단인지를 단하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

다. 그러나 이론 으로는 이와 같은 명쾌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구체  사

건에서 최소침해성의 원칙을 용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을 수반한다. 특히, 

다른 수단도 입법목 을 달성하기에 동등하게 합한지를 단함에 있어서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입법자의 측 단

권이 문제된다. 

한편, 입법자에게는 수단의 선택에 있어서도 상당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

된다. 특히, 입법자가 입법목 의 달성을 하여 한 가지의 수단만을 선택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수단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소침해성

의 원칙은 ‘수단의 선택은 자의 이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축소될 수 있

다. 하나의 수단이 다른 수단들을 그 효과에 있어서 서로 보완하고 지지하

39) Vgl. C. Starck, Das Grundgesetz nach füngzig Jahren: bewährt und 

herausgefordert, JZ 1999, S.481

40) Vgl. Kluth, Das Übermaßverbot, JA 1999,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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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진하기 때문에 여러 수단을 체계 으로 함께 투입해야만 입법목 의 

달성을 하여 효과 인 해결책이라고 입법자가 단한다면, 입법자가 선

택한 수단들은 그 상호 계에서 단순히 ‘보다 강한 수단’과 ‘보다 약한 수

단’의 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41)

법익균형성의 원칙은 법률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 (공익)과 법률이라

는 수단이 래하는 기본권제한의 정도를 비교형량할 것을 요청한다. 그런

데 헌법은 가치나 법익 사이에 명확하고 체계 인 우 계를 확립하고 있

지 않으며, 한 기본권 사이에도 추상  우 계가 없다.42) 이러한 에 

비추어 볼 때, 제한된 기본권이나 입법목 인 법익의 요성을 추상 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개별사건과 련하여 구체 으로 법익형량을 

해야 한다.

따라서 서로 법익형량해야 하는 상은 추상 인 공익의 요성이나 비

 는 침해된 당해 기본권이 헌법질서에서 가지는 추상  의미나 요성

이 아니다. 개별  사례의 구체 인 상황을 고려하여, 입법  수단에 의하

여 ‘구체 으로 달성되는 공익  효과’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체 인 

제한의 효과’, 즉 구체 으로 제한된 자유행사가능성의 의미, 보호가치, 

요성을 비교해야 한다.43) 입법목 인 공익이 추상 으로는 할 수 있으

나, 입법수단을 통하여 구체 으로 달성되는 공익실 의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 법익형량과정에서 구체  기본권제한의 효과를 단함에 있어서, 기

본권제한이 헌법질서에 하여 가지는 일반  의미와 개별  당사자에 

한 제한효과를 함께 고려할 수 있다.

법익균형성의 단계에서 헌법재 소는 법익형량의 결과가 실제  조화의 

원칙, 즉 최 화의 요청에 부합하는지가 아니라 단지 명백히 잘못되었는지, 

즉 상충하는 법익 사이의 비례 계를 하게 일탈하 는지의 여부만을 

41) Vgl. BVerfGE 21, 150, 157.

42) Vgl. W. Rüfner, Grundrechtskonflikte, Bundesverfassungsgericht und 

Grundgesetz II, 1976, S.461ff

43) Vgl. Sachs, Verfassungsrecht II, A10 Rz.39ff.; Kluth, JA 1999, S.610; Stern, 

Staatsrecht III/2, S.834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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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한다. 즉, 헌법재 소는 법익균형성을 단함에 있어서 립하는 양 법

익이 가능하면 그 효력을 발휘하도록 서로 조화와 균형의 상태에 있는지, 

이로써 양 법익의 계가 이상 인지의 심사를 하지 않는다.44) 따라서 헌

법재 소의 심사기 으로서 법익균형성원칙과 ‘실제  조화의 원칙’은 일치

하지 않는다. 

나. 심사의 밀도

자유권을 제한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는 크게 ‘규율효과’와 ‘규율 상의 

특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1) 첫째, 헌법재 소는 통제 도, 즉 입법형성권의 정도를 단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제한되는 자유 역의 의미와 요성에 따른 기본권제

한의 효과’를 기 으로 삼고 있다. 즉, 개별법률에 의하여 구체 으로 제한

되는 자유 역이 인간존엄성실 과 인격발 에 하여 가지는 의미 는 

침해의 정도의 에 의하여 헌법재 소의 통제 도와 입법형성권이 달라

진다고 하는 이다.45) 제한되는 기본권  법익의 의미가 할수록 제

한의 강도가 강할수록 이에 상응하여 입법자에 의한 기본권제한은 보다 정

당화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헌법재 소에 의한 보다 엄격한 심사가 정당

화되며, 그 결과 입법자의 형성권이 축소된다. 역으로, 기본권제한규정을 

통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가령, 험의 방지 등)의 비 이 하고 긴

성을 가질수록, 기본권의 제한이 보다 정당화되며 이로써 보다 범 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므로, 헌법재 소의 완화된 심사가 요청된다. 

44) Vgl. Grabitz, Der 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 in der Rechtsprech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AöR 98(1973), S.567

45) 기본권제한의 성은 제한된 기본권의 의미, 즉 기본권의 근본성․ 성에 

따라 달라지며, 이에 따라 심사의 도도 달라진다. 자유 역의 근본성을 결정

하는 유일한 근거는 인간의 존엄성실 에 있어서의 침해된 자유의 의미이므로, 

개인  자유의 핵심 역(가령, 생명권, 건강권, 신체의 자유, 인격권, 사생활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한 공권력의 침해행 는 더욱 한 공익에 의

하여 정당화되어야 하는 반면, 제한된 자유 역이 사회  기능  사회  연

성을 가질수록 입법자는 폭넓은 규율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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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 소는 ‘어떠한 자유가 보다 근본 이기 때문에 더욱 보호되어야 

하는지, 따라서 입법자의 형성권이 보다 제한되는지’를 단하는 으로

는, 자유권을 경제  자유권과 정신  자유권으로 구분하여 자유권의 성격

에 따라 심사기 을 달리 하는 이론인 미국의 이 기 이론이 아니라 법률

에 의하여 ‘구체 으로 제한되는 자유 역’이 개인에 하여 그리고 국가공

동체에 하여 가지는 의미를 고려하는 독일의 個人聯關性․社 聯關性 理

論을 취하고 있다.46) 이에 따라 헌법재 소는 동일한 자유권이라도 ‘구체

으로 침해된 자유의 의미’에 따라 심사기 을 달리하며 개별 사건마다 상

충하는 법익간의 별도의 구체  형량을 필요로 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

다. 헌법재 소는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기본권간의 일정한 계질서를 확

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  자유권도 자유 역에 따라서는 자유 실

의 물질  기 로서 는 개성신장의 불가결한 요소로서 정신  자유권

에 못지않게 요할 수 있다는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는 

구체  자유 역이 인간의 존엄성  자유 실 에 하여 가지는 의미에 

따라 보호의 정도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2) 둘째, 입법형성권의 정도를 결정하는  하나의 은 규율 상

의 특성이다. 규율 상이 복잡하여 객 으로 조감할 수 없는 경우, 규율

상이 수시로 변하는 경우, 입법자가 처음으로 특정 생활 역을 규율하는 

경우에는 입법자가 확실한 단을 내릴 수 있는 실  가능성이 고, 이

에 따라 입법자에게 보다 범 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즉, 확

실한 단을 내릴 수 있는 실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입법형성권과 헌

법재 소의 통제 도가 결정된다. 

다. 입법자의 예측판단권의 심사

장래를 규율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조치는 장래 상에 한 측 단에 

기 하는 수밖에 없다.47) 모든 법률은 법 실에 한 규범  응이며 미

46) 표 으로 헌재 1998. 12. 24. 89헌마214등; 헌재 1999. 4. 29. 94헌바37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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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에 한 입법자의 측 단의 결과이다. 측 단은 미래의 발 에 한 

개연성의 단으로서 본질상 불확실성을 내재하고 있다. 입법자는 법률의 

제정에 있어서 선택한 입법  수단을 통하여 의도하는 입법목 을 실 할 

수 있고 나아가 선택한 입법  수단이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한으로 가져오

리라는 단에 기 하고 있다.48) 입법자는 미래의 발 과 규율효과에 한 

이러한 측 단에 기 하여 입법을 하기 때문에, 입법의 결과인 ‘법률의 

규율내용’은 ‘입법자의 실 단에 한 규범  표 ’이다. 사실확인과 

측 단은 주로 과잉 지원칙의 심사에 있어서 문제된다.49) 여기서 제기되

는 문제는, 헌법재 소가 입법자의 이러한 측 단을 어느 정도로 문제 

삼을 수 있고 심사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이다. 입법자의 측 단에 한 

헌법재 소의 심사는 곧 입법자의 실 단을 헌법재 소의 실 단으

로 체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의미한다. 입법자의 측 단에 한 심사

는 곧 법률의 규율내용에 한 내용  심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측 단에 한 통제의 여부  정도는 사실상 법률의 헌성 단과 직결된

다. 

입법자의 측 단권은 미래에 있어서 규율 상의 발 추이와 규율효과

에 한 입법자의 단재량으로서 입법형성권의 한 부분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 소의 례를 보면, ‘제한되는 자유 역의 의미와 요성에 

따른 기본권제한의 효과’  ‘규율 상의 특성’(확실한 단을 내릴 수 있는 

실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입법형성권의 정도나 심사 도가 달라진다

47) 일반 으로 법원이 단하는 상이 종결된 사실 계이고 그러한 이유로 증거수

단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입법자가 규율하고자 하는 상은 장래에 

하여 개방 이기 때문에 사실확인과 측 단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에서 

근본 인 차이가 있다. 

48) 입법자의 측 단권에 하여 상세하게 한수웅, 헌법재 의 한계  심사기 , 헌

법논총 제8집, 232면 이하 참조; vgl. H. P. Schnei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und Gewaltenteilung, NJW 1980, S.2103ff.; Ossenbühl, Die Kontrolle von 

Tatsachenfeststellung und Prognoseentscheidungen durch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in: Bundesverfassungsgericht und Grundgesetz I, 1976, S.458ff.

49) Vgl. Badura, Die Verfassung im Ganzen der Rechtsordnung und die 

Verfassungskonkretisierung durch Gesetz, in: HStR VII, 1992, §163, rn.24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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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는 은 입법자의 측 단권에 한 심사에서도 그 로 용되고 

있다.50) 즉, 기본권제한의 효과가 할수록 입법자의 입법은 보다 확실한 

사실확인과 측 단에 기 해야 하며, 역으로 입법자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가령, 험의 방지 등)이 할수록51) 는 규율 상의 특성상 입법

자가 확실한 측 단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감소할수록, 실에 한 

입법자의 측 단에 하여 범 한 형성권이 인정된다.52)

여기서 헌법재 소가 엄격한 심사를 한다는 것은 입법자의 실 단이 

과연 내용 으로 타당한지를 자신의 실 단을 근거로 하여 극 으로 

심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완화된 심사를 한다는 것은 입법자의 실 

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는지의 심사에 그치는 소극  심사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53) 요컨 , 기본권제한을 래하는 입법은 제한의 강도와 제한되

는 기본권  법익의 의미에 상응하게 그에 비례하여 보다 확실한 사실확인

과 측 단에 기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따른 심사

과잉제한 지의 원칙이 ‘국가가 활동해도 되는지’에 한 문제라면, 과소

50) 헌재 1998. 10. 29. 97헌마345(자동차운수사업법), 례집 10-2, 621, 630-631; 헌

재 2002. 10. 31. 99헌바76등(요양기  강제지정제), 례집 14-2, 410, 432면 이

하; 헌재 2004. 8. 26. 2002헌가1(양심  집총거부), 례집 16-2, 141, 156면 이

하 참조.

51) Vgl. Ossenbühl, Die Kontrolle von Tatsachenfeststellung und Prognoseentscheidungen 

durch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in: Bundesverfassungsgericht und 

Grundgesetz I, 1976, S.508f.

52) 가령, 헌재 2004. 8. 26. 2002헌가1(양심  집총거부) 결정에서, 입법을 통하여 방

지하고자 하는 공익(국가안보)이 할수록 험의 발생가능성의 정도에 한 

요청이 완화된다.

53) 컨 , 산모의 낙태행 로부터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형법상 낙태

죄규정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보호의무를 제 로 이행하고 있는

지를 단함에 있어서, 엄격한 심사의 경우에는 헌법재 소가 행 낙태죄규정

이 태아의 생명을 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단하지만, 완화된 심

사를 하는 경우에는 헌법재 소는 단지 행 낙태죄규정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

하기에 명백히 부 한지만을 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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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지의 원칙은 ‘국가가 활동해야만 하는지’에 한 문제이다. 과소보호

지원칙은 기본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의 보호를 하여, 특히 개인의 

생명이나 건강을 제3자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하여 활동해야 할 국가의 

보호의무와 련하여 문제되고 있다. 헌법 제10조 후문은 “국가는 …… 기

본  인권을 ……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 소는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인권을 국가와 사회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 즉 

국가가 인권을 스스로 침해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사인이나 사회  세

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에 하여도 개인을 보호해야 할 국

가의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여, 자유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가

령, 개인의 생명이나 건강 등)에 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인정하 다. 국가

의 보호의무와 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국가가 자신의 보호의무를 충분

히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단하는 기 에 한 것이다. 자유권의 방

어  기능과 이에 응하는 국가의 부작 의무는 개인의 자유 역에 한 

부당한 침해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행될 수 있다는 에서 아무런 제약 없

이 철되고 실 될 수 있는 반면, 보호의무는 국가의 작 , 즉 극 인 

활동을 요구하고, 국가의 활동은 사실 ․법  상황과 가능성의 제약을 받

는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보호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범 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과소 지원칙은 ‘국가는 어도 법익의 보호를 하여 

요청되는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청을 통하여 헌성 단의 

기 을 제시하고 있다.54) 물론, 여기서 ‘최소한’의 정도를 단하는 어려움

이 있다. 요청되는 보호의 정도를 구체 으로 결정하여 국가에게 보호의무

의 이행에 한 지침을 제시하는 것은 헌법재 소의 과제가 아니다. 요청

되는 보호의 ‘최소한’의 정도를 단함에 있어서 입법자에게 범 한 형성

54) 헌재 1997. 1. 16. 90헌마110등(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한 헌법소원), 입법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운 자에 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몇 가지 유형의 과실의 경우에만 기소를 허용한 경우,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하여 취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 는지의 여부를 단

하는 기 으로서 과소보호 지원칙을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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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보호의무는 국가에게 어도 최소한의 보호를 

요청할 뿐, 어떠한 방법으로 보호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인지에 하여 원

칙 으로 국가의 자유로운 단에 맡기고 있으므로, 보호의무를 근거로 특

정한 방법으로 보호의무를 이행해야 할 구체  의무를 원칙 으로 도출할 

수 없다. 따라서 입법자가 취한 조치가 명백히 부 합하거나 완 히 불충

분한 경우에 한하여 보호의무의 반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써 국가행

의 소극성을 헌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입법자가 보호의무를 이행하 는지를 단함에 있어서, ‘침해당한 

자유 역이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 에 하여 본질 인 요성을 가질수

록 자유권의 에 한 국가의 보호는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에

서 보호의무에 한 요청을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보호의무의 이행여부

를 단함에 있어서, 헌법재 소는 한편으로는 침해당한 당해 기본권이 개

인에 하여 가지는 의미와 의 정도, 다른 한편으로는 충돌하는 제3자

의 기본권 는 공익을 함께 고려하여, 심사 도를 어느 정도 달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4. 평등권

가. 자의금지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따른 심사

평등권은 특정한 생활 역, 인간의 행 나 법익을 국가로부터 보호하려

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행 지침으로서 ‘정의에 부합하는 국가행 ’, 즉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 할 것을 요청한다. 평등권의 경우 

국가의 침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고유한 보호범 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로

써 보호범 에 한 제한 한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평등권의 경우, 보호

범 에 한 제한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한 불평등한 취 이 

헌법 으로 정당화되는지’가 문제된다. 

자유권의 경우, 국가와 개인의 계에서 국가가 자유권에 의하여 보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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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인의 자유 역을 헌법 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방법으로 과도하게 침

해하 는지의 문제라면, 평등권의 경우에는 국가가 개인을 동등하게 는 

다르게 취 해야 함에도 다르게 는 같게 취 했는지의 문제이므로, 국가

에 하여 평등권 반을 주장하기 해서는 ‘국가와 개인의 계’만을 보아

서는 안 되고, 언제나 국가의 규율에 의하여 발생한 자신의 법  지 와 

타인의 법  지 를 비교해야 한다. 따라서 평등권이 용되기 해서는 

언제나 ‘두 개의 사실 계’의 차별  우가 존재해야 한다. 

(1) 평등원칙은 입법자에 해서는 ‘같게 는 다르게 취 하는 것이 

정의로워야 한다’는 ‘정의로운 입법’에 한 요청을 의미한다. 그러나 ‘무엇

이 정의에 부합하는가’ 하는 극 인 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의를 

극단 이고 으로 부정하는 반 개념인 ‘자의’의 개념을 통하여 입법

자를 기속할 수 있는 기 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자의 지원칙이다.55) 

그러므로 자의 지원칙에 의하면,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 인 이유를 더 

이상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입법자의 결정을 용인하는 것이 일반 인 정

의감정에 반하다고 단되는 경우에 비로소, 헌법재 소는 입법자의 단

에 이의를 제기하게 된다. 따라서 자의 지원칙에 의하면 입법자에게 범

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2) 근래, 헌법재 소는 차별 우가 정당화되는가의 문제를 자의 지

원칙을 넘어서 경우에 따라 비례의 원칙을 사용하여 해결하려고 시도함으

로써 입법자의 형성권을 제한하고 있다.56)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 되는 기 이나 차별을 특히 지하고 있는 역을 제시하거

나57) 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 을 하여 요하고도 불가결한 자유행사

55) 한수웅, 평등권의 구조와 심사기 , 헌법논총 제9집(1999), 52면 참조.

56) 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례집 11-2, 770, 787; 헌재 2002. 4. 25. 98헌마

425, 례집 14-1, 351, 367.; 헌재 2000. 8. 31. 97헌가12, 례집 12-2, 167, 181; 

헌재 2001. 6. 28. 2001헌마132, 례집 13-1, 1441, 1464-1465; 헌재 2001. 2. 22. 

2000헌마25, 례집 13-1, 386, 403-405

57) 이로써 헌법재 소는 종래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성별․종교 는 사회  신

분을 이유로 한 차별 지)  제32조 제4항(근로 역에서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지) 등의 규정을 헌법 으로 특별한 의미가 없는 시  조항으로 이해하

는 종래의 해석을 벗어나, 일반평등조항에 한 特別 平等條 으로서 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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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회가 차별 우로 인하여 받는 경우, 헌법재 소는 엄격한 심사기

인 비례원칙을 용하고 있다.  

나. 심사의 밀도

단순한 자의심사를 넘어서 비교 상간의 차이의 성질․비 이나 입법목

의 비 을 차별효과와 비교형량하는 엄격한 심사는 헌법에 직 이든 

간 이든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헌법재 소는 평등권을 

기 으로 한 법률의 헌심사에 있어서도 ‘심사 도는 입법자에게 인정되

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고에 입각하여, 명시 인 헌법

규정이나 헌법의 해석을 통하여 입법자의 형성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비

례의 원칙에 따른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언제 어느 정도로 입

법형성권이 헌법 으로 제한되는지’의 에 의하여 심사 도가 결정된다. 

(1) 명시 인 헌법규정에 의한 입법형성권의 제한

헌법은 일련의 규정에서 차별을 지하거나 명령하는 등 구체  표 을 

통하여 평등원칙을 구체화하고 실 하는 입법자의 형성권을 제한하고 있

다. 물론, 헌법상의 차별 지규정과 차별명령규정은 입법자가 모든 경우에 

평등 우나 차별 우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차별 우 는 동등한 

우의 경우에는 보다 특별한 정당성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

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 스스로가 입법자의 형성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

문에, 헌법재 소가 헌법  요청의 수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정

당화된다.

(가) 불리한 차별을 지하는 특별규정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은 “성별․종교 는 사회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을 지하고 있다. 성별에 의한 차별 지는 헌법 제32조 제4항에서 근

로 역에서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지로,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는 혼

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성별에 의한 차별 지로 구체화되었다. 한, 종교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규범통제제도의 형성과 발

351

의한 차별도 헌법 제20조 제2항에서 국교를 이유로 한 종교의 차별 지로 

구체화되었다. 한, 사회  신분에 의한 차별 지는 헌법 제11조 제2항의 

‘사회  특수계 제도의 불인정  창설 지’ 규정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헌법 제31조 제1항(“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

리를 가진다.”)은 교육시설에 입학함에 있어서 고려될 수 있는 유일한 차별

기 (“능력”)을 제시함으로써 능력 이외의 다른 요소에 의한 차별 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교육을 받을 권리의 역에서 능력주의가 헌법 으

로 확정되었고, 교육시설의 입학에서 능력 외의 다른 요소를 고려하는 것

은 원칙 으로 지되며, 이에 하여 특별한 정당성을 요구한다.58) 

헌법 제36조 제1항(국가에 의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은 혼인과 가족

의 지 를 다른 생활공동체에 비하여, 혼인한 자의 법  지 를 독신자에 

비하여, 부모의 지 를 자녀가 없는 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형성하는 것을 

지하고 있다.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는 특히 세법에서 부모와 가족의 

조세부담과 련하여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헌법은 제41조 제1항  제67조 제1항에서 보통․평등선거원칙을 규정

하고 있다. 보통․평등선거원칙은 모든 국민으로 하여  국정에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하기 한 선거원칙으로서 평등원칙이 참정권의 역에서 구체

화된 헌법  표 이다. 참정권의 역에서의 평등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의 에서 엄격하고도 형식 인 평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참정권의 역

에서 차별이 정당화되기 해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헌법 제39조 제2항(“ 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

우를 받지 아니한다.”)은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하는 불리한 ‘법 ’ 차

별을 명시 으로 지하고 있다.59) 

(나) 유리한 차별을 명령하는 특별규정

58) 이에 하여 한수웅,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국가교육권한의 한계 -교육평 화  

학교선택권 제한의 헌법  한계를 심으로-, 법조 2008. 4., 8면 참조.

59) 가령, 입법자가 특정 자격시험의 응시연령을 제한함에 있어서 병역의무의 이행

으로 시간  지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응시연령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입법자의 

형성권을 제한하는  헌법규정에 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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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헌법 제32조 제6항은 근로의 기회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상이군

경  몰군경의 유가족에 하여 차별(우 )을 명령하는 헌법규범이다.60) 

(다) 유리한 차별을 허용하는 규정(차별 우를 정당화하는 사유)

입법자의 형성권을 제한하는 의 규정들과 구분해야 하는 것은 차별을 

허용하는 규정이다. 차별을 허용하는 규정은 입법자의 형성권을 제한하는 

헌법규정이 아니라, 차별 으로 규율하는 입법자의 입법형성권 행사에 

하여 헌법  근거를 제공하는 규정이다.

헌법 제32조 제4항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라고 규정함

으로써 근로 역에서 여성에 한 차별 지를 넘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여

성에게 유리한 차별을 허용하고 있으며, 헌법 제32조 제5항에서도 “연소자

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마찬가지로 연소자에게 

유리한 차별을 허용하고 있다. 헌법 제34조도 사회국가를 실 하기 한 

하나의 요건으로서 사회 ․경제  약자인 여자,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자,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 등에 하여 우 를 허용하고 있는 조항이다.  조

항들은 사회 ․경제  약자에게도 자유행사의 실질  조건을 마련해 주고

자 하는 사회국가원리의 구체  표 으로서 그들에 한 유리한 차별을 정

당화하는 헌법  근거이다.61) 

(2) 규율효과에 의한 입법형성권의 제한

입법자의 형성권은 언제나 동일하게 존 되는 것이 아니라 규율효과(기

본권침해의 효과)의 정도와 규율 역의 특성에 따라 그 범 가 다르다. 따

라서 자유권의 역에서 제한된 자유가 개인의 핵심  자유 역에 속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회  기능이나 사회  연 성을 가지는 것인가에 따라 기

본권보호에 차등을 두고 이로써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형성권의 범 를 달

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62) 평등권의 경우에도 ‘헌법재 소에 의한 강화된 

60) 국가유공자 가산 제도에 한 헌법재 소 례로서 헌재 2001. 2. 22. 2000헌마

25; 헌재 2006. 2. 23. 2004헌마675등 참조. 

61) 입법자는 헌법이 허용하는 한계 내에서, 특히 차별 지규정이나 차별명령규정의 

범  내에서 사회국가 등 국가목표나 구체 인 입법목 을 실 하기 하여 원

칙 으로 자유로이 차별기 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차별을 할 수 있으므로, 헌

법은 의 ‘차별허용규정’ 외에도 범 하게 입법자에게 차별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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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가 요청되는지’ 하는 것은 차별 우의 실질  비 과 차별 우가 당사

자에 하여 가지는 의미와 효과에 달려 있다. 차별 우가 당사자의 자유

권행사에 미치는 불리한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차별 우의 실체  비

이 하다면, 이 경우 심사기 의 강화와 입법형성권의 축소가 정당화된

다고 하겠다.63)

차별 우가 자유권의 행사에 불리한 향을 미치는 모든 경우에 엄격한 

심사를 한다면, 이는 곧 자유권이 항상 문제되는 침해  법률의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하고 자유권이 문제되지 않는 수혜 인 법률의 경우에

는 완화된 자의심사를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러나 자유권의 의미

가 개인의 핵심  자유 역에 하여 크면 클수록 자유권에 한 보호는 

더욱 강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등권의 경우에도 입법자가 차별을 통하

여 자유권의 핵심 인 역을 제한할수록 입법형성권은 축소되고, 엄격한 

심사가 정당화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차별 우가 인간의 생존

이나 핵심 인 자유행사의 기본 인 조건( 컨 , 신체의 자유, 인격권, 사

생활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제약할수록 입법자의 형성권이 제한

되고 엄격한 심사가 정당화된다고 하겠다. 즉, 차별에 의하여 불리한 효과

를 받은 다른 기본권이 인간의 존엄성실 에 있어서 얼마나 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침해된 자유의 의미와 기능’에 의하여 입법형성권이 

결정된다고 하겠다. 

다. 학계의 비판과 그에 대한 반대비판

학계의 일부에서는 ‘성별, 종교, 사회  신분 외에도 입법자가 차별의 근

거로 삼아서는 안 되는 기 은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헌법 제11조 후

62)  IV. 3. 나 부분 참조.

63) 미국의 연방 법원은 이미 1960년  엄격한 기 에 의한 평등심사를 인종, 종교, 

국 에 의한 차별에 국한시키지 아니하고 ‘기본  권리’가 침해당한 경우에까지 

확 하 고, 독일의 연방헌법재 소의 제1재 부도 1980년 이래 평등권의 심사

에 있어서 차별이 다른 기본권에 미치는 향을 고려하여 차별의 효과가 자유권

의 행사에 불리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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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규정을 단지 시 인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헌법 제11

조 후문을 비롯하여 평등원칙을 구체화하고 있는 다수의 헌법규정을 근거

로 차별화된 심사를 하고 있는 헌법재 소의 례를 비 하고 있다. 물론, 

개인의 주  에서 볼 때 헌법 제11조 후문이 제시하는 기  외에도 

이에 버 가게 요하기 때문에 人的 差別의 기 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다양한 기 , 가령 인종이나 출생 등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

나 다수 국가의 헌법은 각국의 고유한 민족  는 역사  체험을 바탕으

로 명문으로 는 최고법원의 례를 통하여 특별히 차별의 기 으로 삼아

서는 안 되는 을 제시하고 있는데,64) 우리의 경우에는 왜 달리 단되

어야 하는지의 의문이 제기된다. 헌법이 제시하는 기 이란 개인의 주  

가치 단에 의하여 그 수용여부가 결정될 문제가 아닌 것이다. 

특히, 헌법 제11조 후문에 규정된 징표가 단지 3개에 불과하여 무 

기 때문에 헌법의 구속력 있는 결정이 아니라 단지 시 이라는 견해는 

‘만일 헌법이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는 기 을 독일기본법처럼 5, 6 

개 정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속력 있는 지침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견해’와 다름 아닌데, 헌법의 규범력이나 객  의사가 헌법이 제시하는 

차별 지기 의 수에 의하여 단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 한, 이러한 견

해는 헌법 제11조 후문 외에도 헌법이 일반  평등원칙을 구체화하는 다수

의 규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는 것이며, 일련의 헌법규정이 단지 

시 이고 선언 인 규정, 규범 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규정으로 락

한다는 것은 헌법해석의 원칙과도 부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 

따라 헌법이 단지 시 으로만 서술할 뿐 아무 것도 정하고 있는 것이 없

다면, 헌법은 정치생활을 규범 으로 규율해야 할 기능과 과제를 이행할 

수도 없다. 헌법이 차별 우와 련하여 구체 인 기 을 제시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해서는, 헌법재 소의 례가 차별 우로 인하여 자유권에 

미치는 차별효과를 기 으로 부가 으로 입법형성권을 제한할 수 있는 가

64) 이에 하여 한수웅, 평등권의 구조와 심사기 , 헌법논총 제9집(1999), 52면 이

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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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도,  견해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5. 참정권 ․ 청구권적 기본권 ․ 사회적 기본권

국가로부터 일정한 행 나 부를 요구하는 청구권  기본권과 사회  

기본권, 국가의사형성과정에의 참여를 요구하는 참정권은 개인의 주  

권리로서 보장되기 해서는 입법자에 의한 구체  형성을 필요로 한다. 

물론, 이러한 기본권의 경우에도 입법자의 형성권은 무제한 인 것이 아니

라, 헌법이 스스로 명시 인 표 을 통하여 입법자가 수해야 하는 구체

 지침을 제시하거나 는 헌법해석을 통하여 기본권형성을 한 기본  

지침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에서 입법자의 형성권은 제한

된다. 따라서 입법자에 의한 구체 인 형성을 필요로 하는 기본권의 경우, 

제기되는 헌법  문제는 ‘입법자의 규율이 과잉제한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자가 형성권을 제 로 행사했는지’의 문제, 즉 ‘헌법이 기본권을 보장

한 기본정신’과 ‘이와 상충하는 법익’과의 법익교량의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입법자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하는 기본권의 반이 문제되는 경

우 이를 단하는 형식  기 은 과잉 지원칙이 아니라 상충하는 법익간

의 균형을 요구하는 법익형량의 원칙이다. 한편, 입법자에 의한 형성을 필

요로 하는 기본권의 경우, 입법형성권의 정도가 기본권제한의 효과에 의하

여 단될 수 없다. 이러한 기본권의 경우, 국가권력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범 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행 의 결과로서 규율효과나 

기본권제한효과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헌법재 소가 법익균형성을 

단함에 있어서 규율효과의 성을 고려하여 심사의 강도를 조 할 수

는 없고, 단지 입법자에 의한 법익교량의 결과가 명백하게 잘못되었는지의 

여부만을 원칙 으로 단하게 된다. 

가. 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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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상 선거원칙에 의한 입법형성권의 제한

헌법 제24조는 선거권의 규정형식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의 

표 을 사용함으로써, 자유권과는 달리 입법자에 의한 구체  형성을 필요

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국민이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을 실제

로 행사하기 해서는 ‘ 가 어떻게 선거할 것인지’에 하여 법률에 의한 

구체 인 형성을 필요로 한다.65) 그러나 입법자의 형성권은 무제한 인 것

이 아니라, 선거권을 보장한 기본정신, 특히 민주주의원리를 비롯한 헌법규

범에 의하여 제한된다. 헌법은 무엇보다도 제41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에서 보통․평등․직 ․비 선거의 일반  선거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입법

자가 수해야 할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선거 련입법

을 통하여 국민의 선거권을 구체 으로 형성함에 있어서 헌법규범, 특히 

헌법상의 선거원칙을 존 하고 실 해야 한다. 입법자의 구체  형성이 헌

법상 선거원칙에 반되는 경우, 입법자는 헌법 제24조의 선거권을 침해하

게 된다. 따라서 선거권에서 문제되는 것은, 입법자가 입법을 통하여 선거

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상 부여된 입법형성권을 

제 로 행사하는지의 문제, 즉 입법자가 선거권을 법률로써 형성함에 있어

서 수해야 하는 지침인 헌법상 선거원칙, 민주주의원리 등을 존 하여 

선거권을  구체화하 는지의 문제이다. 

(2) 법익교량을 통하여 선거원칙에 한 외를 정당화하는 

사유의 존부에 한 단

선거권을 형성하는 법률에 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 지원칙에 

따라 입법목 과 입법수단의 상 계를 입법목 의 정당성, 수단의 합

성, 수단의 최소침해성  법익균형성의 단계별로 단하는 것은, 헌법상 

선거원칙의 실체  요청을  고려할 수 없다는 근본 인 문제를 안고 

있다.66) 선거권을 형성하는 법률의 헌여부는 ‘달성하려는 목 에 비추어 

65) 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하기 해서는 입법자가 사 에 선거법을 통하여 가 선

거할 수 있는지(선거연령의 확정 등), 어떠한 선거제도에서 선거가 이루어지는지

(다수 표제 는 비례 표제, 선거구의 획정 등)에 하여 규율해야 한다. 

66) 이에 하여 상세하게, 한수웅,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 지원칙의 의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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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된 수단이 과잉인지’의 이 아니라 ‘법률이 헌법상 선거원칙에 반

되는지’의 에 의하여 단되어야 한다. 선거권과 련된 헌법재 소의 

결정에서 문제되는 것은, 입법자가 선거권을 과잉으로 제한하 는지의 문

제가 아니라 ‘헌법상 선거원칙의 요청’과 ‘선거원칙에 한 외를 요청하

는 다른 법익’ 간의 형량의 결과. 선거원칙에 한 외가 합리 인 사유로 

정당화되는지의 문제인 것이다. 더욱이, 보통선거원칙과 평등선거원칙은 

‘선거의 역에서 평등원칙이 구체화된 헌법  표 ’이라는 에서 근본

으로 자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평등의 문제이므로, 그 본질상 자유권에 

한 제한을 제로 그 제한의 정당성여부를 단하는 과잉 지원칙을 선거

권에 용하는 것은 처음부터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3) 헌법재 소의 례67)

헌법재 소는 이미 기의 례부터 선거권의 법률유보가 기본권형성  

법률유보임을 충분히 인식하여, 선거 련입법의 선거권 반여부를 단한 

부분의 결정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이나 과잉 지원칙을 심사기 으로 

언 조차 하지 아니하고 단지 ‘입법자가 헌법상 선거원칙을 존 하여 입법

형성권을 제 로 행사했는지’를 심사하고 있다.68) 다만, 일부 소수의 례

에서 과잉 지원칙에 따른 단계별 심사를 불완 하나마 시도하 으나,69) 

바로 이러한 결정에서 심 상조항의 헌성을 과잉 지원칙에 따라 형식

으로 단함으로써 선거권 반여부를 단하는 가장 요한 기 인 선거

원칙을 헌성심사에서 고려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 다.70)

헌법재 소는 종래 선거권의 제한에 하여 단지 제한을 정당화하는 합

리 인 사유만을 요구하 으나, 최근의 결정에서는 보통선거원칙과 평등선

거원칙을 상  평등 는 자의 지원칙을 넘어서 형식 이고 기계 인 

용범 , 스티스 2006/12, 20면 이하 참조.

67) 이에 하여 자세하게 한수웅, 형성  법률유보를 가지는 기본권에서 과잉 지

원칙의 용여부, 헌법실무연구회 제85회 발표문, IV. 2. 다. 부분 참조.

68) 표 으로 헌재 1997. 6. 26. 96헌마89; 헌재 1995. 12. 27. 95헌마224; 헌재 

2001. 10. 25. 2000헌마92; 헌재 2001. 7. 19. 2000헌마91

69) 가령, 헌재 1999. 1. 28. 97헌마253등; 헌재 2007. 6. 28. 2004헌마644등

70) 표 으로 헌재 1999. 1. 28. 97헌마253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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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 요청으로 이해함으로써, 선거권의 반여부를 단함에 있어서 엄

격한 심사의 가능성을 고하 다.71) 이로써 헌법재 소는 보통선거원칙에 

한 외를 인정하기 해서는 ‘ 외를 정당화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요구

함으로써 선거권을 규율하는 입법자의 형성권을 보다 축소하고 이에 상응

하여 자신의 심사권한을 확 하고 있다. 

나. 재판청구권

(1) 헌법해석상 ‘효과 인 권리보호의 요청’에 의한 입법형성

권의 제한

청구권  기본권이란, 권리의 보장을 하여 국가에 하여 일정한 행

를 극 으로 청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이다. 국민이 국가의 도움을 필

요로 하지 않고서도 릴 수 있는 자유의 경우, 헌법은 자유권의 형태로써 

자유를 원칙 으로 무제한으로 보장하면서 공익상의 이유로 자유권에 한 

제한을 허용하는 반면, 국가의 행 나 조력을 필요로 하는 청구권의 경우, 

입법자에 의한 구체  형성을 필요로 한다. 헌법은 청구권(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의 규정형식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는 “법률에 의한” 등의 표 을 사용함으로써 자유권과는 달리 입법자에 의

한 구체  형성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헌법 제27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한 재 을 받을 권리”이란 표 을 통하

여 재 청구권을 법률로써 실 하고 구체화해야 하는 의무와 과제를 입법

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개인이 재 청구권을 행사하기 해서는, 즉 권리구

제 차를 밟고 권리보호를 구할 수 있기 해서는, 법원조직법이나 차법

과 같은 입법자의 구체 인 형성을 필요로 한다. 이로써 “법률에 의한” 재

청구권은 원칙 으로 입법자에 의하여 형성된 행소송법의 범주 내에서 

권리구제 차를 보장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27조 제1항은 권리구제 차에 한 구체  형성을 완

71) 헌재 2007. 6. 28. 2004헌마64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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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입법자의 형성권에 맡기지는 않는다. 입법자가 단지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형식 인 권리나 이론 인 가능성만을 제공할 뿐 권리구제의 실효성

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권리구제 차의 개설은 사실상 무의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재 청구권은 법  분쟁의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어도 한 번의 

권리구제 차가 개설될 것을 요청할 뿐만 아니라, 그를 넘어서 소송 차의 

형성에 있어서 ‘실효성 있는 권리보호’를 제공하기 하여 그에 필요한 

차  요건을 갖출 것을 요청한다. 따라서 ‘효과 인 권리보호의 요청’은 권

리구제 차를 입법자가 구체 으로 형성함에 있어서 요한 기 이자 동시

에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의미하며, 한 재 청구권에 내재된 본질 인 요

소로서 그의 존재의미이자 헌법  목 이다.72)

(2) 법익교량과정에서 입법형성권의 명백한 일탈여부에 한 

단

재 청구권은 자유권과 같이 일정한 보호 역을 국가의 침해로부터 방

어하고자 하는 부작 청구권이 아니라, 실체  권리의 구제를 하여 국가

로부터 극 인 행 를 요구하는 기본권이다. 재 청구권은 입법자에 의

한 구체  형성을 필요로 하는 기본권으로서, 국가로부터 효과 인 권리구

제 차의 제공을 요구할 권리, 즉 효과 인 권리보호를 한 구제 차의 

형성을 요구할 권리이다. 재 청구권에서 문제되는 것은, 국민이 재 청구

권을 근거로 하여 ‘국가로부터 특정한 내용의 권리구제 차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한 것이다. 국민이 국가로부터 어느 정도로 권리구제 차를 요

구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효과 인 권리보호를 요청하는 재 청구권의 정

신’과 ‘이에 립하는 다른 법익’과의 형량과정을 통하여 결정된다. 

재 청구권의 반여부는 보호범 에 한 제한이 과잉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자가 헌법상 부여된 형성권의 범 를 일탈하 는지의 문제이

다.73) 구체 으로, 입법자가 재 청구권을 소송법 등 입법을 통하여 구체

72) 재 청구권에 하여 자세하게 한수웅, 헌법 제27조의 재 청구권, 헌법논총 제

10집, 1999, 349면 이하.

73) 재 청구권과 과잉 지원칙에 하여 자세하게 한수웅,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

잉 지원칙의 의미와 용범 , 스티스 2006/12, 2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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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형성함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재 청구권의 헌법  요청인 ‘효과 인 

권리보호의 요청’이란 법익과 다른 한편으로는 이에 립하는 법익(가령, 

‘원활한 사법기능’이나 ‘법  안정성’, 재 의 신속성, 재 의 공정성 등)을 

비교형량을 통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문제인 것이다.74) 물론, 헌법재

소는 입법자에 의한 재 청구권의 실 여부를 단함에 있어서 ‘최 화의 

요청’이나 ‘실제  조화의 원칙’을 기 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입법자에 의

한 법익형량의 결과가 명백하게 잘못되었는지의 심사에 제한해야 한다. 결

국, 재 청구권과 련하여 기본권보장의 문제가 제기된다면, 이는 ‘과잉제

한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입법자가 구체 으로 형성한 차법이 재 청

구권의 정신을 제 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지의 단을 구하는 ‘과소보장

의 문제’인 것이다.

(3) 헌법재 소의 례75)

헌법재 소는 재 청구권의 반여부를 단함에 있어서 일련의 결정에

서 과잉 지원칙 는 헌법 제37조 제2항을 언 하고 있으나, 와 같은 

이유에서 과잉 지원칙에 따라 입법목 과 수단의 상 계를 단계별로 

단한 경우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권리구제 차의 개설여부 는 상소나 

심 의 제한이 문제된 사건에서 헌법재 소는 심 을 제한하는 심 제도의 

형성이 합리 인 이유에 의하여 정당화되는지의 여부를 단하 다.76) 개

설될 권리구제 차에의 근이 용이해야 한다는 요청과 련하여 인지액이 

문제된 사건에서 헌법재 소는 과잉 지원칙을 언 조차 하지 아니하고 재

청구권의 반여부를 단하 다.77) 그러나 일부 결정에서는 과잉 지원

74) 컨 , 헌법재 소는 헌법소원청구와 심 수행에 있어서 변호사강제주의를 취

하고 있는 헌법재 소법 제25조 제3항에 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심 사건에서, 

변호사강제주의가 실 하려는 공익상의 법익(소송의 질  향상, 사법의 원활한 

운 , 재 심리의 부담경감 등)과 국민의 재 청구권을 비교형량하여 공익에 우

를 부여함으로써 합헌결정을 하 다(헌재 1990. 9. 3. 89헌마120 등). 한 유

사한 취지로 헌재 2001. 9. 27. 2001헌마152, 례집 13-2, 447, 452-453 참조.

75) 이에 하여 자세하게 한수웅, 형성  법률유보를 가지는 기본권에서 과잉 지

원칙의 용여부, 헌법실무연구회 제85회 발표문, IV. 3. 다. 부분 참조.

76) 헌재 1997. 10. 30. 97헌바37; 헌재 1995. 9. 28. 92헌가11

77) 헌재 1994. 2. 24. 93헌바10; 헌재 1996. 8. 29. 93헌바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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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을 용하고 있으나 최소침해성  법익균형성의 심사는 단지 형식 인 

단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 소는 비록 형식 으로 과잉 지원칙

에 의존하고 있으나, 실질 으로는 과잉 지원칙을 용한 것이 아니라 상

충하는 법익의 교량을 통하여 입법형성권을 제 로 행사했는지를 심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78) 

다. 사회적 기본권

사회  기본권이란 사회국가원리를 실 하기 한 기본권으로서, 각 개

인이 자유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실질  조건을 마련해  것을 국가로

부터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특히 입법자에 하여 사회  기본권의 보장내

용을 실 하는 입법을 요구할 권리이다. 헌법은 사회  기본권을 개인의 

주  권리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  기본권은 그 자체로서 

철할 수 있는 구체 ․ 실 인 권리가 아니다.79) 사회  기본권의 본질

인 의미는 국가로 하여  사회  기본권에 담겨져 있는 객  내용, 즉 

국가의 과제나 의무를 실 하도록 헌법 으로 구속하는데 있다.80) 헌법은 

개별 조항에서 우선 주  권리의 형태로 사회  기본권을 규정한 다음, 

이어서 사회  기본권의 객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체 으로 국

가의 객  의무의 형태로 서술하고 있다. 사회  기본권은 그 본질상, 구

체  권리가 되기 하여 사 에 입법에 의한 구체  형성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사회  기본권으로부터 사법 으로 訴求할 수 있는 개인의 주

인 권리가 원칙 으로 나오지 않는다. 

민주국가에서 어떠한 법  조건 하에서 어떠한 내용의 부가 제공되어

78) 헌재 1996. 10. 4, 95헌가1; 헌재 1998. 7. 16. 97헌바22

79) 가령,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가 개인의 권리로서 철될 수 있기 해서는, 

국가가 노동시장을 지배하고 이를 마음 로 처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헌

법의 자유주의  경제질서와 부합할 수 없는 계획경제체제를 제로 하는 것이

다. 

80) 사회  기본권에 하여 자세하게 한수웅, 헌법소송을 통한 사회  기본권 실

의 한계 -법  권리설로부터의 결별-, 인권과 정의 1997. 1., 70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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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지에 하여 결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과제이다. 부청구권을 訴求

하고 철하기 해서는 입법자에 의한 구체 인 형성을 필요로 한다. 

한, 국가의 부제공이 국가재정을 필요로 하며, 이에 따라 항상 국가 산

의 형태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도, 부청구권이 실 인 권리가 되기 

해서는 국가의 산을 확정하는 권한을 가진 입법자의 구체  입법을 필

요로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입법자가 국가과제의 이행에 있어서 우

선순 를 정하고 그에 필요한 부의 근거와 정도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

다.

사회  기본권은 그 내용이 실 되기 해서는 국가의 극 인 행 , 

즉 입법과 행정의 조치를 요구하기 때문에 입법자에의 의존성에 그 특징이 

있다. 사회  기본권의 실 이 입법자의 형성행 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사

회  기본권의 객  내용은 입법자의 활동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화되고 

실 된다. 따라서 사회  기본권은 입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구체  권리로서 형성된다. 헌법은 사회  기본권의 규정형식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는 “법률로 정한다” 등의 표 을 사용함으

로써 입법자에 의한 구체  형성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

다.

입법자에 의한 구체 인 형성을 필요로 하는 사회  기본권의 경우 헌법

재 실무에서 주로 국민이 헌법상 보장된 사회  기본권을 근거로 하여 일

정한 국가행 를 요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가령, 개인이 ‘인간다운 생

활을 할 권리’를 근거로 하여 일정한 수  이상의 생계보호비를 요구할 수 

있는지 는 특정한 사회보장정책의 도입을 요구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입법자가 법률로써 사회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

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사회  기본권의 기본정신을 고려

하여 입법형성권을 제 로 행사하 는지의 여부에 한 것이다.81) 따라서 

81) 사회  기본권에 과잉 지원칙이 용될 수 없다는 것에 하여 자세하게 한수

웅,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 지원칙의 의미와 용범 , 스티스 2006/12, 

24면 이하; 한수웅, 형성  법률유보를 가지는 기본권에서 과잉 지원칙의 용

여부, 헌법실무연구회 제85회 발표문, IV. 4. 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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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본권을 실 해야 할 국가의무의 이행여부를 단하는 기 은 ‘최

소한 보장의 원칙’ 는 ‘과소보장 지원칙’이다.82)

6. 법률의 명확성원칙 ․ 포괄위임금지원칙 ․ 본질성이론

가. 법률의 명확성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1) 헌법재 소는 법률이 그 규율형식에 있어서 충분히 명확한지, 즉 

충분히 명확하게 수권의 범 를 정하고 있는지의 문제와 련하여 법률의 

명확성  행정부에 입법권을 임하는 수권법률의 명확성을 단함에 있

어서,83) ‘ 측가능성의 기 ’을 심사의 형식  틀로서 용하면서, 법률이 

당사자에 미치는 규율의 효과  규율하고자 하는 생활 역이 입법자로 하

여  어느 정도로 상세하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지’의 

규율 상의 특성에 따라 명확성에 한 요청(심사 도)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84)

그러므로 법률의 명확성원칙은 ‘법률의 수권은 그 내용, 목 , 범 에 있

어서 충분히 확정되고 제한되어 있어서 국민이 행정의 행 를 어느 정도 

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포 임 지원칙은 ‘법

률에 이미 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범 의 기본사항이 구체 으로 규

정되어 있어서 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강

을 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85) 헌법재 소는 측가능성의 

기 에 하여 엄격한 요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법률의 규율형식에 한 입

법자의 형성권을 존 하고 있다. 특히 입법권의 임과 련하여 무 엄

82) 헌재 1997. 5. 29. 94헌마33(‘1994년 생계보호기 ’ 사건) 참조.

83) 헌법 제75조는 행정부에 입법을 임하는 수권법률의 명확성원칙에 한 것으로

서, 법률의 명확성원칙이 행정입법에 하여 구체화된 특별규정이다.

84) 헌재 1991. 2. 11. 90헌가27; 헌재 1994. 7. 29. 92헌바49등 참조.; 입법 임의 명확

성원칙 반여부를 심사하는 기 에 하여 자세하게 한수웅, 본질성이론과 입법

임의 명확성원칙, 헌법논총 제14집(2003), 611면 이하 참조.

85) 헌재 1995. 11. 30. 93헌바32, 례집 7-2, 598, 607



憲法論叢 第19輯(2008)

364

격한 기 을 용하는 것은, 입법자가 거의 모든 것을 스스로 정해야 한다

는 결과를 래하여 공동체의 요한 정치  결정에 념하는 것을 막을 

뿐 아니라 오늘날 엄청나게 증가한 규범의 수요에 부응할 수 없다는 결과

를 가져온다.

(2) 그러나 헌법재 소의 례에서 드러나는 문제 은 법률이나 임법

률의 명확성여부를 단함에 있어서 오로지 측가능성의 만을 기 으

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 소의 례는 특히 입법 임의 명확성에 

해서도 법률의 명확성원칙에 한 요청과 근본 으로 동일한 요청을 함

으로써, 측가능성의 기 에 따른 단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

우에도 이러한 기 을 고수하고 있다.86) 그러나 법률의 명확성원칙은 법치

국가원리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원리에도 그 헌법  근거를 두고 있다는 

을 고려한다면, 일방 으로 수범자인 국민의 에서 법치국가  견가

능성에 따라 명확성의 여부를 단하는 것이 타당한지 하는 근본 인 의문

이 제기된다.87) 

‘ 견가능성’의 기 의 문제 은 특히 포 임인지의 여부를 단함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법률의 명확성의 문제는 일차 으로 국민과 

86) 헌법재 소의 례를 살펴보면, 다수의 결정에서 “…… 구라도 어렵지 않게 

측할 수 있으므로, 포 임 지의 원칙에 반되지 않는다.”고 하여 측가능성

의 기 을 사용하여 수권법률의 명확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개별 인 경우 수범

자의 입장에서 사실상 무엇을 측할 수 있는지 헌법재 소의 ‘ 측가능하다’는 

단이 공허한 경우가 지 않고(가령, 헌재 1997. 12. 24. 95헌마390, 례집 

9-2, 817, 830), 한편으로는 행정입법의 내용에 한 측이 사실상 불가능하지

만 그럼에도 입법 임의 명확성을 확인한 일련의 결정에서는(가령, 헌재 1991. 

2. 11. 90헌가27, 례집 3, 11; 헌재 1994. 7. 29. 92헌바49등, 례집 6-2, 64, 

111) 측가능성의 기 을 언 하지 아니하고 단을 하 다. 

87) 입법권을 임하는 부분의 경우, 수권법률로부터 행정입법에 규율될 내용의 

강을 측하고 이와 같이 측된 행정입법의 내용으로부터 다시 행정의 행

를 상한다는 것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으므로, 입법자에 의한 입법 임이 명확

하다 하더라도 입법 임의 명확성은 법치국가  명확성의 요청에는 거의 기여

하지 못한다. 부분의 경우, 국민은 시행령 등 행정입법을 직  보아야만 비로

소 재의 법  상태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측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측가능성의 기 은 입법권을 임하는 수권법률이 아니라 입법자의 임에 의

하여 제정된 행정입법에 하여 용되어야 하는 기 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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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과의 계에서 개인의 자유보장의 문제이고 공권력행 에 한 

견가능성  법  안정성의 문제이지만, 입법 임의 명확성의 경우에는 입

법권을 임하는 입법자와 이를 임받는 행정부의 계가 주된 문제라 할 

수 있다. 입법 임의 명확성을 요청하는 헌법 제75조의 주된 목 은 국민

의 권리보호가 아니라 입법자의 정치  책임과 기능의 보호에 있으며, 법

치국가  안정성의 보장보다는 민주국가  기능질서의 보장(행정부에 한 

입법자의 기능․지 의 보장)에 있다. 헌법 제75조의 주된 기능이 행정부

에 임된 입법권의 행사를 입법자의 의사에 종속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이

를 통하여 헌법상 입법자에 부여된 입법권을 보호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것

이라면, 포 임여부를 단하는 기 도 이러한 헌법  기능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포 임여부의 단에 있어서 ‘국민의 에서 공

권력행 가 측가능한지’의 기 에 일방 으로 의존하는 것으로부터 벗어

나, 헌법 제75조의 규정내용을 입법자와 행정부 사이의 규율권한의 배분의 

문제로 악하여 규율 상의 의미, 요성  특성을 고려하는 실체  기

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 제75조의 포 임 지원칙에 한 반여부를 단지 형식

으로 측가능성의 기 으로 단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에는 ‘입법자가 행정부에 입법권을 임함에 있어서 임의 방향과 목 을 

스스로 정함으로써 임된 입법권행사의 기본  방침을 제시하고 있는가’

의 기 에 의하여 단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입법권의 

임을 ‘제한’하는 인 기본권  요성과 의회입법 차의 필요성, 다른 

한편으로는 입법권의 임을 ‘정당화’하는 인 사안의 특성을 함께 종합

으로 고려하여 임의 명확성여부를 결정해야 한다.88) 

(3) 나아가, 헌법재 소는 ‘법규범과 임법률의 명확성원칙’과 ‘본질

성이론’은 근본 으로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헌법 으로 동일한 기능을 한

다는 을 인식해야 한다.89) 명확성원칙은 법치국가원칙에 헌법  기 를 

88) 이러한 에 하여 자세하게 한수웅, 본질성이론과 입법 임의 명확성원칙, 헌

법논총 제14집, 600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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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수범자인 국민의 에서 측가능성의 기 을 제시함으로써 법  

측성과 법  안정성의 에서 명확성 여부를 단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에 하여 본질성이론은 민주주의원칙에 헌법  기 를 두고 ‘본질 인 

것은 입법자에 유보되어야 하고, 본질 인 것일수록 입법자가 상세하게 규

율해야 한다’는 요청을 함으로써 입법자와 행정부의 계에서 규율권한의 

경계를 설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질성이론은 ‘본질 인 것은 행정부에 임해서는 아니 되고 입법자가 

직  정해야 한다’는 요청을 함으로써 입법자와 행정부의 계에서 입법자

가 행정부에 입법권을 임하거나 는 재량행 를 할 수 있는 수권을 부

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지한다. 국가공동체에 본질 인 것일수록 입법자

가 스스로 명확하게 규율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법률의 명확성원칙이란, 

법률이 명확성의 요청에 부합할 정도로 내용 으로 확정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는 곧 입법자가 본질 인 것을 행정청의 재량에 맡기지 아니하

고 스스로 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헌법 제75조의 입법

임의 명확성원칙(포 임 지원칙)은 ‘입법자가 법률에서 임의 내용, 목

, 범 가 확정될 수 있도록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요청을 함으로써, 입

법자가 입법 임의 명확성원칙에 부합하도록 스스로 정해야 하는 범  내

에서는 이를 행정입법에 임할 수 없도록 입법자의 임가능성을 제한하

는 것이며, 입법자가 임되는 입법권의 내용, 목 , 범 를 법률에서 스스

로 규정해야 한다면, 이로써 근본 인 결정은 입법자에게 유보되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 제75조의 입법 임의 명확성원칙은 ‘본질 인 것에 하여는 

입법자가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본질성이론과 그 내용에 있어서 사실상 

동일한 요청을 하는 것으로서, 입법자의 임권한을 제한하는 성격을 가지

고 있다. 이러한 에서 본질성이론이 입법자와 행정입법의 계에서 헌법

으로 구체화된 표 이 바로 헌법 제75조인 것이다.  

따라서 법률의 명확성원칙과 포 임 지원칙은 본질성이론에 기 한 

89) 이를 이미 지 하고 있는 것으로, 한수웅, 본질성이론과 입법 임의 명확성원칙, 

헌법논총 제14집, 620면 이하, 627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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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유보의 구체  표 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법률의 명확성원칙과 포

임 지원칙이 요청하는 바가 그 내용이나 기능에 있어서 본질성이론과 

근본 으로 동일하다면, 명확성원칙에 부합하는지의 단도 형식 인 측

가능성의 뿐 아니라 입법자가 본질 인 것을 스스로 규율했는지의 실

체  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법률이나 포 임의 명확성

여부를 단함에 있어서, 본질 인 사안여부를 단하는 기 인 기본권  

요성  입법자에 의한 규율의 필요성, 규율 상의 특성의 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나. 본질성이론

본질성이론의 문제는 바로, ‘무엇이 본질 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다. ‘무

엇이 정말 요하고 본질 인가’하는 질문은 필연 으로 ‘무엇을 기 으로 

하여’ 요하고 본질 인가 하는 질문을 제기한다. 무엇이 본질 인지를 

단하는 기 과 이 례를 통하여 어느 정도 제시되고 체계화되어야 하

는데, 헌법재 소는 본질성이론이나 의회유보를 언 하고 있는 결정에서 

이에 한 최소한의 시도 하고 있지 않다.90) 그 결과, 입법자는 어떠한 

기 과 에서 스스로 규율해야 하는지에 하여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

있다. 

오늘날 기본권  연 성을 가지지 아니한 국가의 행 가 거의 없다는 것

을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의 기본권  연 성이 존재해야만 입법자가 스

스로 결정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사 에 밝 지지 않는 한, 헌법재 소가 

제시하는 ‘기본권  연 성’의 기 은 본질 인 것과 비본질 인 것의 구분

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불확실한 기 이 될 수밖에 없다는 데에 본질

90) 헌법재 소는 의회유보원칙을 명시 으로 언 한 최 의 결정인 ‘텔 비 방송 

수신료’ 결정에서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 이고도 요한 의미를 갖

는 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 에 련된 역은 입법자가 스스로 정해야 한

다.’고 시하고 있다(헌재 1999. 5. 27. 98헌바70, 례집 11-1, 633, 643). 유사

한 시내용으로 헌재 2001. 4. 26. 2000헌마122, 례집 13-1, 962, 97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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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론의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본질성이론을 확장 으로 용하는 경

우, 국민의 기본권행사와 련된 거의 모든 국가의 결정이 본질 인 사안

으로서 입법자에 의하여 스스로 행해져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기 때

문에, 입법자가 법률로써 직  결정해야 하는 의회유보의 규율범 가 지나

치게 확 됨으로써 과 한 업무부담으로 인하여 의회가 제 로 기능을 수

행할 수 없게 될 험이 있다. 따라서 본질 인 것은 결국 헌법재 소의 

결단에 근거하는 것으로 헌법재 소가 본질 인 것으로 간주한 것이라는 

비 을 피하기 해서는, 의회유보의 범 를 확정하는 기 을 보다 구체

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91) 

7. 신뢰보호원칙

가. 과잉금지원칙에 따른 심사?

(1) 신뢰보호원칙의 기능은, 설사 개정법률이 의도하는 기본권제한이 

그 자체로서 합헌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기본권제한을 장래에 발생하는 사

실 계뿐만 아니라 과거에 발생한 사실 계에도 용하는 것이 법  안정

성의 에서 허용되는지의 문제를 단하는 데 있다. 개인의 신뢰이익이 

법률개정이익에 의해서도 정당화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침해당한 경

우에는 개정법률에 내재된 ‘기본권제한’을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즉 신뢰보호원칙에 반되어 부과 받는 것이고, 이로써 당사자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신뢰이익이 과도하게 침해되었

는지의 여부는 ‘기본권제한’이라는 수단과 ‘기본권제한을 통하여 달성하고

자 하는 입법목 ’ 사이의 상 계를 묻는 과잉 지원칙이 아니라 구법에 

의하여 형성된 종래의 법  지 에 한 침해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존재하

는지의 에서 단되어야 한다.

91) 이에 한 기 의 제시로서 한수웅, 본질성이론과 입법 임의 명확성원칙, 헌법

논총 제14집, 591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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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뢰보호원칙의 반여부를 단하는 기 을 확인하기 해서는, 

우선 자유권과 신뢰보호원칙의 기능  차이  계를 악해야 한다. 자

유권에 의한 심사는, 개정법률이 자유권의 에서 정당화되는지, 즉 자유

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인지 아니면 자유권의 에서 허용되는지의 

단에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이 자유권을 침해하는지’의 심사

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 지원칙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즉,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개정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이 그 내용에 있어서 입법목

(법률개정목 )을 달성하기 하여 과도한 것인지를 심사하게 된다. 이로써 

수단과 목 의 상 계를 통하여 법률내용의 실체  헌성을 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법률이 신뢰이익을 침해하는지의 심사는, 개정법률의 내용(자유권의 

제한)이 자유권의 에서 정당화되는지에 한 내용  심사가 아니라, 

내용의 합헌성여부와는 계없이 개정법률을 ‘과거에 발생하 으나 재까

지 지속되고 있는 사실 계’에 용하는 것이 헌법 으로, 즉 법  안정성

과 신뢰보호의 에서 정당화되는지의 단에 한 것이다. 즉, 개정법률

의 용범 를 시간 으로 이와 같이 ‘과거에 발생한 사실 계’에까지 확

하는 것이 법치국가  에서 허용되는지에 한 것이다. 그러므로 신뢰

보호원칙에 의한 심사는 기본권제한의 ‘내용 ․실체  한계’에 한 심사

가 아니라, 법률 용범 의 ‘시간  한계’에 한 심사를 의미한다. 신뢰이

익을 주장하는 개인은 ‘입법자가 이러한 내용의 법률을 통하여 개인의 기

본권을 제한해도 되는 것인지’, 즉 ‘법률의 내용’ 는 ‘기본권제한의 헌법

 정당성’에 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내용의 헌여부와 

계없이, 개정 법률을 장래에 발생하는 사실 계뿐만 아니라 과거에 발생

한 사실 계에 해서도 확 하여 용하는 것에 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3) 신뢰보호원칙이 헌법 내에서 자유권과는 근본 으로 다른 기능과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여 신뢰보호원칙의 반여부를 단

하는 기 도 달리 형성되어야 하며, 신뢰보호원칙에 의한 심사는 기본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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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내용  심사와는 다른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 

개정법률을 과거에 발생한 사실 계에 용하는 것이 헌법 으로 허용

되는지 아니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반되는지의 여부는 첫째, 헌법

으로 보호되는 신뢰이익이 존재하는지의 여부, 둘째, 과거에 발생한 사실

계를 함께 규율하는 것이 개정법령의 입법목 의 달성을 하여 반드시 필

요하고 요청되는 것인지의 여부, 셋째, 개인의 신뢰이익의 정도와 법령개정

이익을 서로 비교하 을 때 어떠한 법익에 우 를 인정해야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개인의 신뢰이익을 하게 고려해야 할 것인지를 단하는 법

익교량의 단계에 따라 단되어야 한다.92)

나. 심사의 밀도

헌법재 소는 입법자의 사  행 에 의하여 형성된 법  상황의 존속

에 한 개인의 신뢰가 어느 정도로 보호되는지, 즉 입법자가 자신의 사

 행 인 법률의 제정행 에 의하여 어느 정도로 구속을 받는지를 단함

에 있어서, 입법자가 법률의 규율내용을 통하여 국민에게 법률의 존속에 

한 강력한 신뢰를 불러일으킬수록 법률개정에 한 입법형성권은 제한된

다는 사고에 입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재 소는 첫째, 국민이 어느 정도로 법  상황의 변화를 

측할 수 있었고 측했어야 하는가의 ‘국가행 의 견성’의 과, 둘

째, ‘국민이 국가행 의 존속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결정하도록 국가가 유

도하면 할수록, 개인의 신뢰이익은 더욱 보호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법률

개정에 따른 국가와 개인 간의 험부담은 개인에게 유리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사고에 기 하여93)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 가 국가에 의하여 일

정 방향으로 유도된 신뢰의 행사인지 아니면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92) 이에 하여 자세하게 한수웅, 법률개정과 신뢰보호, 인권과 정의 1997/6, 80면 

이하 참조.

93) 이에 하여 자세하게 한수웅, 법률개정과 신뢰보호, 인권과 정의 1997/6, 82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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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 원칙 으로 사  험부담의 범 에 속하는지의 을 요한 기

으로 삼고 있다.94)

V. 맺는말

헌법재 소의 활동 기에는 헌법재 의 강화와 활성화에 심이 모아

졌다면, 헌법재 소의 지 와 상이 확고해 짐에 따라 헌법재 소와 입법

자의 헌법  권한의 문제가 차 부각되기 시작하 다. 특히 신행정수도특

별법에 한 헌법소원사건95)을 계기로 하여, 헌법재 소가 어느 정도로 헌

법해석을 할 수 있는지, 이로써 자신의 권한을 확 할 수 있는지의 ‘헌법재

의 한계’의 문제가 진지하게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지난 20년의 헌법재 소 결정을 조감한다면, 헌법재 소는 ‘입

법형성권에 한 제한은 헌법 으로 논증할 수 있고 정당화되는 경우에 한

하여 가능하다’는 기본입장에서 반 으로 입법자의 형성권을 존 하고자 

노력하 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기 과 같이 단순․명쾌한 심

사기 을 채용하지 않는 헌법재 의 단 은, 헌법재 의 결과가 개별사건

에서 헌법재 소에 의한 구체 인 법익형량의 단에 달려있기 때문에 헌

법재 의 결과를 측하기 어렵고, 특히 결과에 이르는 논증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 이다. 따라서 헌법재 의 측가능성보다는 개별사건에서 

실체  정의를 실 하고자 하는 우리의 헌법재 에서, 헌법재 소 결정의 

일 성과 측성을 확보하기 한 수단으로서 입법형성권의 정도를 단하

는 이론을 보다 체계화하고 일 성 있게 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입법형

성권의 정도를 단하는 이론은 곧 법률에 한 헌심사의 기 과 정도를 

결정하는 기 이다. 이러한 작업의 출발 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지난 

20년간 규범통제의 가장 요한 기 인 기본권, 법률의 명확성원칙  신

94) 헌재 2000. 7. 20. 99헌마452, 례집 12-2, 128, 148; 헌재 2002. 7. 18. 99헌마

574, 례집 14-2, 29, 42; 헌재 2002. 10. 31. 2002헌마520, 례집 14-2, 574, 

581; 헌재 2006. 1. 26. 2005헌마424, 공보 112, 249 참조.

95) 헌재 2004. 10. 22. 2004헌마55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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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보호원칙의 본질과 기능에 부합하는 심사기 의 틀을 확립하고 나아가 

각 심사기 을 용함에 있어서 입법형성권의 제한을 정당화하는 을 

구체화하고 체계화하는 것이다. 

헌법재 소는 한편으로는 사회형성의 주체이자 헌법실 의 일차  주체

로서 입법자의 정치  형성권을 존 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의 

내용을 철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이  과제를 부

과 받고 있다. 사법소극주의의 문제 은 헌법재 소가 헌법상 부여받은 과

제와 기능을 제 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의심을 받는 것이며, 이로써 헌법

재 의 존립과 성패를 좌우하는 국민의 신뢰와 국가기 에 한 권 를 획

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하여, 사법 극주의의 문제 은 과도한 재

작용으로 헌법을 실 하고 구체화하는 과제를 독 함으로써 다른 국가기

의 권한과 역을 침해한다는 의심을 받는 것이고, 그 결과 헌법재 소

의 결정에 의하여 헌법  문제가 비정치화되고 이로써 공  토론과 정치  

분쟁이 궁극 으로 종식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는 반 로 재 의 

선출문제가 다시 거론되는 등 헌법재 소의 결정이 스스로 정치 문제화된

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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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지난 9월  헌법재 소는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그 동안 20

년간의 활동에 하여 법조계와 학계,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지지와 

정 인 평가를 받고 있는 헌법재 소로서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는 뿌듯함이 있었을 것이다.

헌법재 소는 1988. 9. 1. 개소한 이래 2008. 8. 31.까지 20년간 16,486건

을 수하여 15,698건을 처리하 고, 그  311건의 헌결정(헌법소원심

에서 189건, 헌법률심 에서 122건), 112건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소원심

에서 72건, 헌법률심 에서 40건), 49건의 한정 헌결정(헌법소원심

에서 34건, 헌법률심 에서 15건), 28건의 한정합헌결정(헌법소원심 에

서 21건, 헌법률심 에서 7건), 294건의 인용결정(헌법소원심 에서 289

건, 권한쟁의심 에서 5건)을 선고하는 업 을 남겼다.1)

20여년의 노력을 통하여 헌법재 소는 국가의 최고규범으로서의 헌법을 

명실상부하게 하여 국민들의 생활 속에 정착하게 하 다. 이제 국민은 인

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는 국가의 주인이 되었고, 모든 국가권력

은 헌법 아래에서 국민을 하여 존재한다는 명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

이게 되었다. 

필자는 15년 , 헌법재 소 5주년을 기념하는 한변호사 회 주최 세

미나에서 헌법재 소의 5년간 실 에 하여 ‘무 의 사법 명’이라는 용어

를 사용하여 헌법재 소 5년의 공과와 미래를 표 한 이 있었다.2) 숫자

상의 실  보다는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에서 헌법재 소의 업 을 

평가할 때, 5년 동안의 헌법재 소 활동을 ‘단순히 잘했다. 활성화 다’라고 

평이하게 평가하기보다는, 국가 사법체계의 근본구조를 변 시킴으로써 진

정한 법치주의의 석을 놓았다는 에 하여 제 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1) 헌법재 소 홈페이지(http://www.ccourt.go.kr/home/main/bpm/stat_c1_sub02.jsp) 

2009. 9. 30. 재.

2) 황도수, 헌법재 활성화방안(토론), 인권과 정의, 1993. 1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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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 

헌법재 소의 설립 이 에 국민들이 공권력의 헌성 내지 법성을 다

투기 해서는, 먼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이 이러 러한 이유로 재 의 

상이 되지 않는다거나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본안 단도 받아보지 

못하고 각하 결을 받아야 하는 법원의 거 한 사법소극주의를 넘어서야 

했었고,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소를 제기하 다는 사실이 공권력 담당자의 

역감정을 불러 일으켜 당장 는 추후에 보복을 당하지 아니할까’라는 의

구심을 떨쳐야 하는 투사로서의 용기를 필요로 했었다.

헌법재 소 5주년 즈음에 이르자, 헌법재 소는 국민들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형태의 공권력 행사 는 불행사에 하여 그 헌성 내지 법성을 

다툴 수 있는 길을 보장하는 례를 확립하게 되었고, 이로써 국민들은 공

권력의 헌성 내지 법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재 의 상이 되지 않는

다거나 소의 이익이 없다’는 등의 핑계로 본안 에 각하당하여야 하는 험

산 령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당시 남은 문제는 국민들이 소제기를 함에 있어서 공권력 담당자의 보복

에 한 염려를 떨쳐버리는 일이었고, 공권력 담당자들이 국민들의 제소행

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쓸데없는 역심( 心)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사

회  의식변 이었다. 이러한 사회  의식변 도 와 같은 헌법재 소의 

례확립에 한 국민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

로 상되었다.

이에 당시 필자는 헌법재 소의 례확립을 바탕으로 사회  의식변

이 신속하게 이 져서 어도 ‘공법분야’에서는 이 땅에 진정한 법치주의가 

신속하게 완수되기를 기 하면서 ‘ 명’이라는 낱말을 사용하 던 것이다.3)

그 이후 실제로 국민들은 헌법재 소가 시작한 명의 의미를 깨닫기 시

작하 고,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공권력을 심 상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

해 왔고, 그 과정에서 공권력 담당자들도 차 자신의 공권력 행사 는 

불행사에 하여 국민들이 제소하는 것을 거부감없이 받아들이게 되었다.4) 

3) 같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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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헌법재 소 20주년을 맞이하는 시 에서 볼 때, 국민 각자는 어느 

사이 헌법의 감시자5)가 되었고, 국가의 공권력은 국민과 헌법을 염두에 두

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명의 완성

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나, 우리나라의 공법재 제도가 세계가 부

러워하는 제도 의 하나임을 자타가 공인하기에 이르 다.

이 명의 핵심에 헌법소원제도가 있었다. ‘모든 형태’의 공권력에 하

여 국민들이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제도가 헌법소원제도이었기 때문

이다. 헌법소원제도는 그 개념하는 바와 같이, 공권력의 행사 는 불행사

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헌법재 소에 제소하여 그 공권력의 

행사 는 불행사의 헌성 내지 법성을 다툼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키

는 제도이었고, 헌법재 소는 헌법소원제도를 그 개념에 따라 그 로 운

함으로써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 던 것이었다.

헌법소원은 도입된 지 몇 년 안에 매우 인기있는 법  구제수단이 되었

고, 이러한 인기는 꾸 히 유지되고 있다. 헌법재 소 개소 이래 20년간 

15,114건의 헌법소원심 사건이 수되었는데,6) 이는 헌법재 소에 수된 

모든 사건의 약 91.7%를 차지하는 것이었다. 국민들의 주의력, 법  감각 

 용기가 헌법재 소를 기본권의 수호자로서 활동할 수 있게 하 던 것이

다.

이 에서는 이러한 헌법소원제도가 형성된 배경과 과정 그리고 그 발

을 살펴 으로써 헌법소원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를 되돌아보

4) 물론 그 과정에서 공권력 담당자들이 가졌던 구태의연한 자세가 변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었다. 실제로 10여년쯤 에 필자가 조달청의 입찰 차와 련하여 

입찰 차에 이의를 가진 입찰자를 리하여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집행정지)를 

신청한 이 있었다.  신청에 하여 조달청은 답변서를 제출하기는 커녕 ‘감히 

입찰자가 조달청을 상 로 제소하 다’는 사실 자체에 하여 심히 불쾌감을 표

하면서 ‘원고의 제소행 를 엄히 꾸짖는 공문’을 법원에 제출하 고, 이를 받아본 

필자는 조달청의 구태에 하여 아연실색한 이 있었다. 그 사건의 심문기일에

서 조달청 소송수행자가 조달청의 소송수행태도와 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엄히 

꾸짖음을 당하 고, 그 이후 조달청의 태도가 크게 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5) Jutta Limbach(한수웅 역), Die Rolle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獨逸 聯邦

憲法裁判所長 祝辭  飜譯文), 헌법재 소, 헌법재 의 회고와 망, 1998, 31면.

6) 헌법재 소 홈페이지(http://www.ccourt.go.kr/home/main/bpm/stat_c1_sub02.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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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헌법소원제도가 앞으로 개해 나가야 할 과제를 모색함으로써 우리 

사회 속에서의 헌법소원제도의 자리매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 

Ⅱ. 1980년대 공법재판의 현실

오늘날 헌법소원제도가 가지는 의미를 제 로 이해하는 방법 의 하나

는 헌법소원제도 형성 이 의 공법재  실과 헌법소원제도 형성 이후의 

공법재  실을 비교해 보는 것이다.

1980년 의 공법재  실을 요약하면, 포 인 재 권한규정에도 불구

하고 재 담당기 이 공법재 권 행사를 극도로 자체하여 국민들로부터 공

권력행사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양건 교수는, 1980년  한국의 헌법재 에 하여 크게 권 주의 지배에 

직  련되는 ‘핵심 ’ 역의 사건과 그 지 않은 ‘주변 ’ 역의 사건으

로 구분하여, 후자의 역에서는 그런 로 사법 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의 

립이 나타나는데 하여 자의 역에서는 사법소극주의라고 부르기도 

힘든 그 이  상태에 머물 다고 보아야 옳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표 하

다.7)

그 원인과 련하여 양건 교수는, 당시 ‘ 극  변호사집단의 존재  사

회운동의 존재라는 조건의 구비에 하여는 정 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반

면, 극  사의 존재라는 조건의 구비 여하에 해서는 부정 으로 보

지 않을 수 없다’8)라고 하여 재 담당기 의 소극 인 태도에서 주된 문제

을 찾았다.

1980년 까지의 법원은 헌법 제100조에서 규정하는 “사법권”개념과 행정

소송법 제1조가 선언하는 행정소송 개 주의를 바탕으로 국민을 하여 사

법 극 인 입장을 취하기 보다는 행정소송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처분’개

7) 양건, 미국의 사법심사제와 80년 의 한국의 헌법재  -사법 극주의론과 련하

여-, 서울 학교 법학(29권 3,4호), 1988. 12., 93면.

8) 양건, 미국의 사법심사제와 80년 의 한국의 헌법재  -사법 극주의론과 련하

여-, 서울 학교 법학(29권 3,4호), 1988. 12., 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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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과 제3조에 규정하는 행정소송의 종류 규정을 근거로 공권력을 행사한 

다른 국가기 들과의 충돌을 회피하기 하여 ‘공권력행사 부분을 재

상에서 제외시키거나 소의 이익이 없다’는 등 사법소극 인 해석방법론

을 견지하여 본안 단을 회피하 다. 조  심하게 표 하면, 당시 국민들은 

조세처분, 업허가거부처분, 업허가취소 내지 정지처분 등 그 처분성이 

명백한 공권력 행사에 해서만 재 을 받을 수 있었을 뿐이었다고 하겠

다.9)

1980년 의 공법재  상황을 이해하기 하여 당시 법원 례 몇 가

지를 살펴본다.

먼 , 입법행 의 결과인 ‘법령’을 심 상으로 하여 국민들이 다투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법원 1987. 3. 24. 선고 86 656 결에서 

법원은 ‘국유재산법시행규칙(1980. 4. 29. 재무부령 제1432호) 제58조 제1

항은 국유재산법시행령(1977. 6. 13. 통령령 제8598호) 제58조 제2항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는 원고의 청구에 하여, 원심 결은 

원고가 제기한 소는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에 규정한 민 소송이고 이는 

동법 제45조에 의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원

고가 내세우고 있는 형태의 소송은 법률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

로 민 소송이 상이 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의 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 인 권리의무에 한 분쟁이어야 하고 일반 , 추상 인 법령 그 자

체로서 국민의 구체 인 권리의무에 직 인 변동을 래하는 것이 아닌 

것은 그 상이 될 수 없으므로 구체 인 권리의무에 한 분쟁을 떠나서 

재무부령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행정소송의 상이 아

닌 사항에 한 것으로서 부 법하다 하여 소를 각하하 는데, 원심의 

와 같은 단은 정당하다’고 시하 다. 와 같은 례는 ‘명령·규칙 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반되는 여부가 재 의 제가 된 경우에는 법

원은 이를 최종 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

107조 제2항  ‘행정소송에 한 법원 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9) 황도수, 헌법재 활성화방안(토론), 인권과 정의, 1993. 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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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법률에 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

를 총무처장 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총무처장 은 지체없이 이를 

보에 게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행정소송법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정립된 것이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커다란 아쉬움이 남는 례이었다.

사실행 는 그 성질이 권력 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행정소송의 상이 

되는 ‘처분’이 될 수 없다는 례가 유지되었다. 법원 1989. 1. 24. 선고 

88 3116 결에서 법원은,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법한 처분 그밖에 공

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는 법 용에 한 다툼을 

정하게 해결함을 목 으로 하므로,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

인 권리의무에 한 분쟁이 아닌 단순한 사실행 는 행정소송의 상이 되

지 아니한다’는 례이론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한 통치행 가 행정소송의 상이 될 수 없다는 례도 확고하 다. 

법원 1981. 9. 22. 선고 81도1833 결에서 법원은 계엄포고와 련하

여, ‘어떠한 사태에 직면한 경우, 국가를 보 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할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의 수반이며, 국군의 통수자

인 통령(권한 행)이 그 제반의 객  상항에 비추어서 그 재량으로 비

상계엄을 선포함이 상당하다는 단 에 이를 선포하 을 경우 그 행 는 

고도의 정치  군사  성격을 띠는 행 라고 할 것이어서 그 선포의 당․

부당을 단할 권한과 같은 것은 헌법상 계엄의 해제요구권이 있는 국회만

이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선포가 당연무효의 경우라면 몰라도 사법

기 인 법원이 계엄의 선포요건의 구비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제 인 본질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치 못하다

고 함은 당원이 종 부터 유지해오는 견해이다’라고 시하 다.

그리고 ‘처분’을 다투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부 만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 다. 법원 1986. 8. 19. 선고 86 202 결에서 법원은 

‘원심은 피고가 1985. 7. 15. 원고들에게 한 그 시의 각 어업면허처분  

그 면허의 유효기간을 1년 (1985. 5. 15.부터 1986. 7. 14.까지)으로 정한 부

분은 법하다 하여  어업면허처분  그 면허유효기간의 취소를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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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으나,  어업면허처분에 있어서 피고가 정한 

그 면허의 유효기간은  어업면허처분의 효력을 제한하기 한 행정행

의 부 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행정행 의 부 에 하여는 독립하여 행

정소송의 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 결이 이 을 간과하

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 음은 행정소송의 상에 한 법리를 오해한 

법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 결을 기하고 이 사건 소는 부 법한 것이

므로 이를 각하한다’고 시하 다.

그밖에 당시 법원은 이러 러한 이유로 공권력 행사가 행정소송의 상

이 될 수 없다는 례를 쌓아나갔는데, 법원 1989. 2. 28. 88두8 결정에서

는 선거종료  선거 리기 의 개개의 행 를 상으로 하는 쟁송은 허용

될 수 없다고 시하고,10) 법원 1987. 3. 24. 선고 85 926 결에서는 환

지처분이 확정된 후 별도로 행하여진 환지청산  교부처분은 사법  심사

의 상인 행정처분이 될 수 없다고 시하여, 개개 공권력 자체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별도의 헌성 내지 법성을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인정하지 

아니하 다.11) 

한 공권력 행사가 행정소송의 심 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시 법

원은 ‘소의 이익’ 이론을 통하여 재 권 행사를 극도로 자제하 다. 

‘권리침해성’과 련하여, 법원 1987. 3. 10. 선고 86 672 결12)  

10) 법원 1989. 2. 28. 88두8 결정 “국회의원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에 한 쟁송방

법으로는 같은 법 제145조가 정하는 선거무효소송과 제146조가 정하는 당선무효

소송만이 인정되어 있고, 이들 소송은 선거일 는 당선결정일로부터 일정한 기

간내에 법원을 속 할법원으로 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보면, 선거종료 의 선거 리기 의 개개의 행 를 상으로 하는 

쟁송은 허용될 수 없고, 설사 선거 의 선거 리기 의 어떤 개별 인 법행

가 있다 하더라도 이에 하여는 선거종료후에 선거무효소송으로써만 그 시정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에 하여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

다.”

11) 법원 1987. 3. 24. 선고 85 926 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의 환지청산

교부처분도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처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환지처분이 확정

된 후에는 별도로 환지청산 교부처분을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때의 

환지청산 교부처분은 청산 의 지 결정도 없이 환지가 확정됨으로써 토지소유

자가 입은 청산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결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가지

고 사법  심사의 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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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86. 1. 21. 선고 85 228 결13)은 ‘지 공부는 그 등재 는 변경

으로 인하여 권리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임야 장

상에의 등재  그 변경행 와 지 쇄조치가 각 행정소송의 상이 될 

수 없다고 시하 다.

‘권리침해종료’와 련된 문제에 해서도, 법원은 권리보호에 하여 

소극 인 례를 축 하 다. 법원 1989. 1. 17. 선고 87 1045 결, 

법원 1988. 3. 22. 선고 87 1230 결 등에서 법원은, ‘행정처분이 법령

이나 처분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기간경과 후에는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

는 한 그 처분의 취소 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는 것이

다’라는 이론 아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6. 4. 17.(같은 해 5. 27. 집행

개시) 피고로부터 보안감호처분의 제4차 기간갱신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소로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나, 사회안 법 제8조에 의하면 

보안처분의 효력기간은 2년으로 법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은 1986. 5. 27.

부터 2년이 경과한 1988. 5. 26.에 그 집행이 완료되어 효력이 상실되었다

고 할 것이고, 기록상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엿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은 

12) 법원 1987. 3. 10. 선고 86 672 결 “지 공부인 임야 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사항을 변경하는 행 는 행정사무집행상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한 것이고 그 등재 는 변경으로 인하여 권리변동의 효력이 생

기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13) 법원 1986. 1. 21. 선고 85 228 결 “지 공부에 일정사항을 등록하거나 말

소하는 행 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한 것이고, 그 

등록이나 말소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는 상실되는 것이 아

니며,  지 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발견되어 그것이 정정될 때까지 공부소

청이 내부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당해 지번을 쇄하고 증명발

을 지하 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계인에게 직  권리의무의 변동을 래

하게 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지 공부에 실제와 다른 등록 는 말소하

는 행 를 하 다거나 그와 련하여 지 을 일정기간 쇄하는 조치를 하 다 

하여 그를 가지고 행정소송의 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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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에 계속  효력기간 경과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 법하게 되었

다고 할 것이다’ 내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자동차운 면허정지

처분은 이미 그 집행이 완료되었고, 한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

부처분도  자동차운 면허정지처분을 제로 한 것이 아니어서 그 처분

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만

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 법

하다’라고 시하 다.14)

14) 법원 1988. 5. 24. 선고 87 944 결에서는 부령의 효력이 법규성이 없다는 

이유를 부가하면서 처분의 효력기간이 경과한 처분에 한 소의 이익을 부정하

고 있다 : “원 결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하여 1986. 10. 10.부터 110일

간 운 면허 효력의 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하 으나 원심변론종결당시 그 처분

에서 정한 면허정지기간이 경과하여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되었으니 원고로서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

이고, 한편 원고는  면허정지처분에 부수하여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

항 [별표 16] 운 면허행정처분기 표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벌  110 을 처분

받았는데 장차 경미한 사고라도 발생되어 벌 의 산 수가 121 을 과하

게 되면 면허가 취소될 험에 처하여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러한 험을 미

리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면허정지기간이 도과하 다고 하더라도 

그 면허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하여 이 사건 운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이후의 다른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법령상 가 요건으로 되어 있다면 몰라도, 그러한 가 요건의 규정이 없

는 행 법령 아래에서는 이미 정지기간이 도과된 운 면허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단하고 원고의 이 사건 자동차운 면허정지처분취

소의 소를 부 법한 것이라고 각하하고 있다. 

    살피건 , 도로교통법시행규칙(1986. 5. 1. 내무부령 제440호) 제53조 제1항 에 

의한 운 면허행정처분기 이 되는  규칙의 [별표 16]에 의하면 1. 일반기 "

다"목의 (1)호로 1회의 반 사고로 인한 벌  는 연간 산 수가 1년간 121

이상, 2년간 201 이상, 3년간 271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 면허를 취

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라"목의 (3)호로 당해 반 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 으로 하여 과거 10월 이내의 기간 에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하여는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면허정지처분 1회에 30일을, 

면허정지처분 2회에 60일을, 면허정지처분 3회 이상에 90일을 당해 정지처분 집

행일수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은 피고 등 행정청이 운 면

허의 취소  운 면허효력정지 등의 사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처리기 과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진 내부  사무처리지침에 불과

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규칙에서 이 사건 처분이 원고가 장래 받게될지도 

모르는 같은 종류의 제재처분의 가 요건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장래 

이 규정에 따라 가 된 제재처분을 받게 될 염려가 있어 사실상 원고에게 불이

익한 것이라 하더라도 와 같은 불이익은 법률상의 불이익이라 할 수 없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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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당시 국민들을 하는 법원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례를 

살펴보면, 당시 국민들이 소제기 방식 등에서 실수를 하는 등 자신의 진의

를 소송행 에서 잘못 표 하는 경우, 법원은 그 진정한 의사를 선해하여 

국민들의 의사를 가능하면 존 하고자 하는 용을 보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법원 1986. 8. 19. 선고 86 223 결에서 법원은 ‘원고가 이 사

건 토지에 한 피고의 토지등 설정  수정처분이 과다히 책정되어 부당

하므로 정수 으로의 시정을 구한데 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토지등 설정  수정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것은 원고가 원하는 행정처분

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 결을 구하는 것임이 뚜렷하여 행정소송에서 허용

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단하여 각하한 원심 단은 정당하다’고 시하

는데,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청구취지에 한 원고의 진의를 석명한 

뒤 그 석명결과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는 용을 가질 수 있지 않았겠는가

라는 아쉬움이 있었다.

결론 으로 1980년 의 공법재  상황을 요약하면, 공법재 이 국민을 

하여 존재한 것이 아니라, 재 권을 행사하는 법원 내지 공권력을 행사

하는 국가기 을 하여 존재하 던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러한 80년

의 공법재  상황에서 어떻게 헌법소원제도가 도입되어,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격하게 발 될 수 있었는지 자체가 흥미를 자아내기에 충분한 것

이라고 하겠다. 발달사 인 에서 볼 때, 로마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다는 것은 연목구어와 같은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

익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2. 3. 23. 선고 81 243 결, 

1984. 7. 24. 선고 83 535 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로 원고의 이 사건 운 면허정지처분취소의 소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부 법한 소라고 단하여 본안 단에 들어갈 필요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달리 원심에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에 한 법리를 오해한 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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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헌법소원제도의 입법적 형성

1. 배경 : 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

헌법소원제도 도입의 배경에는 1980년  국민들의 민주항쟁이 자리잡고 

있다.

1979년 12․12사태와 1980년 5․17쿠데타로 집권한 두환 군사정권은 

1987년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무시한 채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통령 간선

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4·13호헌조치를 발표하 다. 이어서 6. 10. 민주정

의당 표 원 노태우를 통령 후보로 선출하여 권 주의  정권유지 차

를 진행해 나가고 있었다. 

이러한 권 주의  권력유지획책에 하여 국민의 항은 6월항쟁으로 

격히 확산되었는데, 15일까지 명동성당농성투쟁, 18일 최루탄추방 회, 

26일 민주헌법쟁취 행진에 이르기까지 20여 일간 국 으로 500여 만 명

이 정권책임자들에 하여 4·13호헌조치 철폐, 직선제 개헌 쟁취, 독재정권 

타도 등 반독재민주화를 강하게 요구하는 항쟁을 지속하 다.15)

이 게 되자 두환 정권은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어 민주정의당 통령 후보 노태우가 직선제 개헌과 평화  정부이

양, 통령선거법 개정, 김 의 사면복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6·29 

선언을 발표하 고, 이어서 두환 통령은 7. 1. 시국수습에 한 통령 

특별담화를 통하여 노태우후보의 6·29 선언의 내용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한국민들이 권 주의  군사정권을 청산하고 실질 인 주권자로서

의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2. 헌법개정과정에서의 헌법소원제도

15) 두산백과사  EnCyber & EnCyber.com, 2008. 10. 1. 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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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민정·민주 양당은 개헌안요강과 개헌시안을 각각 발표하 고, 여

야는 1987. 7. 24. 8인 정치회담이라는 개헌 상 담기구를 구성하여 주요 

쟁 에 한 상에 들어가 헌정사상 최 로 여야합의에 의해 통령직선

제를 골간으로 한 개헌안을 마련하 다. 

헌법재 제도와 련하여 개정안을 살펴보면, 여당인 민정당은 헌법 원

회를 폐지하고 신 독일ㆍ오스트리아식의 헌법재 소를 신설하는 안을 제

안하 고, 민한당ㆍ신민당ㆍ국민당 야3당은 헌법재 을 법원에 부여하고 

탄핵심 만은 탄핵심 원회에 두어 담당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하

다. 헌법소원에 한 언 은 야3당안에서는 물론, 헌법재 소제도를 채택한 

민정당안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헌법개정특별 원회 제8차 회의록(최종

합의된 것)에서 비로소 헌법소원제도가 새로이 헌법개정안에 들어간 것을 

볼 수 있는데,16) 이를 보면, 헌법소원제도가 헌법개정과정에서 체계 으로 

논의되어 도입된 것이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작스럽게 도입된 결과물임

을 짐작하게 하고 있다. 

헌법소원제도가 별안간 채택된 배경에 하여 당시 문헌을 종합하여 정

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헌법재 제도의 정리문제는 비교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요한 문제가 

아니었으므로, 헌법조항의 타 ․ 충과정에서 종반 에 이르러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름만 헌법재 소로 하고 사실은 헌법 원회 때와 비슷하게 

휴면기 화하면 될 것이다’17)라는 내심을 가진 여당의 헌법재 소안과 ‘사

법부를 존 하고  키워 가려면 모든 권한을 사법부에 주어야 된다’는 계

획을 밝힌 야3당의 법원안이 립되던 상황이었다. 당시 국민운동본부가 

야당과 헌법개정을 한 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당과의 타 을 한 안

을 제시하면서 ‘차제에 그러면 여당안을 받으면서 서독의 헌법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기본권신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헌법소원제도를 

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설명을 하 고 야당이 이것을 받아들이게 

16) 이주흥, 우리나라의 헌법소원제도, 헌법재 연구(1권), 1990, 355면.

17) 김상철, 헌법재 의 활성화방안(토론), 서울 학교 법학(29권 3,4호), 1988. 12., 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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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18) 야당은 여당에게 ‘헌법 원회를 둘 필요가 뭐 있느냐, 사법부를 

존 하고  키워 가려면 모든 권한을 사법부에 주어야 된다. 다만, 공정한 

심사를 받기 해서 구라 에 있는 헌법소원제도를 갖다 넣는다고 하면 우

리가 양보를 하겠다’라고 양보안을 제시하 고,19) 이 제안에 하여 여당은 

‘이름만 헌법재 소로 하고 사실은 헌법 원회 때와 비슷하게 하면 될 것

이다’라고 생각해서 양당 타 이 성사되기에 이르 다(이후 여당은 헌법재

소법안을 정함에 있어서 종 의 헌법 원회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법률

로 만들려고 애썼음은 물론이었다20)). 헌법소원제도에 하여는 다음과 같

이 간단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 소는 다음 사항을 장한다.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한 심

이 개헌안은 공고 차를 거쳐 같은 해 10. 12. 국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10. 27. 국민투표에 붙여져 총유권자 78.2%의 투표와 투표자 93.1%의 찬성

을 얻어 확정되고 10. 29. 공포·시행되었다.21) 

3. 헌법재판소법의 제정

새로운 헌법이 국민투표에 의하여 확정되자 헌법재 소의 조직과 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113조 제3항에 따라 

1987. 11. 5.경 정부 내에 헌법재 소법 제정을 한 주무부처로 법무부가 

지정되었다. 법무부는 법원과 법제처, 헌법 원회 등 유 기 의 실무자들

로 구성된 5인 실무 원회를 구성하여 헌법재 소법의 제정 작업을 시작하

다.

이 실무 원회에서는 헌법소원의 상에 법원의 재 을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의 여부를 비롯한 수많은 논 을 연구, 검토하여 왔고 치열한 논쟁

18) 김상철, 헌법재 의 활성화방안(토론), 서울 학교 법학(29권 3,4호), 1988. 12., 51면.

19) 임두빈, 헌법재 의 활성화방안(토론), 서울 학교 법학(29권 3,4호), 1988. 12., 130면.

20) 김상철, 헌법재 의 활성화방안(토론), 서울 학교 법학(29권 3,4호), 1988. 12., 51면.

21) 헌법재 소, 헌법재 소 20년사, 헌법재 소, 2008, 1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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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토론을 계속하여 오다가 1987. 12. 18. 헌법소원의 상에서 법원의 재

을 제외하기로 확정하 으며 그 외의 여러 가지 문제 들을 정리하여 

1988. 1. 순경 강의 조문작업까지 마쳤다.22) 

그 후 법무부는 여론을 수렴하기 하여 1988. 1. 15. 사법연수원 강당에

서 “헌법재 소법 제정을 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학계나 변호사 회 

표들의 의견을 들었다. 당시 쟁 의 핵심은 법원의 재 을 헌법소원의 

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다. 최 률, 이상규, 김선 등 변호사그룹과 이

강 , 계희열, 김남진 교수 등 학자그룹은 그 필요성을 인정한 데 반하여 

법원은 이를 반 하 다.23)

당시 실무 원회의 법원측 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법원의 재

은 헌법소원의 상이 될 수 없다고 하 다. 첫째, 서독의 헌법재 제도, 

특히 헌법소원제도는 세계 으로 지극히 독특하고 희소한 제도이기 때문

에 정치 · 사회  배경이 이한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단히 큰 험성이 수반된다. 둘째, 서독연방헌법재 소는 연방 법원 등

과 더불어 사법권의 일부를 이루고 있으며 그 구성원도 연방 사로만 되어 

있는 순수한 사법기 이나, 우리나라의 사법권은 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맡겨져 있고 헌법재 소는 법원과는  별개의 헌법기 이

며 그 구성원도 법 자격만을 가지고 있을 뿐 직업  법 을 요구하는 것

도 아니므로, 일반법원의 결이 헌법소원의 상이 된다면 그것은 헌법재

소에 의한 사법권의 행사를 의미하는 것이 될 것이고 이는 곧 헌법상의 

최고법원인 법원 에 제4심의 재 기 을 신설한 결과가 될 것이다. 셋

째, 확정 결에 한 해석권을 헌법재 소에 두는 것이 법원에서 법률해

석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을 것이 없으며, 법원의 구성과 헌법재 소의 구

성을 비교해 보면 법원의 구성이 더 립 이고 문 이라고 보여 진

다. 넷째, 헌법이 개정될 때마다 명멸하는 것이 헌법 원회 는 헌법재

소인데 반하여 사법부는 헌법의 개정과 련 없이 오랜 역사를 통해서 존

22) 이강국, 헌법재 의 활성화방안(토론), 서울 학교 법학(29권 3,4호), 1988. 12., 119면.

23) 헌법재 소, 헌법재 소 20년사, 헌법재 소, 2008, 138, 1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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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한 권력부의 하나이다. 그러한 권력부에서 한 결을 헌법재 소에서 다

시 심사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었다.24)

이에 반하여 이상규 변호사는 ‘헌법소원은 국가기 에 의한 헌 인 공

권력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막고, 그럼으로써 권리구제를 함과 동시에 

기본권보장을 하고 있는 헌법을 보장한다는 데에 근본취지를 두고 있기 때

문에 헌법의 여러 구조를 통해서 크로스체크를 함으로써 권력행사의 남용

을 막기 해서는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모든 행 가 헌법소원의 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의 결이 헌법소원의 상에서 송두리채 

빠져버린다면 법원의 결만은 권력분립  에서 볼 때 권력상호간의 

견제권에서 완 히 성역시된다. 그러므로 제한된 범  내에서라도 결이 

헌법소원의 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 고, 계희열 교수는 ‘이번 헌법이 

개정된 취지, 특별히 헌법재 소와 련하여 개정된 취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헌법재 소와 련해서 그 권한을 확 하고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의

지가 헌법에 분명히 담겨 있다. 사법부가 무 소극 인 태도를 취하고 있

다’고 지 하 다. 한 허  교수도 ‘헌법소원의 범 와 상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헌법소원제도의 목 인 기본권 보호의 실효성 확보라

는 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며, 모든 헌법기 은 궁극 으로 기본권

 가치의 실 에 사하기 한 목 으로 설치된 것이어서 원칙 으로 어

떤 헌법기 도 기본권  가치에 반하는 헌 인 공권력 행사를 정당화시

킬 권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비록 법원의 결이라 할지라도 헌법의 해

석을 그르쳤거나 헌법정신에 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마

땅히 헌법소원의 상이 되어 그 결이나 결정이 헌법 인 재평가를 받아

야 한다’라고 주장하 다.25)26)

법무부는 이 세미나에서 나타난 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뒤, 법원 

등 계기 에 의견조회를 하 는데, 법원은 법 원으로 구성된 

24) 같은 면

25) 헌법재 소, 헌법재 소 20년사, 헌법재 소, 2008, 139, 140면

26) 법률신문 1988.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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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회의를 개최하여 일부수정 의견을 제출하 다. 법무부는 이들 의견을 

받아들여 헌법재 소법안에 일부 수정을 가한 뒤,27) 1988. 5. 순 법무부

안을 확정하고 입법 고하 다.28) 주요내용을 보면 헌법소원의 상에 법

원의 재 을 제외시켰고(§56①), 헌법률신청의 기각에 하여는 헌법소원

을 하도록 하 으며(§56②), 제소기간은 공권력 행사로부터 180일 이내에

(§57②), 보충성의 외규정과 가처분조항은 없었고, 기타 국선 리인  

인용결정에 한 규정은 제정 헌법재 소법과 거의 동일하 다. 그러나 이 

정부안은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29)

1988. 6. 순에 들어서자 정부 여당은 국민의 기본권보호를 한 헌법재

소법은 민정당이 의원입법으로 제출하는 것이 보다 당하다고 단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헌법재 소법안에 련된 모든 자료는 민정당으로 넘어

가게 되었다. 그 후 몇 차례의 당․정 의를 통하여 법안에 손질을 가한 

후, 민정당은 1988. 7. 4. 헌법재 소법안을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하 다.30) 

민정당안을 보면 법원의 재 을 헌법소원의 상에서 제외시켰고(§68①). 

헌법률심 제청신청에 한 기각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헌법소원심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 다. 

한편, 입법 고된 정부안에 하여 한변호사 회, 공법학회에서 각종 

의견을 제시하 다. 공법학회와 한변호사 회는 헌법소원의 상에 법원

의 재 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31)

한변호사 회의 안을 살펴보면 헌법소원의 상에 법원의 재 을 포

함시켰고(§56①), 법령에 한 헌법소원을 별도로 규정하 다(§56①단서). 

단 헌법률심 의 청구에 한 헌법소원은 인정하지 않았다(§20①). 보충

성에 하여는 원칙  외규정까지 모두 규정하 으며(§66②), 청구기간

27) 이강국, 헌법재 의 활성화방안(토론), 서울 학교 법학(29권 3,4호), 1988. 12., 

119면.

28) 사법행정 1986. 6., 108면 이하 참조.

29) 이주흥, 우리나라의 헌법소원제도, 헌법재 연구(1권), 1990, 356면.

30) 이강국, 헌법재 의 활성화방안(토론), 서울 학교 법학(29권 3,4호), 1988. 12., 

119면.

31) 이주흥, 우리나라의 헌법소원제도, 헌법재 연구(1권), 1990, 3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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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 구제 차를 경유한 사유를 안 날로부터 60일,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67②) 규정하고 있었다.32) 공법학회의 안도 거의 유사

한 내용을 규정하 다.33)

야당에서는 1988. 7. 18. 한변호사 회가 비했던 안을 상당 부분 참

작하여34) 야3당 헌법재 소법안을 제출하 다. 야3당 헌법재 소법안은 

한변호사 회안과 헌법소원의 상(§63①)과 제소기간(§64①)면에서는 동일

하 으나, 다만 헌법률신청을 기각한 경우에 헌법소원을 허용하고 있음

이 달랐다(§63①).35)

1988. 7. 21. 제143회 임시국회 법제사법 원회 제3차 회의에서 여야가 

각 제출한 2개의 법안에 한 심의가 있었는데 유수호 의원과 강신옥 의원

이 각 제안설명을 하고 법안을 효율 으로 심사하기 하여 5인의 의원으

로 심사소 원회를 구성하 다. 소 원회는 여당 측의 유수호( 원장), 강

재섭 의원과 야당측의 박상천, 강신옥, 박충순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소

원회는 다음날인 7. 22.까지 양 법안을 심의한 후 이를 모두 본회의에 회부

하지 아니하고 법제사법 원회의 안을 제출키로 하 다. 법제사법 원회

의 안은 같은 해 7. 23. 법제사법 원회 제2차 회의에 제출되어 특별한 

질의없이 통과되었다. 그 과정에서 여당측 발의안이 주로 채택되었다. 그 

결과 헌법소원의 상에서 법원의 재 이 제외되었다.

당시 여소야 의 국회이었으므로 다수결 원칙상 야3당안이 통과될 가능

성이 높았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의 상에서 법원의 재

이 제외된 과정에 한 당시 논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여소야 의 국회이었지만, 야3당이 충하는 과정에서 야3당이 서로 뭉

치지 아니하면 야3당안이 통과될 수 없었다. 그래서 야3당안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법률의 문가가 아닌 정책의장들이 헌법재 소법 제정에 여하게 

32) 한변호사 회지, 1988. 7. 참조.

33) 한국공법학회안에 하여는 공법연구 제16집  1988년 7월 25일자 법률신문 참조.

34) 조승형, 헌법재 의 활성화방안(토론), 서울 학교 법학(29권 3,4호), 1988. 12., 

124면.

35) 이주흥, 우리나라의 헌법소원제도, 헌법재 연구(1권), 1990, 3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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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정책의장들이 이 문제를 정치 으로 해결해 버리게 되었다.36)

그리하여 법제사법 원회에서 헌법재 소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야3

당이 야당안을 통과시키려 하니까 여당에서 ‘이것은 총무회담에서 여당안

으로 받아들이기로 맞춰졌다’라고 응하 고, 야당측 원들이 어물어물 

알아 보니까 그런 것 아니냐 하여 답변도 제 로 알아듣지 못하고 그 로 

통과시켜 버리게 되었다.37)

결론 으로 헌법재 소법의 심의과정과 심의기간을 살펴보면 단히 졸

속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1988. 7. 21. 법제사법 원회를 

열었고, 그 다음날 소 원회를 열어 하룻만에 법안을 심리하여 두 개의 법

안을 폐지하고 통일된 법제사법 원회안을 만들었던 것이었다. 헌법의 최

고 수호기 인 헌법재 소법이 하룻만에 심의되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졸

속입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본다.38) 헌법소원의 상에 법원의 

재 을 포함시킬 것인가, 청구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보충성의 원칙 

 외, 가처분규정, 헌법소원의 효과 등 요하고 어려운 문제들에 한 

깊은 논의나 연구없이 헌법재 소법을 제정한 것은 공법에 심있는 사람

들 는 헌법재 제도의 요성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처구니

없는 과정이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39) 더구나 여소야 의 국회에서 ‘이름만 

헌법재 소로 하고 사실은 헌법 원회 때와 비슷하게 하면 될 것이다’라는 

내심을 가지고 비된 여당측 발의안을 심으로 헌법재 소법이 제정되었

고, 그 제정과정에서 야당에서도 특별한 항이 없었다는 것은 당시의 국

회가 헌법재 소제도와 련하여 ‘헌법재 소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

의와 법치주의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 이 될 것’이라는 구체 인 비젼

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하겠다.

아무튼 법제사법 원회의 법률안은 같은 날 제143회 제2차 본회의에 상

36) 조승형, 헌법재 의 활성화방안(토론), 서울 학교 법학(29권 3,4호), 1988. 12., 

124면.

37) 김상철, 헌법재 의 활성화방안(토론), 서울 학교 법학(29권 3,4호), 1988. 12., 51면.

38) 이주흥, 우리나라의 헌법소원제도, 헌법재 연구(1권), 1990, 357면.

39) 김상철, 헌법재 의 활성화방안(토론), 서울 학교 법학(29권 3,4호), 1988. 12., 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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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었고, 본회의에서는 김재순 의장의 헌법재 소법안 안의 상정과 유

수호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은 후 이의제기 차를 거쳐 곧바로 가결되었다. 

이 법안은 1988. 7. 27. 정부에 이송되어 8. 5. 법률 제4017호로 공포된 후 

9. 1.부터 시행되었다.40)

Ⅳ. 헌법소원제도의 발전

1. 헌법소원제도에 대한 각계의 예상

헌법소원제도가 1987년의 6·10 민주항쟁의 산물로서 우여곡  끝에 도입

된 것이었으나, 헌법재 소가 발족할 당시 헌법재 소가 종래의 헌법 원

회와 같이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 않았다.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비록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확립을 염원하는 국민의 열망

은 높았으나, 아직도 군출신의 집권자가 정치상황을 주도하고 있었고, 집권

세력은 역 집권자와 마찬가지로 헌법재 제도가 휴면화되기를 바랬으므로 

헌법재 소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헌법재 소의 조직과 심 권한  차  

규정에 있어서 입법  결함과 불비를 조장함으로써 헌법재 소법의 사문화

를 부추기고 있었다.41) 특히 법원의 재 을 헌법소원의 상에서 제외하고 

헌법소원심 의 청구에 보충성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함으로써 헌법소원제

도를 사문화시킬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 있었다.

당시 많은 학자들은 새로 규정된 헌법재 소법을 살펴본 뒤 앞으로 헌법

재 이 얼마나 활성화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42) ‘과거

의 경우를 참고삼아 회고해 보면, 헌법재 제도가 규정되어 있었지만 활성

화되지 못한 것은 헌법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게끔 되어 

40) 헌법재 소, 헌법재 소 20년사, 헌법재 소, 2008, 141면

41) 같은 책, 149면

42) 양건, 미국의 사법심사제와 80년 의 한국의 헌법재  -사법 극주의론과 련

하여-, 서울 학교 법학(29권3.4호), 1988. 12., 93면 ; 김운용, 헌법재 의 활성화

방안(토론), 서울 학교 법학(29권3.4호), 1988. 12., 1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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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기 때문에 그 게 실패했던 것이다. 군부쿠데타에 의해서 집권한 환경 

하에서 권 주의 내지 쇼체제가 지배하고 있는 헌법상황 하에서는 헌법

이라고 하는 것이 그 규범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고 설명하기도 하 고,43)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해서 핵심이 되는 것이 헌법률심 이고 헌법소

원심 인데 헌법재 소법 로 한다면 마치 큰 코끼리를 바늘구멍에 끼워야 

하는 그러한 곤란한 일이므로 헌법재 소가 개 휴업상태, 즉 일년에 한 

건을 할런지 두 건을 할런지 모르는 개 휴업상태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

서 재 소법의 조속한 개정을 제안하는 학자도 있었다.44)

비  속에서 유일한 희망을 말하기도 하 는데, ‘결국은 헌법재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우선 직 으로 련되는 사람들, 이런 사

람들의 민주화하려는 의지와 노력, 결국 여기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헌법재

소 자체의 용기에 한 가닥의 기 를 걸고 있었다.45)

2. 무혈의 사법혁명

당시 국민들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한 열망은 와 같은 법 ·제도

 불완 성과 헌법재 제도를 잠재우려는 집권세력의 정치의도와 정치상

황을 압도하기에 충분하 다. 국민들의 열망은 헌법재 제도 운 자들에게 

‘무에서 유를 생성’46)할 수 있는 에 지를 무한 공 하고 있었다. 그 열망 

속에서 헌법재 소 상임재 들 사이에는 최선의 노력으로 휴면기 을 면

하여야 한다는 각오와 공감 가 형성되기에 이르 다47)

헌법재 소 재 들은 탄원서류 정도의 형식을 갖고 제출된 심 청구

서에 하여도 본안 에 각하하지 않고 본안심리에 들어가는 성실성을 보

43) 권 성, 한국의 헌법재 제도, 서울 학교 법학(29권 3,4호), 1988. 12., 39, 40면.

44) 정종학, 헌법재 의 활성화방안(토론), 서울 학교 법학(29권 3,4호), 1988. 12., 

120면.

45) 계희열, 헌법재 의 활성화방안(토론), 서울 학교 법학(29권 3.,호), 1988. 12., 46면.

46) 이시윤, 헌법재  10년의 회고와 망, 공법연구(27권 3호), 1999, 107면.

47) 같은 논문, 108면.



헌법소원제도의 형성과 발

395

고, 인권변호사들로 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도록 권유하는 등 사건 유

치를 한 극  노력도 서슴지 아니하 다.48)

마침내, 헌법재 소는 개소한 지 7개월만인 1989. 4. 17. 외국의 사례가 

없는 상태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한 헌법소원이 가능하다는 이론을 

무리없이 구성하여 결정을 선고하기에 이르 다.49) 사법 명의 서곡이 시

작된 것이었다.  결정은 모든 공권력 행사가 헌법소원의 상이 됨을 선

언하는 첫 례이었고, 바야흐로 헌법재 의 시 가 본격 으로 개막되었

음을 알리는 첫 결정이었던 것이었다.50) 이후 헌법재 소는 모든 형태의 

공권력의 행사와 불행사를 심 상으로 하여 그 헌성을 심 해 나감으

로써 국민들의 한 국기기 으로서의 소임을 다하 다.

헌법재 들의 공로 외에도 헌법재 을 활성화시킨 데에는 변호사들의 

노력을 과소 평가할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헌법문제를 헌

법소송 차를 통하여 다투는 것은 변호사들의 몫이었었기 때문이다. 이들 

변호사들의 활동  특히 과거 권 주의통치하에서 다반사가 되었던 인권

침해사건을 찾아내어 이를 헌법소송 차로 가져온 것은 헌법재 의 활성화

에 크게 기여하 다.51)

언론도 헌법재 소의 활동에 늘 심을 갖고 주목해 주었다. 언론은 헌

법재 소에 수된 특정사건과 련하여 사건의 구체 인 내용과 재 의 

진행상황을 상세하게 다룸으로써 헌법재 이 우리 사회의 심에 있음을 

거듭 강조하여 알려나갔다.52)

헌법재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논리필연 으로 헌법재 소와 다른 국가

기  사이에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때마다 법학자들은 

48) 같은 면. 그 결과 탄원서와 같은 형식으로 수된 사건에서 법률도 헌법소원의 

상이 된다는 큰 례를 끌어내는 결정을 선고하기도 하 다고 한다(같은 면 

참조).

49) 같은 면.

50) 이 결정의 의미에 하여는 뒤에서 다시 살펴본다.

51) 정종섭, 제1기 헌법재 소의 활동과 그에 한 평가, 인권과 정의, 1994. 10., 17

면.

52) 헌법재 소, 헌법재 소 20년사, 헌법재 소, 2008, 1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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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 을 올바로 이해시키고 헌법재 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론과 설명을 부가함으로써 헌법재 제도가 정착하는데 기여하 다. 

특히 헌법학자들은 헌법재 에 하여 극 외국의 이론을 소개하고 독자

인 이론을 개발하는데 진력하 다.53)

헌법재 소가 국민들의 헌법  논의를 수렴할 수 있는 터를 제공한 가운

데 국민들의 헌법의식은 차 확 되어 나갔고, 헌법소원은 국민들의 가슴 

속에 ‘가장 승소가능성이 높은 공법재 제도’로 이해되기 시작하 다.

3. 헌법소원제도의 확립

이러한 헌법재 소의 업 은 엄청난 재 기술이나 학문  기교의 산물

이 아니었다. 헌법재 소는 헌법과 헌법재 소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로

의 자신의 소임을 수행하고 있었을 따름이었다.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

항에서 “모든 공권력행사 는 불행사”에 하여 심 을 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공권력행사 는 불행사를 상으로 헌법소원심 이 가능

하다는 례를 형성한 것이었고, 그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 구제 차가 있

는 경우에는 그 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

고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차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심 을 

자제하고,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차가 없는 경우에 하여 빠짐없이 심

권을 행사하 을 뿐이었다. 따라서 국민들은 공권력의 행사 는 불행사

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다른 구제 차를 통하여 구제받거나, 

헌법소원심 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었으므로, 결과 으로 기본권을 침

해하는 공권력의 행사 는 불행사에 하여 구제 차가 흠결된 경우는 없

어지게 된 것이었다.

그 서막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한 헌법소원사건이었음은 에서 말

한 바와 같다. 헌법재 소 1989. 4. 17. 88헌마3 결정54)에서 헌법재 소는 

53) 정종섭, 제1기 헌법재 소의 활동과 그에 한 평가, 인권과 정의, 1994. 10., 20

면.



헌법소원제도의 형성과 발

397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심 의 상이 될 수 있는가에 하여 단

하면서,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 규칙 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반되는 여부가 재 의 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최종 으로 심

사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제111조 제1항에서는 법률

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한 심 을 헌법재 소가 장한다고 규정하고 있

으며,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 을 제외하고는 헌법재

소에 헌법소원 심 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 차가 있

는 경우에는 그 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와 같은 헌법과 헌법재 소법의 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한 공권력의 행사에 포함되는 것이 명백한 이상 이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헌법소원 심 의 상이 될 수 있음을 방해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 할 것이다’라고 시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헌

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므로 헌법소원

심 권을 행사한다는 결론을 도출하 다.55) 동시에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한 공권력의 행사 는 불행사’에 해당되기만 하면, 모든 형태

의 공권력 행사 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의 심 상이 됨을 한 확고하게 

54) 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의 처가 1983. 2. 10. 병원에 입원하여 치

료를 받던  1983. 3. 28. 사망하자, 청구인이 그 의사들을 상 로 업무상 과실

치사죄로 고소를 제기하 는데, 피청구인은 1988. 3. 9.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

기소처분을 하 다. 이에 청구인은 검찰청법에 정한 항고  재항고 차를 거

친 뒤 1988. 10. 21.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을 상으로 헌법재 소에 헌법소

원을 제기하 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 의 상은 피청구인의 불기소처

분이었다.

55) 헌법재 소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한 취소결정을 하면서 검찰의 항도 받게 

되었다. 검사의 불충분한 수사에 기 한 불기소처분에 하여 취소결정을 했을 

때 검찰은 여 히 종 의 결정을 다시 되풀이 하는 처분을 하기도 했는데, 여기

에는 법리 인 측면 외에도 헌법재 소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는 감정 인 면

도 없지 않았다. 이런 들은 모두 헌법재 에 한 오해이거나 불충분한 이해

에서 빚어진 것이었다(정종섭, 제1기 헌법재 소의 활동과 그에 한 평가, 인권

과 정의, 1994. 10., 1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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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한 것이었다.

이후 헌법재 소는  서막에서의 선언을 따라 헌법소원제도가 인권보

장을 한 재 제도이고, 공권력 행사에 한 통제제도임을 거듭 확인해 

나갔다.

먼 , 입법행 에 한 부분과 련하여, 헌법재 소 1989. 3. 17. 88헌마

1 결정56)에서 헌법재 소는 법률에 하여는 법률이 공권력 행사로서 헌법

소원의 심 상이 됨을 제로 ‘이 사건처럼 공권력 행사의 일종이라고 

할 입법 즉 법률 자체에 의한 기본권침해가 문제가 될 때에는 일반법원에 

법령자체의 효력을 직  다투는 것을 소송물로 하여 제소하는 길은 없어, 

구제 차가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소정

의 구제 차를 모두 거친 후에 헌법소원을 내야하는 제약이 따르지 않는 

이른바 보충성의 외 인 경우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사법서사법에 한 

소원부분은 법한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시하 고, 입법부작 에 하여

는 ‘생각컨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해 법령에 명시 인 입법 임을 

하 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리고 헌법 해석상 특정인

에게 구체 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한 국가의 행 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 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헌법재 소의 재 할권을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이때에는 입법부작 가 헌법소원의 상이 된다’고 시

하 다.

‘법률’이 헌법소원의 심 상이 됨은 헌법재 소 1990. 6. 25. 89헌마220 

결정57)에서 명시 으로 시하기 시작하 는데, 헌법재 소는 '헌법소원심

56) 이 사건 소원심  청구는 첫째로 법원서기  주사 경합자의 경우 주사경력으로 

환산하는 사법서사법시행규칙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 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 

둘째로 사법서사의 자격요건에 하여 “동등이상의 학력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

하는 자”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사법서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주장에 한 것이었다.

57) 청구인은 1977. 8. 10.부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지방행정주사보)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89. 8. 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조, 동행사, 사기 등 죄명으로 징

역 8월형의 선고유  결을 선고받고 항소하 다가 1989. 8. 29. 항소를 취하함

으로써  선고유  결이 확정되었는데 충청북도지사는  사실이 지방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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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청구사유를 규정한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공권력 

가운데는 입법권도 당연히 포함되고 따라서 법률에 한 헌법소원도 가능

하다고 할 것이나 모든 법률이 다 헌법소원의 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법률이 별도의 구체  집행행 를 기다리지 않고 직 으로, 그리고 재

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정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시하 다.

헌법재 소 2001. 3. 21. 99헌마139 결정58)에서는 조약도 헌법소원의 심

상이 됨을 명시하 다 : 헌법소원심 의 상이 되는 것은 헌법에 

반된 “공권력의 행사 는 불행사”이다. 여기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

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 ㆍ공공단체 등의 고권  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정은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사이에서 

어업에 해 체결ㆍ공포한 조약(조약 제1477호)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체결행 는 고권  행 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명령․규칙’도 외일 수 없었다. 헌법재 소는 1990. 10. 15. 89헌마178 

결정에서 법무사법 시행규칙에 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입법부에서 제정한 

형식  법률뿐만 아니라 행정부에서 제정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사법부

에서 제정한 규칙 등도 그것들이 별도의 집행행 를 기다리지 않고 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모두 헌법소원의 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 다 :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소원심 의 

상으로서의 “공권력”이란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공권력을 말하는 것

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5호 소정의 지방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1989. 9. 9.자로 청구인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9. 8. 29.

자로 당연퇴직되었다는 인사발령 통지를 보내자 청구인은 1989. 9. 26. 이 사건 

헌법 소원을 제기하 다.

58) 충주에서 변호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청구인은 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

한 정(1998. 11. 23. 조약 제1477호로 체결되고 1999. 1. 22. 발효된 것)이 우리

나라의 토인 독도와 그 주변 해를 공동 리수역안에 포함시켜 이에 한 우

리나라의 배타  지배권을 배제함으로써 국민의 한 사람인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과 재산권을 본질 으로 침해하여 헌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 3.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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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 행정부에서 제정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사법부에서 제정한 규칙 등은 그것들이 별도의 집행행 를 기다리지 않

고 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모두 헌법소원심 의 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행정규칙’과 련하여 헌법재 소 1990. 9. 3. 90헌마13 결정59)에서 헌법

재 소는 ‘행정규칙은 일반 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

이고 외 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 다만,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

에 의하여 행정 청에 법령의 구체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는 재량권 행사의 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

정 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

은 그 상 방에 한 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외 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고 하면서 외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규칙은 헌법소원의 심 상이 된다고 시하 다.

헌법재 소는 사실상의 규범작용에 하여도 헌법소원의 상이 됨을 

인정하 다. 헌법재 소 1992. 10. 1. 92헌마68등 결정60)에서 헌법재 소는 

59) 청구인은 1966년 임용된 교원으로서 1987. 3. 1. 남 담양군 소재 담양고등학교

의 교사로 보되었다. 그 당시 라남도 교육 원회가 교육공무원법  동 시

행령 등 인사 계법령의 시행에 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라남도내 

국․공립 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교육 원회와 그 산하 각  행정기   

연구기 에 근무하는 교육 문직의 임용, 승진, 보  직에 용하던 인사

리원칙( 등) 제10조에 의하면, 교통 등 지리  요건과 문화시설의 보  등을 감

안하여 인사구역을 경합지역․비경합지역과 특수지역으로 구분하고, 청구인이 

교사로 근무한 담양군은 경합지역으로 분류되어 2년 이상 10년 이하의 근속가능

연한의 제한을 받아 그 기간내 비경합지역이나 특수지역으로 보되도록 규정되

어 있었다. 한편, 라남도 교육 원회는 1989. 11. 27.  인사 리원칙  경합

지역의 근속가능연한을 2년 이상 8년 이하로 개정하여 1990. 3. 1.부터 시행하되, 

1990. 3. 1.부터는 2년 이상 9년 이하로, 1991. 3. 1.부터는 2년 이상 8년 이하로 

하 다. 이 사건 헌법소원 상의 상은  인사 리원칙의 개정된 제10조의 규

정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 는지의 여부이다.

60) 교육부로부터 학입학시험제도개선안을 통보받은 서울 학교는 1년간의 연구․

검토 끝에 1992. 4. 2, “94학년도 학입학고사 주요요강”을 발표하 는데(2년간

의 비기간을 둔 것이다) 교육부가 마련한 네 가지 입시유형  제4유형을 선

택한 것으로서 고등학교 내신성  반 비율을 40%로 하고 학수학능력시험성

 반 비율을 20%로 하며( 술계열은 별도), 학별 고사의 반 비율을 40%로 

하되 인문계열의 경우(그 밖의 계열은 청구인들과 계없으므로 언 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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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학인 서울 학교는 특정한 국가목 ( 학교육)에 제공된 인 ․물  

종합시설로서 공법상의 조물이다. 그리고 서울 학교와 학생과의 계는 

공법상의 조물이용 계로서 공법 계이며, 서울 학교가 학입학고사시

행방안을 정하는 것은 공법상의 조물이용 계설정을 한 방법, 요령과 

조건 등을 정하는 것이어서 서울 학교 입학고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

들에 하여 그 시행방안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요건․의무 등을 제한설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정․발표하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

된다. 서울 학교의 “94학년도 학입학고사 주요요강”은 교육법시행령 제

71조의2의 규정이 개정되어 그 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 그것을 제정하여 

발표하게 된 경 에 비추어 틀림없을 것으로 상되므로 이를 제정․발표

한 행 는 헌법소원의 상이 되는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

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라고 시하 다.

사실행 도 공권력 행사에 해당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사실행 도 헌

법소원 심 상에서 제외될 수 없었다. 헌법재 소 1993. 7. 29. 89헌마31 

결정61)에서 헌법재 소는 ‘재무부장 이 제일은행장에 하여 한 해체 비

착수지시와 언론발표지시를 보면 이는 주거래은행으로 하여  공권력의 뜻

로 순응  하여 그 이름으로 제3자인수식의 국제그룹 해체라는 결과를 

사실상 실 시키는 행 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유형의 행 는 형식

한다) 국어(논술), 어, 수학1 등 3과목을 필수과목으로 하고 한문, 랑스어, 

독일어, 국어, 에스 냐어 등 5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정하여 그  1과목을 선

택하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것이다. 원외국어고등학교 일본어과 1학년에 

재학 이어서 1995학년도 학입학고사에 응시 정인 청구인 신○진과, 같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이어서 1994학년도에 학입학고사에 응시 정인 청구

인 노○ 은, 서울 학교가 학별 고사방법을 정함에 있어 인문계열의 선택과

목에서 일본어를 제외시킨 것을 문제삼아 각각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 다.

61) 청구인은 주식회사 국제상사를 주력기업으로 하여 20여개 회사를 계열기업으로 

한 세칭 국제그룹의 청업자로서 별지목록 기재(청구인 주장)와 같이 국제그룹계

열사들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1985. 2. 21. 국제그룹의 주거래은행인 주식

회사 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 한다)의 국제그룹해체방침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그 무렵부터  주식을 모두 제3자에게 매도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국제

그룹해체가 공권력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고 그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89. 2. 27. 그 공권력의 행사의 취소를 구

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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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사법인인 주거래은행의 행 던 에서 행정행 는 될 수 없더

라도 그 실질이 공권력의 힘으로 재벌기업의 해체라는 사태변동을 일으키

는 경우인 에서 일종의 권력  사실행 로 볼 것이며, 헌법재 소법 제

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의 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는 것

으로 악할 것이다’라고 시하여 권력  사실행 도 공권력 행사로서 헌

법소원의 심 상이 된다고 시하 다.

마지막으로 통치행 도 헌법소원의 심 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임을 

부인할 수는 없었다. 헌법재 소 1996. 2. 29. 93헌마186 결정62)에서 헌법재

소는 ‘통치행 란 고도의 정치  결단에 의한 국가행 로서 사법  심사

의 상으로 삼기에 하지 못한 행 라고 일반 으로 정의되고 있으나, 

이른바 통치행 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  가치를 실

하기 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법재 소는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기 이므로 비록 

고도의 정치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  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 소의 심

상이 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긴 재정경제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마땅히 헌법에 기속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긴

명령이 통치행 이므로 헌법재 의 상이 될 수 없다는 법무부장 의 주

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시하 다.

헌법재 소는 헌법소원의 심 상에 한 법리 뿐만 아니라, 헌법소원

의 심 의 이익 내지 권리보호이익에 한 법리도 국민들의 에서 형성

해 나갔다. 헌법재 소는 국민들이 공권력의 행사 는 불행사를 다툴 이

62) 통령은 1993. 8. 12. 융실명거래 비 보장에 한긴 재정경제명령( 통령긴

재정경제명령 제16호, 이하 “이 사건 긴 명령”이라고 한다)을 발하여 같은 

날 20:00부터 이 사건 긴 명령이 시행되었고 같은 달 19. 국회의 승인을 받았

다. 청구인은 통령은 헌법 제76조 제1항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 음에

도 이 사건 긴 명령을 발하 고, 국회는 헌 인 이 사건 긴 명령을 발한 

통령에 하여 헌법 제65조의 탄핵소추를 의결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함

으로써 청구인의 알권리와 청원권  재산권을 침해하 다고 주장하며 1993. 8.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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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을 가지는지 여부를 단함에 있어서, 형식논리 인 결론에 따르기 보다

는 국민들의 실질  이해 계를 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례를 형성하고 

있었다.

헌법재 소 1999. 6. 24. 97헌마315 결정63)에서 헌법재 소는 ‘지목은 토

지에 한 공법상의 규제, 공시지가의 산정, 손실보상가액의 산정 등 각종 

토지행정의 기 로서 공법상의 법률 계에 법률상․사실상의 향을 미치

고 있으며, 토지소유자는 지목을 토 로 한 각종 토지행정으로 인하여 토

지의 사용․수익․처분에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지목은 단순

히 토지에 한 사실 ․경제  이해 계에만 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사용․수익․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토지소유권을 제 로 행사하기 

한 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  권리 계에 히 련되어 있

다고 할 것이다. 그 다면 지목에 한 등록이나 등록변경 는 등록의 정

정은 단순히 토지행정의 편의나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해당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크건 작건 향을 미친다고 볼 

것이며, 정당한 지목을 등록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리게 될 이익은 국가

가 헌법 제23조에 따라 보장하여 주어야 할 재산권의 한 내포(內包)로 

이 상당하다. 지 법 제38조 제2항에 규정된 지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거

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반려처분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공권력의 행사라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상으로 삼아 취소

를 구하는 것은 허용된다’라고 시하 다.

특히 권리보호이익의 소멸과 련하여 헌법재 소는 요한 례를 형

63) 청구인은 1997. 9. 10.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종 토지에 하여 

“ ”에서 “ ”으로 지목을 변경한 조치는 아무런 법  근거가 없는 무효의 것이

므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 ”로 환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토지지목변경신청

서를 제출하 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달 12. 지목변경신청을 하여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데 이 사건 토지는 생산녹지지역  마곡지구도시계획사업(시가지조성사업)구역

으로 결정 고시되어 개인의 토지형질변경이 지되었으므로 지목변경이 불가능

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서를 반려하 다. 이에 청구인은 1997. 10. 6. 피청

구인의  반려처분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 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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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 다. 원래 권리보호이익 내지 소의 이익은 헌법소원의 심 청구 당시

뿐만 아니라 결정 선고시에도 존재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심 청구 

당시 귄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  계속 에 사실 계 는 법제의 

변동으로 인하여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에는 심 청구는 원칙 으로 

부 법하게 된다. 그러나 헌법재 소는 헌법소원이 주  권리구제 차일 

뿐만 아니라 객 인 헌법질서의 보장기능도 겸하는 이  성격을 가지

고 있다는 을 인정하여 주 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에도 재

을 허용하는 폭넓은 외를 인정함으로써 헌법소원의 권리보호이익을 확

․ 용하 다.   

헌법재 소 1992. 1. 28. 91헌마111 결정64)에서 헌법재 소는 ‘헌법소원

의 본질은 개인의 주  권리구제 뿐 아니라 객 인 헌법질서의 보장도 

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에 있어서의 권리보호이익은 일반법원의 소송사건

에서처럼 주  기 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침해

행 가 이미 종료하여서 이를 취소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주

 권리구제에는 별 도움이 안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침해행 가 앞으로도 

반복될 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하

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 으로 그 해명이 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 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 이미 종료한 침해행 가 헌이었음

을 선언  의미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제도 으

64) 청구인이 1991. 6. 13. 국가보안법 반 등 피의사건으로 국가안 기획부에 의하

여 구속되어 서울 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던  1991. 6. 14. 17시부터 

그 날 18시 경까지 국가안 기획부 면회실에서 그의 변호인인 조용환 변호사  

그의 처 김덕자와의 견을 동시에 하게 되었는데 그 때 국가안 기획부 직원

(수사 ) 5인이 견에 참여하여 가까이서 지켜 보면서 그들의 화내용을 듣고 

 이를 기록하기도 하고 만나고 있는 장면을 사진을 기도 하므로 변호인이 

이에 항의하고 변호인과 피의자의 견은 비 이 보장되어야 하니 청구인과 변

호인이 따로 만날 수 있도록 해  것과 화내용의 기록이나 사진촬 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 으나 수사 들은 무슨 말이든지 마음놓고 하라.고 말하면

서 변호인의 요구를 거 한 사실과 청구인은 국가안 기획부 수사 들의 와 

같은 행 는 헌법 제12조 제2항이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하고 있는 변

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1991. 6. 26. 이 사건 헌

법소원의 심 청구를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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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시행되고 있는 변호인 견방해의 시정을 하여, 그리고 헌법상 보장

된 변호인 견권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하여 비록 헌법소원의 상이 

된 침해행 는 이미 종료되었지마는 그것의 헌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

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심 청구의 이익이 있고 소원은 

법하다’라고 시하 다.

이러한 헌법재 소의 태도는 공법재 제도에 한 국민들의 의식을 새

롭게 변 시켰다. 국민들은 헌법재 소의 례를 보면서 공권력의 행사 

는 불행사가 자신의 권리의무에 련되는 것으로 인정되기만 하면 일단 재

차를 통하여 다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국민들에게는 이

제 일반 행정소송의 차를 밟을 것인지, 아니면 바로 헌법재 소의 헌법

소원을 거칠 것인지의 문제만 남아 있을 뿐, 그 공권력 행사가 재 을 통

하여 다툴 수 있는 것인가 여부에 한 문제는 더 이상 염려의 상에서 

사라지게 된 것이었다. 이제 국민들은 재 차의 본안  문제에서 해방되

어, 공권력 행사가 어떠한 에서 헌 는 법인가를 밝히기 한 본안

쟁  자료를 수집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되었다.65) 이를 바탕으로 

헌법실체법이 한 국민의 에서 크게 발 하 음은 물론이다. 이 부분

에 하여는 헌법재 소 20년사에 자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여기에서는 부연

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국민의 의식변화는 법원의 태도에도 큰 변화를 주었다. 헌법소

원제도의 확립에 자극받아 법원은 종 의 사법소극주의를 벗어버리고 공

권력에 한 재 가능성을 넓 가는 노력을 경주하기 시작하 다.

법원 2004. 4. 22. 선고 2003두9015 원합의체 결에서 법원은 ‘구 

지 법(2001. 1. 26. 법률 제6389호로 문 개정되기 의 것) 제20조, 제38

조 제2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신청권과 지목정정신청권을 부

여한 것이고, 한편 지목은 토지에 한 공법상의 규제, 개발부담 의 부과

상, 지방세의 과세 상, 공시지가의 산정, 손실보상가액의 산정 등 토지

행정의 기 로서 공법상의 법률 계에 향을 미치고, 토지소유자는 지목

65) 황도수, 헌법재 활성화방안(토론), 인권과 정의, 1993. 12., 32면.



憲法論叢 第19輯(2008)

406

을 토 로 토지의 사용ㆍ수익ㆍ처분에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  등을 

고려하면, 지목은 토지소유권을 제 로 행사하기 한 제요건으로서 토

지소유자의 실체  권리 계에 하게 련되어 있으므로 지 공부 소

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 는 국민의 권리 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시하면

서, 지목변경(정정이나 등록 환 등 포함)신청에 한 반려(거부)행 를 항

고소송의 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시한 법원 

1981. 7. 7. 선고 80 456 결, 1991. 2. 12. 선고 90 7005 결, 1993. 6. 

11. 선고 93 3745 결, 1995. 12. 5. 선고 94 4295 결 등과 지 공부 

소 청이 직권으로 지목변경한 것에 한 변경(정정)신청 반려(거부)행 를 

항고소송의 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시한 법

원 1971. 8. 31. 선고 71 103 결, 1972. 2. 22. 선고 71 196 결, 1976. 

5. 11. 선고 76 12 결, 1980. 2. 26. 선고 79 439 결, 1980. 7. 8. 선고 

79 309 결, 1985. 3. 12. 선고 84 681 결, 1985. 5. 14. 선고 85 25 

결 등을 비롯한 같은 취지의 례들을 모두 변경하 다. 이는 법원이 국

민들의 실질 인 이해 계의 에서 공법재 의 기능과 역할을 바라보기 

시작하 다는 요한 시라고 하겠다. 물론 충분한 상태는 아니나, 법원

의 방향 환은 앞으로의 공법재  분야에 커다란 진보를 가져다  것으로 

기 되고 있다.

나아가 최근 법원은 행정소송법의 개정에 극 으로 참여하고 있는

데, 이 한 국민의 권익보호의 을 반 하는 과정이라고 보아 바람직

한 상으로 지 될 수 있다고 하겠다. 아무쪼록 법원이 국민을 한 사법

부로 거듭나서 헌법재 소와 더불어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기둥이 되길 바

랄 뿐이다.

부연하건 , 이러한 모든 상황의 변화는 헌법재 소가 헌법상 부여받은 

제몫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함에 따라 일어난 상황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

다.66)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에 헌법재 소가 자리매김 했을 뿐이다. 그리

66) 최 권, 헌법재 소의 정치학 -그 구조와 기능을 심으로-, 서울 학교 법학(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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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헌법재 소가 제몫의 기능을 수행한 것이 헌법재 을 바라보는 국민들

의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것이었고,67) 그것이 우리 헌법에 규정된 그

로인 것임은 물론이다.

Ⅴ. 평가와 과제(결론을 대신하여)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소원제도는 20년이라는 비교  짧은 기간 

동안에 헌법재 제도를 확고히 정착시키고 헌법재 소가 헌법기 으로서의 

상을 공고히 하는데 큰 기여를 하 다. 건국헌법 제정이후 40여년 동안 

한낱 통치권력의 장식물에 불과하 던 헌법을 장식  헌법이 아닌 규범  

헌법으로서 그 효력을 복원하는데68) 선 이 되어왔다. 입법부의 입법작용, 

그리고 행정부의 집행작용으로부터 헌법과 기본권을 굳건히 수호하는 수문

장의 역할을 수행하 다. 

이로써 입법부는 입법에 있어서 신 을 기하게 되었고, 집행부는 헌법재

소 례를 검토하는 풍토를 조성하 고, 법학교육은 헌법재 소 례 

심의 교육을 행하는 계기를 제공하 다.69) 

그러나 헌법소원제도에 한 와 같은 정 인 평가는 그 도입 당시부

터 재까지의 시 와 상황에서의 역할과 기능의 에서 본 평가라고 보

아야 한다.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이 1980년 까지 기본권과 헌법

규정에 한 극  해석을 도외시함으로써 헌법상의 기본권 문제가 사각

지 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실에서 헌법소원제도가 그 사각지 를 

채워주는 보충 인 공법재 제도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이기 때문이다. 물론 공법재 에 한 법원의 태도가 국민

들의 에서 아직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에서 헌법소원제도의 재의 

역할과 기능이 아직도 어느 정도의 의미를 지속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권1호), 1993, 113, 114면.

67) 같은 면.

68) 권 성, 헌법 례 20선, 인권과 정의, 2000. 4., 9면.

69) 이시윤, 헌법재  10년의 회고와 망, 공법연구(27권3호), 1999, 1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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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 에서는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법재 에 한 법원의 

역할과 기능이 원래의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 음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

다. 법원은 례를 변경하여 공법재 의 심 상을 리 인정하기 시작하

고, 나아가 심 상의 확장을 한 법률개정을 추진함으로써 공법재

에서의 법원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처분과 권력  사실행 에 한 공법상의 분쟁은 물론 명령․규칙의 헌

성 내지 법성에 한 단도 모두 법원이 행사하게 될 것으로 상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 변화가 국민들에게 바람직한 것은 물론이다. 

국민들은 심 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

에 의하면, 앞으로 보충 인 공법재 제도로서의 헌법소원제도의 역할과 

기능은 그 시  사명을 다하게 될 날이 멀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다고 헌법소원제도의 수명이 다하 으므로 그 제도가 폐기되어야 

한다고 결론짓기에는 성 하다고 본다. 오히려 이제 헌법소원제도는 헌법

소원제도로서의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찾아갈 수 있는 비를 해야 할 것

이다. 즉 보충 인 공법재 제도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버리고, '기본권 침

해에 한 구제제도'로서의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자리매

김을 비해야 하는 것이다.

원래 우리나라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에 도입된 헌법소원제도는 6·10

민주항쟁의 산물로서 인권회복에 한 국민의 열망을 폭넓게 수용한 것이

었음은 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70) 비록 헌법재 권의 귀속과 련된 타

의 상물로 헌법에 자리를 잡았지만, 그 목 이 ‘국가권력에 의하여 개

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 기본권의 보장과 철을 하여 국민 개개인

의 특별한 권리구제수단'으로 도입되었음은 분명하고,71) 타 과정에서의 

목 물이 서독의 헌법소원제도이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서독 헌법소원

제도의 본질이 독일의 나치시   양차 세계  수행 당시 사법권의 운

70) 김병고, 헌법소원제도 : 각국의 입법례와 헌법소원의 상을 심으로, 입법조사

월보, 1989. 11. 101, 102쪽

71)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37회 국회, 제5호,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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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하게 짓밟고 있었던 행정권을 통제하기는 

커녕, 오히려 그 법 인 정당성만을 부여하면서 기본권 침해를 방조하 던 

데에 한 반성으로 사법권에 한 헌법  통제의 필요성에서 사법권에 

한 불신의 표 으로 도입된 것이기 때문이다.72)

이러한 에서 법원의 공권력 행사를 심 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제도

를 구체 으로 고려할 시 이 되었다고 본다. 법원의 공권력 행사가 기본

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의 재 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헌성 심사에서 제외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헌법 철학  배경 속에서 볼 때에도, 헌법소원은 재 통제를 그 본질로 

하고 있고, 헌법이론 으로 보아도 헌법소원의 상에 법원의 재 이 포함

되어야 하며(헌법소원의 본질  특성인 헌법소원의 보충성 원리도 법원의 

재 을 헌법소원의 보충성은 이의없이 인정하면서 법원의 재 을 통제 상

에서 제외시킨다면 이는 서로 상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73) 헌법의 발

단계에 비추어 보아도 헌법소원은 법원의 재 을 그 상으로 하여야 한

다. 의회가 국민으로부터 불신당하 을 때 규제통제가 등장하게 되었다면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불신당하 을 때 등장한 것이 헌법소원이었기 때문이

다. 사법부가 최후의 국민의 기본권 는 권리구제기 으로서의 지 를 제

로 감당하지 못하 을 때 그리고 자의  독선으로 흐르고 있다면 이에 

한 통제요구는 무나 당연한 요청이 아닐 수 없다. 재 통제가 역사  

발 단계에 있어 꼭 필요한 것이라면, 법원의 재 이 헌법소원의 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헌법이론 으로 보나, 

연 으로 보나 그리고 각국의 입법례  우리의 헌법실 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의 재 이 헌법소원의 상에 포함시킬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74)

그밖에 헌법소원제도의 운 과 련하여 서면심리주의로 인하여 발생하

는 문제 을 극복하기 한 방안으로서 석명권의 극  활용을 고려한다

72) 박일환, 재 에 한 헌법소원, 서독의 제도, 인권과 정의 1989. 11. 77쪽.

73) 김철수, 헌법소원제도의 개선방안, 헌법재 연구(1권), 1990, 548면.

74) 같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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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지, 사건의 신속처리를 한 방안, 헌법재 소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한 제도를 비하는 것 등도 헌법소원제도의 미래를 하여 요할 것이

다. 그에 한 논의는 다음에 미루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헌법소원제도가 지 까지 그래왔듯이 헌법과 헌법재 소법

에 규정된 그 로를 따르는 통상의 작업을 통하여 헌법을 구체화함75)으로

써 헌법이 우리의 공동체에서 뿌리를 확고히 하는데 기여하는 제도로 남기

를 바라면서 을 맺는다.

75) Jutta Limbach(한수웅 역), Die Rolle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獨逸 聯邦

憲法裁判所長 祝辭  飜譯文), 헌법재 소, 헌법재 의 회고와 망, 1998,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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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 헌법에서 권한쟁의심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것은 1960년헌

법이다. 동 헌법 제83조의3은 “헌법재 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한

다.”고 한 다음 제3호에서 “국가기 간의 권한쟁의”라고 규정하고 있었으

며, 동 헌법 제83조의4에 따라 헌법재 소법이 1961. 4. 17. 법률 제601호로 

공포되었으나 5‧16 군사쿠데타와 헌법재 소법폐지에 한법률(1964. 12. 

30. 법률 제1667호)에 의하여 헌법재 소는 실제로 발족되지도 못한 채 헌

법재 소법이 폐지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권한쟁의심 제도가 실질 으로 도입‧실 된 것은 행헌법이 

최 라고 하여도 무방하다. 1987년 개정된 행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는 “국가기  상호간, 국가기 과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의 권한쟁의에 한 심 ”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권한쟁의심 을 헌법재 소

의 심 사항 의 하나로 귀속시키고 있다. 

행헌법의 기 자(起草 )들이 권한쟁의심 제도를 도입한 이유와 배경, 

재의 조항과 같은 내용으로 규정한 의도와 그를 둘러싼 논의의 개과정

을 알 수 있는 직  자료는 부족하다. 다만 6‧10민주운동의 결실인 행

헌법을 구상하는 마당에 역시 4‧19민주 명의 결실이자 헌법재 제도로서 

헌법재 소를 신설하고자 하 던 제2공화국헌법이 자연스  참고가 되었으

리라 생각되고, 한편으로 제2공화국헌법과 달리 ‘국가기 간의 권한쟁의’에

서 더 나아가 ‘국가기 과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

한쟁의로까지 장사항을 확장한 것은 당시 반 인 민주화운동의 흐름 

속에서 지방자치시 의 도래가 상되었고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 국가기

과 지방자치단체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분쟁이 지 않으

리라는 망하에 지방자치단체의 지 와 권한을 확보해 주기 한 제도  

장치를 마련코자 하 던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1)  

1) 김 , 국제학술세미나 “헌법재 의 활성화방안”, 법학(서울 ) 제29권 3‧4호, 

1988, 47-48면 ; 김원주, “국가기 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심 ”,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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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도입된 권한쟁의심 제도는 이제 헌법재 소의 요한 심

사항 의 하나로 자리매김하 다. 2008. 6. 30. 재 총 48건의 권한쟁의사

건이 수되어 10건은 심리 에 있고, 5건은 취하되었으며, 33건이 처리되

었는데 그  16건은 각하, 12건은 기각, 5건은 인용(認容)되었다.

수의 추이를 보면 1990년에 처음으로 1건이 수된 이래 2004년까지

는 - 1998년의 4건을 제외하고는 - 연 3건 이내로 그것도 간헐 으로 

수되던 것이(1991년, 1993년, 1995년, 1997년에는 수건수가 없었음) 그 후

로는 2005년 11건, 2006년 7건, 2007년 5건으로 꾸 히 수되는 양상을 보

이고 있다. 

권한쟁의심 은 이제 헌법소원심 , 헌법률심 에 이어 헌법재 소의 

세 번째 심 유형으로 확고히 정착하 다. 국가기  상호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그리고 국가기 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한분쟁이 발생하고 이를 

합리 으로 조정․해결할 정치 ․제도  장치가 부재하거나 미흡할 때, 

권력 ․사실  상이나 정치  흥정에 의존하기보다 독립성과 공정성, 

차  합리성이 담보되는 헌법재 이라는 사법 차를 통하여 해결하는 장

이 마련됨에 따라 많은 권한분쟁이 이 차를 통하여 해결되고 있고, 앞으

로도 법치주의의 발 , 정치와 행정의 탈권 화,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따라 

권한쟁의심 의 이러한 역할은 더욱 발 ,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 다면 지난 20년간 권한쟁의심 이 걸어온 자취와 의미를 되짚어 보

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이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 그리고 이를 

해 검토하고 해결하여야 할 쟁 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시 이라 하

겠다.

이하에서는 먼 , 우리나라 권한쟁의심 의 특성과 기능을 제도론  

에서 살펴본 후(Ⅱ), 과연 권한쟁의심 의 개 양상은 어떠하 는지, 제

도론  기능을 실제로도 수행하 는지, 지난 20년간의 변화의 추이는 어떠

한지를 검한다(Ⅲ). 이어 당사자, 처분성, 결정의 내용과 효력 등 향후로

도 검토와 해결이 필요한 권한쟁의심 의 주요 헌법소송법  쟁 들을 살

연구(헌법재 소) 제3권, 1991, 144-1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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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본 다음(Ⅳ), 향후의 과제와 망을 간략히 짚어보고자 한다(Ⅴ).

Ⅱ. 우리 권한쟁의심판의 특성과 기능

권한쟁의심 이란 “국가기  상호간, 국가기 과 지방자치단체간  지

방자치단체 상호간에 헌법상 는 법률상 부여된 권한의 존부‧범  기타 

권한을 둘러싸고 발생한 분쟁을 헌법재 소가 사법  차에 따라 유권

으로 단‧해결하는 심 ”이라 개념정의할 수 있다.

우리 권한쟁의심 제도를 큰 틀에서 바르게 이해하고, 권한쟁의심 의 

구체 인 쟁 에 한 단을 함에 있어 방향과 지침을 제공받기 해서는 

우리 권한쟁의심 이 - 특히 입법의 주요 모델인 독일과 다른 - 어떤 제

도  특성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1. 권한쟁의심판의 특성

우리 권한쟁의심 제도는 나름 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입법자는 헌

법재 소법을 제정함에 있어 독일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스페인, 이탈리

아 등의 여러 권한쟁송법제를 참조한 바탕 에 우리의 실  여건까지도 

고려하 다.2) 그리하여 우리 권한쟁의심 제도는 나름의 독자  모형을 갖

게 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고유의 특성을 잘 살리고 우리 실에 맞게 

해석, 운용하여 나가는 자세가 요하다.

가. 성격과 기능의 복합성

우리나라 권한쟁의심 에는 상이한 성격과 기능을 가진 여러 유형의 소

송이 혼재되어 있다. 고유한 의미의 헌법쟁송이라 할 국가기  상호간의 

2) 안 희, “헌법재 소법 제정 거론사항”, 헌법재 제도(법무자료 제95집), 55-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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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 앙과 지방의 권력분립장치라고 할 국가기 과 지방자치단체간

의 권한쟁의, 여기에다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까지 포함되어 있

다. 따라서 권한쟁의의 개념과 기능, 본질을 단일한 기 으로 일 으로 

악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상이한 유형의 소송이 혼재되어 있음에도 불

구하고 권한쟁의의 청구사유, 권한쟁의결정의 내용과 효력 등에 하여 각 

유형별로 세분된 정치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권한쟁의심  

반에 하여 체계 이고 수미일 한 이론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난 이 

있다.  

나. 헌법재판소의 원칙적이고 포괄적인 관할권 - 법률상의 권한분

쟁 제외론 및 그에 대한 반론

(1) 원칙 ‧포 인 할권

우리 제도는 헌법  권한쟁송 뿐만 아니라 법률  권한쟁송도 권한쟁의

심 의 상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법원에 의한 일차  권리구제를 요구

하여 보충성 요건을 설정한 헌법소원제도와는 반 로, 권한쟁의에 한 한 

오히려 헌법재 소에 일차  할권을 인정하고 권한쟁의심 사항과 첩

될 여지가 많은 기 소송에 하여 보충성을 요구하고 있다(행정소송법 제

3조 제4호 단서). 이에 따라 헌법재 소는 권한분쟁에 한 한 포 이고

도 원칙 인 재 권을 행사하게 되었다.3)

이 , 연방헌법재 소는 헌법기 간의 권한쟁의에 있어서나 연방쟁송에 

있어서나 헌법문제만을 장하게 되어 있는 독일과 다르다. 입법자가 독일

의 모델을 따르지 않고 헌법재 소에 범 하고 원칙 인 할권을 인정

한 것은 권한쟁의에 한 한 헌법재 소에 심 사항을 집 하여 헌법과 법

3) 이기우, “기 소송”, 고시계 1992. 11. 55면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2항의 경

우와 같이 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고 권한쟁의심 사항도 되는 경우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을 유추 용하여 우선 행정소송에 의하고 그것이 성과가 없을 경우

에만 헌법재 소에 보충 으로 권한쟁의심 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이에는 공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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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상의 권한질서를 수호하는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하겠다.

(2) 비 론

이와 같이 행 헌법이 국가기  상호간의 권한쟁의 뿐만 아니라 국가기

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까지 헌법재

소의 장사항으로 정한 것, 그리고 헌법재 소법이 헌법상의 권한뿐만 

법률상의 권한문제까지 다툴 수 있게 한 것에 하여는 비  견해가 많

다. 헌법  분쟁을 장하도록 한 헌법재 의 본지에 맞지 않다든가4), 헌

법상의 쟁송이 아닌 행정법상의 쟁송은 헌법재 소의 할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옳다든가5),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분쟁은 으로 행정법차원

의 분쟁이므로 권한쟁의심 의 상에서 제외하여 법원의 행정소송 할로 

하여야 한다6)는 것이 그것이다.

(3) 비 론에 한 반론

그러나  비 론에 해서는 두 가지 반론이 가능하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분쟁이라고 하여 법률상의 분쟁에 그

치지 않는다. 국가기 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분쟁에는 국회가 입

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앙행정기 이 감독, 

지시 등의 처분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침해하는 경우와 같

이 얼마든지 헌법상의 권한분쟁이 있을 수 있다.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

를 통하여 헌법 으로 보장되는 지방자치권한의 침해 여부를 둘러싼 분쟁

은 헌법  권한분쟁이라 할 수 있다. 헌법재 소의 실제 사건 한 이를 

증명하고 있다. 아래의 사건들은 모두 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

치권한을 보장받고자 한 헌법상의 권한분쟁들이다.

- 시간외근무수당의 지 기 ㆍ지 방법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

4) 정태호, “국가기  상호간의 권한쟁의제도와 정당”, 정당과 헌법질서 (심천 계희

열박사 화갑기념논문집), 1995, 416면; 박승호, “권한쟁의심 ”, 공법연구 제26집 

제1호, 1998, 372면; 명재진, “권한쟁의심 제도의 문제 ”, 헌법논총 제18집, 

2007, 197-199면

5) 이 윤, “기 소송에 있어서의 쟁 ”, 고시계 1994. 8., 110면

6) 홍 형, “지방자치분쟁의 사법  해결”, 공법학의  지평(심천 계희열박사 

화갑기념논문집), 1995, 840-8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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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치부장 이 정하는 범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한 규정’, 그리고 그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

장 이 과근무수당 지 상자  과근무 인정범 에 하여 세부지침

을 규정한 행 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침해하는지 문제되었던 헌재 

2002. 10. 31. 2001헌라1․2002헌라2 사건

- 국회가 의무교육 경비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게도 부담시킬 수 있

도록 법률을 제정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한 권한을 침해하는지 

문제되었던 헌재 2005. 12. 22. 2004헌라3 사건

-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에 한 합목 성 감사가 지방자치권한을 침해

하는지 문제되었던 헌재 2008. 5. 29. 2005헌라3

- 국회가 지방선거 선거경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법률을 

제정한 것이 지방자치권한 침해하는지 문제되었던 2008. 6. 26. 2005헌라7  

특히 2004헌라3, 2005헌라7과 같이 법률제정행 를 심 상으로 삼아 

실질 으로 법률내용의 헌 여부를 다투는 규범통제  권한쟁의가 인정된 

이상 입법권의 행사로부터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권한을 방어하려는 권한

쟁의심 이 주요한 권한쟁의심 의 한 유형으로 정착될 것으로 상되는데 

이것은 바로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헌법상 권한분쟁의 형태인 것이

다.

둘째, 법률문제나 법률상의 단이라고 하여 일체 헌법재 소의 장사

항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이나 법률을 통하여 선별 으로 

헌법소송사안이 될 수 있다. 탄핵심 에서 ‘헌법 배’뿐만 아니라 ‘법률 

배’도 탄핵사유가 되어(헌법 제65조, 헌법재 소법 제48조) 헌법재 소의 

장사항이 되듯이, 선거소송이 거의 으로 선거법률 차원의 법성을 

단하는 것이지만, 선거가 민주주의 헌법질서에서 가지는 헌법  요성

에 착안하여 헌법소송으로 될 수 있듯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분쟁

이 설사 부분 법률상의 분쟁이라 하더라도 이를 헌법  사안으로 선택하

여 헌법재 소의 장사항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제2공화국 헌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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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 간의 권한쟁의’만 규정하 던 역사  사실을 알고서도 헌법제정자

가 이에 더하여 ‘국가기 과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까지 헌법재 소의 장사항으로 삼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독립

성과 권한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법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공동체 체에 하여 헌법  요성을 가지는 것으로7) 가치 단을 

내린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지방자치시 의 본격  도래를 앞에 두고 지

방자치단체를 둘러싼 권한법  문제를 헌법  사안으로 선택하여 헌법재

소의 장사항으로 삼은 것이라 하겠고, 이러한 결단이 불합리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 다만, 기 소송이나 행정소송 등 다른 유형의 쟁송제도와의 

복이나 상충 등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하여도 이는 입법단계에서 

조정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헌법재 소법 제61조 제2항에서 “헌법 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

구인의 권한”이라 규정함으로써 법률상의 권한침해까지 다툴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러한 헌법의 기본결단을 구체화한 것으로 그것이 입법의 잘못이거

나 헌법재 의 취지를 오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권한쟁의심 은 헌법상

의 권한분쟁만을 심 상으로 삼아야 제격이라는 것은 독일식 권한쟁의모

델에 집착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다. 주관적 쟁송성의 강화

권한쟁의심 은 련 국가기 의 주  권한의 보호와 객  헌법  

법률질서의 보호를 동시에 목 으로 함으로써, 주  쟁송과 객  쟁송

의 양면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지만,8) 우리 권한쟁의심 제도는 다음

과 같은 에 비추어 볼 때 립당사자간의 주  쟁송으로서의 성격이 

보다 강화되어 있다는 을 특징으로 잡을 수 있다.9) 

7) 정태호, 앞의 , 417면

8) 최갑선, “독일과 한국에서의 권한쟁의심 차”, 헌법논총 제7집(헌법재 소), 

1996, 413면

9) 독일의 권한쟁의의 성격에 하여 주  성격과 객  성격을 겸유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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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권한쟁의심 에는 하나의 권리주체 내부의 자기소송으로서 기 소

송의 성격을 갖는 소송(국가기  상호간의 권한쟁의) 뿐만 아니라 다른 권

리주체간의 외부  소송(국가기 과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도 포함되어 있다. 국가기 과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

단체 상호간의 분쟁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다

는 을 부인하지 않는 한, 어도 법형식 으로 이미 국가  행정의 내

부 역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독립된 이익을 가진 주체간의 분쟁이고 따라

서 립당사자간의 주  쟁송으로서의 성격이 보다 두드러진다. 

둘째, 헌법재 소법 제61조 제2항은 피청구인의 처분 는 부작 로 청

구인의 권한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한 험이 있는 때에 한하여 권한

쟁의심 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기  는 지방자

치단체의 주  권한이익이 침해된 때로 청구사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권한쟁의심 이 주  쟁송임을 단 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셋째, 헌법재 소법은 종국결정의 내용에 하여 제66조 제1항에서 권한

의 존부 는 범 에 하여 단한다고 한 다음, 나아가 제66조 제2항에

서 피청구인의 처분 는 부작 가 청구인의 권한을 이미 침해한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한의 존부 

는 범 에 한 단 내지 이와 불가결의 계에 있는 헌 는 법의 

확인에 그치지 않고, 문제된 행 를 취소하거나 무효확인까지 할 수 있도

록 한 것은 권한질서에 한 객  확인이라는 객  쟁송의 성질을 넘

어 직  침해된 청구인의 권한을 구제하도록 한 것이다. 이 한 헌법재

소법 제61조 제2항과 짝하여 권한쟁의심 이 주  쟁송의 성격임을 나타

내는 것이라 하겠다. 독일 연방헌법재 소법 제67조 제1항에서 피청구인의 

행 가 기본법에 배되는지 여부만을 심 하도록 한 것과 비교할 때 주

 쟁송성이 이 에서도 두드러짐을 잘 알 수 있다.

연방헌법재 소법 규정의 내용에 의해 주  권한보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

고 있다고 보는 견해로는 M. Goessl, Organstreitigkeiten innerhalb des Bundes, 

1961, S.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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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한쟁의심판의 기능

가. 각 유형에 공통된 기능

권한쟁의심 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짜여진 객  권한질서를 보호

함을 목 으로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각 권력 내지 권력기 간의 견제

와 균형을 도모하고, 정치  행정의 합헌성과 합법성을 보장하며, 궁극

으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권한쟁의는 세 가지 유형의 권한분쟁을 포 하는 개념이라고 함

은 에서 밝힌 바와 같고, 그 다면 권한쟁의심 이 국법질서 상 수행하

는 기능은  공통된 기능 외에 각 유형별로 독특한 기능도 있다. 유형별

로 나 어서 본다.

나.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

이 권한쟁의심 은 첫째, 정치  평화보장기능을 수행한다. 최고 국가기

 간에 분쟁이 발생하 을 때 이를 독립된 헌법재 소가 유권 으로 해결

함으로써 그 지 않을 경우 발생하게 될 정치  불안정, 국가작용의 혼란

을 방할 수 있다. 특히 이 제도는 최고 국가기  간의 정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까지도 법  테두리 내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법치주

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할 수 있다. 행정에 한 법  통제, 정치의 결

과물인 법률에 한 헌심사에 이어 정치과정 그 자체도 법  기 으로써 

심사‧ 단하게 된 것이다. 

둘째, 소수자 보호기능을 수행한다.10) 이 기능은 정부와 여당이 거  권

력융합체로 등장한 오늘날의 정당국가 실에서 국회 내의 소수 에게 권

한쟁의심 을 청구할 능력과 자격을 부여할 때 실 된다. 이 기능은 정치

10) Sachs(Hrsg.),Grundgesetz(Kommentar), 1996, Art.93, Rn.34; Umbach/Clemens/Dollinger(Hrsg.),  

Bundesverfassungsgerichtsgesetz[Mitarbeiterkommentar], 2.Aufl. 2005, §§ 63, 64, R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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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보장기능과 한 계에 있다. 국회 소수 에게 그들 자신 는 

국회의 권한을 신하여 다툴 법  무기가 주어지지 않을 때에는 국회내에

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제도화된 정치과정 밖에서 자신들의 의사를 철

시키려 듦으로써 정치  평화와 안정을 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에

서는 연방헌법재 소법 제63조에 의하여 헌법기 의 부분기 에게 청구인

격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연방의회의장, 연방의회의원, 교

섭단체, 연방수상, 연방장 은 독자 으로 심 청구를 할 수 있다. 우리 헌

법재 소법은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헌법재 소는 이 기능에 주목

하여 례로 국회의원, 국회의장과 같은 부분기 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

다.

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

이 권한쟁의는 앙과 지방간의 권력분립을 보장하고, 앙권력에 의한 

자치권한의 침해로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보호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제도  

보장에 기여한다. 지방자치의 보장은 지방자치단체에 한 주 인 법  

지 의 보장을 포함한다11)고 할 때 그러한 법  지 의 보장을 한 사법

 실 수단이 불가결하다. 국가기 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의 핵심

 기능은 바로 여기에 있다.

행정소송법상의 항고소송과 기 소송이 있지만 재로서는 여러 가지 

에서 미비한 이 많다. 기 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만 허용되나, 

행 법률은 극히 외 으로만 이를 인정하고 있고, 항고소송도 일반 으로 

국가기 의 행 를 처분으로 보아 지방자치단체가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하여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 다면 결국 권한쟁의심 은 지방

자치단체의 자치권보장을 한 핵심 인 법  수단으로 기능하지 않을 수 

없다.

11) 정하 , 행정법개론, 2008, 936-9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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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

지방자치의 활성화는 지방자치를 둘러싼 분쟁의 증가를 수반하고 이해

의 상충 는 경쟁 계의 확 를 래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갈등과 분쟁이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

한쟁의는 이러한 분쟁과 갈등을 사법 ‧유권  단을 통하여 해결, 분쟁

을 종식시킴으로써 지방자치의 원활한 실 을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상 지방자치단체와 하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 여기서는 상

지방자치단체가 그 감독권을 법하게 행사하는 경우가 주된 분쟁양상이 

될 것이다. 따라서 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

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둘째, 동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의 권한쟁의, 동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분쟁을 항고소송이나 당사

자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으나 그 가능성은 매우 제한 이

다. 그러므로 이러한 분쟁의 해결에는 권한쟁의심 이 유용하고도 한 

수단이 된다.

Ⅲ. 권한쟁의심판의 전개와 변화

지난 20년간 권한쟁의심 이 발 하여 온 과정과 양상은 몇 단계와 몇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볼 수 있다.

첫째, 국회를 둘러싼 정당국가  분쟁, 둘째, 앙정부의 간섭에 한 지

방자치권한의 방어, 셋째, 지방자치단체 간의 할분쟁이 그것이다. 이 세 

유형은 앞에서 본 권한쟁의심 의 개념 는 제도론  기능과 상응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유형은 시기 으로 가장 먼  출 하 다. 권한쟁의 

최 의 사건(90헌라1)이 바로 이 유형이다. 둘째 유형 한 비교  창기

부터 출 하 고(94헌라1), 셋째 유형은 2000년 이후부터 나타나고 있다

(2000헌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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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를 둘러싼 정당국가적 분쟁

지난 20년간 국가기  상호간의 권한쟁의심 은 주로 국회를 심으로 

개되어 왔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국회 내부에서 의사 차의 합법성을 

다투는 사건이나 통령에 의한 국회 권한의 침해를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신하여 다투는(이른바 ‘제3자소송담당’) 사건이 거의 부분이었다. 법원

이나 앙선거 리 원회, 는 이들과 정부 간에 제기된 권한쟁의심  사

건은 아직 없다. 이는 국가기  상호간의 권한쟁의심 이 다분히 정당국가

 정치분쟁을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왔음을 의미한다.

가. 국회 내부에서 의사절차의 합법성을 다투는 분쟁

최 로 수된 권한쟁의사건은 국회 교섭단체와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

에 의한 변칙 인 의안처리로 인하여 자신들의 표결권한 등이 침해되었다

면서 청구한 사건인데, 이에 하여 헌법재 소는 1995. 2. 23. 국회 교섭단

체나 국회의원은 권한쟁의심 의 청구인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심 청구

를 각하하 다(헌재 1995. 2. 23. 90헌라1). 헌법재 소의 이와 같은 소극  

입장으로 국가기 간의 권한쟁의심 은 활성화되지 못할 듯 보 다. 그러

나 헌법재 소는  사건과 마찬가지로 야당의원들이 국회의장의 변칙 인 

법률안처리로 인한 권한침해를 다투었던 사건에서,  견해를 변경하여 헌

법재 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시 인 조항으로 해석함으로써 

국회의원과 국회의장도 권한쟁의심 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한 다음,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의일시를 야당의원들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여당의원

들만 출석한 가운데 법률안을 상정‧표결하여 가결선포한 것은 야당의원들

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하 다(헌재 1997. 7. 16. 96헌

라2). 이로써 우리 헌정사에서 간헐 으로 반복되던 국회에서의 변칙 인 

소  ‘날치기’ 의안처리의 헌성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 간의 

권한쟁의심 은 활성화의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국회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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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사 차의 합법성을 다툰 권한쟁의사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

다.

- 헌재 1998. 7. 14. 98헌라3 사건(투개표 차에 한 국회의장의 자율권

의 범 )

- 헌재 2000. 2. 24. 99헌라1 사건(어업 정 비 동의안 처리의 법 여부)

- 헌재 2006. 2. 23. 2005헌라6  헌재 2008. 4. 24. 2006헌라2 사건(수정

안 상정  가결처리의 법 여부)

의사 차의 법성을 다투는 권한쟁의심 이 꾸 히 이어져 왔다는 것

은 아직도 국회의 의사결정과정이나 정치  립의 해소 차가 합법성의 

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방식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며, 이에 해 헌법재 소가 권한쟁의심 을 통하여 합법성의 기 을 제시

함과 아울러 정치  분쟁을 종식시킴으로써 정치  평화보장과 소수자보호

의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헌법재 소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체로 신 과 제

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헌법재 소는 의사 차에 하여 국회의 자율성

을 존 하여야 함을 일 하여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헌법재 소의 심

사범 와 강도는 상당히 낮은 수 에서 설정되어 있다. 실체  헌․ 법 

여부의 단에서 뿐만 아니라 심리에 필요한 사실인정이나 증거조사의 방

식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국회는 국민의 표기 이자 입법기 으로서 의사(議事)와 내부규율 등 

국회운 에 하여 폭넓은 자율권을 가지므로 국회의 의사 차나 입법 차

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반한 흠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자

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이나 국회의 상과 기능에 비추어 존 되어야 한다

(헌재 1997. 7. 16. 96헌라2, 례집 9-2, 154). 따라서 그 자율권의 범 내에 

속하는 사항에 한 국회의 단에 하여 다른 국가기 이 개입하여 그 정

당성을 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헌법재 소도 그 외는 아니다.”(헌

재 1998. 7. 14. 98헌라3)

 “국회법 제10조는 국회의장으로 하여  국회를 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도록 하고 있고, 국회법 제6장의 여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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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개의, 의사일정의 작성, 의안의 상임 원회 회부와 본회의 상정, 발언

과 토론, 표결 등 회의 차 반에 하여 국회의장에게 폭넓은 권한을 부

여하고 있어 국회의 의사진행에 한 한 원칙 으로 의장에게 그 권한과 책

임이 귀속된다(헌재 1998. 7. 14. 98헌라3, 례집 10-2, 74, 80). 따라서 개별

인 수정안에 한 평가와 그 처리에 한 피청구인의 단은 명백히 법에 

반되지 않는 한 존 되어야 한다.”(헌재 2006. 2. 23. 2005헌라6)

“국회의 자율권을 존 하여야 하는 헌법재 소로서는 이 사건 법률안 가결

ㆍ선포행 와 련된 사실인정은 국회본회의 회의록의 기재내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밖에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증거는 없다.”(헌재 2000. 2. 24. 

99헌라1)12)

국회 부분기 에게도 당사자능력을 확장함으로써 국회 내의 의사 차의 

하자를 사법 으로 다툴 수 있는 문호는 열어두면서도 의사 차의 합법성

에 해 상당히 완화된 심사의 통제만을 행하는 이런 입장은 그 기본방향

에 있어서는 정치 ․민주주의  기 인 국회와 헌법재 소 간의 기능  

권력배분의 에서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대통령에 의한 국회 권한의 침해를 다투는 분쟁

정부와 의회의 권력이 융합하는 오늘날의 정당국가 실에서 통령에 

의한 국회 권한의 침해 가능성이 제기되었을 때 이를 가, 어떤 방법으로 

다투는 것이 한 지 문제되었다. 통령이 헌법상 규정된 국회의 동의 

없이 그 권한을 행사한 것(국무총리서리 임명, 조약 체결 등)이 국회의 동

의권한 는 국회의원의 동의안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한 것인지를 심으

로 논의가 개되었다.

종래 이에 하여 재 부의 견해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견해

12) 이에 하여는 다음과 같은 다른 의견이 개진되어 있다. “이 사건과 같이  회

의록이 사실 로 정확히 작성된 것인지 그 자체에 하여 청구인들과 피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있는 등  회의록의 기재내용을 객 으로 신빙할 수 없는 사

정이 있는 경우라면, 헌법재 소로서는  회의록에 기재된 내용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변론에 출된 모든 자료와 정황을 종합하여 건 한 상식과 경험칙에 

따라 객 ㆍ합리 으로 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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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명이 있었으나(헌재 1998. 7. 14. 98헌라1), 최근에 헌법재 소는 입장을 

분명히 정리하는 결들을 연속하여 내놓았다. 국회의원이 국회의 동의권

한을 다투는 것은 이른바 ‘제3자소송담당’에 해당한다고 본 다음 명문의 규

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 고, 외부기 인 통령과

의 계에서 국회의원의 동의안 심의․표결권한은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 다(헌재 2007. 8. 20. 2005헌라813); 헌재 2007. 10. 25. 2006헌라5; 헌재 

2008. 1. 17. 2005헌라10). 이로써 헌법재 소는 통령이나 정부에 의한 국

회의 권한 침해가 문제되더라도 정부와 의회 다수당이 정 으로 결합할 

때에는 이를 다툴 수 있는 법  수단을 완벽히 쇄하 다. 이러한 결론으

로 과연 헌법의 권한질서를 제 로 수호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이에 

하여는 후술함).

2. 중앙정부의 간섭에 대한 지방자치권한의 방어

재까지 나타난 이 유형의 분쟁은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가. 소극적 권한쟁의

이 유형  가장 먼  나타난 것은 소극  권한쟁의이다. 권한쟁의는 특

13) “권한쟁의심 에 있어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행법 

체계하에서 국회의 구성원인 청구인들은 국회의 조약에 한 체결·비  동의권

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 을 청구할 수 없다 …… 국회의 동의권이 침해

되었다고 하여 동시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고,  국

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내 인 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 과의 외 인 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는 것이므로, 국회의원들 

상호간 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사이와 같이 국회 내부 으로만 직 인 법

 연 성을 발생시킬 수 있을 뿐이고 통령 등 국회 이외의 국가기 과 사이

에서는 권한침해의 직 인 법  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청구

인 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비 하 다 하더라도 국회의 체결·

비  동의권이 침해될 수는 있어도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

될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이 부분 심 청구 역시 부 법하

다.”(헌재 2007. 8. 20. 2005헌라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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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사안에 해 서로 권한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극  권한쟁의가 통상의 

발 형태지만, 특정 사안에 해 서로 권한(의무)이 없다고 주장하는 소극

 권한쟁의의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 소극  권한쟁의는 물론 국가기

과 지방자치단체 간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권한쟁의 당사자 간에 나

타날 수 있지만, 우리 례상 나타난 것은 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분쟁 형태로 나타났다. 헌법재 소는 소극  권한쟁의의 실질을 가진 

두 사건(어업면허의 유효기간연장 불허가처분에 따른 손실보상 의 지 사

무의 귀속을 둘러싸고 포항시가 정부를 상 로 청구한 헌재 1998. 6. 25. 

94헌라1 사건, 시화공업단지 내의 공공시설의 리권자가 구인지를 둘러

싸고 시흥시가 청구한 헌재 1998. 8. 27. 96헌라1 사건)을, 소극  권한쟁의

의 허용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 법하다고 함으로써 소극  

권한쟁의에 하여 소극  태도를 보 고, 그 후 재까지 소극  권한쟁

의가 문제된 사건은 없다.

행 헌법재 소법의 해석론상으로는 소극  권한쟁의는 인정하기 어렵

다.14)15) 헌법재 소법 제61조 제1항과 제2항의 법문은 제1항을 기본  청

구사유로, 제2항을 부가  청구사유로 설정하고 있다. 제61조 제2항은 “제1

항의 심 청구는 ……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권

한의 존부 는 범 에 한 다툼은 모두 제2항의 요건을 더 갖출 것을 분

명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한쟁의심 을 법하게 청구하기 

해서는 제1항의 청구사유, 즉 “권한의 존부 는 범 에 한 다툼”이 

있어야 하며, 이에 더하여 제2항의 청구사유, 즉 “피청구인의 처분 는 부

작 ”가 있고, 이것이 “청구인의 헌법상‧법률상 권한을 침해하 거나 침해

할 한 험”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소극  권한쟁의는 서로 자신에게 

문제된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주장 자체로 이미 제61조 제2항

14) 소극  권한쟁의 인정 여부의 논리에 하여는 김하열, 권한쟁의심 에 한 연

구, 고려 학교 석사학 논문, 1999, 28-32면; 헌법재 소, 헌법재 실무제요(제1

개정 ), 2003, 279-281면 참조

15) 소극  권한쟁의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로는, 허 , 헌법소송법론, 2008, 

322-324면; 정종섭, 헌법소송법, 2008, 504-5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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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구하는 청구인 격을 흠결하고 있는 것이다. 입법론으로는 스페인, 오

스트리아와 같이 소극  권한쟁의를 인정하는 명문규정을 두는 것을 생각

하여 볼 수 있다.16)

나. 중앙정부의 구체적 처분을 다투는 권한쟁의

앙정부는 지방자치법 등 법률의 근거에 의하여( 를 들어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한 시정명령, 취소‧정지, 동법 제171조에 의한 감사, 동법 제4

조 제3항에 의한 승인 등),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의 근거 없이 사실상, 그

리고 조요청, 업무연락, 지도 등 비권력  외형을 빌려 지방자치단체에 

한 간섭과 간여, 통제를 가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형태의 앙정부의 간

섭으로부터 지방자치권한을 방어하려 할 때 형 으로 나타나는 분쟁의 

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사건들이 있다.

- 앞에서 보았던 시간외근무수당에 한 2001헌라1․2002헌라2 사건, 감사

원의 감사에 한 2005헌라3 사건

- 행정자치부장 이 울산 역시 동구 등에 하여 ‘ 공노 책 련 긴  

지시’ 등을 통보한 행 가 문제되었던 헌재 2006. 3. 30. 2005헌라1 사건(업

무연락 는 단순한 견해의 표명 등에 해당하여 권한쟁의심 의 상이 되

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

- 경기도지사가 행정심 의 재결청으로서(즉 국가기 으로서) 인용재결의 

주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하여 직 처분을 한 것이 성남시의 권

한을 침해하 다며 무효확인하 던 헌재 1999. 7. 22. 98헌라4 사건 

 

다. 규범통제적 권한쟁의

이 유형은 비교  최근에 등장한 것으로서 국회의 입법행 를 상으로 

그것이 당사자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다투는 형태이다.17) 이것은 입법 차

16) 스페인, 오스트리아의 입법례에 하여는 김하열, 앞의 논문, 27-28면 참조

17) 통령이 통령령인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한 규정’을 제정한 것이 자치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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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하자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제․개정행 를 헌법재 소

법 제61조 제2항의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법률의 내용에 헌성이 

있는지를 단하는 것이다. 헌법재 소는 이러한 규범통제  권한쟁의가 

허용됨을 명백히 하 다.

- “처분은 입법행 와 같은 법률의 제정과 련된 권한의 존부  행사상

의 다툼, 행정처분은 물론 행정입법과 같은 모든 행정작용 그리고 법원의 

재   사법행정작용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공권력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권한쟁의심 의 ‘처분’을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법률에 한 권한쟁의심 도 허용된다고 이 일반

이다. 다만 권한쟁의심 과 헌법률심 은 원칙 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는 에서, 법률에 한 권한쟁의심 은 ‘법률 그 자체’가 아니라, ‘법률의 

제정행 ’를 그 심 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헌재 2006. 5. 25. 2005헌라4; 

헌재 2008. 6. 26. 2005헌라7). 

이러한 심 을 헌법률심  등 규범통제 차가 아닌 권한쟁의심 을 

통하여 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당한지, 피청구인과 심 상은 어떻게 잡을

지, 인용결정의 정족수와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문제된다(이에 하여는 

후술). 

재까지 규범통제  권한쟁의는 다음 3건에서 인정되었다.

- 국회가 의무교육 경비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게도 부담시킬 수 있

도록 법률을 제정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한 권한을 침해하

는지 문제되었던 헌재 2005. 12. 22. 2004헌라3 사건

- 종합부동산세법이 부동산보유세를 국세화함으로써 지방자치권한을 침

해하는지 문제되었던 헌재 2006. 5. 25. 2005헌라4 사건(다만, 청구기

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되었음)

을 침해하는지 문제되었던 헌재 2002. 10. 31. 2001헌라1사건, 서울특별시의 개정

조례가 강남구의 자치권한을 침해하는지 문제되었던 헌재 2004. 9. 23. 2003헌라

3이 있지만, 국회의 입법행 를 심 상으로 삼아 법률내용의 헌을 다투는 

사건과는 질 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법률제정행 를 심으로 논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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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지방선거 선거경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법률을 

제정한 것이 지방자치권한 침해하는지 문제되었던 2008. 6. 26. 2005헌

라7 사건  

 세 사건의 청구인은 모두 지방자치단체로서, 규범통제  권한쟁의가 

입법권의 행사로부터 지방자치권한을 방어하려는 권한쟁의심 의 한 유형

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 다.

3.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할분쟁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  상 지방자치단체와 하 지방자치

단체간의 권한쟁의 사례는 1건 있었다(헌재 2004. 9. 23. 2003헌라3). 

그 밖에는 모두 동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이고 그것도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할구역의 경계를 다투는 할분쟁이었다. 지방자치법 제

4조 제1항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 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

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치ㆍ분합할 때에는 법률로써 정하되, 시ㆍ군  자

치구의 할구역 경계변경은 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헌법재 소는 종 의 할구역의 경계가 어떤 기 에 의하여 어떻게 

설정되어 있었는지에 한 단을 통하여 할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재까지 할분쟁에 한 3건의 결정은 모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이

었다는 이 이채로우며(당진군과 평택시간의 헌재 2004. 9. 23. 2000헌라2; 

양시와 순천시간의 헌재 2006. 8. 31. 2003헌라1; 부산 역시 강서구와 진

해시 간의 헌재 2006. 8. 31. 2004헌라2), 옹진군과 태안군 간의 2005헌라2 

사건, 북제주군과 완도군 간의 2005헌라11 사건은 재 심리 에 있다.

할의 경계가 개별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에 그 법령의 해석을 통하

여 할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원활한 실 을 도와주는 일은 지

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 본연의 과제와 기능에 해당한다. 헌법재

소는 2004헌라2 사건에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 다. 그러나 할의 경계

를 정하거나, 할구역을 변경하는 법령이 없는 경우에 헌법재 소의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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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으로 할의 경계를 획정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 것인지에 하여

는 반드시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당진군과 평택시 간의 2000헌

라2 사건과 양시와 순천시 간의 2003헌라1 사건은 모두 공유수면(바다) 

매립지의 할이 어디에 속하는지에 한 분쟁이었는데, 공유수면에 하

여는 지방자치법에서든 개별법령에서든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할구역으로 

특정하거나 할구역 경계를 획정한 바가 없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문제

에 하여 정부의 련 부처 간에도 이견이 있는 상황이었다. 헌법재 소

는 성문의 법령이 없는데도 행정 습법에 의한 경계 획정이 가능하다고 보

고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 으로 해역  해역  매립지의 귀속을 

결정하 다. 이를 하여,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의 내용에 한 검토와 평

가,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사용한 행정 행  법  확신 존부, 당해 사건 

해역에 한 개별  단이라는, 사실자료에 한 복잡하고 긴 검토와 

단을 거쳐야 하 다. 이에 해서는, 법령에 의한 해결 가능성이 없는 가운

데 극 으로 할구역을 획정함으로써 분쟁해결의 소임을 다하 다는 

정  평가가 가능한 반면 다음과 같은 신 론이 제기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4조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할구역에 한 규율의 

권한을 입법자에게 유보하고 있다. 체입법자의 역할을 자임하는 것은 기

능  권력분립의 견지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할을 정한 법령이 없는 

때에는 경계 획정 불가의 단(주문상으로는 청구기각이 될 것이다)을 하

여야 한다.

- 변론 차를 통하여 해상경계에 한 복잡한 조사와 심리를 할 수 있

다 할지라도, 사실에 한 평가와 단이 주된 쟁 이 되는 이런 유형의 

재 을 단심의 헌법 문 재 기 인 헌법재 소가 계속 담당하는 것은 바

람직하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의 할구역 분쟁은 역시 법령에 근거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분쟁을 방하거나 조기에 해소하는 것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 개별법령에 의할 수도 있겠지만, 할분쟁이 향후로도 지속 으로 문

제될 수 있다면 지방자치법에 할분쟁을 조정하거나 결정하는 일반 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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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Ⅳ. 권한쟁의심판의 소송법적 쟁점

1. 당사자

권한쟁의심 의 당사자를 어느 범 까지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권한

쟁의심 의 과제와 기능에 직결되는 핵심 인 문제이다. 헌법기 에 한정

할 것인지, 법률상의 기 에까지 넓힐 것인지, 지방자치단체의 기 에게 당

사자성을 인정할 것인지, 다른 한편으로 부분기 에게 독자 인 당사자성

을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부분기 에 의한 이른바 제3자 소송담당을 인정

할 것인지에 따라 권한쟁의심 권의 범 가 달라지고, 권한쟁의심 의 과

제와 기능이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범  획정은 물론 헌법과 법률에 의하

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정 부분 헌법해석이나 법률해석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고, 이 에서 당사자 문제에 하여도 헌법재 소는 자신의 권한을 

획정하는 권한(Kompetenz-Kompetenz)을 행사하게 된다. 당사자의 범  

획정을 한 기 은 결국 세 유형의 권한쟁의심 을 헌법재 소의 장사

항으로 삼은 헌법규정의 취지, 권한쟁의심 의 제도  특성과 기능에 한 

이해에 귀착될 것이다.

가. 국가기관

(1) 국가기 성 인정의 기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는 헌법재 소가 “국가기  상호간 …… 의 권

한쟁의에 한 심 ”을 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 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는 국가기  상호간의 권한쟁의심 을 “국회, 정부, 법원  

앙선거 리 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

재 소법 규정이 국가기  상호간의 권한쟁의심 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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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한정 으로 열거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당사자를 시한 것에 불과

한 것인지 논란이 있었다.18) 

헌법재 소는 처음에는 이 조항을 열거조항으로 이해하여  조항에 열

거되지 않은 기 이나 열거된 기 의 부분기 은 권한쟁의심 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하 다가(헌재 1995. 2. 23. 90헌라1, 례집 7-1, 140), 그 후 

례를 변경하여  조항은 한정 , 열거 인 것이 아니라 시 인 조항

으로 해석하여야 헌법에 합치된다고 하면서 국가기 간의 권한쟁의심 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 의 범 는 헌법해석을 통하여 확정하여야 한

다고 하면서, 국가기 성을 별하는 기 으로 ①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 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국가기 일 것, ② 

그러한 국가기  상호간의 권한쟁의를 해결할 수 있는 당한 기 이나 방

법이 없을 것이라는 기 을 제시하 다. 그러면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은 

권한쟁의심 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헌재 1997. 7. 16. 96헌

라2, 례집 9-2, 154). 이에 따르면 국회나 정부와 같은 체기 뿐 아니

라 그 부분기 이라 할지라도 상  당사자와의 계에서 독자 인 지 를 

인정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이 결정은 국가기 간의 권한쟁의의 본질과 기능, 복수정당제도하에서 

여당과 야당의 립과 타 에 의하여 국회가 운 되는 정당국가  실에 

비추어 타당한 결정이라 할 것이다. 이 결정은 자칫 법문상의 형식  제도

에 그칠 뻔하 던 국가기 간의 권한쟁의심 을 활성화시킨 획기  계기가 

되었다.

한편, 국가기 성 인정의 이러한 기 에 하여, ‘국가기 간의 권한쟁의’

를 ‘헌법기 간의 헌법쟁의’로 부당히 축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

을 제기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헌법기  뿐만 아니

라 일정한 법률상의 기 도 제한 으로나마 당사자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어떤 기 으로 법률상의 기 에게 당사자성을 

18) 시설을 취한 듯한 견해로는 이시윤, “헌법재 에 한 견”, 헌법논총 제1집, 

1990, 67-68면; 한정설을 취한 견해로는 홍정선, 권한쟁의심 의 념, 헌법재

의 이론과 실제( 랑 김철수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3, 578-5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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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할지는 어려운 문제일 것인데, 일반 으로 볼 때, 국가기능의 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조직구성과 업무수행에 있어 독립성을 리는 

기 은 그 지 않은 기 에 비하여 권한분쟁이 발생하 을 때 이를 사법기

을 통하여 유권 으로 해결하는 것이 보다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 에 해당하는 국가기 으로는 를 들자면 국가인권 원회19), 

방송통신 원회20)같은 것을 상정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2) 당사자 인정의 범

(가) 국회

국회의 경우 체기 으로서의 국회뿐만 아니라, 국회의 부분기 인 국

회의장  국회부의장(헌법 제48조), 국회의원(헌법 제41조 제1항), 국회의 

각 원회(헌법 제62조), 국회 원내교섭단체(헌법 제41조, 제8조 참조) 등이 

헌법기 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21)

국회의원이 당사자가 된 사건은 그 상 방이 국회의장이거나(  96헌라2 

사건 외에도 헌재 2000. 2. 24. 99헌라1, 헌재 2003. 10. 30. 2002헌라1, 헌재 

2006. 2. 2. 2005헌라6, 헌재 2008. 4. 24. 2006헌라2 등), 통령이었다(헌재 

1998. 7. 14. 98헌라1, 헌재 2007. 7. 26. 2005헌라8, 헌재 2007. 10. 25. 2006

헌라5 등)다.

체로서의 국회가 당사자로 된 것은 헌재 2005. 12. 22. 2004헌라3과 같

이 규범통제  권한쟁의심 의 피청구인으로서이다. 

(나) 정부

체로서의 정부뿐 아니라 통령(헌법 제66조), 국무총리(헌법 제86조), 

국무 원(헌법 제87조), 행정 각부의 장(헌법 제94조), 감사원(헌법 제97조)

19) 통령이나 국무총리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며,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고(국가

인권 원회법 제3조 제2항), 원회의 구성에 있어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공히 여하며(동법 제5조 제2항), 원의 신분이 보장되고(제8조), 정치  립

성이 요구된다(제10조 제2항).

20) 통령 소속의 앙행정기 이라는  외에는 국가인권 원회와 비교  유사하

다(‘방송통신 원회의 설치  운 에 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8조, 제9조 

등).

21) 헌법재 소, 헌법재 실무제요(제1개정증보 ), 2008, 327면; 허 , 앞의 책, 300

면; 정종섭, 앞의 책, 4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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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헌법기 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정부내 기 들 간

의 권한분쟁은 계제  행정조직의 상명하복 계에 따라 상 기 에 의해 

조정되거나, 최종 으로 국무회의의 심의 는 통령에 의해 자체 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권한쟁의가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들 기 들이 권한쟁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란 주로 그들이 국회나 지방

자치단체 등과의 외  계에서 권한의 다툼이 있는 경우가 일반 일 것

이다.

통령이 당사자가 된 사건으로는, 국회의원과의 사이에서 당사자가 된 

 98헌라1, 2005헌라8, 2006헌라5 사건 외에도, 헌재 2002. 10. 31. 2001헌

라1 사건(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로서, 통령령에 의한 지방자치권한 

침해 여부가 문제됨)이 있다.

행정각부의 장이 당사자가 된 사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앙정부로부터의 

권한침해를 다툰 사건들로서 부분 행정자치부장  는 건설교통부장

이 당사자 다(헌재 2001. 10. 25. 2000헌라3, 헌재 2002. 10. 31. 2002헌라2, 

헌재 2006. 3. 30. 2003헌라2, 헌재 2006. 3. 30. 2005헌라1, 헌재 2005. 12. 

22. 2005헌라5, 헌재 2007. 3. 29. 2006헌라7).

감사원이 당사자로 된 사건으로는 헌재 2008. 5. 29. 2005헌라3이 있다

(감사원의 포  감사권 행사로 인한 지방자치권한 침해 여부가 문제됨).

체로서의 정부가 당사자로 된 사건으로는 헌재 2005. 12. 22. 2004헌라

3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법률안제출행 가 심 상이 되었다. 헌법 제52

조와 제53조는 입법 차에 하여 ‘정부’와 ‘ 통령’을 구분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법률안제출권한은 ‘정부’에 속하고, 법률안 공포  환부의 권한은 

‘ 통령’에 속한다. 이와 같이 정부의 부분기 이 아니라 체로서의 정부

에 속하는 권한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법률

안제출권한 외에 이러한 로는 정당해산의 제소권한(헌법 제8조), 산안 

편성 등 산에 한 정부의 권한(헌법 제54조 내지 57조)이 있다. 정부가 

당사자인 때에는 법무부장 이 정부를 표한다(헌법재 소법 제25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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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이와 달리 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 감사원에게 개별 으로 

귀속되는 권한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아니라 그 개별 국가기 이 당

사자가 된다.

이에 해서는 체로서의 정부만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정부에 속하는 

부분기 은 정부를 통하여 권한쟁의심 을 수행하면 족하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즉, 집행부가 당사자가 될 경우 그 형식  당사자를 정부로 통일

시킨다는 것이다. 이 견해의 장 은 첫째, 집행부를 상 로 권한쟁의심 을 

청구하는 청구인으로 하여  정부 내의 복잡할 수도 있는 권한귀속문제를 

고민할 필요 없이 ‘정부’라고 간명하게 상 방을 특정할 수 있다는 것과 둘

째, 정부 내의 여러 국가기 의 처분이 단계 , 복합 으로 작용하여 청구

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에 피청구인이 정부로 단일화되어 있지 않으면 

정부 내 기  간의 사정(어느 기 에게 책임이 귀속되는지 등)을 잘 알 수 

없는 청구인으로서는 공격․방어 등 심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첫째, 실질 인 분쟁당사자를 외면하고 정부로 창구를 단일화할 

경우엔 형식  당사자와 분쟁의 실질  당사자가 불일치하여 심 수행의 

효율성을 감시킬 수 있다는 , 둘째, 권한쟁의심 의 청구인은 일반국민

이 아니라 국가기 이나 지방자치단체여서 피청구인 지정을 제 로 할 것

을 기 할 수 있다는 , 셋째,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하 더라도 

피청구인표시정정 는 헌법재 소법 제40조에 의해 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4조에 규정된 피고경정제도를 통하여22) 정당한 피청구인으로 교정할 수 

있다는 을 고려하면 체로서의 정부와 정부 내의 개별 국가기 을 별도

의 당사자로 악하는 것이 보다 하다 할 수 있다. 실제로 헌법재 소

는  2004헌라3 사건, 그리고 헌재 2008. 3. 27. 2006헌라1 사건(피청구인 

22) 행정소송의 피고경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허용된다는 것이 법원 례

이다( 법원 2006. 2. 23. 자 2005부4 결정). 그러나 헌법재 소는 최종심이지만 

단심이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 사실심리도 하며,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권한구제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에서 피청구인 경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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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국 정부’에서 ‘1. 해양수산부장 , 2.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경

정)에서 피청구인경정을 허가한 바 있다. 

(다) 법원과 헌법재 소

법 은 독립하여 심 하는 헌법기 으로서(헌법 제103조), 이론 으로는 

법원을 비롯한 각  법원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서의 개별 법 (단독

사)도 모두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23)

그러나 법원조직 내부에서의 권한분쟁은 심 제도라든가 사법행정  

계질서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으므로 개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없을 것

이다(다만, 를 들어 법원장이 법 회의의 동의 없이 법 을 임명한 

경우를 상정한다면, 법 회의의 구성원인 법 들이 법원장을 상 로 

권한쟁의심 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사법입법이나 사법행정  처분으로 인하여 외부기 과의 사이에 

권한분쟁이 발생한 경우, 는 외부기 의 처분이나 부작 로 법원의 재

권한이나 사법행정  권한이 침해되는 경우(국회가 법원의 사법권을 본질

으로 침해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는 경우라면 이에 하여 권한쟁의로 다

툴 수 있을 것이다)만이 문제될 것이나, 실제 이에 해당하는 분쟁의 유형과 

사례가 어떤 것인지 미리 측하기는 어렵다.

권한쟁의심 에 있어서 심 자가 되는 헌법재 소가 스스로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에 하여, 이를 인정하는 입법례도 있으나,24) 헌법재 소는 

스스로 권한쟁의심 의 심 자가 되므로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

다.25) 그 결과 법원과 헌법재 소간에 재 할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더

23) 법원은 국가의사형성에 능동 으로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사법기 이 정치권

력의 주체들과 직  분쟁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에서 

법원은 당사자의 범 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로는, 정태호, 앞의 

, 424면; 유사한 취지로는, 한수웅, “국가기 간의 권한쟁의에 있어서의 제3자

소송담당  결정주문”, 인권과 정의 제265호, 107면

24) 이태리에서는 헌법재 소가 국가기  사이의 권한쟁의의 당사자가 된다고 한다. 이

는 법원이 헌법재 소가 내린 규범통제 결정을 수받기 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한다. Luther, Jörg (최갑선 역), Die italienische Verfassungsgerichtsbarkeit, 

1990, S.138-146, “오스트리아, 이태리  스페인에서의 권한쟁의심 ”, 헌법재 자료 

제8집, 헌법재 소, 1997, 2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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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권한쟁의심 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라) 앙선거 리 원회

헌법재 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명문규정상 앙선거 리 원회가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26) 

각  선거 리 원회도 당사자능력이 있다. 헌법재 소는 “ 앙선거 리

원회 외에 각  구․시․군 선거 리 원회도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

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 인 권한을 부여받은 기 에 해당하

고, 따라서 피청구인 강남구선거 리 원회도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고 

하 다(헌재 2008. 6. 26. 2005헌라7).

(마) 정당

정당의 헌법상의 지 는 국가나 사회의 역  어느 하나에 무리 없이 

편입시키기 어려운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 엄 히 말하면 정당은 국가조직

의 일부가 아니고 공법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국가기 이

라고 보기 힘들다.27) 반면에 국가조직밖에 있는 사회  제도도 헌법이 그

것을 국가조직의 구성  그 작용의 과정에 끌어들이고 있는 경우에는 헌

법기 으로서의 특성을 획득하게 된다는 것을 제로,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서 헌법 으로 결정 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에서 다른 국가최고기 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의사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므로 형식 ‧제도 인 국가기구

의 일부는 아니더라도 작용  조직으로서의 국가를 심으로 고찰하는 경

우에는 국가기 과 같은 차원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정당도 다른 

헌법기 들과 마찬가지로 권한쟁의심 차에서 자신의 지 를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수도 있다.28) 

25) 헌법재 소는 스스로 권한쟁의심 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시한 바 있다(헌

재 1995. 2. 23. 90헌라1, 례집 7-1, 140, 148).

26) 앙선거 리 원회가 행사하는 권력이 국가권력의 한 부분을 이루지 않으

며, 국가의사형성에 있어서 창조 , 능동 이며 주도 인 역할을 하는 통합기

이라고 평가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당사자에서 배제된다는 견해로는, 정태호, 앞

의 , 424면. 앙선거 리 원회의 독립성과 정치  립성을 이유로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 견해로는, 한수웅, 앞의 , 107면 

27) Henke, Das Recht der politischen Parteien, 2.Aufl., 1972, S.11ff. 

28) Lorenz, 앞의 , S.24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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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 소는 정당을 헌법기 의 일종으로 보고서 정당의 헌

법  지 와 련된 분쟁일 경우에는, 즉 헌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범  내에서 독일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권한쟁의심 를 청

구할 수 있음을 례로 확립해 놓고 있다29).

우리 헌법과 헌법재 소법에 의할 때 정당을 국가기  상호간의 권한쟁

의심 의 당사자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를 인정할 때의 제도  장 을 

들어 극 인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견해30)가 있는가 하면, 정당은 

국가기 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부정하는 견해31)가 있다.

독일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가 권한쟁의심 의 당사자로서 ‘연방최고

기 과 기타의 여자(anderer Beteiligter)’라고 규정함으로써 非국가 인 

제도에 당사자의 지 를 부여할 실정법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음에 반하

여, 우리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나 헌법재 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는 

단순히 “국가기 ”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정당의 당사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실정법상 가능성은 그 만큼 미약하다. 정당이 헌법  제도인 은 틀

림없으나 그 다고하여 국가기 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정당의 이  지

를 구분하는 기 , 즉 어떤 경우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어떤 경

우에 권한쟁의심 을 청구하여야 하는지의 구분기 을 분명히 설정하거나 

일 되게 용하기 어려운  등에 비추어 정당의 당사자성을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지방자치단체

헌법재 소법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모든 종류의 지방자치단체, 즉 특

29) BVerfGE 4, 27; BVerfGE 44, 125; BVerfGE 66, 107

30) 정태호, 앞의 , 440-443면. 행 헌법소원제도는 정당의 헌법  지 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부족한 반면, 권한쟁의심 은 국가기 의 모든 처분

과 부작 를 폭넓게 상으로 삼을 수 있고, 보충성의 원칙이 용되지 않으므

로 법원에서 다루기에 부 한 정치  성격의 분쟁을 곧바로 헌법재 소에서 

다툴 수 있는 장 이 있음을 지 하고 있다.

31) 정종섭, 앞의 책, 484-4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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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시, 역시, 도, 시, 군, 자치구가 권한쟁의심 의 당사자라고 규정하고 

있다(헌법재 소법 제62조 제1항). 이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

체를 표한다(지방자치법 제101조). 국가기 의 경우와는 달리 헌법 제117

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하도록 임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그 개념요소와 범 를 헌법해석을 통하여 확정하

여야 하는 어려움은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기 이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에 하여는 견해

가 갈릴 수 있다.

(1) 정설

권한쟁의심 제도의 취지와 성질을 근거로 이를 일반 으로 정하는 

견해가 있다.32)

(2) 제한  정설

지방자치단체 기 의 당사자성을 제한 으로, 즉 지방자치단체 기  상

호간 - 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간과 같은 - 의 권한쟁

의심 은 허용되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 기 과 국가기  간에는 달리 보

아야 한다는 입론이 있을 수 있다.

국가기 인 국회가 지방의회의 권한( 컨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한 

통제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거나, 앙행정기 이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지방의회를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이름으로 국가기 을 상

로 권한쟁의심 을 제기하여  것을 늘 기 하기는 힘들다. 특히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속한 정당과 지방의회 다수  정당이 서로 달라 정 으로 

립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앙권력에 의한 

자치권한의 침해를 보호받을 수 있는 사법  구제수단이 필요한데, 행정소

송법상의 기 소송은 자기소송으로서 공법상의 법인 내부에서의 권한분쟁

의 해결수단이라는 것이 그 본질이므로, 각기 다른 권리주체에 귀속하는 

기 간의 권한분쟁을 기 소송의 할로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33),  

32) 정종섭, 앞의 책, 478면, 4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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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국가기 과 지방의회간의 분쟁은 그 성격상 순수 사법기 인 법

원보다는 헌법재 에 더 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제한 으로 지

방자치단체 기 의 당사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론이 될 것이

다.

헌법재 소는 부산 역시 동래구청장이 건설교통부장 을 상 로 권한

쟁의심 을 청구한 사건에서, 양 당사자간에 지방자치단체의 기 에게 당

사자능력이 있는지에 한 상반된 주장들이 개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하여 단하지 않고,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한 바 있다(헌재 

2007. 3. 29. 2006헌라7).

(3) 부정설

헌법재 소는 국가사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칙 으로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하 다(헌

재 2006. 8. 31. 2003헌라1).

국가의 경우 “국가기 ”이라고 명시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

자치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분명한 문언상 지방자치단체의 기

( 컨 ,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은 권한쟁의심 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34) 따라서 동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기 간의 권한분쟁, 

상이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기 간의 권한분쟁, 지방자치단체의 기 과 

국가기 간의 권한분쟁은 헌법재 소의 권한쟁의심 권의 상이 될 수 없

다 할 것이다. 후2자의 권한분쟁에 한 한 행법상 할의 흠결이 발생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그 기 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입헌·입

법론으로서는 모르되, 해석론으로서는 무리한 확장해석이 될 것이다.

33) 가능하다는 견해로는, 한견우, “기 소송의 기능에 한 재검토와 기 소송의 

차”, 연세법학연구 제3권, 1995. 11.; 백윤기, “권한쟁의심 과 기 소송”, 헌법문

제와 재 (상)(사법연수원), 1996, 697-699면

34) 헌법재 소법 제62조 제2항은 권한쟁의가 지방교육자치에 한법률 제2조의 규정

에 의한 교육․학 에 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한 것인 때에는 교육감이 

당사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의미는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를 표한

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헌법재 소실무제요(각주21), 2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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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헌법재 소법 제62조 제1항 제2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상 방 당사

자가 되는 ‘국가기 ’을 ‘정부’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타 국가기

은 당사자가 될 수 없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여기서도 ‘정

부’로 규정한 것은 시 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다면 정부뿐

만 아니라 그 부분기 , 국회  법원 등 여타 국가기 도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범 는 에서 본 국가기  상호간의 권한쟁의심

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기  상호간의 권한쟁

의’의 경우보다 법률  차원의 권한분쟁이 더 많은 비 을 차지할 수 있다

는 을 감안할 때 보다 더 넓게 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헌법재 소는 통령(헌재 2002. 10. 31. 2001헌라1), 행정자치부장 (헌

재 2001. 10. 25. 2000헌라3), 건설교통부장 (헌재 2006. 3. 30. 2003헌라2)

을 정부의 부분기 으로서 당사자로 인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심 의 재결청의 지 에서 행한 처분이 할구역 내에 있는 하  지방

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에 한 권한쟁의 사건에서, 그 재결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 의 지 에 있다고 보아 그 권한쟁의를 국가

기 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로 본 례가 있다(헌재 1999. 7. 22. 98

헌라4, 례집 11-2, 51, 65).

다. 제3자소송담당

제3자소송담당은 권리주체가 아닌 제3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권리주체를 

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한 문제이고, 권한쟁의심

에서는 특히 부분기 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속기 의 권한을 주장할 수 있

는지가 문제된다. 우리 헌법재 소법은 독일과 같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부분기 의 소송담당이 인정될 수 있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었

다.35)

35) 학계의 견해는 체로 제3자소송담당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허 , 앞의 책, 

309-310면; 정종섭, 앞의 책, 481-482면(교섭단체 뿐만 아니라 개별 국회의원도 



憲法論叢 第19輯(2008)

450

그런데 최근 헌법재 소는, 교섭단체를 결성하지 못한 정당 소속의 국회

의원 원인 청구인들이 국회를 하여 국회의 조약에 한 체결·비  동

의권한의 침해를 다투는 권한쟁의심 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에서, 다수결의 원리와 의회주의의 본질, 남용가능성을 들어 제3자소송담당

은 외 으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 청구인 격

을 부인하 다(헌재 2007. 7. 26. 2005헌라8; 헌재 2007. 10. 25. 2006헌라5; 

헌재 2008. 1. 17. 2005헌라10). 이에 하여는 헌법의 권력분립원칙과 소수

자보호의 이념으로부터 제3자 소송담당을 직  도출할 수 있으며, 어도 

국회의 교섭단체 는 그에 하는 정도의 실체를 갖춘 의원 집단에게는 

제3자소송담당의 방식으로 권한쟁의심 을 청구할 수 있는 지 를 인정하

여야 한다는 반 의견이 있었다.

반 의견에 찬동한다. 의 정당국가  권력분립구조하에서는 의회와 

행정부가 정당을 통하여 융화되는 상을 보이고 있고, 그에 따라 의회의 

정부 견제기능이 약화될 수 있는데 의회 내에서의 여당과 야당 간의 기

능  권력분립을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견은 제3자소송담당을 인정하는 것이 의회주의의 본질에 어 난

다고 한다. 그러나 제3자소송담당은 의회 내 다수 의 정략  묵인으로 

정부 견제라는 의회주의의 본질이 훼손되는 상황에서 이를 회복하기 하

여 강구되는 것이므로 오히려 의회주의를 강화하는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한 다수의견은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나, 원래 헌법재 소법은 헌법소

송에 한 완결  규율을 기도하는 신 제40조를 통해 다른 법령을 용

하도록 규정하되 “헌법재 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라는 

요건을 부가하고 있는데, 이는 입법규율의 공백이 있는 경우에 헌법소송의 

특성에 맞는 규율을 헌법재 소 스스로 발 시켜 나갈 것을 임한 취지이

다. 그러므로 와 같은 사건에서 제3자소송담당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제40조의 입법취지에 부응하는 법해석이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가능하다고 본다); 한수웅, 앞의 , 108-109면(교섭단체에게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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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은 권한쟁의심 의 남용의 우려를 들고 있으나, 제3자소송담당의 청구가 

아직 남용된바 없고, 헌법소원과 같이 모든 개인이 청구할 수 있는 소송유

형이 아니라 국민의 표자로서 헌법기 인 국회의원 는 이들로 구성되

는 국회의 부분기 만이 청구할 수 있는 소송유형일 뿐만 아니라, 제3자소

송담당의 자격을 교섭단체 는 그에 하는 정도의 실체를 갖춘 의원 집

단에 한하여 인정할 경우 더욱 남용의 우려가 없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 소는 제3자소송담당을 부인함과 아울러, 국회의 동의권한과 국

회의원의 동의안 심의·표결권한을 별개의 것으로 분리하면서, 외부기 인 

통령과의 계에서 국회의원의 동의안 심의․표결권한은 침해될 가능성

이 없다고 하 다. 그러나 국회의 동의권한과 국회의원의 동의안 심의·표

결권한을 그와 같이 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될 수

도 있다. 국회는 국회의원들로 구성되는 합의체 기 으로서(헌법 제41조 

제1항) 국회의 의사는 결국 표결로 나타나는 국회의원들의 의사가 결집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에서 보면 국회의 동의권한은 그 속성상 필연

으로 동의안에 한 국회의원들의 표결권한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여지

도 있는 것이다.36)

헌법재 소의 이번 결정으로 정부와 국회가 다수당에 의해 지배되는 상

황에서 국회의 권한이 아무리  명백하게 침해되더라도 국회 소수 가 

이를 사법 으로 다툴 방법이 무하게 되었다. 정부와 국회가 다수당에 

의해 지배되더라도 국회 소수 에 의한 정부 견제의 최소한의 기능은 살

아있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와 권력분립의 헌법원리라고 할 때, 이번 

결정은 그 최소한의 수단마  차단한 것으로서, 작게는 국가기  상호간의 

권한쟁의심 이 수행하여야 하는 기능, 즉 앞에서 본 정치  평화보장기능

과 소수자보호기능의 수행을 포기한 것이고, 크게는 헌법원리와 헌법질서 

36) 일 이 헌법재 소는 국무총리서리 임명 사건에서 재  1인은 양자의 권한이 

별개의 것임을 제로, 통령의 행 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한과 법  

련성이 없고 이를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본 반면, 재  3인은 양자를 분리

하지 않고 국회의 동의권한에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한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았다. 헌재 1998. 7. 14. 98헌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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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라는 헌법재 의 목 과 과제를 소홀히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 처분

가. 일반론

헌법재 소법 제61조 제1항은 “권한의 존부 는 범 에 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당해 국가기  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 소에 권한쟁의심

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제2항은 “제1항의 심 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는 부작 가 헌법 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

의 권한을 침해하 거나 침해할 한 험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권한쟁의심 의 요건을 보다 한정 으로 규정하

고 있다. 따라서 권한쟁의심 을 청구하려면 피청구인의 “처분 는 부작

”가 존재하여야 한다.

처분은 법  요성을 지녀야 하고, 청구인의 법  지 에 구체 으로 

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는 행 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기  내부에서만 

향을 미치는 내부행 , 사  비행 , 단순한 견해표명은 처분에 해당하

지 않는다. 헌법재 소는 정부의 법률안 제출행 (헌재 2005. 12. 22. 2004

헌라3), 행정자치부장 이 지방자치단체에게 한 단순한 업무 조 요청, 업

무연락, 견해표명을 처분이 아니라고 하 다(헌재 2006. 3. 30. 2005헌라1).

헌법재 소는 처분의 개념을 비교  넓게 보고 있다. 개별  행  뿐만 

아니라 일반  규범의 정립행 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단발  

행  뿐만 아니라 여러 개별행 가 결합된 일련의 행 를 포 하여 하나의 

‘처분’으로 보기도 한다. 그리하여 법률 제·개정행 (헌재 2005. 12. 22. 

2004헌라3; 헌재 2006. 5. 25. 2005헌라4; 헌재 2008. 6. 26. 2005헌라7), 명

령·규칙·조례의 제·개정행 (헌재 2002. 10. 31. 2001헌라1; 헌재 2004. 9. 

23. 2003헌라3),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의결을 거친 

후 법률안을 가결선포한 일련의 행 (헌재 1997. 7. 16. 96헌라2)에 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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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성을 인정하 다.   

나. 장래처분론

헌법재 소는, ‘장래처분’이란 개념을 창조하면서 아무런 처분이 없더라

도 장차의 개연성을 이유로 권한쟁의심 을 일정한 경우 허용하고 있다. 

즉, “장래처분을 상으로 하는 심 청구는 원칙 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장래처분이 확실히 정되어 있고, 장래처분에 의해 권한이 침해될 험성

이 있어서 사 에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외 인 경우에는 

장래처분에 해서도 권한쟁의심 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4. 9. 23. 

2000헌라2; 헌재 2006. 8. 31. 2003헌라1)고 하고 있다. 이러한 장래처분론

의 논거로는 권한다툼의 사  해결의 효율성, 권한의 사  보호의 필요성

을 들고 있다.37)

그러나 이에 해서는, 분쟁해결의 필요성만을 앞세운 것으로서 헌법재

소법 제61조 제2항의 문언해석의 한계를 넘는 것이고, 이 조항을 통해 

요구되고 있는 구체  쟁송성 요건을 무리하게 완화한 것이라는 의문을 제

기하여 볼 수 있다. 헌법재 소법 제61조 제1항과 제2항의 계를 볼 때 

제2항은 제1항에 한 추가  요건으로 설정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장래처분론에 의하면 이 추가  요건이 - 외 이라고는 하지만 - 면제

됨으로써 처분을 매개로 구체  분쟁의 실체가 채 형성되기도 에 분쟁해

결의 필요성만을 주장하면서 권한쟁의가 청구될 가능성이 있어서 법요건 

규정이 갖추어야 할 여과(filtering)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37) “왜냐하면 권한의 존부와 범 에 한 다툼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이 내려지기를 기다렸다가 권한쟁의심 을 청구하게 하는 것보다는 사

에 권한쟁의심 을 청구하여 권한쟁의심 을 통하여 권한다툼을 사 에 해결

하는 것이 권한쟁의심 제도의 목 에 더 부합되기 때문이다 …… 피청구인 평

택시는 이 사건 제방에 한 할권한 행사를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로 인한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될 한 험성이 존재한다 …… 이 사건 제방

에 한 할권한분쟁을 사 에 해결하여 청구인의 권한을 사 에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4. 9. 23. 2000헌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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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 소가 방  사법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험도 있을 것이다. 물

론 헌법재 소법 제61조 제2항은 권한침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침해할 한 험이 있는 때”에는 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처분 자체는 존재할 것을 제로 하는 것이다. 즉 이 조항은 

권한침해의 사  방을 ‘권한침해’ 요건의 시간  앞당김(‘침해의 한 

험’)을 통해 달성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재 소는 처분성 요건의 

가상  앞당김(‘장래처분’)을 통해서도 달성하려고 한 것이다. 

다. 규범통제적 권한쟁의의 문제

(1) 문제의 소재

국회의 입법행 를 상으로 그 내용이 당사자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다

투는 권한쟁의심 이 최근 등장하 다. 이것은 입법 차상의 하자가 아니

라, 국회의 법률제․개정행 를 헌법재 소법 제61조 제2항의 ‘처분’에 해

당하는 것으로 보고 법률의 내용에 헌성이 있는지 여부를 문제삼는 유형

이다. 입법행 의 결과인 법률의 실체  내용이 헌법에 반되는지를 심사

하게 된다는 에서 그 실질은 규범통제와 단히 유사하다. 앞에서 본 바

와 같이 헌법재 소는 이러한 규범통제  권한쟁의가 허용됨을 명백히 하

다.

이러한 심 을 하는 것이 헌법률심  등 규범통제 차가 아닌 권한쟁

의심 을 통하여 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당한지, 피청구인과 심 상은 어

떻게 잡을지, 인용결정의 정족수와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문제된다.

(2) 독일의 법규정과 례, 실무례

(가) 독일의 법규정과 례, 학설

독일의 권한쟁의심 청구 요건은 우리 입법의 모델이 되었으며, 법률에 

한 권한쟁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독일의 는 우리에게 참고

가 될 수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 소법 제64조는 우리 헌법재 소법 제61조 제2항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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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가지로 “처분(Maßnahme)”으로 인한 권한침해를 권한쟁의심 의 요건으

로 규정하고 있는데38), 여기서의 처분에는 ‘법률의 제정(Erlaß eines 

Gesetzes)’도 포함된다고 하는 것이 례와 학설의 입장이다.39) 그리하여 

권한쟁의 차는 사실상 규범통제로 이행할 수 있으나, 권한쟁의 인용 결

은 처분의 헌확인만 가능할 뿐, 법률에 한 무효선언은 할 수 없으며, 

헌상태를 제거하는 것은 입법자의 과제라고 한다[BVerfGE 104, 287(326), 

BVerfGE 24, 300(351)].40) 이는 규범통제에 한 연방헌법재 소법 규정이 

무효선언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규범통제 재 에 법규  효력을 인정

하고 있음에 반하여(연방헌법재 소법 제78조, 제82조, 제31조 제2항), 권한

쟁의에 한 규정에서는 기본법 반 여부의 확인 가능성만을 정하고 있

을 뿐(동법 제67조) 와 같은 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입법자가 

헌상태를 제거하여야 하는 의무는 연방헌법재 소 재 이 지닌 기속력에 

근거할 것이다(동법 제31조 제1항).

이러한 경우 입법자가 연방헌법재 소의 헌확인의 취지 로 새로운 

입법을 할 때까지 그 법률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경과  규율은 어떻게 

하는지 문제된다. 독일의 경우 일반  집행조항(동법 제35조)을 두고 있어, 

연방헌법재 소는 필요한 경과  규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

헌법재 소가 주문이 아닌 이유에서 문제된 법률의 잠정  용 등 경과규

율을 상세히 하고 있는 가 보인다[BVerfGE 85, 264(326ff.)]. 

(나) 독일의 입법과정

법률안은 연방정부, 연방의회의원, 연방참사원41)에 의하여 연방의회에 

제출되고(기본법 제76조 제1항), 연방법률은 연방의회에 의하여 의결되어 

38) 독일 연방헌법재 소법 제64조 제1항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처분 는 부작 가 

기본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 는 그가 속한 기 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

다거나 직  태롭게 하 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

39) Schlaich/Korioth, Bundesverfassungsgesetz, 6.Aufl. 2004, Rn.93; Maunz/Schmidt-

    Bleibtreu/Klein/Ulsamer, Bundesverfassungsgerichtsgesetz, 1997, §64, Rn.10 

40) Schlaich/Korioth 앞의 책, Rn.97 ; Maunz/Schmidt-Bleibtreu/Klein/Ulsamer, 앞

의 책, §67, Rn.4 

41) 미국의 연방상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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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참사원에 송부되며, 연방참사원이 동의하거나, 연방의회와의 합동심의

를 요구하지 않거나,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한 성립한다

(기본법 제77조, 제78조). 이와 같이 성립된 법률은 부서 후에 연방 통령

이 서명하고 연방법률공보에 공고된다(기본법 제82조).

(다) 연방헌법재 소의 실무례

규범통제  권한쟁의에 한 연방헌법재 소의 실무례는 다음과 같다. 

BVerfGE 6, 84 : 청구인 바이에른 뮌헨당(黨)42), 피청구인 연방의회. 주

문: ‘연방의회는 ○○○법률 제6조 제4항의 제정(Erlaß)으로 기본법 제○○

조에 반하지 않았다.’

BVerfGE 20, 119 : 청구인 바이에른 뮌헨당, 독일인민당, 피청구인 연

방의회, 연방참사원. 주문: ‘연방의회는 1962년도 산법률에서 2천만 마르

크를 정당보조 으로 편성함으로써 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배하 다.’

BVerfGE 24, 184 : 청구인 연방참사원, 피청구인 연방정부. 주문: ‘연방

정부는 ○○○법규명령을 연방참사원의 동의없이 제정(Erlaß)함으로써 기

본법 제○○조에 반하지 않았다.’

BVerfGE 24, 300 : 청구인 독일민족민주당 등, 피청구인 연방의회, 연방

참사원. 주문: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은 정당법 제○○조에서 2.5%이상 득

표한 정당에 한하여 선거비용 상환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기본법 

제○○조에 반하 다.’

BVerfGE 73, 1 : 청구인 녹색당, 피청구인 연방의회. 심 상: ‘연방의

회가 1983년도 산법률에서 8500만 마르크를 사회정치  민주주의 진 

보조 으로 편성하여 ○○○정당의 재단들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본법 제○○조에 반하 는지 여부’. 주문: 심 청구를 기각한다.

BVerfGE 85, 264 : 청구인 녹색당, 피청구인 연방의회, 연방참사원. 주

문: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은 정당법 제○○조에서 연 기부 액이 4만 마

르크를 과하는 경우에만 기부 을 회계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기

42) 앞에서 본바와 같이 독일에서는 연방헌법재 소의 례에 의하여 정당도 권한쟁

의심 의 당사자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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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 제○○조에서 나오는 청구인의 권리43)를 침해하 다.’

BVerfGE 104, 287 : 청구인 공화주의자당, 피청구인 연방의회, 연방참사

원. 심 의 상: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이 1994. 1. 28. 개정된 정당법 제

26조 제4항 제1문에서 …… 규정함으로써 기본법 제21조 제1항에서 나오는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 는지 여부’. 주문: 심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권한쟁의 사건은 본질 으로 개정 정당법에 신설된 규정에 한 것이다 

…… 개정 정당법 제26조 제4항 제1문의 규정은 청구인의 국가로부터 자유

로울 권리  기회균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라) 정리

이상과 같은 독일의 법규정, 례와 실무례를 종합하면 ① 피청구인은 

연방의회(양원제이므로 연방참사원이 입법권한을 나 는 경우에는 연방참

사원도)가 된다. ② 근자의 인용 주문례는 ‘연방의회가 ○○○법률 제○○

조에서 ……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법 제○○조에서 나오는 권리를 

침해하 다’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규범통제사건(‘○○○법률 제○○조는 

기본법 ○○조에 반되고, 무효이다.’)의 주문과는 차별성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한 권한쟁의는  하나의 규

범통제 기능을 하게 되고, 법률의 헌 여부가 실질 으로 본안 단의 내

용을 이룬다.

(3) 우리 헌법재 소법의 해석

(가) 규범통제  권한쟁의 인정의 정당성

학계에서는 처분의 개념을 넓게 보아 국회의 법률제정행 나 법률 그 자

체도 포함된다는 견해가 많고44), 이를 부인하는 견해는 찾아보기 어렵다. 

법률을 권한쟁의의 상으로 삼는 것은 독일뿐만 아니라 스페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법령(disposiciones), 결정

43) 독일의 제도는 국가기 의 권한을 ‘권리’로 의제하여 마치 주  권리를 다투는 

소송처럼 구성하고 있다.  

44) 정종섭, 앞의 책, 506면; 류지태/신 기, “국가기 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

의”(헌법재 연구 제9권), 1997, 304면: 최갑선, 앞의 (각주8), 417면: 김운룡, 

“국가기  상호간의 권한쟁의심 ”, 권한쟁의심 제도에 한 연구(헌법재 연

구 제3권), 1991, 1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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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luciones), 행 (actos), 부작 (omision) 등이 모두 포 으로 심

상이 된다(스페인 헌법재 소법 제61조 제1항).  

우리 법제상 ‘처분’의 개념에 법률이 포함된다는 것은 다소 생소한 경우

라 할 것이나, 입법의 연 상 헌법재 소법 제61조 제2항은 독일 연방헌법

재 소법 제64조 제1항을 계수한 것이어서 우리 법의 “처분”이라는 법문은 

독일법의 “Maßnahme”의 번역어임을 생각하면 처분의 개념을 독일에서와 

같이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권한쟁의심 의 제도  기능을 생각하면 처분개념에 법률을 포함시킬 

필요는 더욱 크다. 의회가 입법으로 타 국가기 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을 제약하는 일은 상시 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로서 이로부터 헌법의 권

한법질서를 지킬 필요가 있다. 물론 법률을 다투는 권한쟁의심 을 인정하

면 결국 규범통제로 ‘변질’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헌법의 우

를 지키는 규범통제는 헌법재 소의 본연의 기능과 역할로서 반드시 

헌법률심  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차에서도 헌법재 소는 필요할 경

우 규범통제 기능을 수행할 것이 정되어 있고,  요청된다. 헌법소원의 

경우 국민의 기본권 구제가 1차 인 기능이지만 법률소원은 곧 규범통제이

기도 하다(기실 행 헌법재 소법에 규정된 “공권력의 행사”라는 개념에 

법률이 포함된다고 볼 것인지도 문제될 수 있지만, 헌법재 소는 이를 

례로 인정하여 온 것이다). 마찬가지로 권한쟁의심 은 권한분쟁의 해결, 

권한법질서의 수호가 그 1차 인 기능이지만 실제로는 권한행사의 합헌성, 

합법성을 통제하는 기능을 하게 되고 권한분쟁이 입법을 매개로 하는 경우

에는 규범통제 기능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고,  수행할 것이 요청된다. 

그러므로 법률을 상으로 하는 권한쟁의심 이 규범통제  기능을 수행한

다고 하여 이를 ‘변질’이나, ‘우려’할만한 상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

이다.

만약 추상  규범통제제도도 없는 재의 헌법재 제도에서 법률에 

한 권한쟁의심 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한 권한법질서의 침훼가 발생하

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툴 수 없는 헌법재 의 기능장애가 발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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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권한법질서가 반드시 기본권질서로 환원되지는 않으므로 구체  규

범통제나 헌법소원 등을 통한 다른 해결방법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를 들어, 입법으로 헌법기 의 권한변경이나 직제조정을 한 경우 그 구성

원이 공무담임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들어 헌법소원을 하여서는 문제의 

본질을 다룰 수 없고, ‘기본권의 침해가능성’이라는 헌법소원의 법요건 

한 통과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처분’의 개념을 넓게 보아 법률제‧개정행 를 권한쟁의심 의 

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 즉 규범통제  권한쟁의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과 심 상의 문제 

입법행 에는 정부, 국회, 통령 등 여러 국가기 이 여러 단계의 차

를 거쳐 여한다. 그리하여 어느 국가기 을 피청구인으로 삼는 것이 

정한지 문제된다.

헌법규정의 법률제정 차를 보면,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헌법 제40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제52조),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통령이 공포하여야 하지만, 소정의 기간 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제53조 제1항, 제5항). 통령은 법률안을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소정의 기간 내에 재의요구가 없으면 

역시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제53조 제2항, 제5항). 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더라도 재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

로 동일한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제53조 제4항). 이

러한 우리 헌법의 규정은 국회 의결을 법률제정의 핵심  힘으로 보고 있

음을 말해 다. 통령의 공포는 형식  확인 차에 불과하며, 통령은 재

의요구를 통하여 실질  이의를 할 수 있으나, 이 한 국회의 최종의결 

앞에서는 무력하다. 그러므로 입법행 를 다투는 권한쟁의심 의 경우 피

청구인은 국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헌법재 소도 그와 같이 보고 있다.

이 에서 법률에 한 헌법소원의 경우와 차이가 있다. 법률에 한 헌

법소원의 경우 헌법률심 과 마찬가지로 청구의 상 방이 되는 당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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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하지 않고 차를 진행하며45), 헌법재 소법이나 헌법재  심 규칙 

한 피청구인을 청구서의 기재사항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다(헌법재 소법 

제71조, 심 규칙 제68조 제1항 제2호). 이와 달리 권한쟁의심 의 경우 소

송 차가 립  구조로 되어 있고46) 청구서 기재사항으로 ‘피청구인의 표

시’를 요구하고 있으므로(헌법재 소법 제64조 제2호)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 한민국 국회’라고 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실무상으로도 법률헌

법소원의 경우 법률 시행의 주무 청이 이해 계기 으로서 당사자에 하

여 답변서 제출, 변론 참여 등 실질 으로 심리에 여하게 되나47), 규범통

제  권한쟁의의 경우 피청구인인 국회가 이를 담당하게 된다는 차이가 있

다. 

다음으로 규범통제  권한쟁의의 심 상을 법률 그 자체라고 할지, 법

률제․개정행 ( 는 법률안 의결행 )라고 할지 문제된다. 이는 피청구인

을 구로 보는지, 인용결정 주문의 표 을 어떻게 할지와 련되는 문제

로서, 자의 경우 “000법 제00조(법률 제0000호)는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와 같은 주문형태로 되고, 후자의 경우 “피청구인이 000법 

제00조(법률 제0000호)에서 …… (조항내용 요약) …… 규정한 것은 청구인

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48) 는 “피청구인이 법률 제0000호로 

000법 제00조를 개정한 행 [000법을 제정한 행 ]는 청구인들의 ○○○권

한을 침해하는 것이다.”49)와 같은 주문형태로 될 것이다. 

45) 헌법재 실무제요(각주21), 27면

46) 헌법재 실무제요(각주21), 27면

47) 헌법재 실무제요(각주21), 32면

48) “이 사건 심 의 상은 …… 피청구인 국회가 교육자치법(법률 제7252호) 제39

조 제1항에서 의무교육 련 경비의 부담주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

한 것, 교부 법(법률 제7251호) 제11조 제1항에서 의무교육 경비를 교부 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입 으로 충당토록 규정한 것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서 서울특별시와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하여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특별시세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액을 일반회계 산에 계상

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출하도록 규정한 것이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나아가 무효인지 여부이다.” (헌재 2005. 12. 22. 2004헌라3)

49) “이 사건 심 의 상은 피청구인 국회가 법률 제7328호로 종합부동산세법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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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률심  는 법률헌법소원과 차별성을 가질 필요가 있는 , 피청

구인을 국회로 보는 것과 보다 부합한다는 ,  독일의 실무례 등을 고

려할 때 후자와 같이 심 상을 잡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헌법재

소도 그와 같이 보고 있다. 다만, 인용결정의 정족수와 효력은 심 상과 

주문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와 계없이 독자  과 법리에 따라 살펴보

아야 한다.

(다) 청구기간

규범통제  권한쟁의심 의 청구기간의 기산 은 법률의 공포일이 된

다.50)

헌법재 소는 “법률의 제정에 한 권한쟁의심 의 경우, 청구기간은 법

률이 공포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일반에게 알려진 것으로 간주된 때

부터 기산되는 것이 일반 이다.”고 하 으며(헌재 2006. 5. 25. 2005헌라4), 

법률의 공포일에 국회의 법률개정행 가 있었다고 보아 이 날을 기산 으

로 보기도 하 다(헌재 2008. 6. 26. 2005헌라7).

법령에 한 헌법소원 청구기간의 경우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이 

때를 기산 으로 청구기간을 계산하는데(헌법재 소의 확립된 례51)), 이

러한 법리를 권한쟁의심 의 청구기간 계산에도 용할 것인지 문제될 수 

있다. 권한침해의 사유가 구체 으로 청구인에게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경우

에 그에 하여 미리 다툴 것을 기 할 수 없다는 은 헌법소원의 경우와 

다를바 없으므로 마찬가지의 법리를 용함이 타당할 것이다.52) 독일 연방

헌법재 소는 이른바 Wüppesahl사건에서 연방하원의사규칙(GOBT)  청

정한 것이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 는지의 여부이다.” (헌재 2006. 5. 25. 

2005헌라5)

    “이 사건 심  상은 …… 피청구인 국회가 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공직

선거법 제122조의2를 개정한 행 가 청구인들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서 무효인지 여부”(헌재 2008. 6. 26. 2005헌라7) 

50) Umbach/Clemens/Dollinger(Hrsg.), 앞의 책, §§63, 64 Rn. 151  거기에서 인용

된 BVerfGE, 24, 252(258); 27, 294(297); 67, 65(70)

51) 헌법재 실무제요(각주21), 269면

52) 같은 취지로, 정종섭, 앞의 책, 498-4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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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이 원내교섭단체에서 배제됨으로써 비로소 의미있게 련성을 가지게 

된 규칙조항들에 해서는 그 배제일을 기산 으로 하여 청구기간을 용

한바 있다[BVerfGE 80, 188(210-212)].  

(라) 인용결정의 정족수와 인용결정의 효력

헌법과 헌법재 소법은 법률의 헌결정, 헌법소원 인용결정, 탄핵결정, 

정당해산결정에는 재  6인의 가 된 정족수를 요구하면서도 권한쟁의 

결정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족하도록 하고 있다(헌법 제113조 제1항). 그런

데 규범통제  권한쟁의는 법률의 내용으로 인한 권한침해 여부를 심

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단의 실질  내용은 법률의 헌 여부가 된다. 여

기서 규범통제  권한쟁의의 인용정족수를 어떻게 볼 것인지 문제된다. 권

한쟁의라는 심 유형에 을 두어 재  5인의 찬성으로 인용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와, 그 실질을 시하여 법률에 한 헌결정과 마찬

가지로 재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견해로 나뉠 수 있다.

권한쟁의 인용결정에 과반수의 찬성만을 요하도록 한 것은, 권한쟁의심

은 립당사자간의 쟁송이라는 성격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용에 있

어 재  6인 이상의 찬성이라는 가 다수를 요구하게 되면 그 자체로 

립당사자 의 일방인 청구인측에 불리하게 된다는 본질  속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 일반 으로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규범통제  권

한쟁의의 경우 법률에 한 헌결정에 가 정족수를 요구하는 것과 달리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문제는 정족수와 같은 소송 차  규정은 엄격한 해석이 필요할 것인데, 

규범통제  권한쟁의의 경우라 하여 다른 정족수를 용할 수 있는 해석론

상의 근거가 있느냐 하는 이다. 그 가능성의 하나는 헌법 제113조 제1항

의 “법률의 헌결정”에 해당한다고 보는 해석론이다. “법률의 헌결정”은 

특정한 심 유형을 제하지 않은 법문이므로, 어떤 헌법재  유형에서든 

그 주문과 이유를 종합할 때 법률에 한 헌 단이 담겨 있는 결정이라

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다. 법률이 아닌 공권력 작용에 한 헌법

소원에서 부수 으로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된 법률의 헌성을 선언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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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 소법 제75조 제5항)53), 탄핵심 청구를 기각하면서 탄핵의 핵심

사유인 한 법행 의 근거법률을 헌이라고 단할 때, 법률이 아닌 

처분을 상으로 한 권한쟁의심 에서 처분의 근거법률에 한 헌 단을 

하면서 이에 맞추어 권한침해 여부를 단할 때54)에 재  6인의 정족수

가 필요한 것은 모두  “법률의 헌결정”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닐 수 없

다. 그 다면 규범통제  권한쟁의를 통하여 실질 으로 법률에 한 헌

단이 행해진다면 - 주문표  방식의 약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 그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정족수 문제를 단하는데 있어 고려하여야 할  하나의 요한 건은 

규범통제  권한쟁의의 인용결정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이다. 

권한쟁의 인용결정이 국가기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함은 헌법률심

이나 헌법소원심 에서 법률에 한 헌결정을 한 경우와 다를바 없다

(헌법재 소법 제47조 제1항, 제75조 제1항, 제75조 제6항, 제67조 제1항). 

그런데 헌법률심 이나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 에서 

법률에 한 헌결정을 할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법률폐지효가 인정되나

(동법 제47조 제2항, 제75조 제6항), 규범통제  권한쟁의에 하여는 그러

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에 하여도 견해가 갈릴 수 있다.

먼 , 역시 실질을 시하여 법률폐지효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가

능하다. 이 견해에서는 기실 법률에 한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

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도 법률폐지효를 인정하는 명문규정이 없음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하게 될 것이다. 한 권한쟁의

의 경우 권한침해확인뿐만 아니라 나아가 취소, 무효확인까지 할 수 있는

데(헌법재 소법 제66조 제2항), 규범통제  권한쟁의에서 입법행 를 취소

하거나 무효확인까지 한 경우에 법률의 효력에 아무런 향을 미치지 않는

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법률폐지효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가

53) 헌재 1992. 1. 18. 91헌마111; 헌재 1995. 7. 21. 92헌마144 참조

54) 헌재 2008. 5. 29. 2005헌라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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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문제된 법률에 한 헌확인의 효력만 지닐 

뿐이고 법률이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헌상태를 제거하는 것

은 입법자의 몫이라고 하게 된다. 헌법재 소법 제66조 제2항에 규정된 취

소나 무효확인 결정은 처분(국회의 입법행 )에 한 효력규정일 뿐이고 

그것이 직  법률 자체의 폐지효로 반드시 연결됨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

장할 수 있을 것이다. 법률헌법소원의 경우 인용정족수가 6인으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법률폐지효를 인정하는 데 큰 어

려움이 없는 것과는 다르다고 하게 된다. 이 견해에서 입법자가 헌상태

를 제거하여야 하는 의무는 권한쟁의 인용결정이 지닌 기속력에 근거하게 

될 것이다.

결국 정족수의 문제는 ‘법률에 한 헌결정’의 하나로 볼 것인지에 달

려 있고, 이는 다시 규범통제  권한쟁의 인용결정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

인지와 하게 연 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법률에 한 헌결정’에 가

정족수를 요구하는 핵심은 법률폐지효 때문이라고 한다면, 다른 ‘법률에 

한 헌결정’과 달리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굳이 정족수만 다른 경

우와 맞출 필요가 없을 것이다.

만약 법률폐지효를 인정하지 않는 견해를 취할 경우 입법자가 헌법재

소의 인용결정의 취지에 따라 새로운 입법을 할 때까지 경과  규율이 필

요한 경우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과 같은 일반  가처분조항, 일반  집행조항이 없으므로 그러한 경과

 규율을 하기가 더욱 어렵다. 헌법률심 이나 법률에 한 헌법소원심

 차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언하면서 법률의 용여부에 한 규율을 

하는 것을 유추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경우에는 단순 헌을 함

으로써 법률을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인데 반해 규범통

제  권한쟁의의 경우에는 - 법률폐지효를 인정하지 않는 견해에 따르면 

- 그 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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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안 결정의 내용

헌법재 소법 제66조 제1항은 “헌법재 소는 국가기  는 지방자치단

체의 권한의 존부 는 범 에 하여 단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

1항의 경우에 헌법재 소는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

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헌법재 소가 부작 에 한 심 청구

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한의 존부 는 범 ’에 하여는 헌법재 소가 

필요 으로 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단이 본안 결정의 기본 , 

핵심  요소로서, 본안 결정의 필수  주문 부분을 이루게 된다. 취소나 무

효확인 결정은 헌법재 소의 재량에 따라 부가 으로 할 수 있다.

가.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의 확인

(1) 권한의 존부 는 범 의 문제와 권한행사의 문제

권한의 ‘존부’의 문제와 권한의 ‘범 ’의 문제는 서로 첩될 수 있다. 

 권한이 없는 경우를 ‘존부’의 문제로, 일정한 권한이 있는데 그 한계를 

벗어난 경우를 ‘범 ’의 문제로 일단 구분하여 볼 수 있겠지만, 법질서가 

부여한 일정한 권한범  밖의 권한행사는 규범 으로는 무권한으로 귀착되

므로 권한의 ‘존부’의 범주로 환원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권한의 존부 는 범 에 한 다툼은 개 권한행사(처분뿐만 아

니라 부작 를 포함한다. 이하 같음)를 제로 혹은 매개로 하여 발생한다. 

특히 추상  권한범  내에 속하기는 하나 구체 으로 권한을 행사함에 있

어 법에 정해진 권한행사의 요건, 차, 방법을 어김으로써 헌 , 법

으로 권한을 행사한 경우가 가장 일반 인 권한분쟁의 양상이다. 이 경우 

일견 권한의 존부 는 범 에 한 다툼은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

다. 그러나 이 한 권한의 범 문제로 환원된다. 추상 으로 획정된 권한

은 구체 으로는 항상 요건규정이나 차‧방법규정 기타 련규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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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제약된 범 내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한행사의 요건이 구비되

지 않았음에도 권한을 행사하거나(거꾸로 권한행사의 의무가 있음에도 행

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권한행사의 차나 방법을 어긴 권한행

사는 규범 으로는 권한범 를 벗어난 월권행 로 평가된다.

그러므로 “권한의 존부 는 범 에 하여 단”한다 함은 권한에 한 

모든 문제 즉, 권한의 존부, 범 , 행사(권한행사의 요건구비 여부, 행사의 

방식과 차 등)에 한 모든 문제에 한 단을 포 하는 것으로 이해하

여야 한다.55)

(2) 권한의 귀속을 확인하는 결정

먼 , 분쟁의 상이 되고 있는 특정 권한이 청구인과 피청구인  구

에게 귀속되는지 확인하는 결정은 ‘권한의 존부 는 범 ’에 한 단에 

해당한다.

헌법재 소는 제방, 도로 등의 할권한의 귀속에 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분쟁이 발생하여 청구된 사건을 인용할 때 문제된 할권한

이 청구인에게 있음을 직  확인하는 결정을 하고 있다(헌재 2004. 9. 23. 

2000헌라2; 헌재 2006. 8. 31. 2003헌라1; 헌재 2006. 8. 31. 2004헌라2).

(3) 권한침해를 확인하는 결정

그러나 권한쟁의 심 사건에서는 주로, 특정 권한사항의 소재가 청구인 

는 피청구인 의 구에게 귀속하는가에 한 다툼이 아니라, 청구인 

는 피청구인이 가지는 권한의 귀속 그 자체에 하여는 다툼이 없고 단

지 피청구인의 권한 행사가 헌법 는 법률에 반되기 때문에 청구인이 

가지는 권한이 침해되었는지의 여부가 쟁 이 된다. 이러한 경우 피청구인

의 행 로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되었음을 확인하는 것도 곧 ‘권한의 존부 

55) 이와 달리, 권한행사에 한 다툼은 권한쟁의심  상이 아니라고 하는 견해로

는 홍정선, 앞의 , 573-574. 한 권한쟁의심 은 추상  권한의 소재 는 범

에 한 분쟁을 상으로 할 뿐, 그 권한이 개별사안에서 법 는 법하게 

행사되었는가를 문제 삼지 않으며, 후자의 경우는 행정소송만이 허용된다는 견

해로는 박정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한 행정소송”,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2006, 344-3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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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범 ’에 한 단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되었다

는 확인은, 청구인에게 문제되고 있는 권한이 존재한다는 것과, 피청구인이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헌법이나 련법률의 규정을 반한 가운

데 권한을 행사하 다는 것에 한 확인을 제하거나 동반하기 때문이다.

헌법재 소가 이러한 권한침해확인 결정을 한 사례로는 헌재 1997. 7. 

16. 96헌라2, 헌재 1999. 7. 22. 98헌라4 사건이 있다. 

(4) 본안 단의 심사기 과 실질  기능

권한의 존부 는 범 에 한 단은 원칙 으로 헌법 는 법률의 해

석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권한의 귀속을 확인하는 단이든, 권한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단이든 마찬가지이다. 통상 으로는, 추상  권한범 내

의 권한사항이긴 하나 법에 정해진 권한행사의 요건, 차, 방법을 어김으

로써 헌‧ 법하게 권한을 행사하 는지에 한 단이 본안 단의 요체

를 이룬다. 따라서 권한쟁의심 의 본안결정에서 핵심 인 것은 피청구인

의 권한행사가 헌법이나 련 법률에 반되는지의 여부이고, 이는 권한쟁

의심 이 실질 으로 권한행사의 합헌성 내지 법성 통제기능을 수행함을 

의미한다.

지 까지 권한쟁의가 인용된 5건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를 여실히 알 수 

있다.

① 헌재 1997. 7. 16. 96헌라2 :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한 침해 

확인 ← 국회법 제76조 제3항 반(재  3인의 의견은 헌법 제49조 반

까지 인정)

② 헌재 1999. 7. 22. 98헌라4 :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시행자지정 

권한 침해 확인 ← 행정심 법 제37조 제2항 반

③ 헌재 2004. 9. 23. 2000헌라2 : 할구역 귀속 확인 ← 지형도상의 해

상경계선 ← 행정 습법(←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④ 헌재 2006. 8. 31. 2003헌라 1 : 할구역 귀속 확인 ←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 ←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⑤ 헌재 2006. 8. 31. 2004헌라2 : 할구역 귀속 확인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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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구 등 9개 자치구 설치  특별시ㆍ 역시ㆍ도간 할구역 변경 등에 

한 법률’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 침해 확인 ← 지방자치법 제5조 

반

(5) 법  성격

권한의 존부 는 범 에 한 단은 그것이 권한의 귀속을 확인하는 

단이든, 권한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단이든 확인결정이다. 이와 달리 취

소결정은 처분의 법  효력을 직  소멸시키는 형성  결정이다. 

나. 취소 또는 무효확인

(1) 재량 , 부가  단

취소나 무효확인 결정은 헌법재 소의 재량에 따라 부가 으로 할 수 있

다. 이러한 취소 는 무효확인결정은 청구인의 청구 는 헌법재 소의 

직권으로 내릴 수 있다.

이에 하여, 국가기  상호간의 권한쟁의심 에 있어서는 헌법재 소는 

청구인의 권한침해확인에 그쳐야지, 헌법재 소법 제66조 제2항에 의한 취

소, 무효확인 결정은 원칙 으로 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헌· 법  

상태를 제거함에 있어 피청구인의 정치  형성권을 존 하여야 하므로 피

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직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56) 그러나 

이는 피청구인의 행 가 기본법에 배되는지 여부만을 심 하도록 한 독

일 연방헌법재 소법 제67조 제1항의 해석론으로는 몰라도, 종국결정의 내

용으로 헌법재 소법 제66조 제2항을 두면서 다른 제한 없이 취소, 무효확

인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우리 헌법재 소법의 해석으로는 타당하지 않

다. 헌· 법  행 를 한 국가기 의 정치  형성권을 존 할 필요가 있

는 경우에 헌법재 소가 스스로 제66조 제1항에 의한 권한침해 확인결정에 

그치는 것은 물론 가능하겠지만, 권한질서의 회복을 하여 그 국가기 의 

처분의 효력을 직  소멸시키는 것이 헌법 으로 요청되는 경우도 상정할 

56) 한수웅, 앞의 , 114-1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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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바로 그런 경우에 헌법재 소의 재량  단으로 취소, 무효확인

결정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것이 바로 제66조 제2항에 나타

난 입법취지라 할 것이므로 국가기  상호간의 권한쟁의라고 하여 제66조 

제2항의 용을 배제하자는 것은 수 하기 어렵다. 

(2) 취소결정의 소 효

행정소송상 취소 결의 형성력은 처분의 효력을 소 하여 소멸시킨다. 

다만, 성질상 소 효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다.57) 권한쟁의심

의 취소결정도 이와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성질상 소 효를 가질 수 없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 으로 소 효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58) 헌법재

소법 제67조 제2항은 취소결정에 이러한 소 효가 있음을 제로, 일정

한 경우에 소 효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이해된다.

무효확인 결정은 처음부터 처분으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않았음

을 확인하는 것이다.

(3) 무효확인 결정의 문제

헌법재 소법 제66조 제2항은 취소와 나란히 무효확인을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 소는 취소 뿐만 무효확인도 하고 있다(취소한 것으로는 헌재 2006. 

8. 31. 2004헌라2, 무효확인을 한 것으로는 헌재 1999. 7. 22. 98헌라4; 헌재 

2006. 8. 31. 2003헌라1).

무효확인결정의 경우 이론 으로 몇 가지 난 이 있다.

먼 , 헌법재 소법 제63조는 권한쟁의심 에도 청구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무효확인심 과는 조화되지 않는다. 무효라는 것은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구나 기간의 제한 없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이 소송법상의 일반법리이고, 행정소송법 제38조도 무효등확인소송에 

하여 취소소송에 용되는 제소기간 제한규정(제20조)을 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무효확인심 의 경우에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면 

57) 김남진/김연태, 행정법Ⅰ, 2008, 736-737면; 정하 , 앞의 책, 815면

58) 이와 달리 ‘취소’란 ‘폐지’를 의미하며, 취소결정이 소 효를 가지는지는 헌법재

소가 사안의 성질에 따라 단하여 주문에 표시한다는 견해로는 정종섭, 앞의 

책, 5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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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청구요건으로서 청구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는 헌법재 소법 제63조

의 명문규정에 반하게 된다. 다만, 무효확인소송에 한 일반법리와 조화되

지는 않지만 이는 권한쟁의심 의 특성을 고려하여(권한법질서의 조속한 

안정) 행정소송법과는 달리 특별히 무효확인의 경우에도 청구기간을 둔 것

으로 볼 수는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무효확인사유와 취소사유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하는 어려

운 문제가 남는다. 

피청구인의 헌  행 로 인한 권한침해의 경우에는 무효확인을 하고, 

법  행 로 인한 권한침해의 경우에는 취소에 그친다는 기 이 제시될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형식  구분이 과연 한지 의문이며, 헌법재 소 

한 이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무효확인을 한 헌재 1999. 7. 22. 98헌라4, 

헌재 2006. 8. 31. 2003헌라1 결정은 헌법 반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다). 

헌법재 소는  98헌라4 사건에서 피청구인인 경기도지사의 처분에 

하고도 명백한 흠이 있어 무효라고 함으로써 일응 ‘ 명백설’을 취한바 

있으나, 이 문제에 한 일반  기 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59).

이러한 헌법재 소의 입장에 해서는 행정행 의 하자이론에서 개발된 

취소사유와 무효사유의 구별론을 그 로 용하는 것은 부 하다는 비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이들 견해에 의하면 원칙 으로 무효확인결정은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도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가 인정되는 때에

는 청구기간의 용이 배제된다고 하거나60), 흠의 질에 따라 구별할 것이 

아니라 침해된 권능질서의 회복을 기 으로, 즉 취소는 장래효를 갖는 것

으로, 무효는 소 효를 갖는 것으로 구별하는 것이 합리 이라고 한다61).

생각건 , 와 같은 난 , 그리고 헌법소원 인용결정에 한 헌법재 소

59) 무효확인을 한 헌재 1999. 7. 22. 98헌라4, 헌재 2006. 8. 31. 2003헌라1의 경우 

청구인이 무효확인을 구하 었고, 취소를 한 헌재 2006. 8. 31. 2004헌라2의 경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 었다. 2004헌라2 사건에서는 “이 사건 용료부과처분은 

법하고……이 사건 용료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취지에 따라 취

소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60) 정종섭, 앞의 책, 517면, 499면

61) 허 , 앞의 책, 329-3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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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5조 제3항에서 취소만을 규정할 뿐 무효확인을 정하고 있지 않은 

에 비추어, 권한쟁의 인용의 경우에도 처분에 한 취소만을 규정하는 

것을 입법론으로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권한 있는 공권력 행사임을 제로 그 헌법 반만을 단하는 헌

법소원과는 달리, 공권력 주체의 권한 없는 행 (무권한, 권한유월)는 근원

으로 그 흠이 한 것이어서 무효사유에 보다 가깝고, 특별히 취소에 

그쳐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취소에 그치게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

는 것으로 보아 무효확인 결정의 존재를 정 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 소법의 해석론상으로는 명문규정에 반하여 무효확인의 

가능성을 부인하거나, 청구기간의 제한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특히 헌법재

소법 제67조 제2항에서 취소결정에 해서만 효력 제한 규정을 둔 것은 

무효확인 결정과 취소결정 간에 그 의미와 효력에 차이가 있도록 입법자가 

설계하 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취소사유와 무효확인사유의 구

별에 하여는, 권한쟁의심 법에 맞는 독자  기 을 정립할 때까지는 행

정법학계의 보편  이론과 법원 례에 따라 명백설을 기 으로 삼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인용결정의 효력

가. 기속력

헌법재 소법 제67조는 결정의 효력에 하여 제1항에서 “헌법재 소의 

권한쟁의심 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 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

하여 기속력을 명문으로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국가기 과 지방자치

단체는 이에 한 헌법재 소의 단에 되는 다른 단이나 행 를 할 

수 없고, 헌법재 소 결정의 내용을 자신의 단  조치의 기 로 삼아야 

한다.

인용결정의 기속력은 특히 피청구인에게 강한 규범  효력을 가진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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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자신의 행 의 합헌‧합법성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는 소극  

수인(受忍)의무를 부담함에 그치지 않는다. 피청구인은 헌‧ 법성이 확인

된 행 를 반복하여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자신이 야기한 기존

의 헌‧ 법상태를 제거하여 합헌‧합법  상태를 회복할 의무를 부담한

다.62)

피청구인의 행 가 처분이라면 이를 철회하는 등 처분의 법  효력을 소

멸시키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다만, 헌법재 소가 권한의 존부 는 범

에 한 단에 그치지 않고 처분을 직  취소하거나 무효를 확인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불필요하다), 처분을 근거로 발생한 부수  법률효과

를 모두 제거하여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규범  상태로 회복하여야 하

며63), 피청구인의 행 가 부작 라면 헌법상‧법률상 확인된 작 의무를 이

행하여야 한다(헌법재 소법 제66조 제2항).

나. 취소결정의 효력 제한

헌법재 소법 제67조 제2항은 “국가기  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

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 방에 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향을 미치

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용 범 가 문제될 수 있다64).

권한쟁의심 에서 심 의 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처분행 는 그 행

의 상 방과의 계에서 ①상 방 없는 행 , ②청구인을 상 방으로 한 

행 ,  ③청구인 외의 제3자를 상 방으로 한 행 로 나 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유형  ①의 경우에는 헌법재 소법 제67조 제2항이 용될 여

지가 없고, ③의 경우에 헌법재 소법 제67조 제2항이 용되어야 함은 분

62) 독일 연방헌법재 소는 최근 이례 으로, 피청구인 연방의회로 하여  연방헌법

재 소 결정의 이유에 따라 새로운 행 를 할 것을 명하는 주문을 낸바 있다. 

동 재 소의 2004. 12. 8.결정(2BvE 3/02)  

63) 행정소송상의 취소 결의 기속력의 내용으로 결과제거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김남

진/김연태, 앞의 책, 740면 참조

64) 이에 하여 보다 상세한 것은 김하열, 앞의 논문, 112-11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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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다. 문제는 ②의 경우에도 이 조항이 용되는가이다. 그러나 ②와 같

이 ‘처분의 상 방=청구인’의 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용되지 않는 것

으로 제한 으로 풀이함이 타당하다.

이 조항은 처분의 유효성을 믿은 제3자의 법  안정성 내지 법  지 를 

보호하기 하여 처분의 상 방에 한 계에서는 취소결정의 소 효를 

제한하기 한 것이라 할 것이다. 즉 청구인 - 피청구인 - 제3자의 삼각

계가 형성된 경우에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권한분쟁으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치게 할 수 없다는 고려를 반 한 것이라 할 것이므

로, 처분의 상 방이 곧 청구인이어서 제3자의 법  지 에 한 향이 

있을 수 없는 경우에까지 이 조항을 용할 필요는 없다. 이 조항을 ②와 

같은 경우에도 용하여 청구인에 하여 이미 생긴 효력, 즉 청구인이 입

고 있는 기존의 권한침해상태를 구제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한다면 권한구

제제도로서의 권한쟁의심 의 의의나 효용성이 크게 감소될 것이다. 

무효확인 결정은 이러한 효력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헌법재 소법 제

66조 제2항과 제67조 제2항을 비교하여 볼 때 취소결정에만 효력제한을 설

정한 것이 분명한 입법취지이기 때문이다. 

다. 입법관련 처분에 대한 인용결정의 효력

국회의 입법 련 행 로서 권한쟁의심 에서 문제되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입법 차 련 처분으로서 이 경우 당사자는 국회

의원이 청구인으로 한 쪽 당사자가 되고, 입법 차 진행의 권한을 가지는 

국회의장이 피청구인으로서 립 당사자가 되는 것이 통상 이며, 문제되

는 권한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한이 된다. 다른 하나는 앞에서 

본 규범통제  권한쟁의이다.

(1) 입법 차 련 처분에 한 인용결정의 효력

(가) 문제의 제기

권한쟁의 인용결정을 통하여 입법 차 련 처분에 헌법 는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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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된 이 인정된 경우 그러한 입법 차를 거쳐 성립하여 시행되고 있는 

법률의 효력에 향을 미치는지, 어떤 방식으로 미치는지, 이와 련하여 

국회는 어떤 의무를 지는지 문제된다.

입법 차를 둘러싼 다툼이 있더라도 법률의 공포·시행 후에 그에 한 

헌법재 소의 단이 행해지게 되므로 이것이 문제되는 것이다.65)

국회의 법률안 처리는 체로 회의의 개시(개의)→법률안의 상정, 심사

보고(제안설명), 질의·토론 등→표결→가결선포라는 다단계의 차를 거쳐

야 하는데, 권한쟁의심 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차의 부, 는 몇 단계

를 포 하여 단일의 심 상이 될 수도66), 개별 차행 가 심 상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본회의 차뿐만 아니라 상임 원회67), 소 원회의 

입법 차와 련하여서도 문제될 수 있다.

입법 차에 헌· 법의 하자가 있으나 이미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 법

률의 효력을 권한쟁의 인용결정의 효력과 련하여 검토함에 있어서 취하

여야 할 해석의 기본방향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인용결정의 

실효성을 살릴 것(권한쟁의심 의 제도  취지와 기능 구 ), 국회의 입법

에 한 결정권을 존 할 것(기능  권력분립), 실정법의 규정과 정합성을 

가질 것.

그런데 이 문제에 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견해가 나뉠 수 있다. 입법

차의 하자에 한 인용결정은 법률의 효력 등에 아무런 향을 미치지 

65) 법률의 공포·시행 후에 권한쟁의심 이 청구될 수도 있고, 그 에 청구하 더

라도 입법 차를 정지하여야 한다는 법률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 소의 

종국결정까지는 시일을 요하므로 결정이 에 법률은 공포·시행되게 된다.  

66) 헌재 1997. 7. 16. 96헌라2 사건에서는 ‘피청구인이 1996. 12. 26. 06：00경 제182

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5개 법률안을 상정하여 가결선포한 행

’가 심 상이 되었고, 헌재 2008. 4. 24. 2006헌라2 사건도 유사하다.

67) 지 까지 체로 본회의 의사 차가 문제되었는데, 상임 원회 의사 차가 문제

된 사건으로는 2000헌라1 사건이 있다(‘피청구인 국회의원 OOO이 2000. 7. 24. 

14:28경 국회 운 원회 회의실에서 피청구인 국회 운 원회 원장의 직무

를 리하여 제213회 임시국회 운 원회를 개의하여 국회법 개정법률안을 상

정하고 그 가결을 선포’한 행 가 심 상이었으나, 취하로 심 차종료되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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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는 견해와, 인용결정을 통하여 입법 차에 하자가 있음이 확인된 이

상 어떤 방식으로든 그 하자를 교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그것이다.  

(나) 법률의 효력 등에 아무런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에 한 

검토

다음과 같은 논리가 주장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입법은 여러 단계에 걸쳐 여러 기 의 복수의 행 가 집합하여 이

루어지는데, 어느 한 기 의 일부 행 에 하자가 있다 하여 나머지 기 의 

나머지 입법행 가 법하게 진행된 이상 그 결과인 법률의 효력에는 향

을 미치지 않는다.

둘째, 국회 입법 차상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통령의 공포가 있다면 

이에 의하여 차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할 수 있고, 법률 성립에 한 

통령의 단을 헌법재 소가 심사하는 것은 하지 않다.

셋째, 국회에 재입법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하지 않다. 차  하자는 

실체  헌· 법 여부와는 다른 문제이고, 법률의 실체  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순 히 차  하자만 치유하기 하여 국회가 재입법을 

하여야 한다는 건 무의미하고, 차의 낭비일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헌법을 정 으로 하는 권한법

질서의 보호라는 권한쟁의심 제도의 취지와 기능을 몰각하게 되기 때문이

다.

첫째, 체 입법 차의 일부를 이루는 행 라 할지라도 그것이 입법 차

의 본질 이거나 요한 요소를 이루는 것일 때에는 법률의 효력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지 않다면 헌법이 스스로 일정하게 혹은 

국회법을 통하여 입법에 하여 여러 차  규율들을 행하고 있는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둘째, 권한쟁의심 차에는 일차 으로 행정소송법이 용되는데(헌법

재 소법 제40조), 행정법이론상의 하자치유의 법리도 용되기 어렵다. 하

자치유의 사유는 흠결된 요건의 사후 추완으로서, 주로 형식이나 차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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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가 사후에 추완되는 경우에 하자의 치유가 인정된다. 독일 행정 차법 

제45조는 행정행 의 차, 형식의 하자에 하여 ①필요한 신청의 사후 

제출, ②필요한 이유의 사후 제시, ③필요한 계인의 청문의 사후 추완, 

④필요한 원회의 사후 의결, ⑤타행정청의 필요한 력의 보완 등을 열

거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무효인 행정행 에 해서는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고 있지 않다.68) 그 다면 입법권은 국회에 귀속되고 통령의 공포

행 는 차 인 보완  권한일 뿐인데, 통령의 공포행 가 국회의 입법

차의 하자를 치유하는 등으로 국회 입법권 행사의 효력을 좌우할 수는 

없고(특히 정부여당-국회다수 와 국회소수  간에 정  립을 보일 경

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당사자가 하자를 용인하지 않고 권한쟁의심 을 

청구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다면 하자 치유의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할 것

이다.  

셋째,  견해의 셋째 주장은 공개된 합리  토론을 생명으로 하는 민주

주의의 차  의미를 간과하고 있다. 새로운 법한 차에 의할 때 법률

안의 내용, 나아가 법률안의 채택 여부에 변화가 래될 수 있다는 열린 

가능성을 제하여야 한다. 다수-소수 계가 고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자유

임원칙에 의한 교차투표(cross-voting)의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충

분한 심의와 토론 그 자체가 유의미하기 때문이다. 설사 결과 으로 법률

의 내용에 아무런 변화가 없게 된다 할지라도 차  정의는 세워지는 셈

이고 이를 계기로 입법 차의 하자 반복을 경계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헌법소송법 으로 보자면,  견해에 의하면 애 에 입법 차의 하자를 

다투는 권한쟁의심 청구를 허용할 아무런 실익이 없게 된다.  견해에 

따르면 입법 차에 한 인용결정은 단순한 헌법  해명의 의미만 갖게 되

는데, 이래서는 주  권한구제수단으로서의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 원

천 으로 심 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귀착되기 때문이다.

(다) 권한침해 확인결정의 효력

입법 차의 하자로 인한 청구인의 권한침해를 확인하는 결정은 확인결

68) 김남진/김연태, 앞의 책, 281-283면; 정하 , 앞의 책, 300-3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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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으로서 그 자체 피청구인의 행 를 직  소멸시키는 형성  효력이 없

다. 그러므로 이 인용결정의 기속력은 피청구인으로 하여  확인된 헌·

법성을 제거함으로써 합헌  권한질서를 회복할 법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되는데, 이 경우에 그것은 재입법의무라고 할 것이다. 헌· 법의 

차  행 가 문제되었던 법률안은 제·개정된 법률 속에 흡수되어버려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것만을 따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

이다. 재입법 차의 과정에서 청구인들은 법률안 심의․표결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이로써 주  권한구제의 이익이 충족된다.

다만, 피청구인이 국회의장인 경우 차 진행의 권한을 가질 뿐 단독으

로 법률안을 제출할 수는 없으므로 어떻게 재입법의무를 실 할지 문제된

다.69) 그러나 국회의장은 국회의 표자의 지 (국회법 제10조)에서 입법

차를 진행한 것이므로 국회의장의 헌․ 법행 는 결국 체 국회의 

잘못으로 귀속되고, 따라서 재입법의무 한 체 국회가 력하여 이행하

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회가 재입법을 한 실례가 있다. 헌재 1997. 7. 16. 96헌라2 사건에서 헌

법재 소는 입법 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권한침해 확인결정을 하 는데, 

국회는 1997. 3. 13. 문제가 되었던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을 폐지하고 

재입법을 하면서 그 입법이유를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의결 차에 하

여 유·무효의 논란이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새로운 법을 마련하고자 하

는 것임’이라고 밝혔다(비록 헌법재 소의 결정 이 에 재입법을 한 것이

어서 권한침해 확인결정의 효력을 따른 것이라 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방식의 재입법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실례라 할 것이다).    

헌법재 소가 결정을 하기 에 다른 계기로 국회가 문제된 법률을 개정

하거나 다른 체입법을 하 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들이 심의․표결권한을 

행사하 다면 이제는 주  권한구제의 심 이익이 없어졌다고 보아 심

청구를 각하할 수 있을 것이나, 헌법  해명의 필요성이 한 경우에는 

69) 국회법 제79조 제1항에 의하면 10인 이상 의원의 찬성이 있어야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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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으로 본안 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재입법 시까지는 법률의 효력은 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법원 기

타 국가기 은 가  법률의 용을 지하 다가 재입법을 기다려 사건

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회가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재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청구

인은 국회의 부작 (재입법의무 불이행)로 인한 권한침해를 다투는 심 청

구를 새로이 하여야 할 것이다.

(라) 취소, 무효확인결정의 효력

에서 본 바와 같이, 체 입법 차의 일부를 이루는 행 라 할지라도 

그것이 입법 차의 본질 이거나 요한 요소를 이루는 것일 때에는 법률

의 효력에 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러한 요소를 이루는 행

에 한 취소, 무효확인결정이 있다면 이로써 법률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

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한 헌법 는 법률 반행 로는 다수결원칙(헌법 

제49조), 의사공개의 원칙(헌법 제50조), 정족수(국회법 제54조, 제73조 등), 

표결 차와 방법(국회법 제109조, 제112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에 비교  경미한 국회법 반의 하자에 해서는 비록 취소, 무효확인 결

정을 하더라도 법률의 효력에는 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해서까지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권한법질서 보

호의 이익은 작은 반면, 국회의 입법에 한 결정권  법  안정성을 훼

손하는 결과를 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입법 차 하자에 한 권한침해 확인결정과 취소, 무효확인 결정 간에 

이러한 효력상의 차이를 인정한다면 헌법재 소로서는 입법 차의 본질

이거나 요한 요소를 이루는 사항에 한 하자에 해서만 취소, 무효확

인 결정을 함이 타당할 것이다. 한 헌법재 소는 법  명확성을 하여 

취소, 무효확인 결정을 할 때에는 그로 인하여 법률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그 로 유지되는 것인지를 결정문을 통하여 명확히 밝힐 것이 요청된다.

취소, 무효확인 결정으로 인해 법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법률 

체의 효력이 상실된다. 법률안에 한 가결선포나 공포는 개별 법률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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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체 법률을 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인용결정의 기속력을 받는 법원 기타 국가기 은 그 법률을 더 이상 

용할 수 없다. 이는 단순히 차 지나 단 유보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이 제거되고 없는 법상태를 제로 재 이나 행정업무를 

집행하여야 함을 뜻한다. 이는 헌법률심 이나 법률에 한 헌법소원심

에서 나온 헌결정의 기속력을 받을 때와 같은 모습이다.

법률의 효력상실을 래하는 취소, 무효확인 결정이라 하더라도 이는 일

반 권한쟁의 인용결정의 하나일 뿐이지, 법률에 한 헌결정이나 규범통

제  권한쟁의 인용결정이 아니므로 여 재  과반수의 정족수로 충분

하다.

한편, 법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그 시간  범 , 즉, 소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 장래효만을 인정할 것인지 문제된다. 이에 하여는 다음과 

같은 견해들을 상정하여 볼 수 있다.

첫째, 규범통제의 경우와 유사한 법리를 용하여 원칙 으로 장래효만

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둘째, 입법 차의 요한 요소가 취소, 무효확인됨으로써 법률이 법하

게 성립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칙 으로 소 효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셋째, 헌법재 소법 제67조 제2항을 용하여, 무효확인결정은 소 효를 

갖되, 취소결정의 경우 법률을 용한 국가기 ,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법

률의 규율을 받은 국민이 “처분의 상 방”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들에 해

서는 장래효만을 갖는다는 견해

다만 장래효만을 인정하는 견해에 의하더라도 인용결정의 계기가 된 청

구인은 소  용배제를 통해 권한이 구제되어야 할 것이다.

(2) 규범통제  권한쟁의 인용결정의 효력

규범통제  권한쟁의 인용결정으로 상 법률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즉 

법률폐지효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하여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인용결정의 유형과 법률폐지효 인정 여부를 결합하여 가능한 견해의 분기

를 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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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권한침해 확인결정이든 취소, 무효확인 결정이든 모두 법률폐지효

가 인정된다는 견해. 규범통제와 실질이 같은데, 우리나라 규범통제에서는 

확인결정에 해서도 법률폐지효가 인정되므로(헌법재 소법 제47조 제2항, 

제75조 제6항) 권한침해 확인결정에 해 달리 볼 이유가 없으며, 취소나 

무효확인까지 나아간 경우에도 물론 법률폐지효가 인정된다는 견해

둘째, 권한침해 확인의 경우 재입법의무에 그치고, 취소, 무효확인의 경

우에는 법률폐지효가 인정된다는 견해. 헌법재 소법은 기속력만 규정하고 

있는데, 그 실질이 유사하다 하더라도 명문규정 없이 권한침해 확인결정에 

해 규범통제에서와 동일한 법률폐지효를 바로 인정할 수 없다. 권한침해 

확인결정의 기속력은 재입법의무 부과에 그친다. 다만, 취소, 무효확인 결

정의 경우에는 결정의 효력 자체로 국회 입법행 의 효력을 직  소멸시키

는 효력을 가지므로 그 결과로 법률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견

해

셋째, 권한침해 확인결정이든 취소, 무효확인 결정이든 국회에 재입법의

무를 부과함에 그친다는 견해  

규범통제  권한쟁의를 인용하는 결정의 경우, 규범통제와 실질이 같다

고 한다면 규범통제 시의 법률폐지효와 마찬가지로 원칙 으로 장래효만을 

인정하되, 형벌에 한 법률에 해서는 소 효를 인정함이 상당할 것이다. 

구체  규범통제 차와는 달리 법원의 당해사건이나 병행사건이란 것이 없

으므로 외 으로 소 효를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많지 않을 것이다. 

다만, 어도 인용결정의 계기가 된 당해 권한쟁의심 의 청구인에게는 소

 권한구제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5. 권한쟁의심판의 선결적 규범통제

권한쟁의심 의 본안 단을 해 문제된 권한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헌 여부를 선결 으로 단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권한쟁의심 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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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의 처분으로 인한 청구인의 헌법상 는 법률상 권한의 침해 여부

가 본래의 심 상인데, 설사 피청구인의 처분이 근거법률의 범  내에서 

행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법률이 헌법의 권한질서에 배되는 것이라면 

그로 인한 청구인의 권한침해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고, 반 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권한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이라면 청구인의 권한침해가 인

정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역시 문제된 권한의 근거로 된 법률에 한 

헌 여부의 단이 제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경우에 그 법률의 헌 여

부를 권한쟁의심 차에서 단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는 것이다.

헌법재 소의 장사항에 속하는 심 의 청구가 있고, 그 심 상의 심

리에 있어 련 법률에 한 헌 여부의 단이 선결문제로서 필요하다

면, 헌법재 소는 직권으로 그 법률의 헌 여부를 단할 수 있고,  하

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 지 않다면 본래의 심 상에 한 

단이 불가능하거나 왜곡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에 한 최종  유권

해석권을 독 하고 있는 헌법재 소로서는 다른 국가기 에 의한 해결을 

기다릴 수도 없기 때문이다.70) 그 다면 권한쟁의심 에서도 권한의 근거

가 되는 법률의 헌 여부를 선결 으로, 헌법재 소가 직권으로 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부수 인 헌심사를 행한 결과 문제된 법률이 합헌인 경우에는, 

그에 하여 결정이유에서 한 방식으로 설시하거나 는 설시를 생략

한 채 본래의 심 상에 한 결론을 주문에 표시하면 되고, 문제된 법률

이 합헌임을 주문에 표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헌심사의 결과 

문제된 법률이 헌인 경우에는 이를 주문에 표시하여 헌선언을 하여야 

하는지,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헌법재 소

법 제75조 제5항에 명시  근거가 있으므로 이것이 허용됨은 분명하다. 헌

법소원 외의 다른 유형의 헌법재 의 경우에는 견해가 갈릴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되나, ① 헌법의 규범력 확보라는 헌법재 의 존재의의 ② 소송경

제 ③ 법  불명확성의 제거(선결문제로서 결정이유에서만 그 헌성이 확

70) 헌법재 실무제요(각주21), 104-1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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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된 법률조항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추후 분쟁과 혼선이 생길 수 있다)

라는 에서 헌법소원에 한  조항을 유추하여 극 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 재  6인 이상의 찬성이라는 법률에 한 

헌결정의 정족수(헌법 제113조 제1항)를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재 소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뿐만 아니라(헌재 2008. 1. 17. 2007헌

마700), 이미 권한쟁의심 에서도 이러한 선결  규범통제를 실시하고 있

다(헌재  2008. 5. 29. 2005헌라3).

Ⅴ. 향후의 과제와 발전

권한쟁의심 은 행 헌법에서 처음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시

작하 지만, 지난 20년간 권한법질서의 수호에 상당한 기여를 하 고, 이제 

헌법재 의 독보 인 한 유형을 하게 되었다. 국회를 둘러싼 정당국가  

분쟁, 앙정부의 간섭에 한 지방자치권한의 방어, 지방자치단체 간의 

할분쟁, 이 세 분야가 그간 권한쟁의심 의 주된 활동 역이었고, 우리 헌

법이 규정한 권한쟁의심 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어도 앞의 두 분야는 

향후로도 권한쟁의심 의 심 분야가 될 것이다.

그 다고 할 때 향후 권한쟁의심 의 발 과정에서 지속 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그 해결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몇 가지 쟁 들이 있다. 

이에 하여 간략히 지 하면서 을 맺는다.

1. 당사자의 범위

법해석을 통하여 당사자의 범 를 정히 설정하는 것은 권한쟁의심

의 과제와 기능을 수행하는 데 가장 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국가기 에 하여는, 어느 범 의 부분기 까지 당사자로 인정할 것인

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되고 권한이 부여된 국가기 에게 당사자의 지 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  그 범 , 그리고 정당을 당사자로 인정할 것인지가 



권한쟁의심 의 발 과 과제

483

문제될 수 있다.

법원은 근자에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놓고 있는데, 이

에 의하면 행정소송의 하나인 기 소송에 하여 법정주의를 폐지하고 있

고, 그러나 권한분쟁에 한 한 기 소송의 보충성은 여 히 유지하고 있

다.71) 그러므로 권한쟁의심 의 당사자가 되는 국가기  외의 국가기  간

의 권한분쟁은 기 소송에 의하여 해결하게 된다. 이 경우 권한쟁의심 의 

당사자가 되는 국가기 의 범 를 정하는 것은 곧 헌법재 과 행정소송 간

의 할배분의 의미를 지닌다. 권한쟁의심 제도의 기능을 살리면서도 법

원과의 기능  권력분립을 고려한 범  설정이 요청된다.

지방자치단체에 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기 에게, 특히 국가기 과의 

사이에서 당사자성을 인정할 것인지도 추후 문제될 수 있다.

2. 국회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에 대한 개입의 정도

최근 제3자소송담당에 한 결정은 이에 한 헌법재 소의 소극  입

장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서, 앞으로도 이를 고수할 것인지 주목을 요

한다. 다만, 이에 하여 지나치게 소극 인 태도를 견지하게 되면 정치  

소수 의 보호를 통한 권력분립 실 이라는 권한쟁의심 의 과제를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 문제에 한  하나의 과제는 소수 의 의사진행 방해행 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이다. 국회 다수 의 변칙 인 의안처리는 물론 정치 , 법

으로 부정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반면에는 소수 가 다수결원칙

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의사진행 방해행 를 통하여 실력행사로써 정치

 의사를 철시키려 한 데 기인하는 바도 지 않았다. 지 까지 권한쟁

의심 을 통하여 주로 부각되고 통제된 것은 다수 의 변칙처리 부분이었

다. 국회 다수 와 소수  간의 정치  힘겨루기의 부를 법 인 잣 로 

평가,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쉽지도 않겠지만, 향후로는 소수 의 

71)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 개정자료집 Ⅰ, 2007, 18-36면



憲法論叢 第19輯(2008)

484

헌· 법 인 의사진행 방해행 에 해서도 권한쟁의심 을 통하여 법

으로 평가하고 통제하는 것은 일정 부분 필요하리라 본다. 

3. 규범통제적 권한쟁의

앞으로 규범통제  권한쟁의심 은 더 활성화되리라 망된다. 인용결정

의 정족수와 법률에 미치는 효력 등 이에 한 해석론  입장을 조만간 정

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4. 지방자치권한 보장의 실효성과 한계

지방자치권한의 방어는 권한쟁의심 의 제도  기능의 하나이다. 그런데 

이를 실 하는 데에는 두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그 첫째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보장된 헌법상의 지방자치권한의 실체가 

일의 으로 확정 이지 않다는 헌법구조  한계에서 비롯된다. 국회 권한

의 경우, 국무총리 임명 동의권, 조약 체결·비 의 동의권, 탄핵소추발의권, 

산안 심의·의결권 등 헌법이 구체 으로 부여한 권한이 존재한다. 이에 

반해 헌법의 지방자치 보장은 추상 일 뿐 국회권한과 같이 구체 , 개별

이지 않으며, 헌법은 조례제정권의 범 ,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 에 

한 사항을 법률에 임하고 있다(헌법 제117조, 제118조). 지방자치권한

이 헌법상 보장되고 있다고 하지만, 많은 부분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형성, 

확정된다는 구조  특성이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청구인도, 헌법재 소도 

막연히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권한’의 침해라고만 할 뿐, 침해 여부를 

단하여야 할 보다 구체 인 권한의 특정이나 규명이 없는 가운데 심 이 

진행되는 경우가 지 않다. 헌법 제117조 제1항에 규정된 ‘주민의 복리에 

한 사무처리, 재산 리’라는 기 이나, 자치권한을 역별로 자치입법권, 

자주조직권, 자주재정권, 자주인사권으로 구분하더라도72) 지방자치권한의 

실체는 여 히 불분명하다. 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재산권의 내용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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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로써 형성되지만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이 무엇인지를 헌법재 소는 헌

법해석을 통하여 구체화하고 있으며73) 헌법소원심 의 경우 이와 같이 구

체화된 재산권의 침해 여부를 놓고 주장과 단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

로 권한쟁의심 에서도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권한’의 실체  내용이 무

엇인지에 한 헌법해석론  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둘째는, 지방자치 보장의 법  성격에 한 문제에서 비롯된다. 헌법

재 소 례는 지방자치의 보장을 제도보장으로 이해하면서 본질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에 한 입법형성을 허용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

다.74) 앙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감독과 통제는 통상 입법  근

거를 가지고 행해지게 되므로 제도보장론과 그에 결부된 완화된 심사기  

하에서는 헌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보호받는 것은 구조 으

로 기 하기 어려운 셈이다. 즉, 이러한 법  상황 하에서는 지방자치 보장 

기능의 부 (不全)이 ‘제도 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은 헌법률심 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보호받으려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착하는 어려움이겠지만, 한 앞에서 본바와 같은 우

리 헌법상의 한계, 지방자치와 체 국가법질서체계와의 계에 비추어 지

72) “헌법이 규정하는 이러한 자치권 가운데에는 자치에 한 규정을 스스로 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은 물론이고 그밖에 그 소속 공무원에 한 인사와 처우를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련된 산을 스스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권한이 성질상 

당연히 포함된다.” (헌재 2002. 10. 31. 2002헌라2)

73) 를 들어, “재산권은 사  유용성  그에 한 원칙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

산가치 있는 구체  권리를 말하며, 사법상ㆍ공법상 경제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 는 사회통념에 의하여 형성된 모든 재산가치  법익을 포함한다.” (헌재 

2000. 6. 1. 98헌바34)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은 사  유용성  그에 한 원칙 인 처분권을 내포하

는 재산가치있는 구체 인 권리이므로, 구체  권리가 아닌 리획득의 단순한 

기회나 기업활동의 사실 ㆍ법  여건은 기업에게는 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재산권보장의 상이 아니다” (헌재 2002. 7. 18. 99헌마574)

74) “지방자치의 본질상 자치행정에 한 국가의 여는 가능한 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방자치도 국가  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지방행정도 앙행정과 마찬가지로 국가행정의 일부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국가  감독, 통제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자체

를 부인하거나 각종 권한을 말살하는 것과 같이 그 본질  내용을 침해하지 않

는 한 법률에 의한 통제는 가능하다.” (헌재 2001. 11. 29. 2000헌바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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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 보장의 수 을 높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권한쟁의심 에

서는 앙으로부터의 지방자치권한의 사법  보장이 주요한 제도  기능의 

하나임을 고려할 때 향후의 검토와 연구를 필요로 하는 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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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재산  가치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재산권에 응하는 개념으로서 인간

의 생명, 신체, 건강, 정신  자유와 권리 등을 인격  가치로 보고 그에 

하여 넓게 권리성을 인정하는 사법상의 (일반 ) 인격권개념과 달리 수

많은 자유와 권리를 이미 개별 ㆍ구체 으로 명시하고 있는 헌법에서는 

‘인격권’이라는 이름하에 그보다 훨씬 좁은 범 의 인격  법익에 국한하여 

기본권성을 인정한다. 

이 게 헌법상 인격권에 의하여 보장되는 좁은 범 의 인격  보호법익

들에 하여 독일은 기본법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 보호조항

과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인격의 자유발 권 조항을 근거로 일반  인격권

(allgemeines Persönlichkeitsrecht)을 구성하여 보호하고,1) 미국은 헌법 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례법으로 라이버시권(Right of Privacy)

을 발 시켜 보호하고 있다.2) 이와 같이 독일법에서는 ‘(인간의)존엄

1) 독일 헌법상의 일반  인격권의 발 과 보호법익에 하여 포 으로 설명하고 

있는 Klaus Stern, Staat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d. Ⅳ/1, C. H. 

Beck, 2006, S.185ff. 참조. 그밖에도 Christoph Degenhart, Das allgemeine 

Persönlichkeitsrecht, Art. 2 Ⅰ i. V. mit Art. 1 Ⅰ GG, JuS 1992, S.361～368; 

Hans D. Jarass, Das allgemeine Persönlichkeitsrecht im Grundgesetz, NJW 

1989, S.857～862; Jörg Lücke, Die spezifischen Schranken des allgemeinen 

Persönlichkeitsrechts und ihre Geltung für die vorbehaltlosen Grundrechte - Zu 

den Schranken der vorbehaltlosen Freiheitsrechte aus Art. 2 Abs. 1 in 

Verbindung mit Art. 1 Abs. 1 GG -, DÖV 2002, S.93～103 참조. 독일에서는 

최근(2008년 10월) 인격권에 하여 집 성한 무려 2000면의 Handbuch des 

Persönlichkeitsrechts[Horst-Peter Götting, Christian Schertz, Walter Seitz 편 ]

가 Beck Juristische Verlag에서 출간되었다. 독일연방헌법재 소의 일반  인격

권을 인정한 례로는 BVerfGE 6, 389(433); 27, 1 (6); 35, 202(220f.); 54, 148 

(153); 65, 1 (41) 72, 105 (115); 72, 155 (170), 79, 155 (170); 95, 220 (241); 96, 

36 (61); 96, 171 (181); 99, 185 (193); 101, 361 (380) 참조. 

2) Warren and Brandeis, The Right of Privacy, 4 Harv. L. Rev. 153, 196 (1890). 

미국 례상으로 라이버시권을 헌법  권리로 최 로 주장한 것은 1928년 

Olmstead v. United States, 277 U. S. 438 (1928)의 L. D. Brandeis 사의 소수

의견에서 처음 발견된다. 미국연방 법원이 1967년 Katz v. United States, 389 

U. S. 347 결에서 이 소수의견의 핵심 인 생각을 받아들인 이래 확립된 례

가 되었다고 한다: United States v. Ross, 456 U. S. 798 (1982); California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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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nity)’을 심으로 미국법에서는 ‘(사생활의)자유(liberty)’를 심으로 

하는 식으로 서로 근방법이 다른 것은 각국에 특유한 텍스트  내지 컨

텍스트  사정에 기인한다.3)

한국의 경우 1948년 헌법제정 당시에는 헌법 텍스트에 ‘존엄’조항도 ‘인

격권’조항도 ‘ 라이버시’조항도 규정되지 않았다. 다만 “국민의 모든 자유

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써 경시되지 아니한다”(제헌헌법 

제28조 제1항)는 조항이 있어서 이를 매개로 - 인격권을 포섭할 수 있는 - 

포  기본권구성요건을 인정할 여지는 있었다. 그러다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규정이 1962년 헌법(제8조 단)에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규

정과 “사생활의 비 과 자유”규정이 1980년 헌법(제9조와 제16조)에서 각

각 신설되었다. 

그 다면 이러한 텍스트  사정하에서 한국헌법은 어떠한 근방식을 

택하여야 하는가? 헌법 제17조에 사생활의 비 과 자유가 이미 명문화되어 

있으니 미국식 근방식을 택하고 일반  인격권 논의는 포기하여야 하는

가4) 아니면 그보다 먼  성문화된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에서 출발하여야 하는가. 사생활의 비 과 자유에 의하여 다 포

섭할 수 없는 인격  법익이 있다면 일반  인격권 논의를 포기할 수는 없

지 않은가.5) 이른바 일반  인격권이라는 권리카테고리를 인정한다고 했을 

Ciraolo, 476 U. S. 207(1986); California v. Greenwood, 486 U. S. 35 (1988); 

Cruzan v. Missouri Department of Health, 497 U. S. 261(1990). 

3) James Q Whitman, The Two Western Cultures of Privacy: Dignity versus 

Liberty, 113 Yale L. J.  1151 (2004) 는 사생활보호에 한 독일과 랑스 등 

륙법의 근방식과 미국의 근방식의 차이가 문화  차이에 기인하는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 독일과 미국의 근방식의 차이에 기 한 비교헌법  문

헌인 Edward J. Eberle, Dignity and Liberty - Constitutional Vision i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Praeger Publishers, 2002는 인격권에 하여 

pp. 79～123에, 자기결정권에 하여 pp. 125～160에 양국의 학설ㆍ 례를 상세히 

비교분석하고 있다. 

4) 김일환, 한국헌법상 “일반  인격권”존재여부에 한 비  고찰, 공법연구 제28

집 제4호 제2권, 한국공법학회, 113-130면(특히 128-129면)

5) 한수웅, 헌법상의 인격권 - 특히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일반  인격권  헌

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보호에 하여, 헌법논총 제13집, 헌법재 소, 2002, 665면: 

“인격권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 정보는 반드시 사생활에 속하는 정보일 필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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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그 헌법  근거는 무엇인가. 한 명칭에서 분명하다시피 일반  인격

권이 그 보장내용에 있어서 다른 인격  법익을 보호하는 개별 ㆍ구체  

인격권에 의해서 포섭되지 아니하는 기타의 인격  법익을 포섭하는 구성

요건  기본권규정이라고 한다면, 구체 으로 어떠한 것이 보호법익이 될 

수 있는가? 한 일반  인격권은 포  기본권규정으로 인정되는 다른 

기본권규정, 즉 헌법 제10조 제1문 후단의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이른

바 ‘일반  행동의 자유’라든가 헌법 제37조 제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

니한 자유와 권리’와는 어떠한 계에 놓이는가.

이와 같이 헌법상 인격권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수많은 문제들에 하여 

학설이 정리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동안 헌법재 소는 아래에서 살

펴본 것처럼(Ⅱ. 이하) 지난 20년 동안 이 문제들과 실무 으로, 즉 이스 

바이 이스로 씨름하여 상당히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어온 것이 사실이다. 

즉 법문상으로만 보면 추상 이기 이를데 없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라든가 “행복 추구”라는 문언 가운데서 그리고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

한 자유와 권리”라는 실체  기  없이 보호의 형식만 제시되어 있는 규정

을 가지고 헌법재 소는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하기 하여 노력해 왔다. 

헌법재 소는 우선 헌법 제10조 제1문 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기본권보장의 종국  목 이자 기본이념임을 천명하 고, 그로부터 인격권

이라는 주  권리를 도출하 으며, 나아가 인격권이라고 표 된 인간으

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 조항으로부터 일반  인격권을, 행복추

구권 조항으로부터 일반  행동의 자유를 도출하 다. 뿐만 아니라 어느 

하나의 기본권조항에도 속 으로 포섭시키기 어려운 기본권  보호내용

없고 단지 개인 련정보인 것으로 충분하다. 그 자체로서 사생활과 특별한 연

성이 없는 정보라 하더라도, 정보의 산처리가능성으로 인하여 범 하게 개인 

정보와 연결ㆍ결합되어 개인의 사회  상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사생활 련 

정보인가와 계없이 그 자체로서 무의미한 정보는 없다. 따라서 모든 개인 련 

정보가 ‘사회  상에 한 자기결정권’의 보호 상이 된다. 국가가 개인 련 정보

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의 인격권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 ’에 의해서는 

보호될 수 없고, 단지 일반  인격권의 한 요소인 ‘사회  상에 한 자기결정권’

에 의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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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하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로서 독자  기본권성을 인정하

기도 하 다.

그러나 헌법재 소의 근방식이 사건별ㆍ문제 심 이다 보니 체계

으로 정리된 일 성있는 입장을 내놓았다기 보다는 다양한 역에서 여러 

가능한 안을 제시해놓은 셈이 되었다. 즉 헌법재 소는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 뿐만 아니라 행복추구권을 기본권보장의 종국목 으로 들기도 

하 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도출한 주  권리를 ‘존엄권’ 

등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인격권이라고 부름으로써 기타의 인격권과 혼동을 

빚어 왔으며, 일반  인격권의 헌법  근거에 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조항인지 행복추구권인지 는 사생활의 비 과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인지 그때그때 편의 으로 설시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으

며, ‘일반  인격권’을 일반조항화하여 헌법  근거가 불분명한 사항에 

하여 그리로 도피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온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인상이 

정말 근거있는 것인지 아니면 헌법재 소 례의 성과를 토 로 헌법상의 

인격권의 보장체계를 정비하고 보호법익을 정리할 수는 없는 지 검토하여

야 할 시 이 되었고, 이는 체계 이고 일 된 이해를 목표로 하는 학문의 

임무로 보인다. 따라서 이 에서는 헌법재 소의 련 례를 살펴보면서 

체계  설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Ⅱ. 기본권보장의 이념으로서의 인격권

우선 헌법재 소는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

침의 기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모

든 기본권보장의 종국  목 (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본질이자 

고유한 가치인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6)라고 하여 

6) 헌재 1990. 9. 10. 89헌마82, 례집 2, 306, 310; 헌재 1997. 7. 16. 95헌가6, 례

집 9-2, 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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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조에서 한국헌법상의 기본권보장의 이념을 찾고 있다.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가 한국헌법상 기본권보장의 이념 내지 목 규정으로서 

객 인 헌법원리의 성질을 가진다는데 하여는 이론(異論)이 없다.7) 다

만, 헌법재 소가 행복추구권에 해서까지도 기본권보장의 이념규정으로

서의 성격을 인정하는 듯한 문구를 택하고 있는 은 분명하게 정리될 필

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동조 제

2문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를 합하여 하나의 체로서 기본권보장의 헌법

정신을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동조 제2문의 국가

의 기본권보장의무는 국가(권력)의 구체 인 기본권보장  입법ㆍ행정ㆍ사

법 의무로 해석된다는 에서 이념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동조 제1문 후단

의 행복추구권은 문언상 ‘권리’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다양

한 권리내용을 포섭하는 헌법  근거(즉, 헌법  권리규정)로 인정되고 있

다는 ,8) 더 근본 으로는 ‘행복추구’라는 문언의 의미폭이 매우 넓을 수 

있다는 에서9) 모든 기본권보장의 이념  제라고 하기에는 부 한 

면이 있다.

물론 기본권보장의 이념규정으로 리 인정되고 있는 헌법 제10조 제1

문 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로부터도 인격권이라는 주  권리가 

도출된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 소의 확립된 례라는 에 비추어 보면 행

복추구권이 여러 주  권리의 근거규정이 되고 있다는 이 그것에 이념

성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한 헌법 제10조 제1문 후단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이른바 ‘자유의 원칙’10)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면 행

7) 표 인 것만 들어도, 계희열, 헌법학( ), 박 사, 2008, 201면 이하; 권 성, 헌

법학원론, 법문사, 2008, 376면;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 사, 2007, 482면; 허 , 한

국헌법론, 박 사, 320-321면 등이 있다.  

8) 김선택, 헌법재 소 례에 비추어 본 행복추구권, 헌법논총 제9집, 헌법재 소, 

1998, 7면 이하 참조.

9) ‘행복’이라는 말이 지칭하는 념이 가지는 주 성과 상 성으로 인하여 가리키는 

바를 구체 으로 특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념으로서 기 설정  기능을 수행하

기 어려운 것이다.

10) 한수웅, 헌법상의 인격권 - 특히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일반  인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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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추구권에도 이념  성격을 인정할 여지는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행복추

구권은 자유권의 이념  규정으로서의 성격에 만족하여야 하는 것이지 모

든 기본권의 헌법  보장의 이념  제이자 출발 이라는 지 로까지 격

상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 소가 기본권보장의 종국목 (기본이념)이라고 보고 있는 

‘인격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

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격‘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과연 한 것

인지는 의문이다. 기본권보장의 이념이라는 견지에서 보면 ‘주  권리’ 

보다는 ‘객  헌법원리’의 속성을 가지는 것이고 따라서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 그 자체 내지 그것의 의미내용으로서 인격 그 자체를 드는 것으

로 족한 것이므로 ‘～권리’라는 사족을 달 이유는 없을 것이다. 헌법재 소

가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모든 기본권의 종국  목 이자 

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인간의 본질 이고 고유한 가치로서 모든 경우에 최 한 존 되어야 한

다.”11)라고 설시한 바도 있는데 이것이 바람직한 문언형식이라고 하겠다.12)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보호에 하여, 헌법논총 제13집, 헌법재 소, 2002, 629

면: “행복추구권이 ‘ 구나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게 발 할 수 있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특히 구나 자기가 원하는 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자유가 원칙이고 이에 한 제한이 외라는 헌법  

결정의 한 표 이다. 행복추구권은 ‘국가권력과 개인의 자유’의 계  ‘국

가와 개인  자신의 행 를 정당화해야 하는 책임이 구에게 있는가’에 한 

핵심 인 헌법  표 이다. 헌법이 행복추구권을 통하여 표 하고자 하는 바는, 

‘인간의 행동가능성을 제한하는 모든 국가행 는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개인은 자유의 행사를 국가에 하여 정당화해야 할 필요가 없는 반면, 국가

는 자유의 제한을 언제나 정당화해야 한다.” 

11) 헌재 2001. 7. 19. 2000헌마546, 례집 13-2, 103, 111.

12) 헌법 텍스트의 인용에 있어서도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라고 하여”라고 련 부분을 특정하여 정서하는 것이 옳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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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헌법 제10조 제1문 전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 - 좁은 의미(협의)의 인격권

1. 주관적 권리로서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그 판단범주 

헌법 제10조 제1문 단에 규정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하여 

기본권 보장의 이념  제 내지 객  헌법원리의 성격을 인정하는 외에 

그로부터 주  권리를 도출할 수 있는가에 하여는 학설상 논란이 있

다.13) 나아가 주  권리의 근거규정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할 경우에도 ‘인

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라는 추상 인 문언으로부터 일정한 범 의 극

인 징표를 특정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어떠한 내용이 주  권리로서

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한 권리에 포섭되는 것인지를 일반 으

로 열거하려는 노력이 성공하기 어렵다.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를 구성하는 극 인 표지를 미리 획정하기 보다는 오히려 개별 ㆍ구체

 침해사례로부터 소극 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지 않기 

13)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주  권리성을 인정하는 입장으로는 계희열, 헌법학

( ), 박 사, 2007, 208쪽;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 사, 2007, 486쪽; 양건, 헌법

강의Ⅰ, 법문사, 2007, 274쪽. 반면에 권 성 교수는 헌법 제10조 제1문 단(인

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조항)은 “구체  기본권을 보장한 조항이 아니라 모든 

기본권의 이념  제가 되고 모든 기본권 보장의 목 이 되는 객  헌법원

리를 규범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376면)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직 (제1차

)으로는 구체 인 주  공권을 보장하는 조항이 아니지만, 국가가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행 를 하는 경우에는 제10조 제1문 단을 근거

로 그 침해행 의 헌ㆍ무효와 더불어 침해행 의 배제를 주장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에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10조 제1문 단은 간 (제2차 )으로는 국가  방

어권(인격권 등)에 한 근거규정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권

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377-378면). 허  교수는 인간의 존엄성 규정으

로부터 기본권 보장의 가치지표, 기본권실 의 목 , 헌법질서의 최고가치, 국가

작용의 가치  실천기  등의 객 규범  성격을 포착할 뿐 주  권리의 성

격을 논의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허 , 한국헌법론, 박 사, 2008, 322-323

면, 특히 323면 각주 1) 참조) 그는 한 헌법재 소 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일반  인격권의 보장내용들 컨 , 성명권, 명 권, 상권 등이 헌법 제37조 

제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3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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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지되어야 할 행 들이 사후 으로 축 될 수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 다고 하더라도 어떤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있

다고 하려면 최소한 유지하고 있어야만 할 것으로 보이는 일정한 범주는 

설정할 수 있다고 본다(그리고 그러한 범주의 구체  내용은 개별  침해

사례로부터 분명해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러한 범주를 남김없이 확정

할 수도 없고 그러한 한정시도는 와 같은 측불가능의 시 에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데 불충분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우선 분명

해 보이는 네 가지 범주만 시한다. 

첫째, 인간은 그가 구이든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라는 것, 따라서 인간

이 아닌 물건으로 취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 즉 인간에게 인격(人格)을 인

정하여야 하지 물격(物格)으로 취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인간의 

인간성(Mensch-Sein) 내지 인격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

둘째, 인간은 어떤 (생활) 계에서건 는 어떤 상황에서건 항상 주체로

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따라서 어떤 다른 인간 는 조직에 의해

서든 차에서든 단순한 객체로 취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인

간의 주체성(Subjekt-Sein)이라고 부를 수 있다.14)   

셋째, 인간은 그  인류라는 종의 일부를 구성하는 세포체에 지나지 않

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개체로서 이미 독립 으로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인간은 그가 구이든 군가로 체가능

한 부품처럼 취 되어서는 안된다. 인간은 언제나 ‘그 군가’로 특정될 수 

있는 존재로 받아야 한다. 이것을 인간의 고유성 는 정체성(identity)

이라고 부를 수 있다.

넷째, 인간은 신체와 정신과 혼이 결합한 하나의 유기  통일체로서 

14) 인간성ㆍ인격성과 주체성은 모든 인간을 상호 등한 주체로 인정하도록 요청한

다. 따라서 근  법률공동체에서 모든 인간을 그가 구이든 같이 인격

(personhood)을 부여하여 법률 계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인간으

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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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존재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외부로부터, 특히 국가공권력의 강제로 

인하여 이러한 통일성이 분열되고 괴되면 인간은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

게 된다. 이러한 통일성ㆍ동일성 내지 온 성(integrity)은 에서 말한 고

유성ㆍ정체성과 불가분리 으로 결합한다.

2. 인간의 인간성과 주체성

헌법재 소는 이러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범주들을 침해하는 

사례를 다루면서 우선 “인간으로서의 기본  품 (유지)”에 한 침해를 

언 하고 있다. 

헌법재 소는 유치장내 화장실설치  리행  헌확인사건에서 “(유

치인이) 용변을 볼 때는 그 소리와 냄새가 같은 유치실내 거실로 직  유

출될 수 있고, 옷을 벗고 입는 과정에서 둔부 이하가 …… 유치실내의 다

른 동료 유치인들에 노출될 수 있으며, …… 유치실 밖에 있는 같은 층의 

경찰 들이나 특히 유치실을 앞쪽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2층의 경찰 들

에게는 옷을 추스르는 과정에서 허벅지 등이 보일 수 있게 되어 있는” 등 

차폐시설이 불충분한 구조의 화장실을 유치실내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한 행 에 하여, “…… 보통의 평범한 성인인 청구인들로서

는 내 한 신체부 가 노출될 수 있고 역겨운 냄새, 소리 등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용변을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그때마다 수치심과 

당혹감, 굴욕감을 느 을 것이고 나아가 생리  욕구까지도 억제해야만 했

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나아가 함께 수용되어 있던 다른 유치

인들로서도 군가가 용변을 볼 때마다 불쾌감과 역겨움을 감내하고 이를 

지켜보면서 마찬가지의 감정을 느 을 것이다. 그 다면 이 사건 청구인들

로 하여  유치기간 동안 와 같은 구조의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피청구인의 행 는 인간으로서의 기본  품 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으로서,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여지므로 체 으로 볼 때 비인도

ㆍ굴욕 일 뿐만 아니라 ……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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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 다고 단된다.”15)라고 하 고, 신

체과잉수색행  헌확인사건에서 “청구인들이 ……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

되는 과정에서 흉기 등 험물  반입 지물품의 소지ㆍ은닉 여부를 확인

하기 하여 경찰 에게 등을 보인 채 돌아서서 상의를 속옷과 함께 겨드

랑이까지 올리고 하의를 속옷과 함께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3회에 걸쳐 

앉았다 일어서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 신체수색행 ”에 하여 “피청구인

의 청구인들에 한 이러한 과도한 이 사건 신체수색은 그 필요성에도 불

구하고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 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로 하여  인간으로서의 기본  품 를 유지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여지므로 헌법 제10조

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 ……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

르 다고 단된다.”16)라고 하 으며, 교도소 미결수용자에 한 계구사용

행  헌확인사건에서 무려 1년이 넘는 기간동안 하루 1, 2시간 정도의 

목욕이나 집필 등을 이유로 일시 해제된 것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속수갑

과 가죽수갑 등 계구를 착용하게 한 행 에 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계

구사용행 로 인하여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 유지조차 어려운 생활을 장

기간 강요당했다. 가죽수갑 등으로 양팔이 허리에 고정된 상태에서는 편안

안 자세로 취침을 하기가 어렵고 정상 인 방법에 의한 식사나 용변처리를 

할 수 없을 것임은 쉽게 짐작할수 있다. 이와 같이 계구 때문에 인간으로

서 가장 기본 인 생리 상을 정상 으로 처리할 수 없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면 이는 인간으로서의 기본 인 품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볼 수 있으며 ……”17) “가장 기본 인 생리 상을 해결

할 때마다 인간으로서의 기본 인 품 유지조차 어려운 생활을 장기간 강

요당했으므로 그 자체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18) 

고 하 다.

15) 헌재 2001. 7. 19. 2000헌마546, 례집 13-2, 103, 112.

16) 헌재 2002. 7. 18. 2000헌마327, 례집 14-2, 54, 63-64.

17) 헌재 2003. 12. 18. 2001헌마163, 례집 15-2(하), 562, 578.

18) 헌재 2003. 12. 18. 2001헌마163, 례집 15-2(하), 562,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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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례에서 헌법재 소는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기 해 반드시 유지되었어야 하는 최소한의 생존조

건과 차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확인하 다. 유치장내 화장실사건

과 미결수용자 계구사용사건은 인간의 인간으로서의 격(格)에 한 침해에 

가깝고, 신체과잉수색사건은 그에 더하여 인간을 유치장수용 차의 단순한 

객체로 락시킨 주체성침해도 수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 소

는 이러한 침해사례로부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

권의 보장내용으로서 “인간으로서의 기본  품 ”를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 소는 형법 제250조 등(사형제도) 헌소원사건에서 법

정의견으로 “한 생명의 가치만을 놓고 본다면 인간존엄성의 활력 인 기

를 의미하는 생명권은  기본권으로 보아야 함이 당연하고, 따라서 

인간존엄성의 존 과 생명권의 보장이란 헌법정신에 비추어 볼 때 생명권

에 한 법률유보를 인정한다는 것은 이념 으로는 법리상 모순이라고 할 

수도 있다.”면서도 “ 실 인 측면에서 볼 때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의 생

명을 부정하거나 그에 못지 아니한 한 공공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국법

은 그 에서 타인의 생명이나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보호할 것인가의 

규 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 생명에 한 

법  평가가 외 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생명권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  법률유보의 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

여 비례원칙을 용하여 합헌결정을 한 바 있다.19) 이 례에서 소수의견

을 낸 김진우 재 은 “형벌로서의 사형은 자유형과는 달리 사형선고를 

받은 자에게 개과천선할 수 있는 도덕  자유조차 남겨주지 아니하는 형벌

제도로서 개인을 으로 국가 는 사회 체의 이익을 한 단순한 수단 

내지 상으로 삼는 것으로서 사형수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

이다. 사형제도는 나아가 양심에 반하여 법규정에 의하여 사형을 언도해야 

하는 법 은 물론,  그양심에 반하여 직무상 어쩔 수 없이 사형의 집행

에 여하는 자들의 양심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19) 헌재 1996. 11. 28. 95헌바1, 례집 8-2, 537, 54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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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간 인 형벌제도이기도 하다.”20)라고 하 고, 조승형 재 은 “우리 

헌법은 제1조에서 체주의  성격을 부인하고 있으며 제10조에서 인간으

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즉 인격주의를 선언하고 …… 따라서 우리 헌법의 

근본정신은 반 체주의  정신과 인격주의라 할 것이므로 생명박탈의 형벌

은 바로 이 정신에 반하는 형벌”21)이라고 하고 있다. 형벌제도로서의 사형

이 사형수를 국가형벌권행사의 단순한 객체로 락시킴으로써 그의 인간으

로서의 주체성을 침해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례에서 법정의견은 “우리는 헌ㆍ합헌의 논의를 떠나 사

형을 형벌로서 계속 존치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바람직한 것인가에 

한 진지한 찬반의 논의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고, 한 나라의 문화가 고도

로 발 하고 인지가 발달하여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가 실 되는 등 시 상

황이 바 어 생명을 빼앗는 사형이 가진 하에 의한 범죄 방의 필요성이 

거의 없게 된다거나 국민의 법감정이 그 다고 인식하는 시기에 이르게 되

면 사형은 곧바로 폐지되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벌로서 사형이 

그 로 남아 있다면 당연히 헌법에도 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2)라

고 하여 사형제도의 헌여부 단에서 실  고려가 요하게 작용하 음

을 고백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고유성ㆍ정체성(identity)과 동일성ㆍ통일성ㆍ온전성(integrity)

민법상 불법행 에 한 권리구제방법으로는 배상이 원칙이나 외

으로 민법 제746조는 명 훼손의 경우에는 배상에 갈음하여 는 이

와 함께 침해된 명 를 회복하기 한 원상회복  구제를 인정하여, 법원

이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명 회복에 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라

고 규정하 는데, 이러한 처분의 표  로서 사죄 고 게재를 인정하는 

20) 헌재 1996. 11. 28. 95헌바1, 례집 8-2, 537, 551.

21) 헌재 1996. 11. 28. 95헌바1, 례집 8-2, 537, 557.

22) 헌재 1996. 11. 28. 95헌바1, 례집 8-2, 537, 548-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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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과거의 학설ㆍ 례 었다. 헌법재 소는 민법 제746조의 헌여부 헌

법소원사건에서 민법 제746조가 사죄 고제도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헌법 

제19조(양심의 자유)에 반되는 동시에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의 침해에 

이르게 된다고 보고, 민법 제746조가 동조 소정의 “명 회복에 당한 처

분”에 사죄 고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헌법에 반되지 않는다고 하

여 이른바 질  일부 헌결정을 하 다. 여기에서 헌법재 소는 “ ‘사과한

다’는 행 는 윤리 인 단ㆍ감정 내지 의사의 발로인 것이므로, 본질 으

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자발 인 것이라야 할 것이며 그때 비로소 사

회  미덕이 될 것이고, 이는 결코 외부로부터 강제하기에 합지 않은 것

으로 이의 강제는 사회 으로는 사죄자 본인에 하여 굴욕이 되는 것에 

틀림없다. …… 어도 ‘사과’의 문구가 포함되는 한 그것이 마음에 없는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자존심에 큰 상처요 치욕임에 다름없으며 …… 사죄

고란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굴욕 인 의사표시를 자기의 이름으로 신문

ㆍ잡지 등 매체에 게재하여 일반 세인에게 리 포하는 것 …… 그 

구체  내용이 국가기 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

치 본인의 자발  의사형성인 것 같이 되는 것이 사죄 고이며  본인의 

의사와는 무 한 데도 본인의 이름으로 이를 외 으로 표명되게 되는 것

이 그 제도의 특질이다. 따라서 사죄 고과정에서는 …… 인격의 자유로운 

발 을 해 보호받아야 할 인격권이 무시되고 국가에 의한 인격의 외형  

변형이 래되어 인격형성에 분열이 필연 으로 수반되게 된다. 이러한 의

미에서 사죄 고제도는 헌법에서 보장된 인격의 존엄과 가치  그를 바탕

으로 하는 인격권에 큰 해도 된다 할 것이다.”23)라고 하 다.

이 례에서 확인하고 있는 인격의 분열은 하나의 유기  통일체로 념

되어야 할 인간의 정신 인 상태가 내면의 상태와 외부 으로 표 된 상태

가 서로 다른 채 두 가지 상태로 갈라지면서 인격의 통일성ㆍ온 성이 깨

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는 것이다.

23) 헌재 1991. 4. 1. 89헌마160, 례집 3, 149, 15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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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좁은 의미(협의)의 인격권 : 존엄권으로서의 인격권

헌법재 소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24)에서 유래한다고 하는 인격권

은 이와 같이 가장 좁은 범 의 인격  법익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며, 이

러한 법익은 인간에게서 분리시킬 수 없는, 즉 인간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내용이다. 따라서 이러한 범 에서는 주  권리로서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한 기본권, 즉 가장 좁은 의미( 의)의 인격권은 제한이 

허용될 수 없는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인격권’이라는 용어가 통상 인격  법익을 보호하는 권리 일반 

내지는 그보다는 좁은 범 이긴 하지만 일반  인격권에 쓰이는 용어이므

로 와 같이 아주 소한 범 의, 그것도 어떠한 이유로도 포기할 수 없

는 한 법익을 보호하는 기본권의 명칭으로 과연 한 지 의문이 있

다. 인간으로서의 ‘격(格)’을 유지하는데 불가결한 법익을 보호하는 기본권

이라는 취지에서 ‘인격’권이라는 용어가 어감상 나쁘지는 않으나, 헌법의 

법문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라 되어 있고 ‘존엄’과 ‘가치’는 가치  

개념으로서 복ㆍ강조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존엄권’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해에 편리한 이 있을 것으로 본다.

Ⅳ. 일반적 인격권(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 넓은 의미(광의)의 인격권

1. 문제 : 일반적 인격권의 헌법적 근거와 보호법익

  

24) 헌법재 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용어를 즐겨 쓰고 있으나, 헌법의 법문

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로 되어 있고, ‘인간으로서의’와 ‘인간의’라는 용어

는 같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즉 자는 인간=존엄=가치라는 등식이 가능한 

용어이나, 후자는 인간이 가지는 속성의 하나로 존엄과 가치를 보는 용어이므로 

다소 번거롭더라도( 결문 작성의 편의가 헌법의 명문에 우선할 수는 없을 것이

다) 헌법의 법문에 충실한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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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상 인격권이 보장된다고 했을 때, 이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에서 도출되는 가장 좁은 범 의 인격권(즉 존엄권)으로 보호되는 법익

을 넘어선, 그러나 여 히 좁은 범 의 인격  법익을 보호하는 인격권을 

가리키는 것이 될 것이고, 이를 강학상 ‘일반  인격권’이라고 부를 수 있

다. 그런데 한국헌법 에는 헌법 제10조 제1문 단에 인간으로서의 존엄

과 가치, 동 후단에 행복추구권, 그리고 헌법 제17조에 사생활의 비 과 자

유, 나아가 헌법 제37조 제1항에 헌법에 열거된 자유와 권리 조항까지 갖

추고 있어 한국헌법에서 일반  인격권의 헌법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지,  일반  인격권을 비롯하여 이들 헌법조항들 사이에서 각각 하

나의 카테고리를 구성할 기본권별로 보호 역 내지 보호법익을 어느 범

로 보아야 할 것인지 하는 난제 앞에 서게 된다. 게다가 서두에서 말한 것

처럼 독일헌법학의 일반  인격권 법리와 미국 례법의 라이버시권의 법

리가 모두 수입되어 상황을 더욱 어지럽게 하고 있다. 한 헌법재 소 

례는 자신의 이론  제를 분명히 하지 아니한 채 이스 바이 이스로 

그때그때 하다고 생각되는 입장을 취하여 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

서 학설은 부분 으로는 외국의 학설이나 례에, 부분 으로는 헌법재

소의 례에 의지하면서 갈피를 못잡을 정도로 혼란스럽게 개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헌법재 소 례를 일반  인격권의 보호법익별로 나 어 

정리하고 각각 어떠한 헌법  조항을 근거로 하여 일반  인격권이 인정된 

것인지를 체계 으로 재구성해보고자 한다.25)

2. 자기운명결정권, 성적 자기결정권

  

25) 여기에서는 헌법재 소가 의식하고 한 것이든 의식하지 못하고 한 것이든 묻지 

않고, 한국헌법의 텍스트를 기 로 하여 구성가능한 인격권 법리가 헌법재 소 

례에 의하여 형성되어 왔음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바탕 에

서 ‘존엄성보호’-‘인격보호’-‘사생활보호’-‘그밖의 개별  인격  이익의 보호’로 

이어지는 한국헌법에 특유한 인격권 법리 구성의 토 가 제시될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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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 소는 형법 제241조(간통죄)의 헌여부에 한 헌법소원사건에

서 “개인의 인격권ㆍ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제되는 것

이고,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  여부  그 상 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 자기결정권이 한 포함되어 있으며 간통죄의 규정이 개인의 성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임은 틀림없다.”26)라고 하 고 민법 제809조 제1항

(동성동본 혼조항) 헌제청사건에서 재  5인의 단순 헌의견도 “개인

의 인격권ㆍ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그 제로 하고 있으

며,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 (性的)자기결정권 특히 혼인의 자유와 혼인

에 있어서 상 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27)28)라고 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근거로 하

여 사  생활 역에서의 자기(운명)결정권  그에 포섭되는 성  자기결

정권을 인정하고 있다.29) 

3. 가족관계ㆍ신분관계에 있어서 자기결정권

가. 친자관계 형성에 있어서 자기결정권

  

헌법재 소는 민법 제847조 제1항 헌제청사건(친생부인의 소 1년의 제

척기간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법정의견으로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

고 있는 바, 이로써 모든 국민은 그의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하여 자

26) 헌재 1990. 9. 10. 89헌마82, 례집 2, 306, 310; 동지의 례: 헌재 2001. 10. 25. 

2000헌바60, 례집 13-2, 480, 485.

27) 헌재 1997. 7. 16. 95헌가6, 례집 9-2, 1, 16-17.

28) 이 례는 혼인 여부와 혼인 상 방 선택을 성행  여부와 성행  상 방 선택

과 등치시키는 문언형식을 택함으로써 혼인의 생활공동체로서의 보다 넓은 실질

 의미를 제 로 반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다.  

29) 이 례와 달리 성  자기결정권의 근거를 인격권 내지 자기운명결정권으로 보

고 그 헌법  근거를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과 

더불어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 과 자유까지 들고 있는 례(헌재 2002. 10. 

31. 99헌바40, 례집 14-2, 390, 397)에 하여는 아래 Ⅴ. 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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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으로 자신의 생활 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일률 으로 자의 출생

을 안 날로부터 1년으로 규정함으로써 부가 자의 친생자 여부에 한 의심

도 가지기 에 그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버려 결과 으로 부로 하여  

연 계가 없는 친자 계를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극단 으로 제한하고  

자의 출생 후 1년이 지나서 비로소 그의 자가 아님을 알게 된 부로 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면서까지 친생부인권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인간이 가지는 보편  감정에도 반할 뿐 아니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친

자 계를 부인하고자 하는 부의 가정생활과 신분 계에서 려야 할 인격

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30)라고 하 다. 보다 분명하게 

김진우 재 은 별개의견에서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문)으로부터 도출되는 일반  인격권(一般的 人格權)은 각 개인에게 그 개

성을 발 시키고 유지하기 하여 그 삶을 사 으로 형성함에 있어서 필요

한 자율 역을 보장한다. 자신의 통에 입각한 친자 계의 형성은 개인의 

인격발 에 있어서 한 의미를 지니는 요소들 의 하나이다. 부와 자

의 계가 부의 통에 입각해 있는가의 문제는 부의 자와의 계  부부

의 계를 비롯한 가족 계의 형성과 유지에 결정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기의 통이 아닌 자와의 친자 계를 부인할 수 없

도록 법이 강요하는 것은 부의 일반  인격권에 한 한 제한이라고 

할 것”31)이라고 설시하 다. 이 례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격권이라고 부르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과 행복추구권의 결합에서 일반  

인격권이 도출되는 것이고 이것에 개인의 신분 계ㆍ가족 계형성에 있어

서의 자기결정권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나. 태아의 성별정보에의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

30) 헌재 1997. 3. 27. 95헌가14, 례집 9-1, 193, 204.

31) 헌재 1997. 3. 27. 95헌가14, 례집 9-1, 193, 208-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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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 소는 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태아성별고지 지조항) 헌확인

사건에서 법정의견으로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  인격권에는 

각 개인이 그 삶을 사 으로 형성할 수 있는 자율 역에 한 보장이 포함

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장래 가족의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한 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는 이와 같은 일반  인

격권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규정은 일반  인

격권으로부터 나오는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에 한 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32)라고 하 다. 반면, 이동흡 재 은 

소수의견에서 “이 사건의 경우에 문제되는 태아의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

보를 미리 확인할 자유가 있어 얻을 수 있는 이익이란, 결국 장래 가족의 

일원이 될 태아의 성별에 하여 미리 알고 싶은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호

기심의 충족과 태아의 성별에 따른 출산 이후의 양육 비를 미리 할 수 

있다는 정도의 사실상 이익에 불과한 것이므로, 청구인 자신의 인격의 형

성ㆍ유지ㆍ표 과는 직 인 련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즉 태아의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를 미리 확인할 헌법상 

자유가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의 경우까지 일반  인격권을 근거로 태아의 

부모의 태아의 성별 정보에 한 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라는 명목의 

헌법상 기본권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은, 일반  인격권의 범주를 과도하

게 확 한 것이라는 비 을 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기

본권이 아닌 것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기 한 나머지 포  기본권 조

항으로 도피한 것에 다름없는 것이다.”라고 비 하고 있다.33)

태아의 성별정보가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인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인

지는 그것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보호 역에 포섭되는지 여부에 따라 

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태아의 성별정보가 태아의 부모의 인격  이익과 

무 한 것인지는 태아와 부모의 상호 계  그것이 태아의 부모의 인격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아야 한다. 태아는 임산부의 태 에 있는 계로 자

32) 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 공보 제142호, 1097, 1104-1105.

33) 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 공보 제142호, 1097, 11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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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스스로는 아무런 결정이나 행 도 하지 못한다. 따라서 태아의 생명이

나 건강 등의 이익이 걸린 문제에 하여 일차 으로는 임산부, 이차 으

로는 아버지가 태아를 신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는 이른바 보증인  지

에 놓이게 된 것이다. 한 임산부는 태아와 신체 으로 결합한 상태에 있

으므로 태아의 생명이나 건강상태는 임산부의 건강, 나아가 생명과도 연결

될 수 있다. 만약 태아의 생명이나 건강의 유지를 한 의료행 의 요부 

 정도가 태아의 성별에 따라 달라진다면, 의료행 가 임산부의 신체를 

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태아의 성별 정보는 임산부의 생명이

나 건강의 이익에 바로 연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태아의 성별정보는 의료

행 의 허용요건인 동의(informed consent)의 제가 되는 정보에 속할 것

이며 임산부에게 당연히 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태아의 성별정보는 

태교를 비롯하여 태아와 임산부 내지 아버지와의 커뮤니 이션에 지 않

은 향을 미칠 수 있다. 단지 출산 내지 양육의 비를 한 사  정보이

거나 심지어는 자신의 2세의 성별에 한 단순한 호기심에 불과하다고 하

기에는, 태아상태에 있는 인간생명체와 그와 신체 -정서 으로 결합하여 

있는 임산부(내지 아버지) 사이의 교류가 양자의 인격형성ㆍ유지에 미치는 

향이 지 않을 것이다. 이 게 보면 태아의 성별정보가 의료인에 의해 

확인된 경우에도 아무런 외도 인정함 없이 의료인으로 하여  태아의 부

모에게 알지 못하도록 - 즉 성별정보의 고지를 지하는 것을 넘어서 동 

정보에의 근을 방해하도록 - 행 할 의무를 지우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 뿐만 아니라, 태아의 부모의 일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례의 입장은 타당한 것이다.  

 

4. 아동ㆍ청소년의 인격의 자유발현권

  

헌법재 소는 학원의설립ㆍ운 에 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헌

제청, 학원의설립ㆍ운 에 한법률 제3조 등 헌 확인사건에서 “행복추구

권은 일반 인 행동의 자유와 인격의 자유로운 발 권을 포함하는데, 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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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 지에 의하여 학생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 권’이 제한된다. 학습자로

서의 아동과 청소년은 되도록 국가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인격, 

특히 성향이나 능력을 자유롭게 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아동과 청소

년은 인격의 발 을 하여 어느 정도 부모와 학교의 교사 등 타인에 의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인격체이지만, 부모와 국가에 의

한 교육의 단순한 상이 아닌 독자 인 인격체이며, 그의 인격권은 성인

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

하여 보호된다. 따라서 헌법은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내

에서 아동에게도 자신의 교육에 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아동은 학교교육 외에 별도로 과

외교습을 받아야 할지의 여부와 구로부터 어떠한 형태로 과외교습을 받

을 것인가 하는 방법에 하여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결

정할 권리를 가진다.”34)라고 하여 아동ㆍ청소년이 단순한 피교육자 신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의 한 주체로서 자신의 교육에 한 결정에 

스스로 참여할 권리가 있고 이것이 일반  인격권으로 보호된다고 보았다.

 

5.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

  

헌법재 소는 청소년의성보호에 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신상공개) 

등 헌제청사건에서 “헌법 제10조 제1문 …… 이 보호하는 인간의 존엄성

으로부터 개인의 일반  인격권이 보장된다. 한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

민은 사생활의 비 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상

공개제도는 국가가 개인의 신상에 한 사항  청소년의 성매수 등에 

한 범죄의 내용을 에게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일반  인격권을 제한하

며, 한편 사생활의 비 에 해당하는 사항을 국가가 일방 으로 공개하는 

것이므로, 이는 일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 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 

34) 헌재 2000. 4. 27. 98헌가16, 례집 12-1, 427, 455-456; 동지의 례: 헌재 2004. 

5. 27. 2003헌가1, 례집 16-1, 670, 695-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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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35)라고 하 다. 이 례에서 5인의 헌의견은 이를 좀더 구체

으로 설시하여 “국가가 범죄사실과 같이 개인에 한 사회  평가에 

한 향을 미치는 정보자료를 함부로 일반에 공개할 경우, 그 개인의 

정 인 면을 포함한 총체 인 인격이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부정 인 

측면만이 세상에 크게 부각됨으로써 장차 그가 사회와 ㆍ교류하며 자

신의 인격을 자유롭게 발 하는 것을 심 하게 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활동을 통한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 을 해서는, 타인의 에 비치

는 자신의 모습을 형성하는 데 있어 결정 인 인자가 될 수 있는 각종 정

보자료에 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다시 말하여 사회  인격상

에 한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국가는 이를 최 한 보장할 책무

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신상공개제도는 본인이 밝히기를 꺼리는 치부를 

세상에 공개하여 와 같은 사회  인격상에 한 자기결정권을 하게 

제한함으로써 범죄인의 인격권에 한 훼손을 래한다고 볼 것이다.”36)

라고 하여 사회  인격상에 한 자기결정권이 일반  인격권의 보호법익

임을 밝히고 있다.

이 례와 비슷한 방향에서 헌법재 소는 미결수용자에 한 재소자용 

수의 착용처분 헌확인사건에서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

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1955년 유엔 범죄방지  범죄자처우 회의에서 채택한 ‘피구 자 처우에 

한 최 기 규칙’ 제84조 제2항은 ‘유죄 결을 받지 아니한 피구 자는 

무죄로 추정되고 무죄인 자로서 처우되어야 한다’고 하고, 제17조 제3항은 

시설 내에서는 사복을 입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피구 자에 하여도 

그가 ‘정당하게 인정된 목 을 하여 시설 밖으로 외출할 때에는 언제나 

자신의 사복 는 에 띄지 않는 의복을 입도록 허용되어야 한다’는 규정

도 이러한 면을 고려한 것이다).”37)라고 하여 일정한 제복의 착용 강제가 

35) 헌재 2003. 6. 26. 2002헌가14, 례집 15-1, 624, 642-642.

36) 헌재 2003. 6. 26. 2002헌가14, 례집 15-1, 624, 65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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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질서유지를 하여 불가피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수용자가 시설 밖

에서, 즉 일반 사회에서 마주치게 될 시선 속에서까지 특정한 부정 인 사

회  신분상태에 있음을 노출시키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았다. 아

직 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소자용 의류를 입고 사회에 노출됨으로

써 자신의 사회  인격상에 부정  향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  

인격권의 침해가 된다는 것이다. 

6. 사적인 기록(일기나 비망록) 작성행위

헌법재 소는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치처분기간 인 수형자의 

집필 지) 등 헌확인사건에서 “ 컨  학술활동을 한 을 쓰는 경우

에는 학문의 자유, 문학작품의 창작을 한 경우에는 술의 자유, 직업으

로서의 쓰기를 한 경우에는 직업의 자유, 편지를 쓰는 경우와 같이 외

부와의 연락을 한 경우에는 통신의 자유, 소송서류를 작성하기 한 경

우에는 재 청구권, 일기나 비망록 등의 작성을 한 경우에는 인격권이나 

행복추구권과 연 될 수 있다.”38)라고 하여 일기나 비망록 등 타인에게 공

개되지 아니할 것을 제로 자기자신만을 하여 작성하는 사  기록행

도 일반  인격권의 보호 상임을 밝히고 있다. 

7. 성명

헌법재 소는 민법 제781조 제1항(부성주의원칙) 헌제청사건에서 “성

명은 개인의 정체성과 개별성을 나타내는 인격의 상징으로서 개인이 사회 

속에서 자신의 생활 역을 형성하고 발 하는 기 가 되는 것이라 할 것이

므로 자유로운 성의 사용 역시 헌법상 인격권으로부터 보호된다고 할 수 

있다.”39)라고 하여 성명도 보호법익으로 보았다.

37) 헌재 1999. 5. 27. 97헌마137, 례집 11-1, 653, 665.

38) 헌재 2005. 2. 24. 2003헌마289, 례집 17-1, 261,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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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명예

헌법재 소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한 법률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3항의 헌여부에 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

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 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제21조의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 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은 ‘언론ㆍ출 이 타인의 

명 나 권리 는 공 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

정함으로써 언론ㆍ출 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언론ㆍ출 의 자유가 민

주사회에서 비록 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의 존엄

성에서 유래하는 개인의 일반  인격권 등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헌법의  조항들을 종합해 볼 때 언론기 에 의하여 

일반 인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비 과 자유를 침해받은 피해자에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사생활의 비 과 자유권을 보호하기 하여 신속하고도 

한 방어의 수단이 주어져야 함이 형평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법이 규정한 반론권으로서의 정정보도청구권은 바로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에 그 바탕을 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보도된 사실  내용

에 하여 반박의 기회를 허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호함과 동시

에 공정한 여론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언론보도의 객 성을 향

상시켜 제도로서의 언론보장을 더욱 충실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취지 

아래 헌법의 에 든 각 조항들을 근거로 하여 제정된 것이다.”40)라고 하

여 언론출 의 자유와 일반  인격권의 갈등이라는 통 인, 그러나 상존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반론권의 주요 상이 언론기 이 사실보도에 

있어서 개인의 명 를 훼손하는 경우임에 비추어 일반  인격권의 보호법

39) 헌재 2005. 12. 22. 2003헌가5, 례집 17-2, 544, 554.

40) 헌재 1991. 9. 16. 89헌마165, 례집 3, 518, 526-527; 동지의 례: 헌재 1999. 7. 

22. 96헌바19, 례집 11-2, 73,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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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으로서 개인의 명 를 주목한 것이다.  

언론의 자유와 일반  인격권의 갈등을 헌법재 소는 이른바 ‘김일성 애

도편지 사건’에서 본격 으로 다루고 있다: “개인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

와 타인의 인격권인 명 는 모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두 권리의 우열은 쉽사리 단정할 성질의 것이 아

니다. 그러나 자기의 사상과 의견 표 에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타인의 

인격권인 명 를 함부로 침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언론의 자유는 자기모순

에서 헤어나지 못하므로, 헌법은 언론ㆍ출 의 자유(이하 ‘언론의 자유’라 

한다)는 보장하되 명  보호와의 계에서 일정한 제한을 받는 것을 분명

히 한 것이다. 언론의 자유는 개인이 언론 활동을 통하여 자기의 인격을 

형성하는 개인  가치인 자기실 의 수단임과 동시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평등한 배려와 존 을 기본원리로 공생ㆍ공존 계를 유지하고 정치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사회  가치인 자기통치를 실 하는 수단이다. 개인의 언

론 활동이 타인의 명 를 훼손하는 경우, 행 자와 피해자라는 개인  개

인 간의 사 (私的) 계에서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하나, 당해 표 이 공공 ㆍ사회 ㆍ객 인 의미를 가진 정보에 해

당되는 것은 그 평가를 달리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이 알아야 할 정

보(알권리)는 개인의 인격형성과 자기실 은 물론 정치  의사 형성과정에 

참여하는 자기통치를 실 하는 공  성격도 아울러 갖고 있기 때문이다

.”41) 헌법재 소는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의 갈등에 하여 민사소송법 제

714조 제2항 헌소원사건(‘만민 앙교회 방 지가처분 사건’)42)에서도 

자세히 언 하고 있다.

나아가 헌법재 소는 민주화운동 련자 명 회복  보상 등에 한 법

41) 헌재 1999. 6. 24. 97헌마265, 례집 11-1, 768, 774-775.

42) “TV, 라디오 등의 방송매체가 공  이해에 계된 개인의 부정과 비리를 폭로

하고 편견과 독단을 비 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로 허용되어야 하지만, 한편으로

는 그 보도, 논평 등으로 인하여 개인이나 단체의 명 나 신용의 훼손, 성명권이

나 상권, 라이버시 등의 인격권 침해와 같이 타인의 법익 내지 기본권을 침

해하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헌재 2001. 8. 30. 2000헌바36, 례집 

13-2, 229,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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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제2조 제1호 등 헌확인사건에서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 에 한 권리도 포함될 수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명 ’는 사람이나 그 인격에 한 ‘사회  평가’, 즉 객 ㆍ외부  가치

평가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주 ㆍ내면 인 명 감정은 포함하지 않는

다고 보아야 한다. 그와 같은 주 ㆍ내면 ㆍ정신  사항은 객 성과 구

체성이 미약한 것이므로 법 인 개념이나 이익으로 악하는 데는 단히 

신 을 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헌법이 인격권으로 보호하는 명

의 개념을 사회 ㆍ외부  징표에 국한하지 않는다면 단히 주 이고 

개별 인 내심의 명 감정까지 모두 여기에 포함되어 입법이나 공권력 작

용은 물론 사인(私人)간의 생활 계에서도  의도하지도 않았고 측할 

수도 없었던 상황에서 명 권 침해의 주장이 제기되고 법  분쟁화하는 것

을 막을 수 없다. 명 권의 개념을 그와 같이 확장하여서는 오늘날 다양한 

이해 계가 그물망처럼 얽  있는 복잡다단한 사회에서 명 분쟁이 어떤 

양상으로 분출될지 조감하기 어려워 비단 입법자나 공권력 주체뿐만 아니

라 언론의 자유나 학문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행사하는 사인들에게도 무수

한 명 권 침해 항변에 맞닥뜨리도록 하는 부담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43)

라고 하여 일반  인격권의 보호법익으로서의 ‘명 ’를 사회 ㆍ외부  징

표에 국한하는 등 구체 으로 설명하 다.

그밖에도 ‘명 ’를 일반  인격권의 보호법익으로 언 한 례로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한 법률 제16조 등 헌확인사건 례44)와 제주4

ㆍ3사건 진상규명  희생자명 회복에 한 특별법 의결행 취소등사건

례45) 등이 있다. 

43) 헌재 2005. 10. 27. 2002헌마425, 례집 17-2, 311, 319-320.

44) “입법자는 인격권을 보호하고 있는 헌법 제10조, 언론의 사회  책임을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4항, 기본권의 일반  법률유보조항인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

하여 타인의 명 나 권리 등을 보호하기 하여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을 

할 수 있다. 형법 제307조 이하의 명 훼손에 한 규정들과 민법 제750조 이하

의 불법행  규정들, 그리고 언론 재법에 신설된 정정보도청구권 등이 그러한 

제한입법에 해당하는 것들이다.”{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 례집 18-1 

(하), 337, 403.}

45) “이 법은 공산무장유격  활동에 여한 모든 자들의 명 를 회복시켜 으로



憲法論叢 第19輯(2008)

516

9. 말, 음성

헌법재 소는 형사소송규칙 제40조에 한 헌법소원(공 정에서의 녹취

허가신청에 한 법원의 녹취불허결정)사건에서 “공 정에서 진술을 하는 

피고인ㆍ증인 등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헌법 제10조), 사생

활의 비 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헌법 제17

조), 본인이 비 로 하고자 하는 사 인 사항이 일반에 공개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인격  징표가 타인에 의하여 일방 으로 이용당하지 아니할 권리

가 있다. 따라서 모든 진술인은 원칙 으로 자기의 말을 가 녹음할 것인

지와 녹음된 자기의 음성이 재생될 것인지 여부  가 재생할 것인지 여

부에 하여 스스로 결정한 권리가 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과 음성이 녹

음되어 진술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처리된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의사를 

표 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언제나 자신의 무의식 인 발언이나 잠정 인 

의견, 순간 인 감정상태에서의 언  등이 언제나 재생가능한 상태로 보

되고 다른 기회에 자기 자신의 의사와는 무 하게 재생될 수도 있다는 

에서 진술인의 인격이 히 침해될 수 있는 험이 따르기 때문이다.”46)

써, 청구인들  공산무장유격  활동에 여한 자들의 토벌에 직ㆍ간 으로 

참여하 거나 공산무장유격  활동에 여한 자들에 의하여 가족을 잃은 자의 

명 에 한 권리의 근원인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헌재 2001. 9. 27. 2000

헌마238, 례집 13-2, 383, 410.)

46) 헌재 1995. 12. 28. 91헌마114, 례집 7-2, 876, 885-886. 그러나 헌법재 소는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비 과 자유도 국가안 보장, 질서유지 는 공공복리를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이때에도 그 본질 인 내

용은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제2항). 따라서 진술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 과 자유를 제한하고 그 진술에 한 녹취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녹취를 허용

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진술인의 인격보호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익  

요청이 더욱 큰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그 지 아니한 경우에는 

녹취의 부 는 일부를 불허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와 같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에 의한 공 정에서의 녹취는 진술인의 인격

권 는 사생활의 비 과 자유에 한 침해를 수반하고, 실체  진실발견 등 다

른 법익과 충돌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녹취를 지해야할 필요성이 녹취를 허용

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녹취를 지 는 제한함이 타

당하다. 그 다면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2항의 규정은 반드시 공 정에서의 

속기 는 녹취권을 당사자의 인 권리로서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볼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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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여 말과 음성이 인격  징표로서 일반  인격권의 보호 상이 된다

고 보았다.

Ⅴ. 사생활보호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광의)의 인격권

헌법재 소는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헌소원사건(‘만민 앙교회 방

지가처분 사건’)에서 “TV, 라디오 등의 방송매체가 공  이해에 계

된 개인의 부정과 비리를 폭로하고 편견과 독단을 비 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로 허용되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보도, 논평 등으로 인하여 개인

이나 단체의 명 나 신용의 훼손, 성명권이나 상권, 라이버시 등의 인

격권 침해와 같이 타인의 법익 내지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일정한 표 행 에 한 가처분에 의한 사 지청구는 바로 

이와 같이 언론의 자유가 실 되는 과정에서 개인이나 단체의 명 나 사생

활 등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 이를 보호하기 하여 이루

어진다.”47)라고 언 함으로써 성명, 상, 명  등 개인의 인격을 밖으로 

드러내는 직 인 인격  이익 외에 사생활형성 역도 인격권의 보호 역

에 들어올 수 있다고 보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 헌법재 소는 형법 제304조(혼인빙자간음죄) 헌소원사건의 법정

의견에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  행복추구권, 헌법 제17조

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 과 자유는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구

나 자기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제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내용 에 성 자기결정권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다. 성 자기결정권

은 각인 스스로 선택한 인생  등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독자 으로 성  (觀)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사생활의 역에서 자기 스

스로 내린 성  결정에 따라 자기책임하에 상 방을 선택하고 성 계를 가

없고, 이는 단지 당사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속기 는 녹취를 할 수 있다는 근

거를 마련한 데 불과하며, 반드시 법원이나 재 장의 허가를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된다.”고 시하 다.

47) 헌재 2001. 8. 30. 2000헌바36, 례집 13-2, 229,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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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48)라고 하여 자기운명결정권과 성  자기결정

권의 헌법  근거를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 과 자유 조항으로 넓게 보고 있다. 이 례에

서 주선회 재 은 소수의견으로 “성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보호되는 인

격권의 한 부분으로서, 인격권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

권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 과 자유에 그 헌법  기 를 두고 있

다.”49)라고 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 과 

자유 모두를 인격권의 근거로 보고 인격권의 보호법익으로 성  자기결정

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 례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 사생활의 긴

한 상 계에 을 두어 결국 이 모두가 개인의 사사로운 삶의 형성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단한 후에 이를 자기운명결정권

(법정 의견) 는 인격권(소수의견)이라고 부른 것으로 보인다. 

 두 례에서 말하는 인격권은 - 물론 례의 입장이 분명한 것은 아

니라는 유보하에서 말하자면 - 헌법재 소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서 유래한다고 본 가장 좁은 의미의 인격권(존엄권), 좁은 범 의 인격  

법익을 보호하는 일반  인격권에 더하여, 헌법 제17조에 규정된 사생활보

호까지 포 하는 넓은 의미( 의)의 인격권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다. 

일반  인격권에 의한 인격보호와 사생활의 비 과 자유의 기본권에 의

한 사생활보호를 넓은 의미( 의)의 인격권에 포 한다 하더라도 구체 인 

사건에 있어서 어떠한 개인의 이익이 어느 범주에 속하는 것인가는 검토해

주어야 한다. 인격 그 자체의 보호와 인격의 표 으로서 인격보호와 

하게 련되는 사생활의 보호 사이에 경계를 짓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

다. 그러나 헌법에서 명문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 규

정(따라서 일반  인격권규정, 헌법 제10조)과 사생활의 비 과 자유 규정

(헌법 제17조)을 별도로 둔 취지에 비추어 이를 구분하여 보호하는 것이 

48) 헌재 2002. 10. 31. 99헌바40, 례집 14-2, 390, 397.

49) 헌재 2002. 10. 31. 99헌바40, 례집 14-2, 390, 40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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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상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개별기본권 사이에 보호 역을 배정한다

는 에서 보면 일반  인격권의 보호하에 두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생활보호규정의 보호하에 두어야 하는 것인지는 그때그때 련된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당사자의 인격 그 자체를 형성하는 것에 가까우면 일반  인격권으로, 

인격형성 이라고 보기보다는 생활형성 이라고 볼 수 있다면 사생활보호

로 일응 구분하여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양자 사이의 경계가 그리 

분명한 것은 아니어서 일반 인 단기 이 그 게 실효 이지 못할 것 같

고, 특정한 사건에서 구체 인 행 가 어느 역에 속할지 애매한 경우가 

지 않을 것이 상된다. 그러나 사건별ㆍ문제 심 으로 근하여 보면 

다같이 자아(인격)의 발 이라는 개념카테고리에는 다 포섭될 수 있으나 

‘자아를 구성하는 것’과 ‘자아를 표 하는 것’ 사이에 실무 으로는 일응의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한 실무  사례의 집 이 유형화

를 가능하게 하면 장차 일반  인격권에 의한 인격보호와 사생활의 비 과 

자유에 의한 사생활보호 사이에 어느 정도 측가능한 경계선이 그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Ⅵ.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로서 인격적 법익을 보호

하는 독자적 기본권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헌법재 소는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등 헌확인 사건에서 “개인정보자

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로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 과 자유,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 근거를 둔 일반  인

격권 는  조문들과 동시에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  기본질서 규정 

는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원리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자기결

정권으로 보호하려는 내용을  각 기본권들  헌법원리들  일부에 완

히 포섭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헌법  근거를 굳이 

어느 한 두개에 국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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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이들을 이념  기 로 하는 독자  기본권으로서 헌

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50)라고 시하여 

인격보호  사생활보호와 긴 한 련이 있는 개인정보에 한 정보주체

의 통제권에 하여 어느 일방의 역에 포섭시키는 신 독자 인 기본권

으로 구성하여 헌법 제37조 제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

조항을 헌법  근거로 하여 보호된다는 입장을 취하 다. 

이 례에서 헌법재 소는 드물게도 헌법 제37조 제1항의 헌법에 열거

되지 아니한 권리 조항을 헌법  근거로 하는 독자  기본권 창설을 시도

하 다. 어떠한 기본권  내용이 정형화된 내용으로서 하나의 독립  카테

고리를 충분히 구성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러한 보장내용을 열거된 어떤 

기본권 조항 하나에 으로 포섭시키기 곤란할 때, 헌법에 열거되지 아

니한 권리 조항을 직 인 헌법  근거로 하는 독자 인 기본권을 인정하

는 것이 자연스럽다.51) 

그런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경우 보호법익에 있어서 일반  인격권이

라든가 사생활의 비 과 자유와 별반 다르지 않는 범 를 포섭하고 있다는 

에서 그들과의 상호 계가 문제될 수 있는 바, 첫째, 세 개의 기본권 모

두, 즉 일반  인격권을 포함하여, 각각 개별 인 독자 인 권리성이 인정

된다. 둘째, 일반  인격권의 경우 사생활의 비 과 자유 는 개인정보자

기결정권처럼 일정 카테고리에 속하는 특정한 보호내용을 포섭하기 보다는 

좁은 범 의 인격  징표라는 기 에 의하여 련성을 가진 보호내용이 무

엇이든 포섭될 수 있다는 에서 사생활의 비 과 자유나 개인정보자기결

정권이 우선 용될 것이고 이러한 범 에서 보충성을 가진다. 이러한 

계는 헌법 제16조의 주거의 자유 불가침 조항이나 제18조의 통신의 비  

조항 등의 개별 인 사생활보호 조항들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 과 

50) 헌재 2005. 5. 26. 99헌마513, 례집 17-1, 668, 683.

51) 아마도 이 게 창설된 새로운 유형의 기본권들은 장차 헌법개정의 방식으로 헌

법 에 자리잡게 될 것이다.  례에서 인정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작 에 

논의되고 있는 헌법개정논의에서 도입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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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조항 사이에서도 성립할 것이다. 셋째, 일반  인격권, 사생활의 비

과 자유, 헌법에 열거된 권리로서 주거자유의 불가침ㆍ통신의 비 ,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과 련하여 헌법상 보장

된 보호강도 내지 역으로 헌법상 허용되는 제한강도가 사 에 확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각각 포섭하는 보호내용별로 원칙 으로 비례

성심사의 상이 된다는 에서 다른 개별 ㆍ구체  기본권과 다른 이 

없을 것이다.52)

Ⅶ. 결론 : 헌법상 인격권의 체계적 이해

 

이상에서 살펴 본 바를 정리하면 헌법재 소는 인격권과 련하여,

첫째, 모든 기본권보장의 종국목 이자 기본이념으로서의 인격권(헌법의 

법문 그 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로 부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객  헌법원리를 헌법 제10조 제1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확인

하고 있고,

둘째,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재하기 하여 포기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의 

기본  품 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좁은 의미( 의)의 인격권(존엄권으로 

부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을 헌법 제10조 제1문 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셋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한 인격(자아)의 자유로운 

발 에 제되는 인격구성  이익, 즉 성명, 상, 명 , 음성, 성 자기결

정권, 사회  인격상에 한 자기결정권 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일반  

인격권( 의의 인격권에 속함)을 헌법 제10조, 즉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  행복추구권에서 끌어내고 있으며,

넷째, 인격의 자유로운 발 의 외형  구 으로서 사  생활의 자율  

52) 이 게 보면 인격  법익과 련하여 기본권을 유형별로 구성하여 보호 역을 

나 고 각 역에 그때그때 보호내용을 배정하는 것은 실제 이라기 보다는 주

로 체계  이해라는 목 에 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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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성보호

협의의 인격권(존엄권)

(헌법 제10조 제1문 전단)

개별적 인격권

O 헌법 제11~제36조 열거된 권리로서 인격적 법익관련 보장내용
O 헌법 제37조 제1항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로서 인격적 법익관련 보장내용

(예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보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7조) 광의의 인격권

인격보호

일반적 인격권

(헌법 제10조 제1문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 행복추구권)

형성과 그 게 형성된 자율  생활 역의 비 을 공개당하지 아니할 이익

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사생활의 비 과 자유를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보장

되는 것이지만 역시 의의 인격권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다섯째, 일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 과 자유 어느 일방에 속시키기 

어려운 법익에 하여는 별도의 보호 역으로서 독자 인 기본권을 구성하

여 헌법 제37조 제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를 헌법  근거로 하

여 보호되도록 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헌법재 소 례의 인격권보장체계를 도식화해보면 아

래 그림처럼 될 것이다. 

 

헌법 제11조~제36조 열거된 권리로서 인격적 법익관련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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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헌법재 소 례에 나타난 인격권의 보장체계와 보호법익을 개

으로 정리했는데 그로부터 나타나는 의문 몇 가지에 간략히 답하는 것

으로 이 을 맺기로 한다. 

첫째, 의의 인격권과 개별  인격권의 계 문제인데, 일반  인격권은 

보호 역의 을 기 으로 개별  인격권(일정한 인격  법익을 보장하

도록 임무지워진 헌법에 열거된 개별 ㆍ구체  권리)에 하여 통상 인 

일반-특별의 계에 놓여 보충 으로 용될 것이지만( 컨  직업의 자유

와 공무담임권처럼), 헌법 제10조 제1문 후단의 행복추구권의  다른 보

장내용인 일반  행동의 자유와 같은 포  권리라기 보다는 개별 ㆍ구

체  권리와 형태 으로 가까운 것으로 이해된다.

둘째, 헌법재 소 례에서 그동안 인격권으로 불리운 권리들 상호간에 

보호의 강도에 차이가 있는가, 혹은 말을 바꾸어 제한의 강도에 차이가 있

는가 하는 문제인데, 의의 인격권(존엄권)에 해서는 보호법익이 포기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제한이 불가능하거나 극도로 어려울 것임은 분명

하다. 그러나 의의 인격권에 포 되는 일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 과 

자유,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로서 보호되는 컨  개인정보자기결

정권 사이에 일반 으로 인정할 만한 보호강도 내지 제한강도의 차이는 없

다고 보아야 한다.53) 그들 모두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제한요건

의 심사 상이 될 것이고, 따라서 특히 그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공공의 이

익 내지 타인의 이익과 비례원칙심사의 상이 될 것이다.

셋째, 인격권의 보장체계라는 이름하에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각 구성

요소인 기본권들의 상호경계가 불분명하여 보호기본권 역에의 배정이라는 

본래 목  달성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보호법익과 

련하여 인격보호를 목 으로 하는 일반  인격권과 사생활보호를 목 으

로 하는 사생활의 비 과 자유 사이에 불분명한 경계 역이 존재하고, 나

아가 인격  법익보호를 하여 구성해낼 수 있는 독자  권리로서의 헌법

53) 물론 구체 인 사건에 있어서 문제된 (그들이 포섭하는) 개개의 보호법익에 따

라서 요구되는 제한심사의 엄격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다

른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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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의 보장내용도 의의 인격권의 보호법익

과 역시 불분명한 경계 역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은 보호 역이 유사한 다른 기본권들 내지는 하나의 보호 역 

스펙트럼에 참여하는 여러 개의 기본권들에도 나타나는 일반 인 상이

다. 결국 이스 바이 이스로 그 내용을 하나 하나 확인ㆍ발견해나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보호 역간 경계의 불명확이 보장체계의 실효성

을 의문에 빠트릴 만한 것은 아니다. 

에서 개된 인격권의 보장체계가 유효한 것인가는 결국 헌법재 소

가 지난 20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개별사례들을 놓고 구체 으로 논증하는 

가운데 증명해  것을 기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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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지난 20년간의 활동을 통하여 헌법수호기 으로서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보장기 으로서도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 헌법재 소가 헌법률

심 이나 헌법소원심  등의 헌법재 을 함에 있어서 가장 빈번하게 거론

한 기본권은 평등권이다. 

이와 같이 평등권이 다른 기본권과는 비교할 수 없이 자주 거론되는 이

유는 평등권과 다른 기본권과의 구조상의 본질  차이에서 찾아볼 수 있

다. 즉 자유권을 비롯한 개별 기본권들은 각기 고유한 보호 역을 가지고 

그에 한 제한이 가해지는 경우에만 그 침해여부가 문제되는 데 반하여, 

평등권은 형식 ․상 인 기본권으로서 다른 개별 기본권과는 달리 고유

의 보호 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신 서로 비교가능한 상간에 차별

취 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항상 그 침해여부가 문제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

는 데 기인한 것이다. 

한편, 평등권은 다른 기본권들과는 달리 그 침해여부를 가리는 심사기

에 있어서도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헌법재 소는 처음 

약 10년간은 평등심사에 있어서 원칙 으로 자의 지원칙을 기 으로 하

으나, 그 후의 약 10년간은 자의 지원칙에 의한 심사와 비례의 원칙에 의

한 심사를 본격 으로 혼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과연 어떠한 경우에 비례의 원칙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하는지에 

하여 헌법재 소의 기 과 태도가 아직 명백하게 확립되어 있지 못한 느

낌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 헌법재 소가 취하고 있는 평등심사기

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장차 바람직한 평등심사기 을 

어떻게 정립해나갈 것인가를 둘러싸고 학계의 논의 한 분분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평등권은 그 구조에 있어서 독특하고, 그 심사기 에 있어서 

불확실하며, 아직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명을 기다리고 있는 기본권이다.

이 에서는 지 까지 우리 헌법재 소가 평등권의 보장과 련하여 이

룩한 성과를 결정에 나타난 심사기 을 심으로 정리해 보고, 헌법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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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정에 나타난 문제 들을 추출하여 이를 검토하고 평가한 다음, 마지

막으로 바람직한 평등심사기 의 정립을 통한 평등권 보장의 발 방안에 

하여 국내 학자들의 이에 한 논의를 바탕으로 나름의 견해를 제시해보

고자 한다.

Ⅱ. 헌법재판소 판례의 평등심사기준

1. 개관

헌법재 소의 평등권에 한 수많은 결정 에서 아마도 가장 획기 인 

결정은 1999. 12. 23. 98헌마363 결정일 것이다. 

헌법재 소는  결정에서 “가산 제도에 하여는 엄격한 심사척도가 

용되어야 하는데, 엄격한 심사를 한다는 것은 자의 지원칙에 따른 심사, 

즉 합리  이유의 유무를 심사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비례성원칙에 따

른 심사, 즉 차별취 의 목 과 수단간에 엄격한 비례 계가 성립하는지를 

기 으로 한 심사를 행함을 의미한다.”라고 시함으로써,1) 평등심사의 

역에서 통 인 자의 지원칙에 따른 심사 외에 처음으로 비례의 원칙에 

따른 심사를 본격 으로 도입하 다.  

 98헌마363 결정이 있기 에는 헌법재 소는 평등심사에 있어 원칙

으로 자의 지원칙을 기 으로 하여 심사하여 왔고, 이따  비례의 원칙

을 기 으로 심사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비례심사의 본질에 해당하는 

‘법익의 균형성( 의의 비례성)’에 한 본격 인 심사를 하는 경우는 찾아

보기 힘들었다고 할 수 있다.2) 

2. 98헌마363 결정 이전의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례집 11-2, 770, 787-788

2) 헌재 2001. 2. 22. 2000헌마25, 례집 13-1, 386,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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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헌법재 소는 출범 후 처음 약 10년간은 평등심사에 있어서 이단계심사

기 을 명시 으로 제시하지 않은 채, 원칙 으로 자의 지원칙을 용하

여 평등권 침해 여부를 심사하는 모습을 보 다.

자의 지원칙은 본질 으로 서로 같은 것을 자의 으로 다르게 취 하

거나 본질 으로 서로 다른 것을 자의 으로 같게 취 하는 것은 지된다

고 하는 법리이다.3)

여기서의 자의의 개념은 입법자에 한 주 인 책임비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한 차별에 있어서 어떠한 합리 인 이유도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에 차별의 불합리성이 명백한 경우, 즉 객  자의를 말한다.

평등심사기 으로서의 자의 지원칙은 정의에 한 극 인 개념정의

가 불가능하고, 정의에 한 통일  법의식이 존재하기 어려운 상황  조

건과 민주국가의 권력분립질서하에서 헌법재 소가 입법자의 행 를 통제

함에 있어서 입법자의 형성권을 존 할 필요성이 결합된 데에서 그 성립의 

배경을 찾아볼 수 있다. 

자의의 개념은 정의를 실 해야 하는 입법자에 한 최소한의 요구로서 

입법자의 형성권 행사에 하여 명확한 한계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따

라서 자의 지원칙은 필연 으로 입법자에게는 범 한 형성의 자유를 부

여하는 반면에 헌법재 소에 해서는 입법자의 결정에 하여 단지 헌법

 한계의 수여부만을 심사하도록 요구하게 되며, 그런 의미에서 자의

지원칙은 사법  자제의 한 발 이라고 할 수 있다.4) 

이러한 내용은 헌법재 소의 다음과 같은 결정들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즉 헌법재 소는 1989. 3. 17. 88헌마1 결정에서 “이는 특단의 사정이 없

는 한 범 한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자의 선택결정 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입법에 헌법재 소가 여할 만큼 한 합리성이 결여되거나 

3)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 사, 2008, 387면

4) 한수웅, “평등권의 구조와 심사기 ,” 헌법논총 제9집, 1998, 52-5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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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형성권에 명백한 남용 내지 자의가 있어서 평등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라고 시하고 있는가 하면,5) 1997. 1. 16. 90헌마

110 결정에서는 “헌법재 소의 심사기 이 되는 통제규범으로서의 평등원

칙은 단지 자의 인 입법의 지기 만을 의미하게 되므로 헌법재 소는 

입법자의 결정에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 인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는 경우에만 평등원칙의 반을 선언하게 된다. 즉 헌법에 따른 입법자

의 평등실 의무는 헌법재 소에 하여는 단지 자의 지원칙으로 그 의미

가 한정축소된다. 따라서 헌법재 소가 행하는 규범에 한 심사는 그것이 

가장 합리 이고 타당한 수단인가에 있지 아니하고 단지 입법자의 정치  

형성이 헌법  한계 내에 머물고 있는가 하는 것에 국한시켜야 하며, 그럼

으로써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와 민주국가의 권력분립  기능질서가 보장될 

수 있다.”라고 시하고 있다.6)

나. 사실상의 자의심사

이 시기의 헌법재 소 례 에는 평등심사의 기 으로서 비례의 원칙

을 용하거나 합리성 여부에 한 기 으로 비례성기 을 든 경우도 지 

않다.

즉 1999. 11. 25. 99헌바28 결정에서는 “그 밖의 공직선거와 비교할 때에 

기 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 한정하여 정당표방 지라는 정치  생활 역

에 있어서의 차별취 을 한 이 조항은 헌법이 추구하는 지방자치의 제도  

보장을 한 입법목 에 필요불가결한 것으로써, 그 목 달성을 한 수단 

한 필요ㆍ최소한의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되므로 평등원칙 반의 법도 

없다.”라고 하 고7), 1996. 8. 29. 93헌바57 결정에서는 “차별을 두는 입법

은 그 차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 과 그 목 을 달성하기 한 차

5) 헌재 1989. 3. 17. 88헌마1, 례집 1, 9, 22

6) 헌재 1997. 1. 16. 90헌마110, 례집 9-1, 90, 115

7) 헌재 1999. 11. 25. 99헌바28, 례집 11-2, 543, 55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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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을 두기 마련인데, 국민의 기본권에 한 차별에 있어서 합리  근거에 

의한 차별이라고 하기 하여서는 우선 그 차별의 목 이 헌법에 합치하는 

정당한 목 이어야 하고 다음으로 차별의 기 이 목 의 실 을 하여 실

질 인 계가 있어야 하며 차별의 정도 한 정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시한 바 있다.8)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헌법재 소가 자의 지원칙에 의한 심사와 구

별되는 그보다 엄격한 심사기 을 용한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으

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본격 인 비례심사를 한 것으로 보

기도 어렵다.9)

3. 98헌마363 결정 이후의 이단계심사기준에 의한 심사

가.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의 도입 

헌법재 소는  결정에서 “평등 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

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

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 먼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엄격한 심사척도가 용될 수 있다. 헌법이 스

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 되는 기 을 제시하거나 차별을 특히 

지하고 있는 역을 제시하고 있다면 그러한 기 을 근거로 한 차별이나 

그러한 역에서의 차별에 하여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다

음으로 차별  취 으로 인하여 련 기본권에 한 한 제한을 래하

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가산 제도는 엄격한 심사척도를 용하여야 하는  두 

8) 헌재 1996. 8. 29. 93헌바57, 례집 8-2, 46, 56; 같은 취지의 례로 헌재 1994. 

2. 24. 92헌바43, 례집 6-1, 72, 75; 헌재 1992. 6. 26. 91헌가8, 례집 4, 323, 

341-342 

9) 한수웅, 앞의 , 84-85면; 정태호, “헌법재 의 한계에 한 고찰,”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30집 제1호, 2001, 232면 참조 



憲法論叢 第19輯(2008)

532

경우에 모두 해당한다. …… 이와 같이 가산 제도에 하여는 엄격한 심

사척도가 용되어야 하는데, 엄격한 심사를 한다는 것은 자의 지원칙에 

따른 심사, 즉 합리  이유의 유무를 심사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비례

성원칙에 따른 심사, 즉 차별취 의 목 과 수단간에 엄격한 비례 계가 

성립하는지를 기 으로 한 심사를 행함을 의미한다.”라고 시하여10) 평등

심사의 역에서 본격 으로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를 도입함으로써, 자

의 지원칙에 의한 심사와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의 이단계심사기 을 

처음으로 명확히 하 다.  

그런데  결정은 많은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어서 평등심사기 을 둘러

싼 논의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되었다. 

우선 헌법재 소가  결정에서 비례심사가 용되는 요건으로 설시한 

문구와 련하여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의 용범

와 ‘차별  취 으로 인하여 기본권에 한 한 제한을 래하게 되는 

경우’의 의미를 둘러싼 해석상의 논란이 래되었고, 평등권에서의 비례심

사는 다른 기본권에서의 비례심사와 어떠한 계에 있는가의 문제도 학자

들의 커다란 심을 불러일으켰다.

 결정 이후의 평등원칙 내지 평등권에 한 논란은 부분  결정에

서 제시한 비례심사의 요건과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 것인가,  

결정에서 제시한 심사기 은 과연 한 것인가,  결정에서 제시한 기

이 부 하거나 불만족스러운 것이라면 그 안은 어떠한 것인가 등을 

둘러싸고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 완화된 비례심사의 문제

헌법재 소는 2001. 2. 22. 2000헌마25 결정에서 “이 사건의 경우는 비교

집단이 일정한 생활 역에서 경쟁 계에 있는 경우로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가산 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그 이외의 자들에게는 공무담

10) 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례집 11-2, 770, 78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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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권 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한 한 침해를 의미하게 되므로, 헌법

재 소가 1999. 12. 23. 선고한 98헌마363 사건의 결정에서 비례의 원칙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할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는 차별  취 으로 인하여 

련 기본권에 한 한 제한을 래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칙

으로 비례심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 인 비례심사의 과정에서는 헌법 

제32조 제6항이 근로의 기회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등을 우 할 것을 명령

하고 있는 을 고려하여 보다 완화된 기 을 용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시하 다.11)

 결정에 하여는 헌법재 소가 자의심사와 비례심사의 사이에 ‘완화

된 비례심사’라는 독자 인 심사기 을 마련하여 삼단계심사기 을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Ⅲ. 헌법재판소의 평등심사기준에 대한 분석 및 평가

1.‘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의 적용범위

헌법재 소는  98헌마363 결정에서 “먼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

구하고 있는 경우 엄격한 심사척도가 용될 수 있다. 헌법이 스스로 차별

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 되는 기 을 제시하거나 차별을 특히 지하고 

있는 역을 제시하고 있다면 그러한 기 을 근거로 한 차별이나 그러한 

역에서의 차별에 하여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라고 시

하고 있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구든지 성별․

종교 는 사회  신분에 의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의 

모든 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결정

에서 말하는 기 에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차별 지사유나 

11) 헌재 2001. 2. 22. 2000헌마25, 례집 13-1, 386, 38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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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지 역도 포함되는지 아니면 헌법 제32조 제4항이나 제36조 제1항과 

같이 특별규정을 둔 경우만을 정한 것인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다.12)

가. 차별금지영역의 문제

헌법 제11조 제1항은 차별이 지되는 역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의 ‘모든 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일 이러한 

역에 하여 비례심사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평등에 한 입법에 하

여는 모두 비례심사를 해야 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헌법재 소의 결정이 의도한 바가 아님이 명백하고,  

결정에서 ‘차별을 특히 지하고 있는 역’이라고 하여 ‘특히’라는 표 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해석의 소지를 없애기 한 표 으로 볼 수 있

다.

따라서  결정에서 말하는 기 에는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

는 차별 지 역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

다고 할 것이다.

나. 차별금지사유의 문제

(1) 헌법 제11조 제1항은 차별 지사유로서 ‘성별․종교 는 사회  

신분’을 들고 있는바, 이러한 사유에 근거한 차별에 해서는 모두 비례심

사를 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는  규정을 한정  열거규정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시규정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와도 한 계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규정이 열거규정

이냐 시규정이냐를 둘러싸고는 학설의 립이 있다. 

12) 김문 , “평등에 한 헌법재 소 례의 다단계 헌심사기 에 한 평가 - 미

연방 법원 례  련이론을 바탕으로 -”,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제17권 

제2호, 2006, 12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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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규정설에 의하면 헌법에 규정된 사유는 차별을 받지 아니하는 사유

를 한정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열거된 사유가 아니면 차별이 가능하다

고 한다.

그러나 성별․종교 는 사회  신분 이외에 인종․출신지역․학력․연

령․정치  신념에 의한 차별도 그 차별이 불합리한 것일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에서 열거규정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헌법에 규정된 사유는 시 인 것이므로, 그 이외의 사유일지라

도 그 차별이 자의 이거나 불합리한 것이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보는 

시규정설이 타당하고, 이 게 보는 것이 우리 학계의 지배 인 견해라고 

할 수 있다.13)

(2) 그러나  규정을 차별허용여부의 에서 시규정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성별․종교 는 사회  신분’에 하여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단지 시 인 의미밖에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본다.

‘성별․종교 는 사회  신분’은 다른 차별사유와는 달리 입법자가 특별

히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는 기 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징표에 의한 차별이 발생한 경우에는 헌법재 소는 보다 엄격한 심

사를 할 것이 요청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자의심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특별히 비례심사를 하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14) 

즉  98헌마363 결정에서 말하는 기 에는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

하고 있는 차별 지사유인 ‘성별․종교 는 사회  신분’이 포함되는 것으

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해석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성별․종교 는 

사회  신분’이라는 차별 지기 의 제시가 우연 인 것이 아니라, 우리나

라의 과거의 역사  경험에 바탕을 둔 사려 깊은 열거라고 보는 데서 나오

13) 김철수, 학설 례 헌법학(상), 박 사, 2008, 593면; 권 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391-392면; 허 , 한국헌법론, 박 사, 2008, 336면; 성낙인, 헌법학, 법문

사, 2008, 413면 등 참조

14) 같은 견해로는 황도수, “헌법재 의 심사기 으로서의 평등,” 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 1996, 1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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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성별’과 ‘종교’를 거론하고 있는 것은, 역사 으

로 흔히 남존여비(男 女卑)로 표 되는 여성에 한 사회  편견과 차별

이 오랜 기간의 인습으로 행해져 온 것은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조선시

의 억불숭유(抑佛崇儒) 정책에 의한 유교와 불교의 차별, 조선 말기의 천주

교에 한 압의 에서 볼 수 있듯이 주류 종교에 의한 타종교에 한 

차별과 억압은 우리의 역사라고 하여 외가 아닌 것이다.

특히 차별 지사유로서 ‘사회  신분’이 규정된 것은 다분히 조선시 에 

있었던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신분의 서열화와 양반과 상인(常人)의 신분  

차별의 흔 이 헌법제정당시까지도 국민의식 속에 상당 부분 잔존해 있었

던 사실에 뿌리를 둔 것이다.

이러한 과거의 역사에 한 반성과 헌법제정당시의 국민의식 등을 고려

하여 건국헌법 제8조가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이며 성별, 신앙 는 

사회  신분에 의하여 정치 , 경제 , 사회  생활의 모든 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이래, 행헌법에까지 비슷한 규정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3) 그 다면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차별 지사유로서 들고 있는 

‘성별․종교 는 사회  신분’은 차별허용여부의 에서는 시 이지

만, 평등심사기 의 에서는 열거 인 것으로 보아 ‘성별․종교 는 사

회  신분’에 근거한 차별에 해서는 비례심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게 보는 것이 인종․출신지역․학력․연령․정치  신념 등에 의한 

차별은 헌법상의 평등권과는 아무런 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과 같은 

명백히 부당한 해석을 피하면서도,15)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15) 이와 련하여 “ 융기 의 연체 출 에 한 특별조치법은 융기 의 업무수

행을 해하는 연체 출 을 조속히 회수하여 그 운 을 정상화하고 융자 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하여 연체 출 의 담보권실행을 한 경매 차의 특례, 

경 부진 기업체의 출 채권 등의 이 , 연체 출 의 회수 임, 회사정리 차

의 특례, 사 구상 등 사경제  융거래 계를 규제하는데 지나지 아니하여 성

별, 종교 기타 사회  신분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역에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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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종교 는 사회  신분’라는 차별 지사유를 아무런 의미 없는 나열

로 락시키지 않는 도 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4) 헌법재 소는 처음에는 이 문제에 하여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98헌마363 결정은 엄격한 심사척도를 용하여야 하는 근거로서 헌

법 제32조 제4항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근로” 내지 

“고용”의 역에 있어서 특별히 남녀평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가산 제도

는 바로 이 역에서 남성과 여성을 달리 취 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라고만 

하고 있을 뿐, 비례심사의 근거로서 헌법 제11조 제1항은 일체 언 하지 

않음으로써 이 문제에 한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그러나 헌법재 소는 그 후에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차별

지사유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견

해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결정들을 내놓고 있다. 

헌법재 소는 2002. 10. 31. 2001헌마557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 의 정년을 직 에 따라 법원장 70세, 법  65세, 그 이외의 법  

63세로 하여 법  사이에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는 것으로,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지하고 있는 차별의 요소인 ‘성별’, ‘종교’ 는 ‘사회  신분’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어떠한 사회  특

수계 제도를 설정하는 것도 아니다. 그 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평등권 

침해여부와 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와 같이 법 에 따라 그 정년연령에 

차등을 두는 것, 다시 말하면, 법 은 법원장보다 5세, 그 이외의 일반

법 의 정년연령은 그 보다 7세나 5세 정도 낮게 설정하는 것에 합리 인 

이유가 있는가 여부라고 할 것이다.”라고 시함으로써,16) ‘성별’, ‘종교’ 

는 ‘사회  신분’에 근거한 차별에 해서는 합리성 심사 이상의 엄격한 심

을 하지 아니한다는 헌법상의 평등권과는 아무런 련이 없다.”라고 시한 

법원 결이 있다[ 법원 1986. 1. 29. 선고 자 85그176 결정{공1986. 6. 15.(778), 

789}].

16) 헌재 2002. 10. 31. 2001헌마557, 례집 14-2, 541, 548-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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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즉 비례심사가 행해질 것임을 추지  하는 결을 한바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2006. 6. 29. 2006헌마87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

로 인한 차별은 성별ㆍ종교 는 사회  신분과 같은 헌법이 특히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으로 들고 있는 기 들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인간

의 생존이나 핵심 인 자유행사의 기본  조건을 제약하는 정도에 이르지

는 않는다. ……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입법자의 결정에 합리 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는 자의 지원칙에 따른 심사기 을 용함이 상당

하다.”라고 시함으로써,17) 성별ㆍ종교 는 사회  신분에 근거한 차별의 

경우에는 비례심사가 용되어야 함을 더욱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5) 마지막으로 이와 련하여 ‘사회  신분’의 범 를 어떻게 확정할 

것이냐가 문제된다.

이에 하여는 사회  신분을 출생에 의하여 고정되는 사회  지 로 이

해하는 선천  신분설과 사회  신분을 선천  신분은 물론이고 인간이 후

천 으로 사회에서 장기간 하는 지 로서 일정한 사회  평가를 수반하

는 것으로 이해하는 후천  신분설로 견해가 립되어 있다. 선천  신분

설에 따르면 귀화인이나 과자의 자손 혹은 존속ㆍ비속의 지  등 출생에 

의하여 사회  지 가 형성되는 경우만을 사회  신분으로 보게 되어 사회

 신분은 가문 내지 문벌과 다를 것이 없게 되어 그 개념이 무 소하

고, 후천  신분설에 따르면 선천  신분 외에 귀화인․ 과자ㆍ사용자ㆍ

근로자․농민․어민 등의 신분 등도 모두 사회  신분에 해당하는 것이 되

어 사회  신분이 아닌 것이 거의 없게 되는 결과가 된다.

종래의 지배 인 견해가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차별 지사유로서 들고 

있는 ‘성별․종교 는 사회  신분’을 차별허용여부의 에서만 보아 이

를 단순히 시 인 것으로 보았고, 이러한 입장에서는 사회  신분을 어

떻게 정의하든 논의의 실익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헌법재 소가 1995. 2. 

23. 93헌바43 결정에서 “여기서 사회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하는 

17) 헌재 2006. 6. 29. 2006헌마87, 례집 18-1(하), 510, 52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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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로서 일정한 사회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과

자도 사회  신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라고 시18)하고 있는 것도, 98헌

마363 결정에 의하여 본격 인 비례심사가 도입되기 이 의 시 에서 와 

같이 차별허용여부의 만을 고려한 제에 선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차별 지사유로서 

들고 있는 ‘성별․종교 는 사회  신분’은 차별허용여부의 에서는 

시 인 것일지라도, 평등심사기 의 에서는 열거 인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성별․종교 는 사회  신분’의 의미를 확정하는 것은 매우 

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성별․종교의 의미나 범 는 비교  명백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

에, ‘사회  신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논의의 이 맞추어져 있다.

생각건 , 사회  신분에 해당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자의성심사를 할 것

이냐 비례심사를 할 것이냐가 갈리고, 사회  신분의 범 를 지나치게 확

장하게 되면 거의 모든 경우에 비례심사를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기 때

문에, 사회  신분의 범 를 하게 제한하는 해석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어떠한 신분이 헌법 제11조 제1항의 사회  신분에 해당하는지를 단

함에 있어서는, 문제된 신분이 고착된 역사 ․사회  편견을 반 하고 있

는지 여부, 문제된 신분이나 지 가 유동 인 것인지 고정 인 것인지 여

부, 당사자가 자신의 행 를 통해서 그러한 신분의 취득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지 여부19)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엄격한 심사가 요청되는 경우로 

한정해야 할 것이지만, 구체 으로 어떠한 신분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헌법

재 소의 례에 의하여 형성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20) 

2.‘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

래하게 되는 경우’의 의미

18) 헌재 1995. 2. 23. 93헌바43, 례집 7-1, 222, 235-236

19) 헌재 2004. 10. 28. 2002헌바70, 례집 16-2(하), 159, 170 참조

20) 황도수, 앞의 , 148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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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 소는  98헌마363 결정에서 “다음으로 차별  취 으로 인하여 

련 기본권에 한 한 제한을 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

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용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시함으로써, 비

례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로서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

는 경우’에 이어 ‘차별  취 으로 인하여 련 기본권에 한 한 제한

을 래하게 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98헌마363 결정에서 말하는 ‘차별  취 으로 인하여 련 기본권에 

한 한 제한을 래하게 되는 경우’의 의미에 하여 학자들의 견해

도 갈리고 있고, 헌법재 소의 례도 일 되어 있지 않다.  

학설로는 우선 기본권에 한 ‘제한’에 을 맞추어 차별취 이 기본권 

행사상의 차별을 가져온다면 자의성심사가 아닌 비례심사가 이루어져야 하

고, 그것이 하지 않은 제한이라고 하여 비례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는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21)

다른 견해로는 기본권에 한 ‘ 한’ 제한에 을 맞추어 련 기본

권의 제한정도에 따라 다른 심사기 이 용되는 것으로, 즉 한 제한

을 래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비례심사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22)

가. 기본권에 대한‘제한’에 초점을 맞추는 견해

(1) 기본권에 한 ‘제한’에 을 맞추어 차별취 이 기본권 행사상

의 차별을 가져오는 모든 경우에 비례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의 주

장내용은 헌법재 소의 다음 결정에 잘 드러나 있다.

헌법재 소는 2003. 9. 25. 2003헌마30 결정에서 “일반 인 평등원칙의 

반 내지 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한 헌법재 소의 통상의 심사기 은 입

21) 이명웅,  “평등원칙 - 역사  배경  헌성 심사기  -”, 고시계 2003년 11월

호, 16면

22) 김문 , 앞의 , 1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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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법의 용에 있어서 합리 인 근거가 없는 자의  차별이 있는지 여

부이다. 그런데 입법자가 설정한 차별이 국민들 간에 단순한 이해 계의 

차별을 넘어서서 기본권에 련된 차별을 가져온다면 헌법재 소는 그러한 

차별에 해서는 자의 지 내지 합리성 심사를 넘어서 목 과 수단 간의 

엄격한 비례성이 수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사람이나 

사항에 한 불평등 우가 기본권으로 보호된 자유의 행사에 불리한 향

을 미칠 수 있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입법자의 형성의 여지에 해서는 

그만큼 더 좁은 한계가 설정되므로, 헌법재 소는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를 

용함이 상당하다. 헌법재 소는 제 군인 가산  사건에서 “차별  취

으로 인하여 련 기본권에 한 한 제한을 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

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용되어야 할 것이다.”고 한 바 

있는데, 이러한 시는 차별  취 으로 인하여 기본권에 한 제한을 

래할수록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며, 기본권

에 한 제한이기는 하나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척도가 용

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볼 것이다.”라고 시하고 있다.23)

헌법재 소는 2006. 2. 23. 2004헌마675 결정24)과 2006. 6. 29. 2005헌마

44 결정25)에서도  2003헌마30 결정의 취지를 인용하여 같은 내용의 시

를 하고 있다.

(2) 기본권에 한 ‘제한’에 을 맞추어 차별이 기본권 행사상의 

차별을 가져오는 모든 경우에 비례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학설

이나 헌법재 소의  결정들은 독일 연방헌법재 소의 이른바 ‘최신의 정

식’과 련이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 소 제1재 부는 1993. 1. 26. 제2차 ‘성 환자(Transsexuellen)’ 

결정을 통하여 이른바 ‘최신의 정식’을 수립하 는바,  정식  이 부분

의 논의와 련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3) 헌재 2003. 9. 25. 2003헌마30, 례집 15-2(상), 501, 510

24) 헌재 2006. 2. 23. 2004헌마675등, 례집 18-1(상), 269, 284

25) 헌재 2006. 6. 29. 2005헌마44, 례집 18-1(하), 319,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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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평등원칙으로부터는 규율 상과 차별기 에 따라서 각각 단순한 

자의 지로부터 비례성의 요청에의 엄격한 구속에 이르기까지 입법자에 

한 다양한 한계가 도출된다. …… 더 나아가 사람이나 사태의 불평등 우

가 기본권으로 보호된 자유의 행사에 불리한 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입법자의 형성의 여지에 해서는 그만큼 더 좁은 한계가 설

정된다. …… 입법자의 형성의 여지의 폭이 다양함에 따라서 헌법재 소의 

심사에 있어서 통제의 강도도 단계화된다. 심사기 으로서 자의 지만이 

고려된다면, 기본법 제3조 제1항의 반은 차별의 비객 성이 명백할 때에

만 확인될 수 있다. …… 이에 반해서 인  집단을 차별 우하거나 기본권

행사에 불리한 향을 미치는 규정들의 경우에 연방헌법재 소는 그 규정

된 차별을 하여 불평등한 법  효과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성과 

비 을 지니는 근거들이 존재하는가 여부를 구체 으로 심사한다.”26)

기본권에 한 ‘제한’에 을 맞추는 학설이나 헌법재 소의 결정들은 

비례심사를 본격 으로 도입한  98헌마363 결정이 독일 연방헌법재 소

의 ‘최신의 정식’을 수용한 것으로 보고, 이러한 바탕 에서 ‘차별  취

으로 인하여 기본권에 한 한 제한을 래하게 되는 경우’라는 문구

를 이해하여 차별취 이 기본권 행사상의 차별을 가져오는 모든 경우에 비

례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차별취 으로 인하여 기본권의 행사에 있어서의 

차별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항상 비례심사를 해야 하지만, 그 경우 차별  

취 이 기본권의 행사에 불리한 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비례심사의 강

도를 달리 해야 한다는 것으로 되는데, 이는 비례심사를 다시 엄격한 비례

심사와 완화된 비례심사로 나 거나 비례심사에는 그 엄격성의 정도에 따

라 수많은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26) BVerfGE 88, 87 ff. (김주환, “입법자의 평등에의 구속과 그에 한 통제”, 헌법

논총 제11집, 2000, 463-464쪽의 번역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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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본권에 대한‘중대한’제한에 초점을 맞추는 견해

기본권에 한 ‘제한’에 을 맞추는 견해는 헌법재 소 결정의 주류  

입장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본권에 한 ‘ 한’ 제한에 을 맞추어 

련 기본권의 제한정도에 따라 다른 심사기 이 용되는 것으로, 즉 

한 제한을 래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비례심사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

는 입장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 한’ 제한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의심사를 한 경우

헌법재 소의 결정 에는 차별취 이 국민들 간에 단순한 이해 계의 

차별을 넘어서서 기본권의 행사에 있어서의 차별을 가져오는 경우에도 그

것이 하지 않은 제한이라고 하여 자의심사를 한 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 차별

 취 으로 인하여 련 기본권에 한 한 제한을 래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거나,27) “공익을 하여 상 으로 넓은 규제가 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재산권의 행사를 일부 제한하는 것이므로 련기본권에 

한 한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어”,28) “직업수행의 자유가 일부 제한

된다고 하여 련기본권에 한 한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29) 

“직원 표로 입후보가 제한된다고 하여 련 기본권에 한 한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30)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완화된 심사기 인 자의

지원칙에 따라 단하고 있다.

(2) ‘ 한’ 제한이라는 이유로 비례심사를 한 경우 

한편, 헌법재 소의 결정 에서 차별  취 이 단지 기본권의 행사에 

27) 헌재 2006. 2. 23. 2005헌마403, 례집 18-1(상), 320, 332

28) 헌재 2002. 10. 31. 2001헌바59, 례집 14-2, 486, 498; 같은 취지로 헌재 2005. 

6. 30. 2003헌바47, 례집 17-1, 834, 864; 헌재 2005. 12. 22. 2003헌가8, 례집 

17-2, 577, 614

29) 헌재 2002. 9. 19. 2000헌바84, 례집 14-2, 268, 285; 같은 취지로 헌재 2007. 2. 

22. 2003헌마428등, 례집 19-1, 118, 142-143

30) 헌재 2007. 3. 29. 2005헌마1144, 례집 19-1, 335,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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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의 차별을 가져오기 때문이 아니라, 기본권에 한 한 제한을 

래한다는 이유로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를 한 로는 다음과 같은 것

들을 들 수 있다.

즉 “청구인과 같은 비경력자가 교육 원선거에서 다수득표를 하고도 낙

선하게 되는 것은 그의 공무담임권에 한 한 제한을 래하게 되므

로”31), “ 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이 사건 복수ㆍ부 공 가산 을 받지 못하

는 자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은 공직에 진입하는 것 자체에 한 제약이라

는 에서 당해 기본권에 한 한 제한이므로”32), “이는 미임용등록자

가 아닌 그 밖의 응시자격자들에게는 공무담임권에 한 한 제한을 

래하게 되는 계에 있기 때문에”33), “ 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이 사건 지

역가산 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은 공직에 진입하는 것 

자체에 한 제약이라는 에서 당해 기본권에 한 한 제한이므로”34)

라는 등의 이유로 엄격한 기 인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를 하여 평등권 

침해 여부를 단하고 있다.

다. 사견

(1) 에서 본 바와 같이 ‘차별  취 으로 인하여 기본권에 한 

한 제한을 래하게 되는 경우’의 의미에 하여 헌법재 소의 례는 

일 되어 있지 않지만, 차별취 으로 인하여 기본권의 행사에 있어서의 차

별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항상 비례심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결정은 

단지 몇 개에 그치고, 기본권에 한 ‘ 한’ 제한에 을 맞추어 련 

기본권의 제한정도에 따라 다른 심사기 이 용되는 것으로, 즉 한 

제한을 래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비례심사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는 

31) 헌재 2003. 3. 27. 2002헌마573, 례집 15-1, 319, 336

32) 헌재 2006. 6. 29. 2005헌가13, 례집 18-1(하), 165, 179

33) 헌재 2006. 3. 30, 2005헌마598, 례집 18-1(상), 439, 447; 같은 취지로 헌재 

2006. 7. 27. 2005헌마821, 공보 제118호, 1193, 1195

34) 헌재 2007. 12. 27. 2005헌가11, 례집 19-2, 691,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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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98헌마363 결정에서 말하는 ‘차별  취 으로 인하여 기본권

에 한 한 제한을 래하게 되는 경우’의 의미를 이해함에 있어서, 기

본권에 한 ‘제한’에 을 맞추는 견해나 기본권에 한 ‘ 한’ 제한에 

을 맞추는 견해는 모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하기 어렵다. 

(2) 우선 기본권에 한 ‘제한’에 을 맞추는 견해에 해서는 다

음과 같은 문제 을 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견해에 의하면 차별취 으로 인하여 기본권의 행사에 있어서의 

차별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항상 비례심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차별취

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차별취 이 기본권의 행사에 있어서의 차별을 가

져오지 아니하고 국민들 간에 단순한 이해 계의 차별에 그치는 극히 외

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비례성심사를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둘째, 차별취 으로 인하여 기본권의 행사에 있어서의 차별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보통 련 기본권의 제한에 한 비례심사가 선행되고 평등권 침

해 여부에 한 심사가 뒤따르게 되는데, 평등권 침해 배 여부의 심사를 

비례심사로 하게 되면 실질 으로는 앞서 이미 한 련 기본권의 제한에 

한 비례심사와 복되어 별다른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오히

려 보통의 경우에는 평등권 침해 배 여부의 심사는 순수하게 평등의 

에서 자의 지심사로 하는 것이 하고 한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35)

(3) 다음으로 기본권에 한 ‘ 한’ 제한에 을 맞추는 견해의 

경우 과연 무엇을 기본권의 ‘ 한’ 제한으로 볼 것인가에 한 기 을 정

립하기가 어렵다는 문제 이 있다.

실제로 헌법재 소의 결정들을 보면 당사자에게 기본권의 ‘ 한’ 제한

을 래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비례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자의심사

에 그친 경우를 다수 찾아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 과연 어떤 근거로 기본

35) 헌재 2005. 3. 31. 2003헌바92, 례집 17-1, 396, 4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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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 한’ 제한이 아니라고 보았는지가 단히 불분명하다.

그러한 로는 다음과 같은 결정들을 들 수 있다.

헌법재 소는 2005. 5. 26. 2002헌마699 결정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부단체장으로 하여  그 권한을 

행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한 공무담임

권의 제한36), 2005. 6. 30. 2002헌바83 결정의 경우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

법 규정에 의한 안 보호시설 담당자인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제한37), 

2007. 8. 30. 2003헌바51등 결정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의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운  등에 한 법

률’에 의한 교원 이외의 공무원들의 노동3권의 행사의 제한38)의 평등원칙 

반 는 평등권 침해 여부가 각 문제된 사안에서 자의심사를 용하여 

차별취 에 합리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반되거나 평등권을 침

해하지 않았다고 시하고 있다.

 결정들에서는 기본권 제한의 성여부에 해서는 명시 인 단

을 하지 않았지만 문제된 기본권의 제한이 하지 않다는 단하에 자의

심사를 하 다고 할 것인데, 어떠한 기 으로  결정들에서 문제된 공무

담임권이나 단체행동권 등의 제한이 기본권의 하지 않은 제한으로 

단되었는지 알기 어렵다.

만일 기본권 제한의 성만을 기 으로 한다면 와 같은 경우에는 당

연히 기본권의 한 제한으로 단되어 비례심사가 용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한 단지 기본권의 제한이 하다는 이유만으로 비례성심사를 한다

면 기본권에 한 ‘제한’에 을 맞추는 견해에 해서 에서 지 한 다

음과 같은 문제 을 공유하게 된다. 즉 보통 련 기본권의 제한에 한 

비례심사가 선행되기 때문에, 부수 으로 행해지는 평등권 침해 배 여부

36) 헌재 2005. 5. 26. 2002헌마699, 례집 17-1, 734, 745-746

37) 헌재 2005. 6. 30. 2002헌바83, 례집 17-1, 812, 830-831

38) 헌재 2007. 8. 30. 2003헌바51등, 공보 제131호, 936,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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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심사를 비례심사로 하더라도 실질 으로 앞서의 련 기본권의 제한에 

한 비례심사와 복되어 별다른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4) 이상으로  98헌마363 결정에서 말하는 ‘차별  취 으로 인하

여 련 기본권에 한 한 제한을 래하게 되는 경우’의 의미를 이해

함에 있어서 기본권에 한 ‘제한’에 을 맞추는 견해나 기본권에 한 

‘ 한’ 제한에 을 맞추는 견해는 모두 하지 않음을 살펴보았다. 

생각건 ,  문구는 차별  취 으로 ‘인하여’란 표 에 을 맞추어 

이해되어야 한다. 즉 ‘차별  취 으로 인하여 련 기본권에 한 한 

제한을 래하게 되는 경우’란 차별취 이 기본권의 제한과 직 ․실질

으로 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때의 기본권의 제한은 차별취 에 의하여 직 으로 야기된 것이므

로 차별취 이 곧 기본권의 제한행 의 실질을 형성하고, 차별취 의 문제

가 해소되면 기본권 제한의 문제도 자동 으로 해소되는 계에 있으므로 

차별취 을 떠나서는 기본권의 제한을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

우의 헌심사는 평등심사와 련 기본권에 한 심사가 복 ․경합 으

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경우의 로는 비교집단이 일정한 생활 역에서 경쟁 계에 있

는 경우에 일정집단에게만 가산  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공무담임권 

등의 제한을 래한 경우를 들 수 있고, 사실 이러한 경우 외에는 달리 차

별취 이 곧 기본권의 제한행 가 되는 경우는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은 ‘차별  취 으로 인하여 련 기본권에 한 한 제

한을 래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다고 하여 비례심사를 한 헌법재 소의 

결정을 자세히 분석하여 보면 분명해진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재 소가 ‘차별  취 으로 인하여 

련 기본권에 한 한 제한을 래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

여 비례심사를 한 경우는 실제로는 모두 비교집단이 일정한 생활 역에서 

경쟁 계에 있는 경우에 일정집단에게만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련 기본권

에 한 제한을 래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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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먼  기의 결정을 보면,  98헌마363 결정에서는 ‘공무원채용시험 

등에서 제 군인에 하여 가산 을 부여하여 여성  제 군인이 아닌 남

성을 차별한 경우’를, 2000헌마25 결정에서는 ‘국가기 이 실시하는 채용시

험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하여 가산 을 부여하여 그 이외의 

자를 차별한 경우’를 ‘차별  취 으로 인하여 련 기본권에 한 한 

제한을 래하게 되는 경우’로 으로써, 비교집단이 일정한 생활 역에서 

경쟁 계에 있는 경우에 일정집단에게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련 기본

권에 한 한 제한을 래하는 것으로 보았다.

②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후에 기본권에 한 ‘ 한’ 제한에 

을 맞추어 ‘ 한’ 제한이라는 이유로 비례심사를 한 경우를 살펴보

면, ‘지방교육 원선거에서 다수득표자  교육경력자가 선출인원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득표율에 계없이 경력자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

인원의 2분의 1까지 우선당선시킴으로써 비경력자를 차별한 경우’(2002헌

마573 결정), ‘ 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복수 공  부 공 교원자격증소지

자에게 가산 을 부여하여 그 이외의 자를 차별한 경우’(2005헌가13 결정), 

‘교육공무원의 임용을 원하는 미임용등록자에게는 등교원 임용시험에 있

어서 특별정원을 마련해 주고,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을 변경할 수 있는 부

공과정을 별도로 마련해 주는 혜택을 으로써 교육공무원 임용에서 경

쟁 계에 있는 그 밖의 다른 응시자격자들을 차별한 경우’(2005헌마598 결

정), ‘ 등교원을 임용함에 있어 병역의무 이행 련 교원미임용등록자에게 

특별채용하는 혜택을 으로써 경쟁 계에 있는 그 밖의 다른 응시자격자

들을 차별한 경우’(2005헌마821 결정), ‘ 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동일 지역 

사범 학을 졸업한 교원경력이 없는 자에게 가산 을 부여하여 그 이외의 

자를 차별한 경우’(2005헌가11 결정) 등에서 공무담임권에 한 한 제

한이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들은 모두 비교집단이 일정한 생활 역에서 

경쟁 계에 있는 경우에 일정집단에게만 혜택을 부여한 사안들이다. 

③ 심지어 에서 본 바와 같이 기본권에 한 ‘제한’에 을 맞추어 

차별이 기본권 행사상의 차별을 가져오는 모든 경우에 비례심사가 이루어



평등권의 보장과 발

549

져야 한다는 견지에서 비례심사를 한 사건들에서조차도, ‘7  공무원시험에 

있어서 산업기사 이상의 등 에 해서만 가산 을 주고 기능사 등 에 

해서는 주지 않음으로써 정보처리기능사를 차별한 경우’(2003헌마30 결정), 

‘국가기  등의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등과 그 가족에게 가산 을 주어 

가산 의 수혜 상자가 아닌 일반 응시자를 차별한 경우’(2004헌마675등 

결정), ‘국가기  등의 채용시험에서 선발 정인원을 과하여 동 자가 있

고 동 자  유공취업보호 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유공취업보

호 상자가 아닌 사람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도록 하여 유공취업보호

상자가 아닌 일반 응시자를 차별한 경우’(2005헌마44 결정) 등에서 공무

담임권의 행사에 있어서의 차별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평등권의 침해 여부

에 하여 비례심사를 용하고 있는데, 이들 한 비교집단이 일정한 생

활 역에서 경쟁 계에 있는 경우에 일정집단에게만 혜택을 부여한 사안들

이다.

그 다면 헌법재 소가 실제에 있어서 ‘차별  취 으로 인하여 련 기

본권에 한 한 제한을 래하게 되는 경우’로 보는 경우는, 기본권에 

한 ‘ 한’ 제한에 을 맞추어 차별취 이 련 기본권에 한 

한 제한을 래하는 모든 경우도 아니고, 기본권에 한 ‘제한’에 을 

맞추어 차별취 이 기본권 행사상의 차별을 가져오는 모든 경우는 더욱더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문제에 한 사견을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헌법재 소가 ‘차별  취 으로 인하여 련 기본권에 한 한 

제한을 래하게 되는 경우’로 보는 경우는, 차별취 이 기본권의 제한과 

직 ․실질 으로 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 즉 차별취 으로 ‘인하여’ 

련 기본권에 한 제한을 가져온 경우이다.

② 그러한 경우는 실제로는 비교집단이 일정한 생활 역에서 경쟁 계

에 있는 경우에 일정집단에게만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련 기본권에 한 

제한을 래한 경우 이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비교집단이 일정한 생활 역에서 경쟁 계에 있는 경우 이외에는 기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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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은 차별취  자체에 의하여 래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기본권 제한

행 에 의하여 야기되고 다만 부수 으로만 평등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

다.

③ 비교집단이 일정한 생활 역에서 경쟁 계에 있는 경우에 일정집단

에게만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련 기본권에 한 제한을 래한 경우에는 

평등문제만 해결되면 기본권 제한 문제는 곧 해소되는 계에 있고, 이러

한 경우에는 기본권 제한의 실질이 차별취 에 있으므로 평등심사를 주

로 해서 평등심사와 련 기본권에 한 심사가 복 ․경합 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

④ 그 밖의 경우에는 차별취  외에 별도의 기본권 제한행 가 존재하고 

헌법재 소의 심사도 그러한 기본권 제한을 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평등심사는 단지 부수 으로만 행해지게 된다.  

⑤ ‘차별  취 으로 인하여 련 기본권에 한 한 제한을 래하

게 되는 경우’는 헌법재 소의 구체 인 사안에 한 단과 잘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표 이므로, ‘차별  취 이 기

본권의 제한과 직 ․실질 으로 련되어 있는 경우’로 표 하는 것이 

더욱 할 것이다.

3. 평등권에서의 비례심사와 다른 기본권에서의 비례심사의 

차이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 보장ㆍ질서유

지 는 공공복리를 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

으며, ……”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례의 원칙 는 과잉 지의 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활동을 함에 있어서, 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내지 입법활동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은 목 의 정

당성, 방법의 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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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인데, 헌법 제37조 제2항은 바로 이러한 의미의 비례

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헌법재 소는 2001. 2. 22. 2000헌마25 결정에서 “평등권의 침해 여

부에 한 심사는 그 심사기 에 따라 자의 지원칙에 의한 심사와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로 크게 나 어 볼 수 있다. 자의심사의 경우에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 인 이유가 있는지 만을 심사하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비교 상간의 사실상의 차이나 입법목 (차별목 )의 발견ㆍ확인에 그치는 

반면에, 비례심사의 경우에는 단순히 합리 인 이유의 존부문제가 아니라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유와 차별간의 상 계에 한 심사, 즉 비교 상간

의 사실상의 차이의 성질과 비  는 입법목 (차별목 )의 비 과 차별

의 정도에 정한 균형 계가 이루어져 있는가를 심사한다.”라고 하여39), 

자의심사와 비례심사의 차이  비례심사의 방법을 명백히 제시하 다.

여기에서 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한 비례심사가 과연 헌법 제37조 제2

항에 의한 비례심사와 같은 것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견해의 립이 있다.

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비례심사와 같은 것으로 보는 견해

헌법 제37조 제2항의 ‘자유와 권리’는 기본권 반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을 정하고 있는 헌법 제11조의 규정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존재

를 제로 수립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헌법 제11조 제1항 후단

에 의한 비례심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비례심사를 의미하는 것으

로 해석하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헌법 제11조 제1항 후단에 의한 비례심사의 내용

은 제37조 제2항에 따른 비례심사기 과 같다는 것이 된다.40)

헌법재 소의 결정 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미루어 이러한 

기본권에 한 제한이나 차별 인 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첫째, 제한 

39) 헌재 2001. 2. 22. 2000헌마25, 례집 13-1, 386, 403

40) 황도수, 앞의 , 154면 참조; 같은 취지의 견해로는 김문 , 앞의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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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차별의 목 이 국가안 보장ㆍ질서유지 는 공공복리를 하여 필요

하고 정당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수단ㆍ방법이 목 의 실 을 하여 

실질 인 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정도 한 정한 것이어야 한

다고 하겠다.”라고 하거나,41)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은 별론으로 하고, 그 

나머지 조합장에 해서는 어도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합리

성 없는 차별 우의 입법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며, 이들에 한 참정권 

 평등권에 하여 도 히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화 될 수 없

는 과도한 제한이며 그 기본권의 침해라고 볼 것이다.”라고 하여,42) 평등권

에 하여 제37조 제2항에 의한 비례심사를 용한 것으로 보이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다.

나.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비례심사와 다른 것으로 보는 견해

평등권이 다른 기본권과 본질 으로 다른 을 고려할 때 다른 기본권의 

제한의 한계에 한 비례의 원칙은 평등권에 그 로 용되기 어렵다는 견

해이다.43) 

41) 헌재 1989. 5. 24. 89헌가37, 례집 1, 48, 54-55

42) 헌재 1991. 3. 11. 90헌마28, 례집 3, 63, 81

43) 김주환 교수는 평등권이 다른 기본권과 본질 으로 달라 제37조 제2항의 비례심

사가 그 로 용될 수 없는 이론  근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헌법 제11조 제1항 제1문의 일반  평등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일반  평등권

은 ‘직  각인의 자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아니라, ‘자유의 제가 되는 권

리’이다. 즉 그것은 자유와 그 밖의 권리의 실 을 한 ‘방법  기 로서의 성

격과 기능’을 갖는다. 따라서 일반  평등원칙은 이를 제로 하여 보장되는 자

유  그 밖의 권리와 동일하게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  법률유보조항을 

통해서 법률로써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와 권리의 불평등한 제한에 

하여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 헌법 제11조 제1항 제1문의 일반

 평등원칙은 오히려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의 행사 그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필연  상인 불평등 우에 한 한계(Schranken)로서 입법자에게 그와 같은 

불평등 우를 객 으로 정당화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한, 헌법 제11조 제1

항 제1문의 일반  평등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  법률유보에 근거하여 

제한될 수 있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김주환, 앞의 

, 442-4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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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평등문제는 특히 비례심사의 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의

지심사로 족하므로 원칙 으로 제37조 제2항에 의한 비례심사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비례심사를 하는 경우에도 평등심사에 있어서는 주로 입법목

과 수단 간의 비례성이 수되었는지를 심사하게 되므로, 례가 설시한 

비례의 원칙의 네 가지 하부원칙  ‘피해의 최소성’ 원칙은 일률 으로 

용되기 어렵다고 한다.44)

결국 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한 비례심사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비례심사의 결정  차이는 ‘피해의 최소성’ 요건에 있다는 것이다.45)

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한 비례심사의 경우 다른 기본권에 한 비례심

사에서의 ‘피해의 최소성’ 요건에 응하는 ‘차별취 의 필요성’은 ‘ 같이 

유효한 수단 에서 가장 평등권을 게 침해하는 수단’이라는 의미에서의 

다른 기본권의 최소침해성원칙을 의미하지 않고, 차별취 이 입법목 을 

달성하기에 불가피한가의 문제로서 입법자의 차별목 이 차별취  없이는 

달성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46)

다. 사견 

생각건 , 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한 비례심사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비례심사는 일률 으로 같거나 다른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 같기

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고 보아야 한다.

첫째, 차별취 이 기본권의 제한과 직 ․실질 으로 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기본권 제한의 실질이 차별취 에 있으므로 평등심사를 

주로 해서 평등심사와 련 기본권에 한 심사가 복 ․경합 으로 이

44) 이명웅, 앞의 , 21면

45) 김주환 교수는 이 에 하여 “일반  평등원칙의 구체화 차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 특히 목 달성에 합한 수단들 에서 가장 경미한 수단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필요성의 원칙을 무차별 으로 엄격히 용하게 되면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는 그야말로 ‘하나의 ’으로 축소되고 만다.”라고 하고 있다.(김주환, 앞의 

, 444면)

46) 한수웅, 앞의 , 74면 참조



憲法論叢 第19輯(2008)

554

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한 비례

심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비례심사와 같고, ‘차별취 의 필요성’ 

한 다른 기본권에 한 비례심사에서의 ‘피해의 최소성’ 요건과 마찬가지

로 ‘차별은 최소한의 부담을 가져오는 수단이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차별효

과의 최소침해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47)

둘째, 차별취  이외에 별도의 기본권 제한행 가 존재하고 헌법재 소

의 심사도 그러한 기본권 제한을 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평등심사

는 부수 으로 행해지게 된다.

이때에도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례심사가 

행해지는데, 이 경우의 비례심사는 다른 기본권과 구별되는 평등권 고유의 

특성에 기 한 비례심사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비례심사와 다르

다.

이 경우의 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한 비례심사에서의 ‘차별취 의 필요

성’ 요건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 같이 유효한 수단 에서 가장 평등권

을 게 침해하는 수단’이라는 의미에서의 다른 기본권의 최소침해성원칙

을 의미하지 않고, 차별취 이 입법목 을 달성하기에 불가피한가의 문제

로서 입법자의 차별목 이 차별취  없이는 달성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셋째, 차별취 이 국민들 간에 단순한 이해 계의 차별을 래하는 데 

그치고 다른 기본권 제한의 문제가 없는 사안의 경우에는 헌법재 소의 심

사는 오직 평등권 침해 여부에 한 심사만이 행해진다.

이때에도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례심사가 

행해지는데, 이 경우의 비례심사 한 다른 기본권과 구별되는 평등권 고

유의 특성에 기 한 비례심사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비례심사와 

다르므로,  둘째의 경우에서와 같은 내용의 비례심사가 행해진다고 할 

것이다.

47) 한수웅, 앞의 , 7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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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완화된 비례심사의 이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 소는 2001. 2. 22. 2000헌마25 결정에서 국

가기 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하여 가산

을 부여하여 그 이외의 자를 차별한 사안에 하여 비교집단이 일정한 

생활 역에서 경쟁 계에 있는 경우에 일정집단에게만 혜택을 부여하는 것

은 련 기본권에 한 한 제한을 래하는 것이므로 원칙 으로 비례

심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 인 비례심사의 과정에서는 헌법 제32조 

제6항이 근로의 기회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등을 우 할 것을 명령하고 있

는 을 고려하여 보다 완화된 기 을 용하여야 한다고 시하 다.48)

 결정에 하여 자의심사와 비례심사의 사이에 ‘완화된 비례심사’라는 

독자 인 심사기 을 정립한 것인지, 한 그것이 미국의 간심사기 을 

수용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49)

생각건 ,  2000헌마25 결정의 시가 자의심사와 비례심사 외에 그 

간 역으로서 ‘완화된 비례심사’라는 독자 인 심사기 을 정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정에서 문제된 사안은 비교집단이 일정한 생활 역에

서 경쟁 계에 있는 경우에 일정집단에게만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그 집단

에 속하지 않은 자를 차별한 경우로서 당연히 비례심사가 용되는 범주에 

들어가는 사안이고,  비례원칙에 의하여 심사가 된 사안이다.  사안에

서 헌법에서 차별명령규정을 두고 있는 을 고려하여 보다 완화된 기 을 

용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그로 인하여 심사기 이 근본 으로 변경되어

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고, 다만 구체 인 형량과정에서 차별명령규정이 고

려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요청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미국연방 법원에 의하여 평등보호조항과 법 차조항에 근거하

여 헌 여부를 다투는 법률에 하여 용되는 삼단계심사기 은 합리성

48) 헌재 2001. 2. 22. 2000헌마25, 례집 13-1, 386, 386-387

49) 조홍석, “평등권에 한 헌법재 소 례의 분석과 망,” 한국공법학회, 공법연

구 제33집 제4호, 2005, 123-12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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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간심사, 엄격심사의 세 단계로 나 어지는데, 간심사기 은 1976

년 Craig v. Boren 사건50)에서 성별에 의한 차별에 한 한 심사수

으로서 연방 법원에 의하여 채택된 것으로서 어떤 법률이 정부의 요한 

목 에 실질 으로 련되어 있으면 그 법률은 합헌으로 단된다는 것이

다.51)

그 다면 비례심사의 구체 인 형량과정에서 차별명령규정이 고려되어

야 한다는 요청에 불과한 이른바 ‘완화된 비례심사’라는 것은 미국에서 독

자 인 평등심사기 으로 정립된 간심사기 과는 그 지 나 용 역에

서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우리의 평등권 침해 여부에 한 심사기 은 자의심사와 비례심사

의 이단계심사기 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자의심사, 완화된 비례심사, 비례

심사의 삼단계심사기 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5. 평등심사의 태양과 심사기준

지 까지 살펴본 것을 바탕으로 헌법재 소에서 행해지는 평등심사의 

태양과 심사기 을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평등심사와 관련 기본권에 의한 심사가 중복적 ․ 경합적으

로 이루어지는 경우

50) 429 U.S. 190, 197 (1976).

51) 性別에 의한 차별과 婚外子女(non-marital children)에 한 차별의 심사에 사용

되는  中間審査기 에 의하면, 어떤 법률이 정부의 요한 목 에 실질 으로 

련되어 있으면 그 법률은 지지된다. 즉 연방 법원은 정부의 목 이 “필수불

가결한”(compelling) 것임을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 요한”(important) 것으로 

단해야 하며, 사용되는 수단은 필수 일(necessary) 필요는 없지만, 추구되고 

있는 목 에 “실질  련성”(substantial relationship)은 가져야 한다. 간수

의 심사에서 政府는 立證責任을 진다(Erwin Chemerinsky, Constitutional Law: 

Principles and Policies, 3rd ed, Aspen Publishers, 2006, p. 67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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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취 이 기본권의 제한과 직 ․실질 으로 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기본권 제한의 실질이 차별취 에 있으므로 평등심사를 주로 

해서 평등심사와 련 기본권에 한 심사가 복 ․경합 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 그 심사가 실제로 복 ․경합 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52) 경우에 따라서는 평등심사 이외에 련 기본권에 한 

심사를 별도로 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라도 

이미 평등심사에서 실질심사가 이루어진 뒤이기 때문에 련 기본권에 

한 심사는 이를 인용하여 형식 인 심사에 그치게 된다.53)

이러한 경우에는 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하여 비례심사가 용되고, 그 

비례심사의 내용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비례심사와 같은 것으로 보

아야 하므로, ‘차별취 의 필요성’ 요건은 ‘차별은 최소한의 부담을 가져오

는 수단이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차별효과의 최소침해성을 의미하는 것으

로 보아야 한다.

나. 평등심사를 다른 기본권에 의한 심사와 별도로 하는 경우

차별취  이외에 기본권 제한행 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재

소의 심사는 그러한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에 한 비례성 단을 심으

로 이루어지고, 평등심사는 그에 이어 부수 으로 행해지게 된다.

(1)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에도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평등권 

침해 여부에 하여 비례심사가 행해진다. 

그러나 그 비례심사는 다른 기본권과 구별되는 평등권 고유의 특성에 기

한 비례심사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비례심사와는 다르므로, ‘차

52) 헌재 2003. 9. 25. 2003헌마30, 례집 15-2(상), 501, 510-511; 헌재 2006. 6. 29. 

2005헌가13, 례집 18-1(하), 165, 179 등 참조

53) 헌재 2001. 2. 22. 2000헌마25, 례집 13-1, 386, 411-413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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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취 의 필요성’ 요건은 ‘ 같이 유효한 수단 에서 가장 평등권을 게 

침해하는 수단’이라는 의미에서의 다른 기본권의 최소침해성원칙을 의미하

지 않고, 차별취 이 입법목 을 달성하기에 불가피한가의 문제로서 입법

자의 차별목 이 차별취  없이는 달성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2) 그 밖의 경우 

기본권 제한의 실질이 차별취 에 있지 아니하고 차별취  이외에 기본

권 제한행 가 별도로 존재하면서,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다른 기본권에 한 비례심사에 이어지는 

평등권 침해 여부에 한 심사에는 자의심사가 용된다.

다. 평등심사만을 하는 경우

차별취 이 국민들 간에 단순한 이해 계의 차별을 래하는 데 그치고 

다른 기본권 제한의 문제가 없는 사안의 경우에는 헌법재 소의 심사는 오

직 평등권 침해 여부에 한 심사만이 행해진다.

헌법재 소는 헌재 2007. 5. 31. 2006헌바49 결정54)에서 증여세납부세액

이 1천만 원을 과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하도록 한 ‘상속세  증여

세법’ 규정과 련하여 물납은 조세 납부방법의 하나로서 청구인이 말하는 

물납할 권리란 것은 단순한 이익에 불과한 것으로서 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의 보호 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평등원

칙 반 여부만을 심사하 다.

한 2008. 3. 27. 2004헌마654 결정55)에서도 교섭단체 소속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 원을 두도록 함으로써 교섭

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그 지 못한 정당을 차별하는 국회법 조항에 하여 

평등원칙 반 여부만을 심사한바 있다. 

54) 헌재 2007. 5. 31. 2006헌바49, 례집 19-1, 600

55) 헌재 2008. 3. 27. 2004헌마654, 공보 제138호,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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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다른 기본권 제한의 문제가 없어 평등심사만 하는 경우에도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평등권 침해 여부에 하여 비례

심사가 용되어야 한다.

이 경우의 비례심사도 평등권 고유의 특성에 기 한 비례심사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비례심사와는 다르므로, ‘차별취 의 필요성’ 요건은 

차별취 이 입법목 을 달성하기에 불가피한가의 문제로서 입법자의 차별

목 이 차별취  없이는 달성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데 그친다고 할 것이

다.   

(2) 그 밖의 경우 

다른 기본권 제한의 문제가 없어 평등심사만 하는 경우에 ‘헌법에서 특

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평등권 침해 

여부에 한 심사에는 합리성 심사 즉 자의심사가 용된다.

헌법재 소는  2006헌바49 결정  2004헌마654 결정에서 헌법이 명

시 으로 지하고 있는 차별기 이나 차별 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이유로 합리성 심

사 즉 자의심사를 하고 있다.56)

Ⅳ. 결론

지 까지 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한 헌법재 소의 심사기 을 살펴보

았는바, 헌법재 소가 평등심사에 있어서 완화된 심사기 을 용할수록 

입법자의 헌법  기능과 권한을 존 하는 것이 되고, 엄격한 심사기 을 

용할수록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는 제한되게 된다. 반면에 국가권력의 침

해에 한 개인의 권리보호의 정도는 심사기 이 엄격할수록 강화되고, 완

화될수록 약화된다. 따라서 헌법재 소는 이를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심

56) 헌재 2007. 5. 31. 2006헌바49, 례집 19-1, 600, 606  헌재 2008. 3. 27. 2004

헌마654, 공보 제138호, 434,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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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의 선택을 통하여 입법자와 자신의 기능분배  개인의 권리보호의 

정도에 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57) 

헌법재 소는 자의심사로 일 하던 기의 입장에서 벗어나 비례심사를 

혼용하는 이단계심사기 을 확립함으로써 기본 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

을 보다 제한하고, 국민의 권리보호의 정도를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 소는 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한 비례심사를 용함에 

있어서 매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 본바와 같이 헌법

재 소는 ‘차별  취 으로 인하여 련 기본권에 한 한 제한을 

래하게 되는 경우’로서 비례심사를 하는 경우를 실제로는 비교집단이 일정

한 생활 역에서 경쟁 계에 있는 경우에 일정집단에게만 혜택을 부여함으

로써 련 기본권에 한 제한을 래한 경우에 한정함으로써 과도한 비례

심사를 억제하고 있는 것이다.

평등권의 침해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통 인 자의 지원칙만을 일

의 인 기 으로 삼아 이를 철하려 하는 것은, 실질 인 평등심사를 포

기하지 않는 한 구체 인 사건해결과정에서 필연 으로 다양한 통제강도를 

지닌 서로 다른 자의심사기 의 발생을 막기 어렵고, 이러한 결과는 사실

상 비례심사기 을 부분 으로 채택하는 결과를 가져오면서도 심사기 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결국 평등심사의 강도가 헌법재 들의 결단에 일임

되는 결과가 되어 평등심사에 있어서의 측가능성이 크게 손상될 수 있

다.58) 

한 입법형성권의 통제를 통하여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한 방

안으로서 통 인 자의심사를 으로 비례심사로 체하려는 시도도 입

법자의 형성권에 한 헌법재 소의 과도한 통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한 것이 되지 못한다. 선거를 통해서 민주  정당성을 획득한 입법

자에 한 범 한 입법형성권의 보장이라고 하는 자의심사가 지향하는 

57) 정태호, 앞의 , 234-235면 참조

58) 김주환, 앞의 , 47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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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는 권력분립주의  의회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의 민주주의국가에

서 결코 포기될 수 없는 것이다.

생각건 , 자의심사와 비례심사는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존 과 국민의 

권리보호를 각각 그 지향 으로 하는 것으로서 어느 한 쪽만이 철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선택 으로 용되지 않을 수 없

다. 평등심사를 자의심사로 통일하려는 시도는 필연 으로 사실상의 비례

심사를 발생시키고, 비례심사로 통일하려는 시도는 필연 으로 사실상의 

자의심사를 발생시키면서 평등심사에서의 측가능성만 약화시키는 결과를 

래할 것이 명약 화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단계별 심사는 자칫하면 심사기 의 선택이 곧 헌여부를 

결정짓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단순성과 경직성의 문제, 개별 사안의 특수

성을 무시한 범주화로 인하여 구체  분석을 방해하는 문제 등이 있음을 

이유로 통일  기 에 의한 심사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59) 그러나 이러

한 견해에 해서는 통일  기 에 의할 경우 평등심사에 있어서 유연성은 

제고시킬 수 있겠지만, 에서 본 바와 같이 측가능성의 약화라는 결정

인 문제 이 있음을 지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다면 평등심사와 련한 헌법재 소의 과제는 분명해진다. 자의심사

와 비례심사의 용 역을 한계지어 주는 조화롭고 분명한 기 의 제시가 

그것이다. 

헌법재 소의 평등심사기 에 하여는 그 용범 가 불분명하다는 지

이 있어왔고, 헌법재 소가 결정에서 실제 비례심사를 용해 온 사안들

을 검토해 보면 독일연방헌법재 소나 미국연방 법원이 정립한 심사기

에 비하여 그 용범 가 소하다는 단이 가능하다.

입법부에 한 통제와 이를 통한 국민의 권리보호는 헌법재 소의 주된 

기능에 속한다는 을 고려한다면, 장차 헌법재 소가 평등심사에 있어서 

비례심사의 범 를 지 에 비하여 확 하려는 조심스러운 시도를 하는 것

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때에도 우리의 헌법체계 안에서 헌법재

59) 김문 , 앞의 , 117-11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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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국민의 권리보호기능과 입법권에 한 존 의 필요성 간의 조화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고, 자의심사와 비례심사의 용 역을 분명하게 획

정함으로써 법치국가에서의 필수  덕목인 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노력

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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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說

재산권은 다른 기본권과 비교하면 논쟁  권리이다.1) 그 이유는 무엇보

다 재산권과 재산제도를 보는 시각의 차이가 크다는 에서 유래하고,  

다른 이유는 행헌법처럼 재산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하는 경우에도 

그 법  성격이나 보장구조가 다른 기본권과 다르다는 에서 유래한다. 

사실 재산권은 육체  존재형식을 가진 인간에 있어 자유의 실 과 자기책

임  삶을 한 제조건이지만 그것을 실 하는 재산제도는 시 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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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며, 사회  갈등과 립의 기 에 있는 심  문제이다.  그런 에서 

마르크스사회주의에 있어 재산권문제는 사회해방의 심과제이며 사유재산

제의 폐지란 말속에 공산주의의 이론이 집약되어 있다고 한 것에 비하여 

자유자본주의국가에 있어서는 재산권은 인간의 자유의 핵심을 의미하

다.2) 

헌법재 소가 출범한 이래 20년이 지난 지  기본권 에서 재산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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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문제에 한 헌법재 소의 례와 련하여 먼  의문이 드는 것은 재산

권 련 사회․경제정책에 한 헌 여부 단에 있어 헌법재 소가 면

에 나서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국민 표기 인 국회의 단을 존 하여

야 할 것인지의 문제로서 이 문제는 헌심사기 의 문제이다.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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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권의 경우 헌법  권리로서 세계  콘센서스를 얻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재산

권을 헌법상 권리로 할 것인가에 해서는 논란이 있고 근래의 헌법이나 권리장

에도 이에 한 입장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부분의 민주국가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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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재산권조항을 삭제하 고, 캐나다의 1982년 Charter of Rights와 뉴질랜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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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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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ssons for American Takings Jurisprudence-,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6, 23면 이하 참조)

2) 이에 해서는 김문 , 사회경제질서와 재산권, 법원사, 2001, 216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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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보장은 다른 기본권보장과는 다른 층  보장구조를 가지며 그에 

한 이해가 재산권보장의 범 를 결정하는 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행

헌법 재산권보장의 규범구조 내지 법  성격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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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규정-사회구속성과 공용수용․사용․제한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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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으로 종래 헌법재 소 례에 한 검토를 해보고자 한다.

Ⅱ. 財産權關聯立法에 대한 違憲審査基準問題

1. 문제의 소재 

헌심사기 의 문제는 헌법재 기 이 어느 정도의 엄격성을 가지고 

국회의 입법이나 정부의 정책을 단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는 심사의 

엄격성과 합헌성추정, 헌 여부에 한 입증책임의 문제로서 실 으로

는 문제된 입법의 헌 여부의 단결과에 한 향을 미친다. 그래서 

엄격심사의 경우 문제가 된 법률은 일반 으로 헌이라 단되는 반면 합

리성기 심사의 경우 법률의 헌성을 다투는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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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선언하는 경우는 드물다.3) 이러한 헌심사기 의 문제는 그 바탕에 

국회  정부와 헌법재 소와의 계, 민주주의와 헌법재 의 상용, 헌법재

소의 정한 기능, 사법 극주의와 소극주의, 기본권의 성격, 소수자보호 

등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의 문제가 깔린 사안이다. 이러한 심사기

의 문제는 미연방 법원 례에서 보듯이 多段階審査基準을 채택할 것인지 

여부, 채택하는 경우 무엇을 기 으로 嚴格審査 否를 정할 것인가, 그리

고 그 근거는 무엇인가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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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Scrutiny, 45 Ohio State Law Journal(1984) 161, 162



財産權의 保障과 限界

567

2. 헌법재판소의 판례 

헌법재 소는 재산권에 하여는 다음과 같은 심사기 을 제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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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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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는 재산에 한 사실상의 지배만 있을 뿐이므로 다른 기본권과는 달

리 그 내용이 입법자에 의하여 법률로 구체화됨으로써 비로소 권리다운 모

습을 갖추게 된다. 입법자는 재산권의 내용을 구체 으로 형성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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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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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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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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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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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권이 법질서 내에서 인정받고 보호받기 하여 입법자에 의한 형성이 

필요하다고 한다. 특히 “토지재산권에 하여는 입법부가 다른 재산권보다 

더 엄격하게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는데 이에 한 입법부의 재량

의 여지는 다른 정신  기본권에 비하여 넓다고 야 하는 것이다.”(헌재 

1989. 12. 22. 88헌가13, 례집 1, 357, 372-373)고 하 다. 

그러면서 “입법자가 헌법 제2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재산권의 내

용을 구체 으로 형성함에 있어서는,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의 원칙과 재산

권의 제한을 요청하는 공익 등 재산권의 사회  제약성을 비교 형량하여, 

양 법익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입법자가 형성의 자유의 

한계를 넘었는가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의하여 단하게 된다. 공익을 

실 하기 하여 입법자가 용한 구체  수단이 비례의 원칙에 합치된다

고 하기 해서는, 우선 그 입법목 이 정당하여야 하고,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이 의도하는 입법목 을 달성하고 진하기에 정하여야 하며, 입법

목 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효율 인 여러 수단 에서 가장 기본권을 존

하고 게 침해하는 수단을 사용하여야 하고,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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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되는 정도와 법률에 의하여 실 되는 공익의 비 을 반 으로 비교 

형량하 을 때 양자 사이의 정한 비례 계가 성립하여야 한다(헌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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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289, 310)”고 하여 재산권 련입법의 헌 여부에 한 단기 으로 

다른 기본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잉 지의 원칙을 들고 있다. 그리고 

이의 표 으로서 “재산권에 한 제한의 허용정도는 재산권행사의 상이 

되는 객체가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 개개인에 하여 가지는 의미와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사회 반에 하여 가지는 의미가 어떠한가에 달려 있

다. 즉, 재산권 행사의 상이 되는 객체가 지닌 사회 인 연 성과 사회  

기능이 크면 클수록 입법자에 의한 보다 범 한 제한이 정당화된다. 다

시 말하면, 특정 재산권의 이용이나 처분이 그 소유자 개인의 생활 역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일반국민 다수의 일상생활에 큰 향을 미치는 경우에

는 입법자가 공동체의 이익을 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규제하는 권한을 더

욱 폭넓게 가진다.”(헌재 1998. 12. 24. 89헌마214등, 례집 10-2, 927, 945)

고 하여 재산권의 사회성과 련하여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의 범 가 달라

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련하여 헌법재 소가 기본권 련입법 체에 한 헌심사기

을 제시한 경우로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기본권제한입법에 해

서이고,  하나는 평등 련입법에 해서이다. 

 먼  기본권제한입법의 헌성 여부에 한 심사기 에 하여 헌법재

소는 “법률이 개인의 핵심  자유 역(생명권,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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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므로, 입법자는 입법의 동기가 된 구체  험이나 공익의 존재  법률에 

의하여 입법목 이 달성될 수 있다는 구체  인과 계를 헌법재 소가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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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권의 행사를 통하여 일반 으로 타인과 사회  연 계에 놓여지는 경

제  활동을 규제하는 사회ㆍ경제정책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입법자

에게 보다 범 한 형성권이 인정되므로, 이 경우 입법자의 측 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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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 명백히 반박될 수 있는가 는 하게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만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4) 한 바 있다. 

평등 련입법의 헌성 여부에 한 심사기 으로 헌법재 소는 엄격한 

심사기 과 완화된 심사기 을 제시하면서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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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 되는 기 을 제시하거나 차별을 특히 지하고 있는 

역을 제시하고 있다면 그러한 기 을 근거로 한 차별이나 그러한 역에

서의 차별에 하여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다음으로 차별  

취 으로 인하여 련 기본권에 한 한 제한을 래하게 된다면 입법

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용되어야 할 것이다. …… 

엄격한 심사를 한다는 것은 자의 지원칙에 따른 심사, 즉 합리  이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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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 의 목 과 수단 간에 엄격한 비례 계가 성립하는지를 기 으로 한 심

사를 행함을 의미한다.”고5) 하여 엄격심사 용 역과 엄격심사의 기 을 

제시하 다. 이러한 헌법재 소의 례에 의하면 재산권 련입법은 엄격심

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완화된 심사 내지 자의심사

가 용되는 역으로 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評價

이러한 헌법재 소의 해석태도는 기본권제한입법이나 평등 련입법의 

헌심사기 으로서 미국 연방 법원 례와 비슷한 多段階審査基準을 수용

하면서도 재산권 련입법에 해서는 비례의 원칙을 용하는 독일식의 해

석에 따른 것으로 단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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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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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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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98헌마425등, 례집 14-1, 351, 367

6) 이 과 련하여 Gregory S. Alexander는 미국에서는 재산권이 독일에서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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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몇 가지 의문을 갖게 한다. 즉 ① 평등 련입법의 

경우 비례심사를 엄격심사로 이해하고 완화된 심사의 경우 자의심사를 의

미하는 것으로 보면서 기본권제한입법의 경우 완화된 심사가 용되는 사

회․경제정책 련입법에 해당한다 할 수 있는 재산권 련입법에 하여 비

례의 원칙을 용하는 것은 논리 으로 서로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다. 이는 재산권에 한 차별  입법에 한 헌심사와 재산권에 

한 제한입법에 한 헌심사에 해 다른 기 이 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련된다. 기본권제한입법과 평등 련입법에 한 심사기 을 달리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7) 미국연방 법원 례에서 보듯이 이는 심사

기 의 문제가 용분야에서 다르게 발 된 것일 뿐 기본 으로 동일한 문

제라 할 수 있다.8) 미국의 경우 헌심사의 상이 되는 권리 에는 법

차만이 문제되는 것도 있고 평등보호조항만이 문제되는 것도 있으나 

부분의 권리는 법 차조항과 평등보호조항이 동시에 는 선택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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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되고 있는 가치이론이나 민주  과정이론 등에 비추어 동일한 역, 

컨  재산권을 제한하는 입법과 재산권과 련한 차별  입법에 하여 

다른 기 을 용하여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그런 에서 재산권에 

한 차별입법에 해서는 자의심사를 하고, 재산권제한입법에 해서는 

과잉 지의 원칙을 용한다면 논리 으로 맞지 않다 할 것이다. 

② 다음으로 헌법 제23조 제1항이 다른 자유권과는 달리 재산권의 경우 

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의 지 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의 어느 연방 법원

도 재산권을 기본 (fundamental) 권리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약한 합리성심사

기 이 용된다는 의미에서 헌법 으로 재산권은 이등 의 권리(a "second-rate" 

right)라고 하고 있다. (Gregory S. Alexander, 게서, 100면 이하)   

7) 김 철, 미국연방 법원의 평등보호에 한 례와 헌심사기 , 헌법논총 제11

집, 2000, 379-380면 참조.   

8) 컨  양심에 의한 차별입법과 양심의 자유의 제한입법을 구별하여 심사기 을 

달리하여야 할 이유가 없고 차별은 일반 으로 차별받는 집단의 기본권제한을 함

유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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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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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한계뿐 아니라 내용까지도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입법형성권을 인정

한 과 련하여 재산권내용형성  제한입법에 하여 다른 기본권에 

용되는 과잉 지의 원칙을 그 로 용하여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

다. 컨  헌법재 소는 택지소유상한에 한법률의 헌 여부와 련하여 

“동법의 진정한 입법목 은 실수요자가 아님에도 지가상승을 기 하고 토

지투기 등의 목 으로 토지를 필요 이상으로 보유하는 사회 ㆍ국민경제

으로 유해한 행 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가 입법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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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로서 헌법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므로, 법의 목 은 정당하다. 법은 규

제 상을 택지로만 한정하고 있는바, 법이 그 목  달성을 하여 그 규제

상 토지를 택지로 제한하는 것을 정책수단 선택의 문제이나 입법자는 택

지가 일차 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개인의 주거로서, 그의 행복

을 추구할 권리와 쾌 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실 할 장소로 사용된다는 

을 고려하여야 한다. 동법의 규정 내용과 같이, 소유목 이나 택지의 기

능에 따른 외를  인정하지 아니한 채 일률 으로 660㎡로 소유상한

을 제한함으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어느 구라도 660㎡를 과하는 택지

를 취득할 수 없게 한 것은, “ 정한 택지공 ”이라고 하는 입법목 을 달

성하기 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다. 따라서 택지소유의 

상한을 지나치게 낮게 정한 법 제7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상의 재산권을 과

도하게 침해하는 헌 인 규정이다. 한 입법자가 소유상한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한 것은 재산권침해의 효과와 소유상한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

정한 택지공 ”이라는 공익 사이의 합리 인 비례 계를 명백히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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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과잉 지의 원칙을 용하고 동 법률이 침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의 균형

성에 배되는지 여부에 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미국연방 법원이 

재산권 련입법에 한 헌심사에 있어 용하는 ‘합리성심사기 (the 

rational basis test)’이 목 의 정당성(legitimate government test)과 목

과 수단 간의 합리  련성에 해서만 심사하는 것과는 조 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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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재산권 련입법에 해서도 비례의 원칙이 용된다는 것은 독일

에 있어서 지배  견해이고 독일연방헌법재 소의 례이기도 하다. 그리

고 그 비례의 원칙은 다른 기본권에 용되는 비례의 원칙과 비교하여 그 

의미가 다르지 않다고 이해하고 있다.10) 한 과잉 지의 원칙이 법치국가

에 있어 보편  법원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생각하면 과잉 지의 원칙

이 재산권제한입법에 해서도 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있다. 

말하자면 입법자가 재산권 련입법의 정 성을 높이기 하여 과잉 지의 

원칙을 용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과잉 지의 원칙을 입법자

가 재산권 련입법을 하면서 지켜야하는 기 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헌법

재 소가 그 수 여부를 엄 하게 심사할 것인가는  다른 측면의 문제

라 할 수 있다. 이는 헌법재 소가 국회의 단을 얼마나 존 해 주느냐 

하는 문제이다. 만약 과잉 지원칙 배 여부를 엄격히 따져 국회의 단보

다는 헌법재 소의 단을 내세운다면 앞에서 보았듯이 재산권 련입법에 

하여 완화된 심사기 을 용한다는 의미는 무색해 질 수 밖에 없다.11) 

사실 일정입법목 을 달성하기 해 여러 정책 안에 해 국회가 그  

한 안을 선택하여 입법화한 경우 그것이  합리성이 없는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입법목 의 정당성, 방법의 성 뿐 아니라 침해의 최소성, 법

익의 균형성까지를  따져 과잉 지의 원칙 반이라 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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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독일의 경우 재산권 련입법에 해서도 비례성의 원칙이 용되며 이러한 재산

권에 용되는 비례의 원칙은 다른 기본권의 경우와 다른 특수한 구조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  기본권이론에 용되는 것이 그 로 용된다고 보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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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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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terscheidung von Eigentumsbindung und Enteignung- Eine Bestandsaufnah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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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이하)     

11) 사실 헌법재 소는 재산권 련입법에 하여 상당수의 헌결정, 헌법불합치결

정, 일부 헌결정, 한정 헌결정 등을 한 바 있다. {김철수, 헌법학개론(상), 

2008, 893면 이하 참조}

12) 이런 에서 비례의 원칙을 2단계로 나 어 ‘엄격한 비례의 원칙’과 ‘완화된 비

례의 원칙’으로 나 어 용할 것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이명웅, 비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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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과 이에 따른 개인의 구체  재산권의 제한가능성에 한 입법형성여

지는 넓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이러한 입법에 해서도 표 의 자유 등에 

한 입법에서와 같은 정도의 엄격한 기 으로 과잉 지의 원칙을 용한

다면 장래의 재산질서는 과거의 그것에 범 하게 구속되며 새로운 재산

질서의 형성은 매우 제한 이 될 것이고 재산권 련입법에 해 다른 기본

권과는 다른 넓은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는 의미는 사라진다 할 것이다. 

③ 보다 근본 으로 기본권에 따라 多段階審査基準을 용하는 것이 타

당한가, 타당하다면 엄격심사 여부를 나 는 기 은 무엇이여야 하는가, 이

러한 기 에 비추어 볼 때 재산권 련입법에 해서는 어떤 기 을 용하

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 에 해서 미국연방 법원은 多段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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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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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래한다. 그런데 Stone 법 에 의해 제시된 동 사건 각주 4는 ‘헌법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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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동 각주를 ‘법 과 다른 국가기 간의 계를 규정하는 가장 하고 

인 장 (the great and modern charter)’이라 평하는 학자도 있고14)  

‘사법심사와 민주주의를 어떻게 조화할 수 있겠는가 하는 까다로운 문제에 

한 지 까지의 가장 만족스러운 해법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 학자

도 있다.15)  그러나 이러한 다단계 헌심사기 에 해서는 일 부터 이

러한 심사기 이 가지는 지나친 단순성과 경직성에 한 비 도 있어 왔

다. 16)

의 2단계심사론, 헌법논총 제15집, 2004, 5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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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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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과 평가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동각주에 한 국내문헌으로 양 건, 법률의 

헌심사의 기 , 헌법연구, 1995, 681면 이하; 일주, 이 기 론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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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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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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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Felix Gilman, op.cit., 165 

16) Id. 161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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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미연방 법원의 多段階審査基準을 정당화하는 근거에 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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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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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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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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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의 해석은 가치이론에 바탕한 것이 우세하 다. 그러나 오늘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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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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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는 에서 출발하고 있고 그런 에서 헌법의 개방성, 추상성과 련

하여 가치결정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표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법원

은 실체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참여의 문제에 심의 을 두어야 한

다고 한다. 

이러한 이론의 표  학자라 할 수 있는 J.H.Ely는 헌법규정은 애매하

고 개방 이어서 헌법문언만으로는 헌법을 해석할 수 없고 그 실질  의미

가 부여되어야 하는데 민주주의의 에서 본다면 선거의 의해 임명되지 

아니한 법 의 개인  가치에 의해 그 실질  의미가 결정되는 것은 정당

하지 않다고 한다. 즉 의제 민주주의에 있어 가치결정은 국민에 의해 선

출된 의원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만약 다수의 국민들이 의원들의 가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선거에서 그들을 낙선시키면 된다고 한다. 20)  

다만 참여의 과정이 신뢰를 받을 수 없게 작동이 제 로 되지 않는 경우, 

말하자면 다수지배의 민주주의가 제 로 기능하지 않는 경우에만 선출되지 

아니한 법 이 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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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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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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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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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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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Felix Gilman, op.cit.,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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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되고 있다고 한다.(Id. 173ff)  

20) John H. Ely, Democracy and Distrust, 1980, 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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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과 련하여 헌법재 소는 앞에서 본 것처럼 다단계심사를 수

용하면서 그 기 으로 개인의 핵심  자유 역인가, 아니면 사회․경제정

책  입법 역인가를 기 으로 하여 미국의 ‘가치이론’을 수용한 것 같은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평등 련입법과 련하여서는 련기본권에 한 

제한을 래하느냐 여부를 하나의 기 으로 제시하기도 한다.21)22)  

생각건  단계별 심사를 하는 가장 요한 논거는 민주주의 - 다수지배

와 헌법재 의 조화라는 이라 생각한다.23) 따라서 심사단계를 정하는 

경우 J.H.Ely가 민주  과정에 한 문제와 그에 의해 내려진 가치결정의 

문제를 나 고 후자는 국회 등의 소 문제이며 자가 법원이나 헌법재

소가 사법심사를 통해 결정할 문제라는 지 한 것은 공감할 수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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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생명이나 정체성의 문제 등은 헌법재 소가 최종 으로 단하여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 에서 재산권은 민주  과정의 문제

라기 보다는 가치결정의 문제이며 이에 해서는 국민의 표기 인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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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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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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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엄격심사를 할 것인가, 최소한 합리성심사를 할 것인가의 문제와는 다른 

측면의 문제이므로 치 않다고 생각한다.     

22) 그러나 ‘ 련기본권에 한 한 제한을 래하게’되느냐 여부는 매우 불명확

한 기 으로서 심사기 의 선택 자체를 모호하게 할 험이 있고 심사기 을 두

는 의미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  한 이 기 에 의하면 컨  양심을 이유

로 차별  처우를 하는 경우 그 차별의 정도가 하면 엄격심사를, 차별의 정

도가 약하면 합리성심사를 하고, 경제  자유와 련한 차별에 있어서도 차별의 

정도가 하면 엄격심사를 한다는 결과가 된다. 련기본권에 한 한 제

한을 래하는 경우 기본권의 본질  내용에 가까이 가는 제한을 의미하므로 그 

취지를 이해할 수 있지만 심사기 을 논의하는 취지를 생각하면 기본권제한의 

정도보다는 기본권의 성격에 따라 심사기 을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

한다. 

23) B.Ackerman에 의하면 Stone 법 의 각주 4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 다수

가 결정한 입법을 선출되지 않은 9인의 법 이 무효화한다는 에서 그 정당성

의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창안된 것으로 법원이 민주  과정상의 결함을 이유

로 의회의 입법을 헌이라 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자신의 민주  입지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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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Rev. 713, 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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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을 존 하여야 하는 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헌법재 소가 재

산권 련입법에 해서 과잉 지의 원칙을 용하여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

의 균형성까지 심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Ⅲ. 財産權의 保障構造와 保障範圍  

1. 문제의 소재

헌법 제23조 제1항이 재산권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보장구조는 다

른 기본권과는 다르다. 헌법재 소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

은 경제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ㆍ사법상의 권리를 뜻한다,”고 하나 

컨  민법이 규정하는 소유권 등을 비롯한 물권이나 채권 등이 헌법 제23

조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재산권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러한 재산권

의 보장범 는 다른 자유권과 동일하게 이해하여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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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는 달리 그 보장에 있어 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과 연 된다. 

이 과 련하여 재산권보장이 私有財産制의 보장과 구체  재산권의 보

장을 포함하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헌법재 소의 례일 뿐 아니라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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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의 계와 의미에 한 이해는 다르다. 만약 사유재산제의 보장과 그에 

기 한 구체  재산권의 보장으로 이해한다면 과연 제도보장으로부터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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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재산권보장의 의미와 그 구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있다 할 수 

있다. 

2. 헌법재판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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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로서의 私有財産制度를 보장함과 동시에 그 기조 에서 그들이 재 

갖고 있는 구체  재산권을 개인의 기본권으로 보장한다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후자에 따라 모든 국민은 헌법에 합치하는 법률이 정하는 

범  내에서 구체  재산권을 보유하여 이를 자유롭게 이용ㆍ수익ㆍ처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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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  재산권의 보장으로 이해하고 있다.(헌재 1994. 2. 24. 92헌가15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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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8, 995) 그리고 구체  재산권은 “국가보훈 내지 국가보상  수 권도 법

률에 규정됨으로써 비로소 구체 인 법  권리로 형성된다 …… 보상 수

권 발생에 필요한 차 등 수 권 발생요건이 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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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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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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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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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입법자에 의하여 일단 형성된 

구체  권리가 그 형태로 원히 지속될 것이 보장된다고까지 의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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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계에 용될 새로운 권리를 형성하고 그 내용을 규정할 권한뿐만 아

니라, 과거의 법에 의하여 취득한 구체 인 법  지 에 하여까지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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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자는 재산권을 새로이 형성하는 것이 구법에 의하여 부여된 구체 인 법

 지 에 한 침해를 의미한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산권

의 내용을 새로이 형성하는 규정은 비례의 원칙을 기 으로 단하 을 때 

공익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경우에만 합헌 이다. 즉, 장래에 용될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한 과거의 법  상태에 의하여 부여

된 구체  권리에 한 침해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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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상 재산권보장은 a)인간의 자유와 자기책임  삶의 기 로서 재산권

과, b)그를 실 하기 한 제도로서 私有財産制의 보장, 그리고 c)私有財産

制에 기 한 법률에 의해 내용과 한계가 정해진 구체  재산권의 存續保障

을 포함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24) 

가. 추상적 ․ 이데아적 권리로서 財産權

1단계로는 인간이 자유롭고 자기책임  생존을 하기 하여 재산권

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추상  재산권의 보장을 의미하는 단계

이다. 사실 생명 ․육체  존재형식을 가진 인간의 존엄, 자유가 외  사

물에 한 지배없이 정신  역에만 속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과 자유의 최소한은 사  소유를 통해서 실 될 수 있는 것이

다. 외  사물에 한 지배는 인간의 생존  삶의 기 를 이루며 인간의 

자유, 인격의 실 도 외  사물에 한 지배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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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자연법 인 인간의 권리이며 자기의 자유의지를 외  사물에 실

하기 해, 그리고 인간으로서 생존하기 하여 국가의 재산권의 침해로

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권리는 인간이 경제  존

재(homo economicus)이며 한 외  사물에 자기의 노동을 투입하여 자유

의지를 실 하는 이른바 工作人(homo faber)이라는 에서 인정된다. 이러

한 의미에서 이와 같은 인간성의 실 을 해 보장되는 재산권은 단순한 

법제도의 산물이 아니라  국가  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

고 실정법에 의한 이러한 권리의 실 은 이러한 자연권의 확인과 실  

실 을 의미하며 이를 직  실 하는 재산권은 그런 에서 그 보장의 범

도 범 하며 그에 한 제한은 한정 일 수밖에 없다. 체로 인간의 

24) 이에 해서는 김문 , 게서, 131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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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생존을 한 재산, 공장제 생산양식에서 자본가가 소유하는 생산수

단이 아니라, 자기노동을 투입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소상품생산자의 생산

수단에 한 권리와 같은 것은 이러한 의미의 재산권의 보다 직  표

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단계의 재산권은 구체  재산권이 아니라 재산을 가질 수 있

는 권리를 상으로 하며 문제는 이러한 추상  권리를 법질서가 어떻게 

충 하여 구체화하느냐 하는 에 있다.25)

나. 私有財産制의 保障 

제2단계는 이와 같은 제1단계의 권리를 실 하기 하여 과연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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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 신앙, 양심, 표 , 술, 학문의 자유 등은 아무런 법질서의 평가 없이 

그 본질로부터 보호법익이 존재하나 재산권은 법질서의 산물이며 법질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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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구체 으로 어떻게 실 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그 나라의 사회, 경

제체제에 바탕한 법질서이다. 이러한 법질서에는 컨  사회주의 법질서

가 있는가 하면, 자본주의 법질서도 있다. 

그런데 우리헌법상 재산권의 보장은 재산제도의 한 형태로서 私有財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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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을 인정하여 재산권자가 사  이니셔티 를 가지고 자기의 사  이익을 

해 그 객체를 이용할 수 있고 원칙 으로 자기 의사에 따라 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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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이러한 私有財産制의 보장은 자본주의  私有財産制의 보장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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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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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undrechte, 1954, S.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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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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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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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헌법해석론은 우리헌법에서는 타당할 여지가 없다. 즉 상세한 경제

헌법을 가지는 우리헌법의 경우 사회주의  경제체제로의 환의 여지가 

배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제119조, 제126조 등이 생산수단의 사  소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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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제에 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본질  특성의 하나라는 에서 그것은 

생산수단의 사유를 허용하는 법률제도의 보장을 그 내용으로 한다. 

한편 법제도로서 私有財産制의 보장이론의 심  심사는 ‘경제  역’

에서의 시민  재산질서의 체불가능성(die unablösbarkeit der bügerli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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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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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사회국가원리와 련하여 재산권보장에 한 기본법 제14조가 사회주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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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자본주의  경제․사회질서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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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을 통해 경제․사회질서의 변형이 헌법개정 없이도 실 될 수 있는 가능성

이 있다고 하고 이제까지의 사회경제질서에 있어서는 그 처분권이 사인에게 있

었던 생산수단에 하여 생산과정에 참여한 자의 통제를 주장하고 사회화규정을 

통해 기간산업을 공유화하는 경제헌법의 구조 환과 이에 의한 계 투쟁의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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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mokratischen und 내캬미두 Rechtsstaates im GG der Bundesrepubl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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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 122f, 138ff)   H. Hartwich도 사회국가조항을 극 으로 해석하여 경제질

서의 명  형성까지를 포함하는 안  사회국가모델(alternatives 

Sozialstaatsmodell)을 주장하면서 생산수단의 사  소유와 생산의 사회  성격

간의 모순의 배제, 자본주의  생산 계의 심  메커니즘으로서 사경제  이

윤동기의 배제를 주장하고 이에 따라 사유재산실체에의 침해를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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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1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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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사회주의를 배제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1) 일부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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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없다고 보고 제도  보장의 핵심으로 남는 것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치있는 

생활을 하기 해 필요한 물  수단의 향유라고 보고 있다.(今村成和 ,損失補

償制度の硏究, 1968, 12-13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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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연방헌법재 소의 결처럼 재산법 역에 있어 기본권 으로 보장된 활

동의 근본 인 존상태에 속하는 사법질서의 물  범 를 박탈하거나 그

에 따라 기본권을 통해 보장된 자유의 역이 배제되거나 본질 으로 축소

되는 것을 지하는 것29)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재산권으로서 보장되는 

자유 역의 본질을 구성하는 객체에 한 사  이용성과 원칙  처분권능

을 배제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에 따라 私有財産制의 보장은 재산권

에 해 인 경제체제를 부정할 뿐 아니라 체  경제헌법의 기 를 

구성하며 모든 경제정책의 결정은 그 정책  재량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제도에 구속된다. 따라서 사유재산권을 면 으로 는 부분 배제하는 

경제정책은 인정될 수 없다.30) 그런 에서 모든 생산수단의 원칙  국유

화 는 공유화는 허용될 수 없으며 손실보상 없이 사유재산을 수용하는 

것도 인정될 수 없다. 그러나 그 다고 이러한 制度保障이 이미 확정된 제

도의 상유지를 보장하려는 것은 아니고 다만 변화 속에 속 인 무엇을 

확고히 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31)

이와 같은 制度保障으로서 私有財産制의 보장은 주로 입법자를 상으

로 한다. 이 에 해 W. Weber는 법률에 구속되는 행정과 사법과 같은 

국가기능은 법제도 자체로부터는 향을 받지 않으며 헌법상의 制度保障은 

입법자만을 수범자로 한다고 한다.32) 이것은 G. Schwerdtfeger의 지 처럼 

객  制度保障에 의한 구속은 입법자가 새로운 재산제도를 창설하거나 

는 재에는 존재하지 않는 재산권의 내용을 장래를 향해 규율하는 경우

에만 문제되기 때문이다.33)

그런데 헌법상 재산권 보장규정이 制度保障을 포함하고 있다는 데는 별 

이론이 없으나 문제는 私有財産制의 보장과 기본권으로서의 재산권보장과

의 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는 양자를 병렬 으로 보거나 

29) BVerfGE 50, 341; 58,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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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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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ebenda., S. 355.

33) G. Schwerdtfeger, a.a.O., S. 17.



憲法論叢 第19輯(2008)

582

는 기본권인 재산권의 실 을 해 私有財産制가 보장된다는 입장과 반

로 재산권은 私有財産制의 범  내에서 보장된다는 입장으로 나눠진다.

이 에 해 일 기 C. Schmitt는 Weimar헌법 제153조가 사유재산을 

제도로서 보장했다고 해서 이것이 사유재산을 기본권으로 취 하려 하지 

않고 상 화시킬려고 하 다든가 는 그 때문에 규범상 신체의 자유의 불

가침성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게 할려고 하 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라고 하고 사유재산권은 여 히 국가 인 것으로 모든 사회  질서 이

에 존재하는 자연권이기도 하다고 하 다.34) T. Maunz도 재산권보장에 

한 헌법규정이 制度保障과 병행하여 국가에 한 재산권의 존 과 불개입

에 한 재산권자의 주  권리를 보장한다고 하고 그러한 주  권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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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롭고 자기책임  삶의 형성의 제로서 재산권이 보장되고 이 과제를 하

여 법제도로서, 그리고 공동체의 객  법질서의 요소로서 재산권을 보장

한다고 보았다.36) 한 재산권보장은 일차 으로 주  방어권을 의미하

며 制度保障으로서의 재산권보장은 존의 주  재산권의 보장과 강화에 

기여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37)

한편 이에 해 구체  재산권은 制度保障에 의해 인정된 범  내에서 

보장된다는 견해가 있다. 이 입장은 앞에서 본 것처럼 재산권을 법질서의 

산물로 이해하고 헌법이 규정하는 私有財産制의 보장 범  내에서 구체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컨 , 독일연방헌

법재 소는 개인의 기본권으로서 재산권은 사  제도인 재산제도를 제로 

하는 것이라 보았다.38) 우리 헌법재 소도 기본 으로 이러한 입장에 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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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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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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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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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mmentar, Bd. 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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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 보는 도 있다. 즉, 재산권보장에 한 헌법규정은 립 계에 있

는 인권으로서의 재산권과 자본주의  재산제도를 지지하는 권리로서의 재

산권을 구별하지 않고 일 으로 재산권으로 규정하여 그 불가침성을 보

장하나 양자는  사회  의의와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라는 에서 해석

론으로서는 인권으로서의 재산권과 인권이 아닌 재산권, 양자를 구별해야 

한다고 하고39) 자기노동에 기 를 둔 재산권은 시민의 기본권으로서 불가

침인 것에 반해 자본소유권은 자본주의 국가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私有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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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Weimar헌법에서처럼 사회주의에 한 자본주의  私有財産制度의 방

를 한 이론이라는 에서 근본 으로는 독 자본과 립하는 시민의 인

권보장이론과는 서로 상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40)

생각건  주  권리로서의 재산권에는 술한 바와 같이 두 가지 차원

의 권리가 있다. 즉 하나는 추상 ․ 국가  권리으로서의 재산권과  

하나는 실정법에 의해 비로소 그 종류, 내용, 한계가 결정되는 실정법 인 

구체  재산권이다. 따라서 制度保障과의 계를 논할 때도 이 다른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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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것으로 이해하거나 는 制度保障의 범  내에서만 재산권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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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있다. 말하자면 재산권보장에 한 헌법규정은 일차 으로는 자유롭

고 스스로 책임지는 삶의 형성의 제로서의 재산권의 존재를 인정․선언

하는 의미를 가지며 이와 같은 재산권을 보호하기 해 각국은 자기의 사

회 경제체제에 따라 특정 재산제도를 채택하게 되는데 자본주의 국가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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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게 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경제정책  는 사회정책  형성도 배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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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渡邊洋三, 財産權論, 1985, 1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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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서 구체  입법을 통하여 창설된 것이 실정법  재산권이다. 따라서 

이러한 재산권은 W. Weber가 지 하는 바와 같이 재산제도가 허용하는 

이상에까지 효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다.41)

다. 具體的 財産權의 存續保障

제3단계는 이와 같은 그 나라의 법  제도에 의해 구체 으로 내용과 한

계가 결정되고 각 개인에게 배분된 개별  재산권의 단계로서 구체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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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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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그 사회의 사회․경제체제에 기 하여 헌법이 규정하는 특정 재산제도 

보장에 따라 개별입법에 의해 구체화된 재산권이다. 이것은 특정한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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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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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권은 이러한 의미의 재산권을 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서의 이와 같은 의미의 재산권은 우리 헌법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입각하

여 규정하는 私有財産制라는 制度保障의 테두리 내에서 사회 , 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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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권은 재산권이 취득되는 과정인 재산의 분배 자체가 법질서에 의해 결

정되며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도 법질서에 의해 규정된다는  등에서 실정

법에 의해 창설되고 규정된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권리는 국가의 입법, 행정, 사법을 구속하지만 그 다고 권리의 존상태의 

변화를 불허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에게 귀속된 민법상의 소유권을 비롯한 

물권이나 채권 등은 이러한 의미의 재산권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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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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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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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의 추상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는 구체  재산권은 헌법  권리로서 

기본권이 될 수 없다. 사유재산제라고 하는 제도보장으로부터는 법률상의 

권리는 도출될 수 있어도 헌법상 기본권은 도출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존의 구체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새로운 입법에 의해 변용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존상태를 으로 보장한다는 것은 입법에 의한 

새로운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기존의 법, 특히 민법 등의 사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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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권에 한 새로운 입법이 앞에서 본 제1단계의 취지에 어 나거나 私有

財産制度 보장의 핵심을 배제하기에 이르러 권리의 본질  내용을 침해하

는 정도에 이르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 에서 헌법재 소가 “재산

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할 입법자의 권한은, 장래에 발생할 사실 계에 

용될 새로운 권리를 형성하고 그 내용을 규정할 권한뿐만 아니라, 과거의 

법에 의하여 취득한 구체 인 법  지 에 하여까지도 그 내용을 새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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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소가 재산권보장이 재산의 최 한의 수익  사용을 보장하는 것은 아

니라고 한 것을 이해할 수 있다.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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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테두리 내에서 재산권보장과 그 사회구속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그리하여 법률에 의해 구체  재산권이 결정되게 되면 그 재산권자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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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그 재산권의 침해를 방어할 수 있다. 이러한 재산권자에 한 존 

권리상태의 보장은 합법 인 공용수용이 있는 경우,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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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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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합법  수용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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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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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해 어느 범 까지 보장되느냐 하는 것이다. 컨 , 독일 연방헌법재

소의 Nussauskiesung 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기존의 법에 의해 보

장된 재산권자의 일부 권능을 박탈 는 제한하는 경우 과연 그것이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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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를 박탈하는 입법을 하거나 는 행정권에 그러한 권한을 주는 것은 이

와 같은 存續保障에 반된다.44) 

그러나 입법자가 존재산권 자체는 박탈하지 않고 그 내용만 기존의 재

산권자에게 불리하게 변경시키는 경우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물론 

이러한 存續保障이 언제나 재의 법  지 가 불가침이라거나 이미 보장

된 법  지 의 내용  변경 모두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

지는 않으며 입법권에 한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은 명백하다. 왜냐하면 그 게 보는 경우, 미래는 완 히 과거에 의해 구

속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독일연방헌법재 소는 이러한 

경우 存續保障을 인정하지 아니하 는데, Nassauskiesung 결에서는 모든 

토지소유자가 이제까지의 추상  권능 - 지하수 사용에 한 - 을 박탈당

한 경우에는 存續保障과는 계가 없다고 하 다.45) 물론 이 사건에서 연

방일반최고법원이 이러한 지하수 이용권의 박탈이 독일민법(BGB) 제905조

에 의해 보장된 토지소유권의 본질  내용침해로 이해한 것처럼 추상  권

능의 박탈이 본질  내용침해가 되는 경우에는 存續保障침해를 가져오는 

것은 자명하다 할 것이나 그 범 의 단문제는 남는다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의 재산권자의 추상  권능을 부분 으로 박탈 는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능에 기 하여 노동이나 자본이 투자된 경우이

다. 存續保障은 법  안 성을 고려하여 기존 법질서에 의해 인정된 재산

권을 그 권리자에게 계속 수여하는 것이며 그 재산권에 권리보장  기능을 

주는 것으로, 여기에는 G. Schwerdtfeger가 지 하는 바와 같이 계속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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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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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상  권능에 의거하여 자본과 노동력을 투입한 경우47) 이러한 자기의 노

동과 업 을 통해 획득된 재산가치있는 법익에 한 존상태는 특별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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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상  권능이라기보다 그에 투입된 노동과 자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한도에서 법치국가  신뢰보호의 원칙(der rechtsstaatliche Grundsatz 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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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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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다고 할 것이다.50)

Ⅳ. 재산권의 사회구속성과 공용수용의 체계 

1. 문제의 소재

종래 국내의 학계에서는 재산권의 사회구속성과 공용수용의 구별에 

해서는 행정상 손실보상의 이론  근거로 특별희생설을 취하는 것이 보통

이었고 재산권자에게 특별희생을 주었음에도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 직 효력설 는 유추 용설을 통해 보상청구를 인정하는 견해가 유

력하 다.51) 이는 체로 과거 독일연방일반최고법원(BGH) 례를 통해 

발 한 소  경계이론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

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등(병합)결정을 계기로 독일연방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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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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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부른다(eb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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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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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BVerfGE 58, 300, 350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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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의 문제”, 심천 계희열박사 화갑기념논문집, 공법학의  지평, 1995, 

723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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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례를 통해 나타난 分離理論의 수용을 주장하는 견해가 등장하 는

가 하면52) 이에 해 비  견해를 보이는 견해도 있어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53) 

2. 헌법재판소판례

헌법재 소는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등(병합)결정에서 기본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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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토지재산권에 한 권리와 의무를 일반․추상 으로 확정하는 규정으로

서 법질서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의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재산권을 형성하는 규정인 동시에 공익  요청에 따른 재산권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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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권제한은 …… 외 인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 없이 이를 감수하도록 하

고 있는 한 비례의 원칙에 반되어 당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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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게 합헌 으로 제한하기 해서는 수인의 한계를 넘

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외 인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보상규정은 입법자가 헌법 제2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재산권의 내용을 구체 으로 형성하고 공공의 이익을 하여 재산

권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이를 합헌 으로 규율하기 하여 두어야 하는 규

정이다.’ ③ ‘보상을 한 입법의 형태, 보상의 상과 방법 등도 선택의 여

지가 다양하여 과연 어느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합리 인가의 선택은 범

한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자의 과제로서 입법정책 으로 해결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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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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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성하는 법규정의 헌법  문제”, 스티스, 제32권 제2호, 1999, 29면 이하. ;김

철,독일연방헌법재 소 分離理論의 한국  수용, 헌법 례연구(8), 2006, 4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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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제5권, 2003, 57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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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이지 헌법재 소가 결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④ ‘이 사건 법률조항

은 오로지 보상규정의 결여라는 이유 때문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므로 …… 토지재산권의 사회  한계를 넘는 가혹한 부담

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보상입법을 기다려 그에 따른 권리행사를 할 수 있

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결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개

발제한구역의 지정이나 그에 따른 토지재산권의 제한 그 자체의 효력을 다

투거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반하여 행하여진 자신의 행 의 정당성을 주

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고 하 다.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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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을 제한하는 형태에는 제1항  제2항에 근거하여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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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가 있다. 자는 ‘입법자가 장래에 있어서 추상 이고 일반 인 형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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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인 공  과제를 수행하기 하여 이미 형성된 구체 인 재산  권리를 

면  는 부분 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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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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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도 유지되었다.  

3. 評價 55)

 의 헌법재 소결정내용  ①②③의 부분은 체로 분리이론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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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사용 는 제한의 개념도 독일헌법재 소의 공용수용개념과 차이가 있

다.  

54) 이 결정의 평석에 해서는 김문 , 앞의 책, 396면 이하 참조.

55) 이에 해서는 김문 , 재산권의 사회구속성과 공용수용의 체계에 한 검토 - 

소  ‘分離理論의 한국헌법상 수용에 한 평가를 심으로 -, 공법연구 제32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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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 소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규정은 ‘입법자가 장래에 있어서 추

상 이고 일반 인 형식으로 재산권의 내용을 형성하고 확정하는 것’을 의

미하고, 수용․사용 는 제한은 국가가 구체 인 공  과제를 수행하기 

하여 이미 형성된 구체 인 재산  권리를 면  는 부분 으로 박탈

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여 양자를 구별하고 있다. 이는 독일

연방헌법재 소가 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문에 따른 내용  한계규정을

‘입법자에 의해 헌법상 재산권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법익으로 단된 권리

와 의무에 한 일반 이고 추상  규정’으로 정의하고56) 그 목 은 재산

권의 내용을 법률의 효력발생에 따라 장래를 향하여 일반  형태로 규정하

는 것으로 본 것과 유사하다.57) 한편 독일연방헌법재 소는 공용수용에 

해서는 개인의 재산권에 한 국가  침해로서 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1문

에 의해 보장된 구체 , 주  법  지 의 완 한 는 부분  박탈

(Entziehung)을 목 으로 한다고 보았는데58) 이는 형식  수용개념을 채택

한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 소는 이와 달리 ‘형성된 구체 인 재산  권리

의 면  는 부분 으로 박탈뿐 아니라 제한까지도 수용․사용 는 제

한개념에 넣어서 이해하고 있다. 이는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은 보상을 

요하는 수용  침해로 공용수용뿐 아니라 사용, 제한까지 들고 있어 확장

된 수용개념을 수용하고 있으므로 분리이론상의 이러한 의의 형식  수

용개념은 우리 헌법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

이고 gdutlr  공용수용개념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생각하면 이러한 입장

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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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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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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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 소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규정이 비례의 원칙을 반하여 재

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이것이 공용수용으로 환되는 것은 아니

며 법원에 바로 보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하여 내용과 한계규정이 재산

권자에게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경우에도 그것이 공용

수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는 재산권의 내용  한계규정과 

공용수용을 본질 으로 동질 인 법  제도로 보는 종래의 경계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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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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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기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① 재산권의 내용  한계규정 - 사회구속성과 공용수용은 양자 

다 재산권에 있어 공공복리를 실 하는 재산권 제한의 표 이며, ② 비록 

사회구속성이 장래에 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규정을 의미하는 반면 공

용수용은 이 게 규정된 기존의 재산권의 박탈을 의미하는 에서 구별되

지만 사회구속성도 실 으로 기존의 구체  재산권에 한 제한의 의미

를 가지는 것이다. 즉 새로운 재산권의 내용  한계규정은 기존의 재산권

의 내용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기존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부분 으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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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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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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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 명명하든 사실상 수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

고 생각한다. ③ 分離理論이 지 하듯이 재산권의 내용  한계규정과 공

용수용이 자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에 한 일반 ․추상  형태를 띠

는데 반해서 후자는 구체 ․개별  형태를 띠는 것이 보통이나, 입법  

수용이 인정되고 있고 양자의 구별이 상 인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문

제는 조정의무있는 내용규정의 문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④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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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상으로는 제23조 제3항에 비추어 의의, 형식  수용개념이 수

용될 수 없고 그런 에서 分離理論이 제시하는 기 으로는 수용과 사회구

속성의 구별이 어렵다. 그런 에서 공용수용과 재산권의 내용  한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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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에 도입하는 것은 무리이며 그럴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규정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이것

이 공용수용으로 환되어 법원에 바로 보상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조정의무있는 내용규정의 문제

헌법재 소는 “입법자가 …… 국민의 재산권을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게 

합헌 으로 제한하기 해서는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

는 외 인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보

상규정은 입법자가 헌법 제2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재산권의 내용을 

구체 으로 형성하고 공공의 이익을 하여 재산권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이를 합헌 으로 규율하기 하여 두어야 하는 규정이다.”고 하여 分離理

論에 있어 조정의무있는 내용규정(die ausgleichspflichtige Inhaltsbestimmung)

의 개념을 수용하고 있다.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새로이 규정하는 법률

은 기존재산권의 제한을 포함하게 되며, 의도하 든, 하지 않았든 이제까지 

보장되어온 법  지 를 비례에 맞지 않게 제한하여 특별희생을 주는 경우 

비례성을 회복하기 하여 이에 한 보상이 문제되게 된다. 그런데 이러

한 경우 결국 특별희생 여부에 한 기존의 논의가 여기에 용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에서 독일연방헌법재 소의 分離理論이 연방일반최고법원

의 의의 수용개념을 형식 으로는 포기하면서 실질 으로는 기본법 제14

조 제1항 제2문의 역에서 부활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 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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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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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항의 공용제한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즉 

조정의무있는 내용규정은 사실상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제한에 해당한

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헌법 제23조 제3항 해석상 조정의무있는 내용규정

이라는 개념이 우리 헌법해석상은 인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하고 생

각한다. 

라. 存續保障의 문제

헌법재 소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규정이 아무런 보상없이 재산권자에

게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경우에 비례의 원칙을 침해

하여 헌법에 배된다고 하여 이러한 보상을 명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아

니라고 한 에서 경계이론의 입장과는 다르다. 이는 재산권보장이 가치보

장이 아니라 存續保障을 원칙으로 한다는 과 연 된다.   

재산권은 개인의 자유와 자기책임  삶의 실 을 해 보장되는 것이므

로 재산권보장은 存續保障을 원칙으로 하며 재산권을 가치보장으로 보아 

재산권에 한 법  침해가 있는 경우에도 정한 보상만 하면 법하게 

되고 이러한 침해를 인용하여야 한다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다. 따라서 헌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 인 수용  침해

는 보상을 해 다고 해서 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에서 헌법

재 소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법률에 해 손실보상을 명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을 부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마. 결합조항 여부 

헌법재 소가 헌법 제23조 제3항을 결합조항(Junktimklausel)으로 볼 것

인지 여부에 하여 명시 으로 밝힌 바는 없다.  그런데 分離理論은 기본

으로 독일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결합조항의 문제와 련되어 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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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의 헌무효설도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을 결합조항으로 이해하는

데서 바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을 문언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독일기본법 제14조 제3항처럼 결합조항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그리하여 보상규정이 결여되어 있으면 보상규정의 결여 때문에 재산권제한

입법이 헌이 되는 것인가에 해서는 의문이 있다.60)

원래 결합조항을 두는 의미는 사인의 재산권에 한 수용은 법치국가  

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헌법이 정하는 보상을 지 하여야 한다는 보

장  기능과 입법자에게 수용에 한 법률을 규정하는 경우 보상의무를 규

정하여야 함을 인식시키는 경고  기능, 의회의 손실보상에 한 우선  

결정권과 산심의의결권을 보장하고 다른 기 , 특히 법원이 지 의무를 

부과하여 의회를 구속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 보상규정없는 수용입법을 

헌으로하는 수용요건과 보상의 연결기능 등에 있다.61)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을 결합조항으로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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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제3항 제2문과 다르다. ② 엄 히 말하면 수용  재산권제한 자체가 

헌인 것과 재산권 제한 자체는 합헌이나 손실보상규정을 두어야 함에도 두

지 않아 문제인 경우는 다르다. 컨  공공복리와 무 하게 재산권을 제

한하는 입법을 한다거나 입법목 과  계없이 재산권을 제한하는 입

법을 한 경우 재산권 제한 자체가 헌이다. 그러나 보상규정만 두었다면 

재산권 제한을 헌이라 할 수 없는 경우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

가 헌이지 재산권 제한 자체가 헌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재산권 

제한 자체가 헌이라면 그 제한 자체의 효력을 상실토록 하여야 할 것인 

반면 재산권 제한 자체는 합헌이나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경

우에는 재산권 제한 자체를 헌이라거나 무효라 할 것이 아니라 보상규정

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 가 헌이라 하는 것이 옳다.  ③ 결합조항으로 

60) 헌법 제23조 제3항을 결합조항으로 볼 것인가 여부에 한 국내학설상황에 해

서는 김 철, 게논문, 425면 이하 참조 

61) Nüssgens/Boujong, aaO., S.166면.;J.Rozek, aaO.,,S. 87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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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게 되면 사회  혼란과 부작용을 래할 험도 매우 크다. 만약 보

상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한 공익을 한 재산권 제한을 헌․무효로 

한다면 개발제한구역지정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일정 경우 손실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개발제한구역지정이 헌이라 하고 이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경우 래될 혼란은 불을 보듯이 분명하다. ④ 이 은 특히 

재산권의 사회  구속성과 공용수용의 구별 자체가 극히 어려운 것이 실

이며 따라서 입법자가 수용  제한을 규정하면서 언제나 보상규정을 둘 것

을 기 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를 피하기 하여 독일의 경우 구

제  보상규정(salvatorische Entsädigungsklausel)을 두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는 결합조항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마다 수용  제한 자체를 헌, 무효로 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바. 관할문제

헌법재 소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규정의 헌 여부에 해 단하고 

 보상을 한 입법의 형태, 보상의 상과 방법 등도 선택의 여지가 다

양하여 과연 어느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합리 인가의 선택은 범 한 입

법형성권을 가진 입법자의 과제로서 입법정책 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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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의 인정여부나 손실보상의 방법이나 기  등을 법원이 단할 사항인

가 아니면 국회의 할사항인가의 문제와 ② 국회가 재산권자에게 특별희

생을 주면서도 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그 헌 여부를 가 단할 

권한이 있는가, 헌법재 소의 할인가, 아니면 법원이 보상 결을 통해 사

실상 헌성을 보완할 수 있는 문제인가와 련하여 기본 으로 分離理論

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과 련하여 우리 헌법 제23조 제1항 제2문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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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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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 에서 보상 여부, 기 , 방법 등에 하여 법원이 결을 통해 결정하

는 것은 이러한 헌법규정과 재산권보장의 법  성격에 맞지 아니하는 것이

다. 한 보상의 기 과 방법 등에 해서는 산심의의결권을 가진 국회

가 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에서도 그러하다. 

 보상규정을 두지 않음이 헌인가 여부에 한 단과 련하여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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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인정하는 것은 법률 는 입법부작 에 하여 법원이 헌성을 인정하

는 것이 된다. 그러나 우리 헌법상 법률이나 입법부작 의 헌 여부에 

한 단은 헌법재 소의 속  할사항으로 법원의 할사항이 아니다. 

이러한 에서 헌법재 소가 보상을 한 입법형태, 보상 상과 방법 등은 

입법정책 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본 것이나 법률이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헌법에 반됨을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Ⅴ. 결어

이상에서 헌법재 소 례를 심으로 재산권 련입법에 한 헌심사

기 , 재산권보장의 구조, 그리고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규정과 공용수용․

사용․제한의 체계에 한 문제를 살펴보았다. 

1. 먼  재산권 련입법에 한 헌심사기 에 해서는 체  헌심

사기 과 련하여 헌법재 소의 례의 정비가 필요하고, 多段階審査基準

을 채택하여야 할 것인가, 채택한다면 어떤 기 에 따라 엄격심사 여부를 

정할 것인가, 만약 재산권 련입법에 해서는 합리성심사에 그친다고 한

다면 과잉 지의 원칙, 특히 침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의 균형성까지도 심사

하는 종래의 입장이 타당한지에 한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과 

련하여 심사기 의 기본  은 헌법재 과 민주주의의 조화,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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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정한 역할에 있으면 그런 에서 多段階審査基準을 채택하는 것

이 타당하며 종래 헌법재 소가 재산권 련입법에 해서는 과잉 지의 원

칙을 용하여 침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의 균형성까지도 심사하는 것은 타

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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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 存續保障이라는 3 의 층  구조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헌법재 소

가 ‘재산권 보장이란 국민 개개인이 재산권을 향유할 수 있는 법제도로서

의 私有財産制度를 보장함과 동시에 그 기조 에서 그들이 재 갖고 있

는 구체  재산권을 개인의 기본권으로 보장한다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 것은 부분 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나 사유재산제로부터 법

률상의 권리는 나올 수 있으나 헌법상 기본권이 나온다고 할 수는 없으므

로 부분 으로는 타당하지 않다.  법률에 의해 구체화된 재산권은 1단계의 

추상  재산권과 결합하여 헌법상 기본권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리고 이러한 구체  재산권은 私有財産制라는 制度保障의 기 에서 구체

 재산권의 존상태의 보장이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입법에 하여 다른 

자유권과 같은 정도의 보장을 주장할 수는 없다. 

3. 헌법재 소의 결정은 딱히 독일연방헌법재 소의 分離理論을 그 로 

수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 헌법해석상으로는 分離理論이 기

하고 있는 의의, 형식  수용개념, 사회구속성과 공용수용 간의 구별기

, 그리고 그로 인하여 생되는 조정의무있는 내용규정의 문제는 그 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한 독일기본법 규정과 같지 않는 우리 헌

법 제23조 제3항을 결합조항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런 에서 

굳이 분리이론을 그 로 수용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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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건 경위

국회는 2005. 1. 27. 법률 제7369호로 종 의 정기간행물등에 한법률을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 한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한다)로 바꾸면서 

문개정․공포하 고, 같은 날 법률 제7370호로 ‘언론 재 피해구제등에

한법률’(이하 “언론 재법” 는 “언론피해구제법”이라 한다)도 제정․공

포하 다. 이들 법률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2005. 7. 28.부터 시행되었다.

동아일보사는 2005. 6. 9.(2005헌마555), 조선일보사는 같은 해 8. 26.(2005

헌마807)  신규 제정된 신문법  언론 재법  여러 조항이 청구인들

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

다.1) 그 청구서에는 헌법상 신문 등 미디어의 기능, 지   신문의 자유

의 본질을 비롯하여 그 보장 내용과 함께 헌법상 요구되는 미디어질서의 

다양성 원리에 비추어 그 구 정책 수단에 하여 범 하고 다양한 논거

가 제시되었다.2) 

헌법재 소는  청구인들 외에 7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병합하여 

2006. 6. 29. 이 사건에 하여 결정을 선고하 다. 

헌법재 소는 이 사건 결정에서 헌법상 신문의 자유에 하여 원론  차

원에서 요한 을 표명하 다. 즉, 신문은 “그 취재와 보도를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상 인 커뮤니 이션을 매

개하고 있고, 특히 민주주의 정치과정에서 정치  의사를 형성․ 하는 

매체로서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신문의 자유는 개인의 주  기본권

으로서 보호될 뿐만 아니라, ‘자유 신문’이라는 객  제도로서도 보장되

고 있다.” “신문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정보의 획득에서부터 뉴

스와 의견의 에 이르기까지, 언론으로서의 신문의 기능과 본질 으로 

련되는 모든 활동이다.” “객  제도로서의 ‘자유 신문’은 신문의 사경제

1) 필자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 조선일보사의 소송 리인이었음.

2) 이 사건에서 조선일보를 리한 필자의 심 청구서 문은 http://www.chosun.com/

   culture/news/200506/200506100158.html  http://blog.naver.com/prkys500/15000

   0149741)에 게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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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私法的) 조직과 존립의 보장  그 논조와 경향(傾向), 정치  

색채 는 세계 에 있어 국가권력의 간섭과 검열을 받지 않는 자유롭고 

독립 인 신문의 보장을 내용으로” 한다는 등의 시는 우리 헌법 교과서

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헌재가  결정에서 청구인 언론사 측이 제기한 여러 헌  

쟁 에 하여  원론  시에 부합하는 실체  단을 한 것은 아니다. 

이하 이 에서는 신문법과 언론 재법(언론피해구제법) 부분을 나 어 심

청구 상 조항에 한 언론사 측의 헌 주장과 그에 한 헌재의 단

에 하여 요약 설명하고 그에 한 약간의 비 을 행하고자 한다. 

재 국회에서는 이 사건 헌재 결정에서 헌으로 단된 사항과 그밖에

도 헌의 의심이 있는 조항들에 한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이 이  

개정논의에 일조가 되기를 바란다. 

II. 신문법

1. 서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헌법상 언론의 

자유는 자유주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상호 긴장 계에 있는 2가지 이념

을 기반으로 한다. 자유주의  측면에서 보면 언론의 자유의 헌법  보장

은 개인의 표   언론에 한 간섭이나 억압을 지하는 국가권력에 

한 명령으로 나타난다. 그런 한에서 언론의 자유는 개인 ․소극 ․방어

인 성격을 가지며, 법  규율을 배척한다. 그와 동시에, 언론은 여론형성

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정치  의사형성, 즉 국가의 정책결정에 향을 

미치게 한다는 에서 언론의 자유는 객  의미와 함께 제도  성격을 

부여받게 되고 그 한에서 법  규율을 받게 된다.

한편,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여론형성은 국민 다수가 다양한 의견과 이

익을 가진다는 을 제로 그들의 자유롭고 다양한 의견 개진과 상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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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 의해 조화와 충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통합 인 국가의사가 결정

되는 과정을 밟게 된다. 헌법상 언론의 자유는 신문, 방송 기타 미디어가 

와 같은 여론형성의 주체로서 국가의 간섭이 없이 자유로이 보도․논평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청구인들은 이러한 언론의 자유에 한 기본 입장에서 보아 심  상 

법률 규정들은 신문의 자유의 자유주의  측면을 등한시한 채, 그 사회  

책임을 무 강조한 나머지 신문의 보도․논평과 기업활동에 한 과도한 

법  규율을 행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제로 하는 신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 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법률들은 노무  정부하에서 언론개 을 한 법

개정운동의 결과로 제정된 것이다. 그 개정운동의 주체 던 이른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한 언론’의 쟁취라는 구호를 내건 언론운동권 세력의 주

장에 의하면 기존의 신문언론은 소수 거  매체에 의해 독 되어 있기 때

문에 여론형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신문 언론에 의한 여론형성이 왜곡되

는 것을 방지하기 해 국가가 나서서 법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법에는 자유주의  경향이 축되고, 진 인 민주

주의  이념을 실 하는 여러 제도가 규정되게 되었다. 이하에서 구체  

쟁  사항에 하여 살핀다.

2. 신문내용에 대한 규제

가. 신문법 제4조 및 제5조 -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 및 공익성

신문법 제4조는 ‘정기간행물 등의 사회  책임’이란 제하에 “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   민주  여론형성

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

여야 하고, 지역간․세 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4조 제2항) “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은 국민의 알 권리와 표



憲法論叢 第19輯(2008)

606

의 자유를 신장하여야 한다”(법 제4조 제3항)고 규정한다. 

나아가, 신문법 제5조는 ‘정기간행물의 공정성과 공익성’이란 제하에 “정

기간행물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 이어야 한다.”(제5조 제1항) “정기

간행물은 성별․연령․직업․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편집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제5조 제2항) “정기간행물은 상

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 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5조 제3항) “정기간행물은 지역

사회의 균형있는 발 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힘써야 한다.”(제5조 제4항) 

“정기간행물은 정부 는 정당, 특정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

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한 각 정

치  이해당사자에 한 보도를 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

야 한다”(제5조 제5항)고 규정한다.

나. 청구인들의 위헌 주장 논거

신문법이 새로이 규정하고 있는 언론의 사회  책임에 한  규정들은 

언론인의 직업윤리를 법  의무로 확인하고 있어 얼른 보아 이상 인 신문

상(新聞像)을 구 하기 해 당연한 규율이라고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규정들은 신문의 보도  논평에 

한 제한을 명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내용규제(content-based 

regulation)에 해당하며, 헌법  차원에서 볼 때 이들 규정은 기본권 제한

입법에서 기본 으로 요구되는 명확성 원리에 배치되고, 표 의 자유에 

한 내용규제에 요구되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와 

같은 신문에 한 법  요구는 신문의 자유의 핵심을 이루는 경향보호

(Tendenzschutz), 즉 논조보호를 폐기하게 된다는 에서 헌이라고 주장

하 다. 

청구인들은 종  헌재의 기본권 제한의 요건에 한 확립된 례 법리에 

따라 그 입법목 , 수단  비례의 원칙에 하여 이들 법률 조항의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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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 다. 

(1) 입법목 의 정당성 여부

첫째, 입법목 의 정당성 여부에 하여 입법자의 명시 인 입법목 이 

제시된 바는 없으나, 그 간 보도된 바에 의하면 신문법을 입안하고 철하

려는 사람들의 의도는 재의 여론형성이 편 인 언론보도에 의해 왜곡

되고 있어 이를 시정하여 공정성과 공익성을 추구하도록 구하려는데 있

는 것으로 보인다. 그 다면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하에서 국가권력이 언

론시장의 왜곡을 시정하고 올바른 여론형성을 해 입법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한 조치는 여론이 올바로 형성되고 있

지 않다는 인식에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제로 하기 때문에 

언론시장에 나오는 각 신문의 보도․논평이 올바로 사회  책임을 이행하

지 않거나, 불공정하게 보도하고 있다는 것을 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서는 사상의 시장에 등장하는 여러 의견의 

내용이 좋고 나쁘다거나, 옳고 그름을 단할 수 있는 주체는 국민(독자)뿐

이고, 국가권력이 이를 행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편 인 언론에 하여

는 응언론에 의해 시정될 수 있을 뿐, 그것이 법이나 공권력에 의해 시

정될 수는 없다. 미국 연방 법원의 표 에 의하면 “수정헌법 제1조하에서

는 틀린 아이디어란 존재하지 않는다. 한 의견이 아무리 해로운 것이라 하

더라도 우리는 그 시정을 법 이나 배심의 양심에 의존하지 아니하며, 아

이디어의 경쟁에 의존한다”고 한다.3)

그리고 자유민주체제를 지향하는 사회에서 공익이 무엇인가 하는 에 

한 여론형성은 국가  역과 무 한 사회  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며, 그에 한 국가나 공권력의 개입과 간섭은 지된다. 특히, 신문의 경

우 각각의 논조와 경향은 다종 다양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공정성이나 공

익성이라는 극히 막연하고 획일 인 개념에 의해 재단될 수 없음은 명백하

다. 이러한 막연하고 추상  개념을 내세운 국가권력에 의한 의견시장의 

개입은 헌법원리로서 여론의 다양성 원칙을 훼손하며, 그에 상응하는 국가

3) 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 323, 339-40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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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립성 원칙을 반하는 것이다. 법은 항상 집권한 다수 에 의해 집행

되기 마련이고, 공익의 정은 그들의 에 의존하게 된다는 을 간과

할 수 없다면 이러한 법규정의 해악성을 쉽게 간취할 수 있다. 이러한 의

미에서 미디어는 헌법상 제도  역 밖에 존재하는 것이며, 국가권력은 

여론형성 과정에서 물러나 있어야 한다. 

둘째, 도덕의 세계에 국가권력이 간섭하는 것은 애당  허용될 수 없다

는 이 지 되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사고에 의할 때 국가가 법에 의

해 여할 수 있는 역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국가가 공권력에 의해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란 동의 없는 제3자에 한 해악을 방지하기 

한 경우에 한하며(이른바 ‘해악의 원리’, “harm” principle), 따라서 국가

의 공권력 발동은 타인의 보호받는 권리나 이익의 침해가 있을 것을 요건

으로 한다.4) 그러나 이러한 법익 침해가 문제되지 않는 도덕의 세계에 국

가는 간섭할 수 없으며, 그러한 종교 ․윤리  사항은 사회분야에 유보되

는 것이다. 그 때문에 도덕의 문제에 국가가 여하는 것은 애당  허용되

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먼  신문의 보도․논평활동에 하여 요구되는 규범  법 으로 규율

될 수 있는 사항과 언론인의 윤리로서 지켜져야 할 사항은 엄 히 구별되

어야 한다. 그럼에도 신문법의  규정들은  양자를 혼동함으로써 윤리

 사항을 법 으로 강제하려 한다는 에서 헌논란을 면할 수 없다.

(2) 수단의 헌성 

(가) 명확성 원리 반

동법의  규정들은 모호하고, 따라서 법집행자의 자의 인 해석의 여지

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문면상 무효(void on its face)라고 추정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무엇이 공정한 것이며, 알 권리를 보호하는 것인가, 

는 무엇이 공익인가는 각각의 입장이 변되고 토론되는 과정에서나 밝

질 수 있는 것일 뿐, 어떤 선험 인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법

으로 규정하는 경우 끊임없는 논쟁의 악순환만을 가져오게 된다.

4) Gerard V. Bradley, 71 NTDLR(Notre Dame Law Review 1996) 671, 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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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용규제 요건의 미비

그 뿐 아니라 신문법 제4조  제5조 각호에 규정된 내용들은 모두 이른

바 언론의 내용을 규제하는 조항들(content-based regulations)이고, 그것은 

엄격한 요건을 구비하지 않는 한 강력한 헌의 추정을 받게 된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특별한 규율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수 인 법익 보호를 해, 

필요 최소한의 제약수단을 취한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 미국  

독일의 례일 뿐 아니라 우리 헌법재 소의 입장이기도 하다. 

먼  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입법목 에서 어떠한 공익을 해 필수

인 것이 보호되어야 할 것인가에 하여 명백히 제시된 바가 없고, 국가권

력에 의해 여론시장의 왜곡을 시정한다는 것은 애당  허용될 수 없는 목

이다. 나아가, 내용규제가 립성에 입각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것은 자

유민주주의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나오는 요청이다. 미국 연방 법원의 확립

된 례에 의하면 견해에 근거하여 내용을 규제하는(viewpoint-discrimination) 

법률은 거의 외 없이 헌으로 간주된다. 그에 의하면 자기마음에 들지 

않거나, 사회 으로 인기 없는 생각을 검열하기 한 규제는 허용될 수 없

다. 

특히, “정기간행물은 상 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 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5조 제3

항). “정기간행물은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 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힘써야 

한다”(제5조 제4항). “정기간행물은 정부 는 정당, 특정 집단의 정책 등

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

여야 하고, 각 정치  이해당사자에 한 보도를 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제5조 제5항)고 하는 규정들은 정보의 를 억

제하는 소극  규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극 으로 정보의 를 강

제한다는 에서 편집  재량에 한 극  간섭을 의미한다.

미국 연방 법원에 의하면 편집  단(editorial judgment)이란 공표 여부, 

무엇을 공표할 것인가, 무엇을 말하고 말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공표를 

한 자료의 선택이고, 그것은 본질 으로 청 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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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함에 한 세부  벨의 결정으로 구성된다.5) 뉴스 환경에서 

이들 세부 벨의 취사결정은 일반 수용자에게 유용하고 가치 있는 시사 정

보와 련하여, 정치 , 경제  사회  는 개인 이든, 공  요성을 갖

는 사항에 하여, 진실한 사실과 그에 한 의견을 달할 목 을 가지고 

그러한 차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의해 행해진다.6)

편집자에 의해 행해지는 취사결정은 래 인 수정헌법 제1조의 의미에서 

분명히 립 인 것이 아니며, 그것은 격렬하게 논란되는 사실  진술의 진

실 여부, 어떤 쟁 이 요하고 그 지 아니한가, 어떠한 주장과 이 옳

고 그른가, 어떠한 정책이 좋고 나쁜가 등에 한 결정을 포함한다. 이에 더

하여 미국 연방 법원은 그러한 결정은 그것이 부분 제3자의 언론의 집합

이라 하더라도 자유로운 표  는 표  행 의 행사라고 덧붙 다.7) 바

꿔 말하면 편집  단은 공표를 한 언론의 취사에 있어서 견해에 따른 

선택의 자유이다.8)

(다) 평등원칙 반

언론의 보도․논평활동에 하여 법 으로 규제될 수 있는 것은 이미 법

으로 보호받는 법익에 한 침해(명 훼손, 음란 등)나 그에 한 명백하

고 존하는 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항은 일반법인 

형법이나 민법 등에 이미 규정되어 있다. 독일에서 표 의 자유는 일반법

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고, 언론매체에게만 일반 시민과 다른 내용규

제를 가할 수 없다는 법리가 례와 학설에 의해 확립되어 있다. 언론 매

체에 해서만 그 공표내용에 하여 특별한 법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우선 평등의 원칙에 반되어 헌의 추정을 받게 된다. 

그리고 신문법이 새로이 규정한 내용상 규제는 종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던 것들이다. 이들 의무가 방송에 용되는 것은 공공의 소유인 를 

사용하면서 과 일 수밖에 없어 공공성에 구속되어야 할 특성 때문에 허

5) Miami Herald Publ'g Co. v. Tornillo, 418 U.S. 241 (1974); CBS v. Democratic 

Nat'l Comm., 412 U.S. 94 (1973); N.Y.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 

(1964). 

6) Randall P. Bezanson, William G. Buss, THE MANY FACES OF GOVERNMENT 

SPEECH, 86 IALR(Iowa Law Review, August, 2001) 1377, 1439.

7) Bezanson & Buss, id. p. 1439.

8) Bezanson & Buss, id. p.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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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것일 뿐,9) 그와 특성이 다른 사  매체로서 다양한 논조와 경향이 

보호되어야 할 신문의 경우에도 이를 그 로 용하게 하는 것은 신문을 

방송과 동일시하여 다른 것을 같게 취 하는 것이어서 자의 지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과잉규제를 하는 것이다. 

(라) 신문의 논조에 한 침해

법이 모든 신문보도에 공정성을 요구하는 것은 신문의 자유의 핵심을 이

루는 ‘경향보호’(Tendenzschutz), 즉 논조보호의 요청에 배치되어 헌이다. 

자유민주사회에서 여론형성과정은 다양한 의견과 이익이 자유롭게 표 되

어 조화와 충을 거쳐 통합 인 결론을 이루어내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각 신문은 언론의 자유의 주체로서 자기의 입장에 따라 자유로운 의견을 

표 함에 아무 제약을 받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각 신문은 여론형성에 기

여할 의무가 있지만, 그것은 각 신문이 일정한 노선이나 입장에 따라 자기

의 견해를 표명․ 하는 방법에 의할 뿐, 자기와 반 되는 견해도 옹호

하거나 할 의무는 없다. 여론의 다양성은 독립 인 신문 다수가 각각 

독자 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 모든 신문이 모두 공정

한 입장에서 보도․논평하라고 요구한다면 획일 인 논조만을 요구하는 것

이다. 신문마다 공정하게 보도하여야 한다는 것은 모든 신문을 공 매체와 

동일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권력의 이러한 보도․논평의 자유에 한 

간섭은 신문의 자유의 핵심을 침해하는 것이다. 

(마) 헌 주장 요약

이 게 본다면 신문의 사회  책임이나 신문보도의 공정성, 공익성을 요

하는  조항들은 모두 헌법상 신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이

다. 이러한 의무를 공  매체인 공 방송에 부과하는 것은 신 하게 검토

될 수 있지만, 이를 다양한 이익과 의견의 표출이 자유로워야 할 여론시장

의 주체인 모든 신문에 부과하는 것은 신문의 경향보호의 원칙이나 여론의 

다양성 원리에 배치되어 명백한 헌이다.

신문법은 모든 신문이 사회  책임에 근거하여 공정성, 공익성, 독자의 

9) 독일 연방헌법재 소 1961. 2. 28. 제1차 방송 결 BVerfGE 12, 205(24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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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에 따라야 한다는 일련의 의무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신문의 자유를 이

러한 의무에 기속된 도구  권리로 락하게 하고 말았다. 법은 권력을 쥔 

자에 의해 집행되기 마련이고 이러한 추상  이념  개념에 보도와 논평활

동을 매이게 하는 것은 권력을 잡은 집단의 정의가 그에 의해 구 될 터

을 제공하게 된다. 정치권력은 이를 근거로 신문을 감시하고 통제할 훌륭

한 근거를 가지게 된다. 

다. 결정 내용 - 각하

헌법재 소는 결정에서 이 부분 헌심 청구를  법률의 제정으로 신

문사업자인 청구인들에 한 직 인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있다. 

즉, 헌재는 이들 조항의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내지 직 성의 인정 여부

에 하여 “법률 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 인 집행행 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 ․ 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

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 성이란 집행행 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는 법  지 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고 하는 종 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상술한 규정들은 

“신문의 사회  책임이나 신문보도의 공정성ㆍ공익성 는 신문의 편집ㆍ

제작에 있어 독자의 참여 내지는 그 권익을 보호하도록 요구하는 추상 ․

선언  규정”에 불과하고 그 반에 한 제재규정도 없으며, “설사 신문

사업자인 청구인들이  조항들로 인하여 어떤 부담이나 제약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한 제한이나 규제라 할 수 없

으므로, 이 조항으로 말미암아 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에게 자유의 제한이

나 의무의 부과, 권리 는 법  지 의 박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

여 그 법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신문은 본질 으로 자유로워야 하지만 그 자유에 상응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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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을 아울러 져야 하고, 따라서 신문은 공정하고 객 인 보도를 통

하여 민주  여론형성에 기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 

헌법  요청이고(헌재 2002. 7. 18. 2001헌마605, 례집 14-2, 84, 103), 문

제된 “  신문법  언론 재법 조항의 내용은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이 이

러한 헌법의 요청, 나아가 우리 헌법의 반  가치질서를 반하여서는 

아니되고, 그러한 헌법  가치를 존 하고 이를 실 하기 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시한다. 

라. 비판

그러나 이 부분 헌재의 시는 앞서 심 청구 이유에 시한 사유들에 

한 한 답이 될 수 없고, 이에 하여는 다음과 같이 비 될 수 있

다. 

첫째, 심각한 문제는 헌재가  조항들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헌법상 

신문에 요구되는 합헌  의무를 법 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이다. 이러한 단이 헌법상 신문의 자유의 본질과 그 보장내용을 올바로 

이해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들게 한다. 헌재의 단에 의하면 언론에 해 

헌 인 의무가 있다고 확인 선언하는 법률규정을 합헌이라고 보고 있으

니, 그 결론에 쉽게 동의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언론이 민주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사회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사회  윤리  

차원의 의무임에 틀림없지만, 특히 신문의 경우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양

한 논조와 시각을 개하는 논조  경향보호가 헌법상 신문의 자유의 주

된 내용이라고 본다면(헌재도 이 사건 결정 시의 다른 부분에서 이를 인

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문의 자유의 보장내용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의무

를 법 으로 확인 선언하는 규정을 존치시킬 수 없음에도 헌재는 법요건 

불비를 이유로 그에 한 본안 단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여론의 다양

성은 상호 편 인 것으로 보이는 여러 신문이 공존하여 상호 공방과 비

이 허용됨으로써 성취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하나의 공공복리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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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라고 하는 명백한 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다. 

둘째, 헌재는 설사 와 같은 조항을 반한 경우 제재규정이 없고, 그에 

의해 청구인들에게 어떤 부담이나 제약을 지 몰라도 그것은 법 인 제약

이 될 수 없다고 하여 직 인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것은 표 의 자유에 하여 미국 례로 확립된 ‘ 축효과’(chilling 

effect)의 법리는 물론 독일 헌법소송론에서도 례로 확립된 법리를 도외

시한 것이다. 이에 하여는 법요건 단 부분에서 항목을 달리하여 후

술한다.

직  제재규정은 없다하더라도 언론 재 는  조항 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공공에게 공표하도록 되어 있는 것(언론피해구제

법 제32조)을 보면, 와 같은 신문법 조항이 언론 미디어의 기본권을 제

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기본권 이론의 새로운 례와 학설의 경

향을 모른 것이다. 독일 헌법 례에 의하면 공권  기 이 사인의 행 에 

해 법이라고 확인․공개하는 것만으로 기본권 침해로 보고 있다.

 신문은 와 같은 법률규정에 따라 편집을 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규

정되어 있고, 그에 반된다고 생각하는 집권자 는 법집행자는 규제와 

간섭을 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신문법 제3조 제1항, 제2항  그에 한 

후술 논의 참조). 그뿐 아니라 이를 반하 다고 생각되는 경우 언론 재

원회는 언론피해구제법 제32조에 의해 시정권고를 행할 수 있고, 그 시

정권고를 신청하는 권리는 피해자가 아닌 임의의 제3자에게도 부여되고 있

다. 

나아가, 와 같은 규정들은 국가권력 이외의 자에 의해서도 남용될 수 

있다. 다른 신문이나 시민단체가 윤리 인 입장에서 신문의 편 인 보도

태도를 비 하거나 공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활동

은 윤리  차원에 머무는 한 자유의 역에 속하나, 동조는 그러한 비 에 

법  근거를 주게 되고, 그것은 경향에 따라 주  입장에서 보도․논평

할 수 있는 신문의 자유의 기본권에 한 제3자의 해(危害)를 법으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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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게 되는 결과를 래한다. 

우리 언론사의 경험에 비추어 더욱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권력을 쥔 자는 

합법 인 간섭수단 이외에 우회 인 통제수단이나 심지어는 법에 없는 비

합법  탄압수단을 구사하여 왔다는 이다. 와 같은 편집에 한 헌

 요구가 이러한 탄압수단을 해 훌륭한 정당화 근거가 될 수 있음은 물

론이다. 

어 든 헌재의 시에 의하더라도 구체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용되

어 문제되는 경우에는 직 성 요건이 충족되게 되므로 이들 조항이 언론

재 나 법원에 의해 용되는 경우 이러한 법요건은 충족하게 되고 다시

 헌소송이 상됨은 물론이다. 

3. 언론의 내적 자유에 관한 규정

가. 신문법 제3조 및 제18조

신문법 제3조는 “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의 편집의 자유와 독립은 보

장된다. 구든지 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의 편집에 하여 이 법 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신문법 

제3조 제1항  제2항)고 규정하면서 “정기간행물사업자  인터넷신문사

업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집인의 자율 인 편집을 보장하여야 

한다(신문법 제3조 제3항)”고 규정한다. 동시에 신문법은 ‘편집인’을 정의하

면서 “정기간행물의 편집 는 인터넷신문의 공표에 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신문법 제2조 제9호)고 규정한다.10)

나아가 신문법 제18조(편집 원회 등)는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 사업자는 편집 원회를 둘 수 있고(제1항), 편집 원회는 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간행물사업자를 표하는 편집 원과 취재  제

10) 종  정간법에 편집인은 “발행인이 선임한 자”라는 문구가 들어 있었는데(정간

법 제2조 제11호), 신법은 이를 삭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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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표하는 편집 원으로 구성하며(제2항), 편

집 원회는 일반일간신문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하여 편집규약을 제

정할 수 있다(제3항)고 규정한다. 동조 제4항은 편집규약을 제정하는 경우 

필요 으로 두어야 할 사항으로서 10개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인들은  조항들이 법 으로 논란되는 신문의 내  자유(innere 

Presse-freiheit)에 하여 기자들의 ‘편집권’을 법 으로 인정하게 될 소지

가 있어 헌이라고 주장하 다. 이들 심 상 조항은 과거 수십년간 우

리 언론계에서 격렬한 논란을 야기해 온 기자의 편집권 논쟁에 한 쟁

을 내포하고 있고, 이 논란은 기본 으로 신문의 자유의 주체에 한 헌법

 논의와 함께 신문의 내  자유에 하여 신 한 검토를 요한다.11)

(1) 신문의 자유와 편집권에 한 논의 개

(가) 신문의 자유 - 논조  경향 보호

신문의 자유의 주체는 발행인이며, 이 에 하여 미국에서는 이설이 

없고, 독일에서는 헌법 례와 지배 인 다수설의 입장이다. 좁은 의미에서 

신문의 자유와 자유로운 신문의 제도  보장을 함께 고찰하여보면 발행인

은 자기 신문이나 정간물의 정신 ․이념  노선을 정하고, 이를 실 하거

나 는 변경할 수 있는 이른바 경향(Tendenz), 즉 논조에 한 권리를 갖

는다. 그러므로 넓은 의미에서 신문의 자유는 한 신문을 창간하고 그 경향

을 정할 수 있는 발행의 자유(Verlegerfreiheit)를 의미하게 된다.12) 이와 

같이 신문의 자유는 논조나 의견의 자유의 보장에 그 본질이 있음은 더 말

11) 편집권에 한 일반  논의와 한국에서 편집권에 한 논의의 개에 하여는 

박용상, 편집권 논의의 법  조명, 헌법논총 제12집(헌법재 소 2001), 5면 이하 

 표 의 자유 ( 암사 2002), 721면 이하 게재 부록 (편집권 논의의 법  조명) 

참조.  은 naver.com의 지식in에서 ‘편집권’이란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음.

    http://kin.naver.com/open100/db_detail.php?d1id=6&dir_id=605&eid=lEjO6RsIW

    rdxcF7mkBIF2hAHp7CQB8To&qb=xu3B/bHH

12) BVerfGE, 52, 283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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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나 도 없으며, 각각의 언론매체의 경향을 보호하지 않으면 여론의 다

양성은 성취될 수 없기 때문에 독일의 연방헌법재 소는 신문의 경향은 헌

법상 신문의 자유의 기본권의 핵심으로서 보호되는 것이며, 그 보호의 주

체가 발행인임을 명백히 한 바 있다.13) 

국가 정책결정의 터 이 되는 여론시장에서 다양할 수밖에 없는 국민 각

자의 의견과 이익을 변하는 미디어로서 각개 신문은 고유한 입장에 따라 

독자 인 논조와 경향을 갖게 되고, 헌법상 신문의 자유는 이러한 경향보

호에 주안 을 두게 된다. 이러한 각개 신문의 경향 보호는 여론의 다양성

을 구 하는 제가 되고, 그 때문에 신문의 논조와 경향은 국가권력으로

부터는 물론 정당 등 사회집단이나 언론 내부에서 노조 등의 세력에 의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신문의 자유가 요청하는 기본이다. 

(나) 기자의 편집권은 법 으로 성립될 수 있는가?

우리의 경우 기자들에게 편집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

기되어 왔고,14) 그 주장은 주로 기자들만이 올바른 취재와 보도에 임할 수 

있고, 올바른 여론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는 기자 엘리트 그룹의 집단

 주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언론

을 실 하는 핵심 제도로서 언론개 론자들이 끈질기게 주장하여 왔던 것

도 기자들이 주체가 되는 편집권을 법 으로 인정하는 것이었고, 애 의 

개 입법안에는 이러한 취지와 목 을 실 하는 상세한 내용이 들어 있었

다.

그러나 기자들이 주장하는 편집․편성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과거 우리

의 실에서 보아 권언유착이나 리추구라고 하는 언론기업주의 부정  

행태에 한 항의 ․비  개념으로서 기자들의 공  과업 수행의지를 

집약한 사회 ․정치  차원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뿐, 법 인 근거를 

가지거나 법 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다.

13) 쉬피겔지 결 BVerfGE 20, 162 [174f]  신문기자(경향담당자) 해고 사건 

BVerfGE 52, 283

14) 한국에서 편집권에 한 논의의 개에 하여는 박용상, 편집권 논의의 법  

조명, 헌법논총 제12집(헌법재 소 2001), 12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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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기업에 의해 조직되고 경 되는 신문기업에서 기자들의 독자성

을 부여하는 내  자유를 국가가 법에 의해 실 하려는 경우 그것은 신문

기업의 사기업  성격  자본주의  경제구조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한

계를 가지는 한편, 언론은 그 성질상 국가 ․제도  역의 밖에서 자유

로운 존재로 남겨져 있어야 한다는 헌법  요청 때문에 그에 한 공법  

간섭은 언론의 헌법  지 를 손상하게 할 우려가 있다. 언론의 내  자유

를 하여 국가가 입법에 의해 간섭하는 것도 이러한 기본  테두리를 넘

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기업의 내부  사항에 한 입법  규

율은 공법  규율이 아니라 발행인과 기자그룹 간의 타  속에서 자율 으

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에서 본 바와 같이 편집권 논란의 문맥에서 명백히 해야 할 것

은 신문의 자유는 논조나 의견의 자유의 보장에 그 본질이 있음을 이해하

는 것이다. 그러므로 언론기업 내에서 기자들의 내  자유를 보장하기 

해 발행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의 입법  여가 허용되려면 그 제한에 

공 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하다는 등 정당한 

입법목 의 존재가 그러한 입법의 합헌성을 충족키 한 첫 번째 요건이

다. 우리 헌법에 비추어 보면 내  자유 내지 편집권을 보장하는 입법은 

발행인의 와 같은 권리를 제한하기 한 입법목 이 명백히 제시되어야 

하고, 그러한 목 을 달성함에 한 수단이 채용되어야 함은 물론, 과잉

인 제한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학자들 에는 행 헌법이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한 입법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헌법 제21조 제3항)을 들어 이것이 언론의 내  자유를 

법제화할 수 있는 근거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조항은 신문의 자

유의 형성에 지침이 되는 조항일 뿐, 이를 신문의 자유의 제한의 근거로 볼 

수는 없으며, 동조가 의미하는 신문의 기능이 여론형성에 있고, 여론형성은 

자유롭고 자발 인 사기업에 의해 다양성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을 보면 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독일의 경우에도 신문의 ‘공

 과업’ 개념은 사실상 인지될 수 있는 신문의 공시기능에 한 사회학  

고찰만을 내포하는 것이지, 규범  법  개념은 아니며, 따라서 그로부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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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자유에 하여 요청 (청구권 ) 지 를 형성하는 국가  간섭이 도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 다수 학설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15) 독일 

연방헌법재 소가 시한 바와 같이 여론의 형성은 조직된 공  역과는 

무 한 자발 이고 자유롭게 설립된 다양한 매체에 의해 담당되어야 한다는 

을 이해한다면 언론의 기능을 보장하려는 국가의 입법조치에는 스스로 한

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면 공공복리 등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해 기자들의 편집권을 보

장하는 방법으로 발행인의 신문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 합헌성 요건이 입증되어야 한다. 

먼 , 종  기자들이 주체가 되는 편집권을 법 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그 정당화 근거로서 제시해 온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언론의 

다양성 성취, 언론의 민주화 는 경 자의 권력남용 억제 등을 한 것이

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한다면 기자들에게 편집결정권을 부여하는 경우 

이러한 목 이 그들 주장과 같이 실 될 수 있다는 경험  논거는 부족하

며, 오히려 다른 폐단이 야기될 수 있다는 에서 그러한 주장은 정당성을 

뒷받침하는데 실패하 다는 이 독일의 다수 학설에 의해 밝 지고 있

다.16)

첫째, 여론의 다양성을 성취하기 하여 기자들의 편집결정권을 보장하

여야 한다는 주장에 하여 보면, 그러한 조치는 다양성을 진하기 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할 뿐, 여론시장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한 충분한 조

치가 될 수 없고, 그에 의해 언론시장의 자유경쟁질서에서 오는 일반  원

천  폐단을 시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진보  입장을 변하는 기자그룹

이 모든 신문에서 편집의 결정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각 신문마다 존 되

어야 할 경향을 폐기하게 되어 언론의 다양성을 축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15) Scholz, Pressefreiheit und Arbeitsverfassung, 1978 S. 49f; Bethge, Zur 

Problematik von Grundrechtskollisionen, 1977, S. 167; Wolfgang Seiler, 

Pressekonzentration und publizistische Vielfalt nach zehn Jahren deutscher 

Einhiet, AfP(Archiv für Presserecht) 1-2002, S. 1, 11

16) 게 박용상, 편집권 논의의 법  조명, 9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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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매체의 자유로서 각 매체의 경향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뿐 아니

라 언론기업 내부에서 노조세력에 해서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하는 독일 

연방헌법재 소의 례가 바로 이러한 문제를 정확하게 지 하고 있다. 

 기자들의 편집에 한 여를 보장한다 하여 진정한 여론의 반 이 

가능한가 하는 에 하여도 논란이 있고, 그에 하여 독일에서는 부정

 결론이 지배 이다. 기자들의 집합체, 그들이 선출한 표 는 개개의 

기자와 그의 양심이 반드시 사회를 지배하는 여론을 모사(模寫)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양한 여론의 소재는 다양한 논조와 경향을 가진 출

물의 존재에 의해 반 되어 읽 질 수 있을 뿐, 기자들만의 견해가 신문지

면에 발표되어야 한다면 모든 국민 개개인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한 조

치가 결국은 기자그룹만의 임의 인 정치  사념(思念)의 표 만을 보장하

게 되어 국민의 알 권리는 편식증의 폐를 앓게 될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

를 해서도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다.

둘째, 언론의 민주화  사회의 민주화를 해 내  자유를 법 으로 보

호하여야 한다고 하는 주장에 하여 보면, 이러한 주장은 정치  이상주

의나 자본과 노동의 계에 한 변 을 지향하는 입장과 연계되어 강력한 

호소력을 갖는다. 우리의 경우에도 언론시민단체 등이 주장하는 자본으로

부터의 독립이란 구호는 이러한 주장을 근간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

반 기업의 근로자와 달리 기자들에게만 특별하게 독립 인 지 와 경 에

의 참여를 법제화하는 경우 평등 반의 문제가 제기될 뿐 아니라, 자본으

로부터 해방된 편집활동의 주장은 종속  노동에 한 타율  규율을 제거

하고 자본과 노동의 계에 하여 새로운 변  질서를 창출하려는 것으

로서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기업의 내부 계를 근본 으로 변화시키려

는 것을 의도한다는 에서 경 측으로부터 강력한 반론을 받게 된다. 독

일의 경우에도 학자들의 지 에 의하면 해방, 자주  노동, 경제  민주주

의 등 일반  사회정책  목표의 달성을 해 공동결정이나 편집권이 도입

되는 경우 그것은 한 직업군에 해서만 문 ․직업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어서 평등의 요청에 반하게 되고, 발행인측에서 뿐 아니라, 다른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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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집단에 의해서도 지지받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 

셋째, 언론 기업을 민주화함으로써 막강한 언론권력을 구사하여 이를 남

용하고 있는 언론경 자를 견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하여 살핀다. 우리

의 실에서 보아 권언유착이나 리추구를 지향하는 언론기업주의 부정  

행태가 편집권 독립을 한 강력한 배경을 이루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

나 이러한 주장에 따라 경 자 측의 언론권력을 제한하기 해 편집의 공

동결정이나 편집권 개념이 도입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편집작업을 고립화하

고 편집직원을 특권화함으로써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그러한 언

론권력이 발행인으로부터 기자그룹으로 넘어간다면 내  자유 내지 편집권

에 의해 개개 언론은 국가에 의한 통제도 시장에 의한 통제도 없는 언론  

힘을 가질 수 있고, 그 결과 그러한 통제 없는 권력은 남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문이 국가나 사회를 해 불가결한, 유익한 기능을 올바로 수행

할 수 있는가 하는 에 우려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기자 집단 내부

의 개인  편견이나 독선, 이해 계가 개입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발

행인의 리추구  경향은 시장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매체의 운명

을 해서뿐 아니라 기자를 비롯한 소속원 체의 일자리를 보 해야 한다

는 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고, 실제로 편집에 한 발행인의 부당한 간섭

도 반 이고 장기 인 면에서 볼 때 그다지 일반화된 것은 아니다. 신

문의 실제 취재나 편집업무는 기존의 사시나 경향에 따라 편집진이 시스템

에 의해 운 되고 있을 뿐 발행인이 이러한 작업에 개입하는 사례가 과장

될 수는 없다. 

(다) 독일에서 내  자유론의 시말

독일의 경우에도 발행인과 기자 사이에서 이른바 신문의 내  자유를 

요하여 장기간 복잡한 논란이 행해진 바 있었다.17) 내  자유를 주장하는 

논자들은 노사 약이나 법률에 의해 편집 원회에 의한 공동결정의 권한과 

편집규약의 제정을 강력히 주장하 고, 이를 구체화하는 여러 차례 입법안

17) 이에 한 상세한 언 은 게 박용상, 편집권 논의의 법  조명, 28면 이하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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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와 같은 시도는 헌법상 신문의 자유의 보장에 반

하는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연방의회에서 거부되었고, 결국 경향기업

인 언론기업에서 노동자의 공동결정권은 배제되는 것으로 입법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독일의 경우 언론기업은 정신 인 목표를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특성을 갖

기 때문에 노동법에서도 이른바 ‘경향기업’(Tendenzbetrieb)으로서 특별한 

취 을 받는다. 즉, 경  차원에서 경 조직법(Betriebsverfassungsgesetz) 

혹은 기업 차원에서 공동결정법(Mitbestimmungsgesetz)이나, 종사자 표법

(Personalvertretungsgeseta) 등 일반 인 노사 계법에 의해 노동자의 공동

결정권한이 일반 으로 인정되지만, 표 인 경향기업인 언론기업에서는 

노동법상 일반 으로 인정되는 근로자(기자)들의 경 참여가 제한되고(1972

년 독일 경 조직법 제118조), 기업의 경제  사항에 하여 인정되는 근로

자의 공동결정권은 그 용이 배제된다(1976년 공동결정법 제1조 제4항 제2

호 참조).  경향이 보호되는 언론기업에서 단체 약은 그 내용이 경향의 

보호에 반할 수 없고, 논조나 편집방향 여하가 단체교섭의 상이 될 수 없

다.

이들 법 조항에 의해 독일에서 편집권 논쟁은 종결되었고,18) 이러한 입

법부의 결정은 연방헌법재 소에 의해서도 지지되었다. 독일 연방헌법재

소는 1979. 11. 6. 결에서 국가가 언론의 내  자유를 보장한다는 이유로 

신문의 경향을 결정․실 할 발행인의 자유에 하여 간섭할 수 없다고 

결한 바 있다. 이 결은 언론 기업의 종사자들이 발행인의 편집 방침에 

따라야 한다는 노사 계법의 외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었다. 언

론 기업이 지향하는 경향은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 인 요소가 

되며, 이러한 신문의 경향에 향을 미치는 정부 혹은 비정부 단체(특히 

노동 조합과 정당 등)의 간섭이나 향력 행사는 지된다는 것이 그 결

이 요지 다. 

결론 으로 독일의 경우19) 기자들의 언론 ․인사 ․경제  공동결정

18) Marian Paschke, Medienrecht, Zweite, vollstandig neu bearbeitete und 

erweiterte Auflage, Springer-Verlag(2000) S. 137,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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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구는 발행인의 헌법상 신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함에 이론이 

없으며,20) 그러한 사항을 입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독일 헌법의 언론조항

(기본법 제5조 제2항)을 반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지

배 인 학설이다.21) 편집부문의 인사결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본 입장이 

지켜져야 함은 에서 언 한 바에 의해 귀결되는 바와 같다. 따라서 편집

국장의 선임이나, 편집부문의 인사에 하여 노조나 기자그룹의 여를 입

법에 의해 허용하는 것은 헌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자가 주체가 되는 편집권을 법률로 제도화한 나라

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편집권이라는 말을 그 귀속 

주체  내용에 한 구체  확정이나 설명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입법화

하는 것은 헌의 문제를 제기할 뿐 아니라 해석상․ 용상의 문제를 일으

켜 큰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신문법에 새로이 규정된 와 같은 조항이 기왕에 논란되어 온 

편집권에 하여 발행인을 배제하고 우회 인 방법으로 이를 편집부문 

는 노동조합에 의해 표되는 종사자들에게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다면 헌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2) 구체  헌 논거

(가) 편집 자유와 독립 - 신문법 제3조

신문법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다는 제3조는 심각한 헌 논란

을 제기한다. 

19) 독일에서 언론의 내  자유에 한 상세한 논의에 하여는 박용상, 편집권 논

의의 법  조명, 헌법논총 제12집(헌법재 소 2001), 28면 이하 참조.

20) Wolfgang Seiler, Pressekonzentration und publizistische Vielfalt nach zehn 

Jahren deutscher Einhiet, AfP(Archiv für Presserecht) 1-2002, S. 12f.

21) Forsthoff, Der Verfassungsschutz der Zeitungspresse, in: Kaiser (Hrsg.), 

Planungsstudien 3., 1969, S. 9ff, 27; Weber, Die verfassungsrechtliche 

Grenzen einer gesetzlichen oder tarifvertraglichen Regelung des Verhältnisse 

von Verleger (Herausgeber) und Redakteur, Rechtsgutachten, 1972, S. 64ff; 

Schneider, Verfassungsrechtliche Grenzen einer gesetzlichen Regelung des 

Pressewesens 1971, S. 43ff; Kaiser, Presseplanung, in: Kaiser (Hrsg.), 

Planungsstudien 1, S. 43f, 7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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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동조는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다면서(동조 제1항)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집인의 자율  편집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어(동조 제

3항) 편집에 한 철 한 헌 인 법  간섭을 시도하고 있다.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면 모든 신문은 동법이 규정하는 언론의 사회  

책임에 한 조항과 신문의 공정성․공익성 조항이 규정하는 바에 구속되

어 자유롭고 독자 인 보도․논평은 히 제약될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들 편집에 한 의무조항은 모두 헌이기 때문에 이러한 

헌  의무에 따라 편집을 명하는 동조는 명백히 헌  규정이다.

둘째, 국가권력과의 계에서 동법은 신문의 편집에 하여 심각한 제약

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동조는 편집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며(동조 제1

항), “ 구든지 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의 편집에 하여 이 법 는 다

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

지만(동조 제2항), 이를 뒤집어 해석하면 이 법에 의해서라면 어떠한 규제

나 간섭도 허용된다. 법의 집행은 권력을 가진 자에 의해 행해지게 마련이

고, 그가 특정 신문의 보도에 하여 사회  책임, 공정성․공익성, 독자의 

권익에 배치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는 이 조항을 내세워 규제와 간섭을 

행하려 할 것이다. 언론 재 원회가 동원될 수도 있을 것이고, 과거의 경

험에 의하면 우회 인 방법으로 세무 서나 공정거래 원회가 개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러한 조항들이 언론의 내  자유로서 편집권을 편집인에게 부여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나올 여지가 있고, 그 게 운 되는 경우 

헌임을 면할 수 없다. 신문의 편집은 그 경향 결정의 기본이 된다는 에

서 신문의 자유의 핵심  부분이고 발행의 자유의 일부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편집에 한 권한을 법이 발행인으로부터 박탈하여 편집인

에게 부여한다는 것은 헌을 감행하는 것이다. 

(나) 편집 원회  편집규약 - 제18조 제2항, 제4항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편집 원회의 설치와 편집규약의 제정은 독일에

서 진보  학자와 기자그룹에 의해 언론의 내  자유를 실 하는 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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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되어 온 것이다. 우리의 언론개 논자들이 이를 본받아 언론개  입법

안에 넣은 것이었는데, 당시 여당의 처음 제출된 개정안에는 편집 원회의 

설치(동 개정안 제17조 제1, 2항)와 편집규약의 작성 시행을 의무 으로 규

정하고 있었고, 거기에 편집규약으로 규정할 내용(동 개정안 제17조 제4항)

을 보면 기자들에게 편집권을 부여하는 철 하고 체계 인 제도가 설계되

어 있었다. 그러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기자들에게 편집권을 부여하는 것은 

세계에 유례가 없고 발행인의 발행의 자유뿐 아니라 신문의 논조보호를 무

력화할 우려가 있다는 반  의견에 착하여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 었을 뿐 기자들의 편집권을 법 으로 인정하려 한 원래의 안에 있던 

내용들이 그 로 존치되고 있다. 여야간의 타 에 의한 결과가 법 인 비

정합성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럼에도 편집규약의 제정 는 약정이 임의 이라면 그 내용 역시 당사

자의 임의  합의에 의해야 할 뿐, 그 내용을 법으로 정하여 강제하는 것

은 당사자간 사  자치와 형성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다. 발행인의 입장

에서 임의 이든, 아니면 노사 립 분쟁의 와 에서 피할 수 없이 편집

원회를 설치하고, 편집규약을 제정하게 되는 경우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와 같은 항목의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안되고, 그 게 되는 경

우 사실상 편집권이 기자그룹 는 노조에 넘어가게 됨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문의 자유로서 보장되는 발행

인의 경향보호를 무력화하고, 신문을 기자집단이 주인이 되는 매체로 변질

시킬 수 있다는 에서 헌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22)

22) 이러한 우려는 최근 정부가 작성한 신문법 시행령안에서 실화된 바 있다. 그

에 의하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집 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정기간

행물사업자를 표하는 편집 원과 취재  제작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표하는 편집 원의 동수로 구성”하여야 하고(동안 제12조 제1항), “근로자를 

표하는 편집 원은 취재  제작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 ․비 ․무기

명 투표로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표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가 한다”고 규정하 다(동안 제12조 제1항). 이러한 규정이 신문의 자유

의 주체인 발행인이 주도 으로 리하여야 할 신문기업에서 그 주도권을 노조

에 넘기게 될 것이란 은 쉽게 상되는 일이고, 이것이 에서 본 신문의 경

향보호나 발행인의 주도권을 하게 된다는 에서 헌  상을 야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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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원회의 구성을 정하는 신문법 제18조 제2항은 “취재  제작활

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표하는 편집 원을 구성에 참여하게 하고 있다

는 에서 헌 이다. 독일의 경우에도 편집 원회와 편집규약은 언론의 

내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라는 에서 노동법  제도가 아니라 언론법상

의 제도이며, 그에 계되는 사람은 언론기업 근로자  편집의 정신  형

성에 여하는 직원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정설이다.23)  조항

의 명문에서는 그러한 취지가 명백히 표 되지 아니하여 결국 노조가 그 

표자 선임에 여하게 될 것이므로 신문의 경향 보호에 한 침해가 

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 결정 내용 - 각하

헌법재 소는 이 부분 심 청구에 하여도  조항들 자체에 의하여서

는 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내지 직 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고 있다. 

즉, 심 상인 신문법 제3조 제2항은 신문의 외  자유를 보장하는 규

정이어서 신문사업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제3조 제3항은 “신

문기업 내부에서 발행인과 편집종사자의 계를 규율하는 소  ‘신문의 내

 자유’에 한 규정이”지만, “이 조항이 편집인 는 기자들에게 독

으로 ‘편집권’이라는 법  권리를 부여하 다거나 신문편집의 주체가 편집

인 는 기자들이라는 것을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조

될 것이다.  동 시행령안은 신문발 기 의 우선 지원조건으로서 “편집 원회 

 편집규약을 설치․제정하여 정기 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들고 있어(동안 제

28조 제2호) 이를 간 으로 강제하고 있었다. 이것은 법이 편집 원회의 구성 

 편집규약의 제정을 임의에 맡기기로 한 결정을 우회 으로 면탈하여 이를 사

실상 강제하게 된다는 에서 헌논란을 면할 수 없었다. 논란 결과 실제로 규

정된 시행령 제12조 (편집 원회의 구성)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집 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그 구체 인 구성방법은 노사 의를 통하여 정한

다.”고 완화된 규정을 두게 되었다.

23) 박용상, 편집권 논의의 법  조명, 헌법논총 제12집(헌법재 소 2001), 163면 이

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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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반에 한 제재규정도 없”으므로 “이 조항은 기본 으로 선언 인 규

정으로서 이와 같은 조항 자체에 의하여서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내지 직

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헌법소원의 법요건이 충족되지 못하 다

는 것이다.

 편집 원회에 한 규정인 제18조는 제1항과 제3항에서 편집 원회

를 둘 것인지 여부  편집규약의 제정 여부에 하여 신문사가 임의로 선

택할 수 있도록 하 고, 제2항과 제4항에서 신문사가 자신들의 결정으로 

편집 원회를 두는 경우의 그 구성방법과 편집규약을 제정하는 경우 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임의규정의 경우 신문사

로서는 편집 원회를 둘 것인지 여부  편집규약의 제정 여부에 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조항이 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법

 지 에 어떤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라. 비판

신문법 제3조 제2항이 신문의 외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이라고 함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을 것이고, 제3조 제3항에 의해 “편집인 는 기자들에

게 독 으로 ‘편집권’이라는 법  권리를 부여하 다거나 신문편집의 주

체가 편집인 는 기자들이라는 것을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시한 

은 논란의 여지가 있던 조문에 하여 확실한 해석을 내린 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시에 하여는 다음과 같은 비 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신문법 제3조 제2항의 반 해석으로 야기되는 우려에 한 

단을 유탈하고 있다. 

둘째, 헌재가 신문법의  규정들은 기자들의 편집권을 법 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을 확인한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발행인과 편집인의 

계에 하여는 국내ㆍ외를 막론하고 이론상이나 실정법상 아직 그 법  논

의가 정리되지 않은 채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단계에 불과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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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기자들의 내  자유에 한 헌법상의 법리에 하여 헌재의 확실한 

입장을 유보하고 있음은 유감이다. 미국에서는 기자의 편집권이란 개념 자

체가 논의되고 있지 아니하며, 독일에서도 에서 본 바와 같이 논란을 거

쳐 기자들의 편집결정에 한 권한은 법 으로 강제될 수 없다는 선에서 

정리되어 있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4. 구조 규제에 관한 규정

가. 언론의 다양성 원리 및 정책 수단 

(1) 개

언론질서의 다양성 요청은 국가의사 형성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헌법상 

제로서 요청되는 원리이다. 원론 인 다양성 원리는  사회에서 

언론기업의 집 과 그로 인한 의견의 독  상황 때문에 새로운 응을 필

요로 하게 된다. 의견의 시장이 독  세력에 의해 지배되는 것을 방지하

기 한 책이 어려운 논제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를 해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이 논의되었고, 그 향과 효과와 련하여 합헌성 여부가 논란

되어 왔다. 

그러나 한편, 이 다양성 원리는  자커뮤니 이션의 시 에 새로운 

차원의 구 수단을 얻게 되었다는 에서 새로운 고찰을 요한다. 기존 매

스 미디어에 의한 의견의 독  상황은 새로운 다양한 자 미디어의 등장

으로 분해되고 있으며, 오히려 의견의 다양성 과잉상황과 더불어 정보의 

단편화 내지 편식 상을 야기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

온 최근의 미디어 상황에서 과거의 패러다임에 의해 독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게 되었다.

다양성을 한 미디어의 독 규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문제는 첫째, 

미디어 부문에서 다양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둘째 다양성을 보장하는 

조치가 모든 국민의 표 의 자유의 기본권 보장과 어떤 계에 있는가,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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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통 미디어에서 다양성을 보호하는 기존의 방안이 기술의 발 과 로

벌 정보사회에서도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실효성을 가지는가 하는 이

다. 

미디어 다양성("media pluralism")의 개념에는 구조 ․수량  과 질

 이 심을 이룬다. 1999년 유럽평의회 각료이사회는 10년간의 연구 

결과 미디어 다양성이란 첫째, 독립 이고 자율 인 다수 미디어의 존재

(이른바, 구조  다양성, structural pluralism)에 의해 이루어지는 미디어 

공 의 다양성(diversity of media supply)을 의미하고, 둘째, 공공에게 이

용하도록 주어지는 미디어의 유형과 내용(견해  의견)의 다양성을 의미

한다고 정의하 다.24) 그에 의하면 다양성(pluralism)은 공공이 이용가능한 

미디어 속에서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실제로 이용되는 바

와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언론집 에 하여 승인된 측정 방법과 기 은 제시되어 왔지만, 

그러한 집 이 사상의 다양성에 하여 어떠한 향을 어떻게 미치는가 하

는 에 하여는 해명된 바 없고,25) 그에 한 이제까지의 논의는 상이한 

정치  견해나 산만한 경험  가를 표 하는데 불과하 다는 이다.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독 과정이 진행되어 오로지 유일한 신문만이 존재

하는 경우에는 외  언론자유의 논의 여지가 없다는 이다.26)

다양성을 유지하기 한 입법목 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국

민의 알 권리를 해 미디어의 다양성을 진하는 규제정책은 개개 미디어

에 한 자유의 제한을 의미하므로 일반 인 표 의 자유의 규제법리에 따

라 합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한 제한은 입법부에 의한, 명확성 요

건을 충족하는 법률에 의해, 그러한 목 을 달성함에 합한 수단으로써 

24) 유럽 평의회 보고서, 'Explanatory Memorandum to Recommendation No. R 

(99) 1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of the Council of Europe on measures 

to promote media pluralism', par. 3 and 4.

25) Woldt, Probleme der Messung von Vielfalt, in Rager/Weber (Hrsg.), 

Publizistische Vielfalt zwischen Markt und Politik, 1992, S. 186ff; Seiler, 

a.a.O. S. 1

26) Seiler, a.a.O. 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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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의 원칙을 수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정해져야 하는 것이다. 다만, 

미디어에 한 구조규제는 일반 인 표 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규제와는 

다른 법리에 따르게 된다. 미국의 례는 내용규제에 있어서는 엄격심사의 

기 을 용함에 반하여, 구조규제의 경우에는 내용규제와 달리 보다 신축

인 요건을 요하는 간심사 기 을 용한다.27)

주의할 은 사상의 자유시장에서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한 정부의 개

입은 ‘다양성의 확보’라는 정책목표를 실 하기 한 범 에서, 그 한계 내

에서만 허용될 뿐, 다양성을 축시키는 효과를 갖는 정책수단을 채용할 

수는 없다는 이다.28) 이러한 에서 다양성 원칙은 국가가 특정 의견을 

선호할 수 있는 공권력행사를 지하는 요청으로 연결된다.

(2) 다양성확보를 한 구조규제 방안

다양성을 확보하기 한 구조규제(미디어 소유 규제)의 방법은 체로 

① 단일 미디어 소유(mono-medium ownership)에 한 규제 ② 동종 미디

어의 복수 소유(multiple-media ownership)에 한 규제  ③ 이종 미디

어 간 교차소유(cross-media ownership)에 한 규제 등 3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의 미디어 상황에서 분류될 수 있는 미디어의 종류 내지 섹

터로서 ① 신문, ② 지상 방송, ③ 이블 방송, ④ 성방송  ⑤ 인터

넷이 거론될 수 있다. 

일반 인 경향을 보면  3가지 규제유형  방송 섹터의 경우에는 상기

한 3가지 유형의 규제가 실정화되고 있으나, 신문의 경우에는 하나의 신문

기업에 한 소유 내지 자본 참여의 정도를 규제하는 첫째 유형은 그 사례

가 거의 없다.

그  특히 매체간의 교차 소유에 있어서는 기존의 매스 미디어에 분류

되는 신문, 지상 방송, 이블 방송, 성방송 간의 교차소유 여부가 정책

27) Turner Broad. Sys., Inc. v. FCC, 512 U.S. 622 (1994)

28) 황성기, ‘사이버스페이스와 불온통신 규제’, 한국헌법학회, 제12회 헌법학술발표

회(2000. 5. 27.) 논문집,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기본권’ 155 [1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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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의 심이다.

무엇보다 구조규제에 있어서 요한 은 특정 미디어가 여론형성에 

지배 인 향을 미쳐 다른 의견이 제시될 여지를 박탈할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막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이른바 언론개 을 주장하는 일부 논자들은 신문이 자본으로

부터 해방되어야 한다는 제에서 신문에 한 소유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

장해 왔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를 취하는 행 헌법체제에서 신문시장이 

신문기업에 의해 담당되고 그 가장 합리화된 형태인 주식회사라는 법형식

을 취하게 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런 일이다. 그러한 신문이 자본으로부터 

해방되려면 신문 기업을 모두 공기업화하거나, 기자들에 의한 기업지배를 

법제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자유민주주

의 체제하에서 기업으로 생존하는 것이 불가피한 신문기업은 사기업으로서 

자율  구조와 활동이 불가피한 것으로 헌법에 의해 제되고 있으며, 신

문의 독립성과 국가  향 기타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은 미디어 질서에서 

가장 기본 인 것이다. 

(3) 법익형량의 고려요소

재 신문업이 사양화되어 가고 있고, 그 향력이 축되어 가고 있음

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신문업계에 하여 독 을 규

제하는 정책결정은 반  미디어 업계의 세계  경향뿐 아니라 우리 여론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나아가 독  상황의 단 여부에 하

여도 진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재 미디어 구조체제에 하여는 미디어 융합(convergence)이라

는 보편 인 기술  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 간 융합은 세계  

추세로 신문과 방송, 인터넷 뉴스 등을 교차소유하는 복합미디어 그룹이 

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메가 미디어그룹이 출 하여 세계 미디어시장을 

제패하려는 국제  움직임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새로운 융합의 시 에 

여론형성의 변화된 모습을 간과하여서는 시 착오  결론을 피할 수 없다. 

둘째, 여론시장의 독  여부는 모든 매체 유형이 역할하는 체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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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종합하여 단할 것이지, 특정 미디어 섹터별로 단하는 것은 부

당한 것임을 재삼 인식해야 할 것이다. 여론시장 반을 놓고 볼 때 신문

의 향력은 차 축되고 있는 한편, 방송의 향력과 나아가 인터넷 매

체 등 신규 미디어에 의한 향력은 증하고 있음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

을 것이다. 통 인 지상  방송은 물론 이블방송이나 성방송 등 뉴

미디어와 근자에 이르러 반 으로 이용이 보 된 인터넷 미디어 등의 출

으로 신문은 그 향력이나 경 상황에서 차 사양화되고 있는 상을 

간과할 수 없다. 더구나, 뉴스  정보 취득원으로서  향력을 높여

가고 있는 지상  방송은 이블 방송이나 성방송 등 새로운 랫폼에 

있어서도 그 향력을 확 하고 있다. 

셋째, 매체섹터 별로 고찰할 때 더욱 과 화되어 있는 재 우리의 지상

 방송은 법 으로 이른바 편성에 한 기자그룹의 참여가 제도화되고 있

고( 행 방송법 제4조 제4항), 그 만큼 지상 는 참여와 분배의 정의에 민

감한 진보매체로서 향력을 배가하고 있다(유럽 제국의 경우에는 공 방

송이 그 립성과 내  다양성이 보장되어 여론시장이 독 되는 경우 이를 

시정하는 균형추로서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나, 공 방송의 국가의존성  

편 성 시비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신문

시장이 보수  신문에 의해 과 되어 있다고 보는 경우에도 그것은 매체 

섹터 간에 여론형성에 건강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요소로 평가될 수 있

다.

나. 신문법 제15조 

신문법 제15조 제2항은 일간신문은 방송법에 의한 종합편성 는 보도

에 한 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이하 "방송사업"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겸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3항은 “일간신문․뉴스

통신 는 방송사업을 경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자( 통령령이 정하는 동일계열의 기업이 소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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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한다)는 다른 일간신문 는 뉴스통신을 경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 는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에 의하면 결국 ① 일간신문은 방송법에 의한 종합편성 는 보도에 

한 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을 겸 할 수 없고, ② 일간신문 사업자

의 과반수 지분소유자는 다른 일간신문 지분의 과반수를 취득할 수 없다.

다. 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인들은  규제  헌 소지가 있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

다. 

(1) 신문의 복수 소유규제에 하여 

일간신문 사업자의 과반수 지분소유자는 다른 일간신문 지분의 과반수

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한 것에 하여  조항은 사실상 인수 합병을 지

하게 됨으로써 헌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인수 합병으로 인하여 결과되

는 시장 유율 여하를 막론하고 와 같이 주식 취득을 무조건 지함으

로써 달성하려는 입법목 이 어디에 있는가가 불명확하고, 그러한 제한이 

가져올 결과는 오히려 다양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한국에서 군소신문이 

경 난에 처해 있다는 은 공지의 사실이고, 이들을 가능한 한 존속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다양성을 해 요구되는 바임은 명백하다. 그 다면 

를 들어, 구에서의 군소 일간신문 소유자가 에서의 군소 일간신문

을 겸 하려하는 경우 이를 할 이유가 없다. 미국의 신문보 법(Newspaper 

Preservation Act (NPA))은 오히려 경 난에 처한 군소신문 간의 공동운

정(joint operating agreement (JOA))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까

지 복수소유를 지하는  조항은 부분 으로 헌이 선언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는 경 난에 처하여 폐간될 신문에 한 독자의 알 권리를 침

해하게 된다.

(2) 신문에 의한 타 매체 교차소유 지에 하여 

신문법 제15조 제2항은 일간신문사업자가 방송법에 의한 종합편성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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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한 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을 겸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

으며, 행 방송법은 일간신문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성방송사

업자의 주식 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3 이하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방송법 제8조 제4항).

 조항의 헌성에 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먼 , 청구인 측은 신문과 방송의 겸 을 지하는 부분에 하여 미디

어 구조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세계  경향이나 신문의 미디어로서의 경쟁

력을 해 이러한 제한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주장하 다.

특히, 과  메이  신문의 경우와 달리 군소 신문의 경우에는 그 생존에 

도움이 되고 지역  차원에서 독 이 우려되지 않는 한 여타 종류의 미디

어와 겸  내지 결합을 지하는 것은 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지방언론 

내지 군소언론의 육성을 해 지역 민방과 지역 일간지간의 합병이나 특수

지가 뉴미디어 역에 진출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하고,29) 이 경우까지 

지하는  규정은 그 한에서 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효율성

의 증가 효과가 명목 인 다양성 감소 효과를 상회할 가능성이 크고, 장기

으로 유효 경쟁구도 유지에 정 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재 존

립 자체를 받고 있는 지역 신문이 지역 민방과 합병되어 생존의 길을 

찾는다면 비록 단기 으로 목소리의 다양성이 어든다고 하더라도 장기

으로는 해당 지역에서 목소리의 다양성을 높일 것이고, 재의 지상  3사

와 앙일간지 3사의 독과 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30) 미국에서 지

역 취약 신문간에 허용되는 공동운 정의 방식을 여기서 용하게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만하다. 배포 지역을 달리하는 지방신문간, 는 지방신

문의 배포구역과 방송구역을 달리하는 지역민방의 결합이 지될 이유는 

없다. 

이상 살펴본 바에 의하면 허용이 고려될 수 있는 사항을 면 으로 

지하는  조항은 부분 으로 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독자

29) 조은기, 게 논문.

30) 조은기, 게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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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장에서 다양한 매체로부터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군소신문이 

경 난 때문에 폐간되어 그에 의한 정보원이 소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언론시장 반을 찰하면 유무선 인 라의 확   디지털화의 

결과 거의 무제한 으로 확 되는 채 의 가용성에 비추어보거나, 그러한 

발  상황에서 앞으로 축이 상되는 신문시장의 입지를 본다면, 신문사

업자에게만 뉴미디어의 진출가능성을 면 으로 박탈한다면 과잉규제로서 

헌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신문에 하여도 한 범 에서 

타 미디어섹터로의 진출 기회를 허용하는 것이 언론시장의 국제경쟁력을 

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행 방송법은 일간신문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성방송사업

자의 주식 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3 이하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

고 있으나(방송법 제8조 제4항), 신문법은 일간신문이 방송법에 의한 종합

편성 는 보도에 한 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을 겸 할 수 없고, 종

합편성 는 보도에 한 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역시 일간신문사

업자의 과반수 지분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규정에 의하면 일간신문사업자는 여타의 방송채  사용사업(PP)에 

진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콘텐트 사업자로서 신문이 뉴미디어

에 진출할 수 있는 핵심 인 분야가 지되고 있어 과잉규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신문 미디어는 여타 상 미디어와 달리 뉴스  시사해설 등 정

보업무를 주된 업무로 함에 이론을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인데, 이러한 주업

무에 의해 뉴 미디어부문에 진출할 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은 신문사업자가 

일반 국민의 지 에서 갖는 표 매체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야 하

기 때문이다. 이것은 신문사업자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을 침해하

고 일반  행동의 자유도 침해하는 것이다. 독자로서의 청구인들은 신문사

업자가 제공하는 뉴스를 와 같은 채 을 통하여 할 수 있는 알 권리를 

침해당하게 된다.

결국, 이블  성 등 수많은 채 이 제공되고 있는 랫폼에서 다수

의 보도에 한 문채 이 등장하고 있음에도 일간신문사업자에게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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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목 을 가질 수 없고, 올바른 제한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러한 제한을 헌으로 본다면 사양화에 어들고 있는 신

문사업에 활로를  뿐 아니라, 시사해설  정보 등 기존의 콘텐트사업자

로서 요한 지 에 있는 신문기업의 진흥을 도모할 수 있다. 

라. 결정 내용 - 합헌 및 헌법불합치

이 부분 헌재 결정은 본안 단에 들어가 신문법 제15조 제2항은 합헌으

로, 제15조 제3항은 헌법불합치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첫째, 일간신문이 뉴스통신이나 방송사업과 같은 이종 미디어를 겸 을 

지하는 신문법 제15조 제2항에 하여 헌법재 소는 고도의 정책  근

과 단이 필요한 분야로서 입법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헌법에 반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둘째, 일간신문 상호간의 복수소유를 규제하고 있는 제15조 제3항에 

하여는 “신문의 복수소유가 언론의 다양성을 해하지 않거나 오히려 이에 

기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와 같이 일간신문 지배주주의 신문 복

수소유를 일률 으로 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그러나 신문법 제15조 제3항은 그 자체로 헌법에 반되는 것이 아니라, 

신문의 복수소유 규제에 하여 부분 으로 헌성이 있을 뿐이고, 신문의 

다양성 보장을 한 복수소유 규제의 기 을 어떻게 설정할 지의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조항에 해서는 단순 헌이 아닌 헌

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고, 다만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용을 허용함이 상당하다.”고 시하 다.

에서 헌이 될 수 있는 사항에 하여 헌재는 다음과 같이 이유를 부

연 설명하고 있다. 

“신문시장에서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어떤 일간신문의 지배주주

가 다른 일간신문법인의 주식 2분의1 이상을 취득․소유하는 기업결합을 

하더라도 그를 통하여 신문시장에서 생존하는 길이 열리고, 그로써 얻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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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문의 다양성이라는 효과가 신문결합으로 인한 폐해보다 더 크다면 그

러한 신문결합은 규제받지 않아야 한다. 컨 , 발행부수가 고 시장지배

력이 미약하여 폐간의 기에 처한 일간신문의 지배주주가 같은 처지에 있

는 다른 신문의 주식 내지 지분을 2분의1 이상을 취득․소유하여, 이를 통

하여 신문시장에서의 생존의 길이 열린다면 신문의 집 이나 독과 의 폐

해는 없고, 이는 오히려 폐간의 기에 처한 신문을 존속시켜 신문의 다양

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 교육 문의 특수일간신문의 지배주주가 

시 지(synergy) 효과를 통한 생존 략을 하여 외국어일간신문을 인수한

다든지 함으로써 1개의 신문이라도 건실하게 유지될 수 있다면 이 한 

지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제15조 제3항은 이러한 가능성을 

모두 쇄하고 있다. 

신문의 복수소유에 하여는 복수소유 규제의 상을 일정한 매출액 이

상의 신문으로 한정한다든지 는 주식․지분 인수의 결과 발행부수가 일

정한 시장 유율을 넘는 경우에만 규제한다든지 함으로써 신문의 다양성을 

하는 실질  련성이 있는 경우로 그 규제 범 를 좁  기본권 제한

을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은 이에 한 아무런 배려 없

이 모든 일간신문에 하여 복수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조항은 

신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마. 비판

헌재가 이 부분 심 청구에 하여 본안 단에 들어간 것은 당연한 것이

다. 다만, 미디어의 교차소유에 해 일반 으로 지하는 조항에 하여, 

특히 심 청구 이유로 거론된 신문사업자의 보도 서비스 채 로서 뉴미디

어에 한 진입 지 조항에 하여는 구체 인 법리 논증을 기피한 채 이

를 입법자의 재량에 넘기고 있다. 어 든 신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마

당에 국회는 이 부분 법률 조항을 개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부신 

기술 신으로 다양한 매체가 개발 이용되고 그 향력이 확 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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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디어 상황의 개에 비추어 미래지향 인 합리  규율의 책임을 

떠맡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5. 신문사업자의 자료제출의무

가. 신문법 제16조

신문법 제16조는 일간신문 사업자에 하여 ① 체 발행부수  유가 

매부수 ② 구독수입과 고수입 ③ 총 발행주식 는 지분총수와 자본내

역, ④ 100분의 5 이상의 주식 는 지분을 소유한 주주 는 사원의 개인

별 내역에 한 사항을 신문발 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동조 제1항, 제2

항), 신문발 원회는  신고사항을 검증․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

조 제3항).

원래 여당(열린우리당)의 입법안은 발행부수, 구독료와 고료, 회계서류, 

자본내역  주주의 개인별 내역, 그밖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문

화 부장 에게 신고해야 하고(동 법안 제15조), 문 부장 은 언론발  

등의 지원을 한 정부의 사업을 추진하기 해 필요한 사항에 하여 자

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 으나(동 법안 제27조), 신문법은 그  

에서 본 자료의 제출만을 의무화하고, 신고처를 문 부장 에서 신문발

원회로 바꾸었다. 

나. 청구인 측 주장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신문사의 반  경  투명성 제고를 한 자료의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면 신문사업자에 해서만 그러한 확 된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일반 기업의 경우보다 차별 으로 처우하는 것

이고 평등원칙 반의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 다.

정책실 수단으로서의 신고의무는 입법목  실 을 해 필요한 한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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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설정되어야 한다. 일반 인 회계  세무 서류는 

과세당국에 제출되고 있으며, 그외에 언론기업에만 부과되는 보고의무는 

우선 신문에 한 특별법으로서 평등 반의 문제가 야기될 뿐 아니라, 국

가에 의한 간섭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에서 논란될 수 있다. 나아가, 

업비 로 보호되어야 할 사항은 물론이고, 특히 경향 매체인 신문기업에서 

그 단체의 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보고의무의 부과는  다른 기본

권 침해의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제출을 받는 기 의 입장에서 보는 경우 각 필요에 의한 할 청에 제

출되는 이외에 신문발 원회가 일 으로 이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보고

의무의 설정목 에 비추어 문제될 수 있다. 공정한 경쟁이 침해될 수 있는 

지 여부를 단하기 한 자료는 그 제출의무가 허용된다고 볼 것이고, 구

체 으로 부정경쟁행 를 감행한 이 문제되는 경우 공정거래 원회는 사

례별로 심사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반을 제로 일반  포  의

무로서 상시 보고의무를 지우는 것은 과잉  규제가 될 수밖에 없다. 독과

 여부를 단할 수 있는 자료로서 발행부수나 배포부수를 산정하기 한 

회계자료 등은 발행부수 공사기구에 제출토록 함이 상당하다. 

이 게 보면, 신법이 신고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① 체 발행부수  

유가 매부수 ② 구독수입과 고수입은 동법이 시장지배  사업자에 

한 규제를 행하고, 신문발 기 의 지원 조건을 결정하기 해 필요한 사

항이어서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다만, 이들 규제 자체가 합헌인가 

여부는 뒤에서 다시 논한다). 그러나 100분의 5 이상의 주식 는 지분을 

소유한 주주 는 사원의 개인별 내역에 한 사항은 동법이 신문사업에 

한 투자의 제한을 행하지 않고 있고, 그밖에 동법의 집행을 해 필요한 

사유도 없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없다. 특히 경향 매체인 신문

기업에 한 투자자를 세세히 밝히는 것은 그 매체기업에 보호되어야 할 

단체의 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고, 컨  정부에 비  논진을 펴는 

야당지에 한 투자를 축시켜 그 자본조달을 어렵게 함으로써 신문기업

의 물  기 를 붕괴 내지 잠식할 수 있다는 에서 헌 이다. 지배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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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구체 인 소액 투자자의 신원을 밝히도록 한 조치가 문제되는 것이

다.

이러한 우려는 신문법이 신문에 한 지원을 규정하는 제도를 둔 것과 

련하여 그 집행에 차별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다. 신

문사업에 한 투자자가 구인지에 따라 신문발 기 의 지원 등에 차별

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헌  처사가 될 것이다. 국민은 경제  목 이든 

이념  목 이든 특정 신문사업에 하여 투자함에 방해받을 이유가 없고, 

그 투자에 하여 차별  우를 시도한다면 자의  차별이 되기 때문이

다.

 신고된 사항은 신문사업자의 업상 비 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 

지 않을 것이므로 그 수집목  이외에 사용되어서는 안되고, 따라서 그 

비 은 보장되어야 한다(신문법 제32조). 

다. 결정 내용 - 합헌

이 부분 심 청구에 하여 헌재는 본안 단에 들어가 합헌으로 결론내

리고 있다. “신문기업의 소유와 경 에 한 자료를 신고․공개토록 하는 

것은 일간신문의 기업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신문시장

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신문의 다양성을 실 하려는 입법취지와 합목 으

로 연결된 의무로서, 기존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미 공시된 자료나 신문

시장의 특성에 비추어 필요한 자료에 한정하여 신고․공개토록 하고 있고, 

그 반행 에 해서도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다는 에서 신문의 자유

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거나, 일반 사기업에 비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는 차별

을 가하는 헌규정이라 할 수 없다.”고 한다.

이들 규정은 신문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신문의 다양성이라는 

헌법  요청을 구 하기 한 것으로서, 신문법 제15조의 겸 지  소

유제한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해서는 그 소유 계의 구조와 내역, 

변동 상황을 악하는 것이 필요하고, 제17조에 의해 신문시장의 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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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데 있어서도 필요하며, 나아가 이러한 공개에 

의해 독자나 고주는 신문기업에 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자신의 선호에 맞는 신문을 보다 잘 선택할 수 있게 되며, 불공정한 거래

행 를 보다 효율 으로 규제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6. 시장지배적 신문사업자에 대한 규제

가. 신문법 제17조

신문법은 신문시장에서 시장지배  사업자로 추정하는 요건(법 제17조)

을 신설하여 그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즉, 행 공정거래법은 1 사업자의 

시장 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 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시장지배  사업자로 추정하고 

있음에 비하여 신문법은 1개 신문사업자의 시장 유율이 국 발행부수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 유율 합계가 국 발행

부수의 100분의 60 이상인 경우에 시장지배  사업자로 추정하고 있다(신

문법 제17조).

이 게 시장지배  사업자로 추정됨으로써 그가 받는 법  효과는 신문

법이 명시 으로 신문발 기 의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외에(신문

법 제34조 제2항 제2호) 공정거래법에 따라 반행 에 한 제재가 가

된다는 (동법 제67조 제2호, 제23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   시장지배  지 남용행 의 유형  

기 , 2001. 6. 30. 공정거래 원회고시 제2001-7호, 개정 2003. 5. 27. 공정

거래 원회고시 제2003-3호)이다. 

나. 청구인 측 주장

청구인들의 주장을 보면 이들 신설 조항에 의해 신문법은 국가권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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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자유로워야 할 신문여론시장에 한 간섭을 제도화하고 있다고 주장

하면서, 신문업계에 하여 독 을 규제하는 정책결정은  정보사회에

서 반  미디어 업계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고, 나아가 신문시장의 독

 상황의 단 여부에 하여도 진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

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 다.

독과 사업자로서 신문사업자에 한 규제는 경제법  에서 보면 

그 매시장이나 고시장에서 가격결정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경쟁사업자

의 공정한 경쟁을 하게 되는 사태를 방지하는데 있고, 그러한 한에 있

어서는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규제는 신문법 제정 이 에도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 법률에 의해 시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언론법  에서 어떠한 경우 한 신문사업자가 여론시장에서

도 지배  지 를 갖게 되는가 하는 문제는 별도의 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에 하여는 체 미디어 시장의 규모뿐 아니라, 거기서 신문시장

이 하는 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보와 의견의 선택가능성의 

에서 다양성의 요청을 볼 때 재 우리의 신문시장에는 보수  진보 등 

다양한 입장이 등장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 신문에 의한 향력은  

축되고 있는 반면, 지상 방송과 이블  성에 의한 방송이나 인터넷 

매체의 향력은 신문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 이 게 본다면 

신문시장의 독  여부보다는 여론시장 반에 하여 향력이 독 되고 

있는가 여부가 문제되어야 하고, 그러한 한에서만 신문독  규제에 한 

입법  근은 정당성을 갖는다고 생각된다.

미디어 다양성의 개념은 다수 미디어의 존재에 의한 공 의 다원성  

그에 의한 독자들의 내용선택 가능성이 주된 요인을 이룬다는 에서 보면 

신문시장 자체가 독 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재 국내에서 발간되는 

국일간신문은 19개에 달하고, 일반․특수 일간신문은 121개에 이르며 그들 

신문은 논조와 정치색에 있어서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

의 선택 가능성의 측면에서 제한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군소 신문의 

배달망이 취약하여 독자의 근이 어려운 사정은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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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한 책에 의해 해소될 수 있고, 이미 신문법은 신문유통원을 신설하

여 그 정책  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련하여 유의할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유럽 제국에서 일반 으

로 채택되고 있는 수용 유율 기 은 신문에 의한 타 매체의 인수 합병이

나 복수 미디어 소유 는 미디어간 교차 소유에 한 규제를 해 제시된 

기 일 뿐, 이러한 방식이 신문시장만에 한 규제를 해 제시되거나 

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다. 어느 나라에서든 한 개의 신문이 그 

리즘  활동이나 업  활동에 의해 시장 유율을 늘리는 것을 억제

하거나 이미 달성된 시장 유율을 인 으로 끌어내리는 조치가 감행된 

일은 없다. 그러한 국가의 고권  조치는 독자들의 알 권리 내지 정보원선

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임을 면할 수 없고, 이 에서 애당  

신문사업자가 달성한 시장 유율 여하에 따라 독 을 규제하려는 발상은 

헌으로 보아야 한다. 신문법이 이러한 방안을 입법화하지 아니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이러한 에서 청구인들은 신문시장에 와 같은 규제는 애당  헌법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고, 이를 제로 하는 시장지배  신문사업자

의 추정 제도도 헌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 다.

다. 결정 내용 - 위헌

이 부분 심 청구에 하여 헌재는 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본안 

단을 하고 있다. 신문법 제17조에 하여 헌재는 “이 조항이 신문의 다

양성을 확보하기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하여 독자의 선택 결과인 

발행부수의 많음을 이유로 하여 일반사업자보다 신문사업자를 더 쉽게 시

장지배 사업자로 추정하여 규제의 상으로 삼는 것은 그 차별에 합리

인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입법목 을 달성할 수단으로서의 합리성과 

정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조항은 입법  한계를 넘은 것이어

서 헌이라고 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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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이유에 의하면  조항은 차별의 근거가 되는 시장지배  신문사업

자로 추정함에 있어서 신문의 발행부수 하나만을 기 으로 하는 것은 합리

이 아님을 지 하고 있다. 발행부수가 많다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자의 선호도가 높은 데 기인함에도 시장 유율만을 기 으로 신

문사업자를 차별하는 것은 합리 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신문의 시장 유율은 발행부수뿐만 아니라 신문매출액, 구독자수, 고매

출액 등 다양한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신문의 선택  

그로 인한 발행부수의 많고 음은 기본 으로 신문의 내용에 한 독자의 

개별 인 선호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에도 발행부수만으로 시장지배력을 

인정하여 시장지배 사업자로 추정하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3개 이하의 신문의 발행부수가 60%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그들 사

이에 시장의 동질성을 인정함에는 의문이 있고, 이들이 공정거래법 소정의 

일정한 거래분야, 즉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는 지역별로 경쟁 계에 있

거나 경쟁 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동법 제2조 제8호)에 해당하는지 의

문임에도 이들을 서로 경쟁 계에 있는 동종(同種)매체로 보아 규제하는 

것은 신문시장의 과 을 해소한다는 입법목 을 실 함에 불필요하고 부

한 규제라는 것이다.

그리고 지배력의 남용 유무를 묻지 않고 오직 발행부수가 많다는 한 가

지 사실을 이유로 발행부수가 많은 신문사업자에게 기 지원배제의 제재를 

한다는 것(신문법 제34조 제2항)은 공정거래법의 취지에 어 나는 불합리

한 일이고 지배력의 남용이 있을 때 비로소 제재를 받는 일반사업자와 비

교할 때에도 신문사업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다. 

신문의 다양성 추구라는 면에서 보더라도 신문시장의 구도, 지원 상 신

문의 시장 유율, 재무구조, 독자층의 구성내용과 분포 등 여러 요인을 고

려하여 지원의 범 와 정도에 있어 합리  차등을 두는 것은 별론으로 하

고 이 조항과 같이 시장지배 사업자로 추정된다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기

 지원의 상에서 아  빼버리는 것은 입법목 과의 합리  연 성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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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수 없다. 

신문의 자유는 개별 신문의 존재와 내용에 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신문의 경쟁을 왜곡하지 말 것까지 요구한다. 발행부수만을 기 으로 특정 

신문사업자를 정부가 기 지원에서 배제하고 다른 사업자에게만 기 을 지

원하는 차별  규제를 행하는 것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형성될 

신문시장의 구도를 국가가 개입하여 인 으로 변경시키는 것이고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려는 자유로운 신문제도에 역행하며 자유와 창의를 존 함을 

기본으로 삼는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에 어 난다.

7. 언론에 대한 국가의 지원

가. 헌법상 한계

언론기업에 한 국가의 지원정책의 가부와 그 요건  한계에 하여는 

상당한 논의가 있어 왔다. 다양성을 해 국가가 군소 언론을 지원하는 제

도는 여러 나라에서 채용되고 있지만, 문제는 그러한 정책이 여론형성의 

자유를 해침이 없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언론에 한 국가의 지원은 일정한 요건 하에 허용될 수 있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국가의 립성 원리가 지켜진다는 것을 제로 한다. 헌법이 터

잡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의사결정체제의 요청에 의하면 국가(권력) 자체

는 여론형성과정에 개입할 수 없고 립  입장을 취하여야 하기 때문이

다. 지원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표 의 자유의 자유로운 행사가 공권력

의 선호에 의해 지원의 부여와 거부에 의해 조종될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나. 신문법의 규정

신문법은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신문산업의 진흥을 하여 신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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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와 신문발 기 을 설치하고(법 제27조  제33조), 국민의 폭넓은 

언론매체 선택권을 보장하기 해 신문유통원을 신설하 다(법 제37조). 

신문법은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신문산업의 진흥을 한 업무를 지

원하며 신문발 기 을 리․운 하기 하여 신문발 원회를 문화

부에 설치하고(신문법 제27조 제1항), 그 주된 직무로서 신문발 기 의 

리․운용  신문발 기  지원 상의 선정  지원기 의 심의․의결하도

록 하고 있다(신문법 제29조 제3호  4호, 제33조).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해 신문발 는 신문사업자들로부터 체 

발행부수를 비롯한 유가 매  인쇄 부수, 구독료  고 수입, 신문사

의 자본 내역과 5%이상 소유지분을 갖는 주주 내역 등 자료를 신고받고 

이를 검증 공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신문법 제29조 제2호, 제16조). 신문

발 는 문화 부 장 이 하되,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2명과 신문

회․언론노조․언론학회․시민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4명을 포함해 모두 9

명의 원으로 구성된다(신문법 제28조). 

신문 등 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의 진흥을 하여 원회에 신문발

기 을 설치한다(신문법 제33조). 기 의 용도로 명시된 것  요한 것은 

여론의 다양성 진과 신문산업  인터넷신문의 진흥을 한 사업  신

문 유통구조 개선을 한 사업이다(신문법 제34조 제1항). 신문법은 무료로 

제공 는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의 사업자  제1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

장지배  사업자를 기 의 지원으로부터 배제하고 있다(신문법 제34조 제2

항). 

다. 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인들은 신문발 원회를 통하여 신문에 한 국가의 지원을 의도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립성 원칙을 지켜야 하며, 신문시장의 공정경쟁을 

해하여서는 안되며, 신문발 기 을 통하여 신문의 규모나 논조(論調)에 

따른 차별  지원을 야기하게 되면 신문 간의 공정경쟁에 반하며, 신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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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의 구성상 독립성과 립성이 부족하므로 신문기업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 다.

신문에 한 국가의 지원을 규정한  신설규정들의 입법목 은 여론형

성의 다양성을 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고, 군소 사업자에 한 직 ․

간  방법으로 재정 ․사업  지원을 그 수단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지원이 다양성 확보를 해 실효성이 있다는 에서 이를 제

도화하고 있는 국가가 있으나, 그러한 지원은 우선 국가에 의한 여론시장

에 한 개입 내지 간섭을 래한다는 에서 이를 불식시킬 엄격한 룰이 

법제화되지 않으면 헌성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먼  언론기업 부에 한 일반  지원조치는 직 인 것이든, 간

인 것이든 평등원칙 반의 우려나 여론시장 개입 지의 원칙에 반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별  직․간 지원방식을 취하여 선별  지원을 행

하는 경우 평등의 원칙뿐 아니라 립성원칙에 어 난다는 에서 원칙

으로 헌이라고 생각된다. 일부 언론기업만을 상으로 지원하는 경우 여

기에는 순수하게 다양성을 해, 그리고 립  징표에 의해 일정 규모나 

기 에 해당하는 그룹의 신문을 구분하여 지원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

다.31)

그러나, 언론기업의 독 방지를 하여 일정한 발행부수 미만의 군소언

론 기업 체에 해 특혜를 베푸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가 여부에 하여

는 신 한 검토가 요청된다. 특히, 특별한 논조나 경향을 보호하기 한 지

원은 그 자체가 견해 립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헌으로 간주

된다. 신문만이 여론형성 시장에서 유일한 종류의 매체로 존재하던 시기에, 

그리고 아직도 그러한 상이 유지되고 있는 나라에서 이러한 방식은 바람

직한 것이었고, 채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문 이외에 

31) 그 로서 나라에 따라서는 특정한 소수계층이나 소수집단의 의견을 변하는 

신문에 하여 이러한 지원을 행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를 들면, 노르웨이

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당의 신문, 시각장애자, 이민자들을 한 신문, 소

수언어를 변하는 신문에 직 인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합리 인 사유가 있

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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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고 풍부한 안  매체가 출 하여 실제로 기능하고 있는  사회

에서 이 게 견해 립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방식이 채용될 수는 없다. 그

러한 소수언론은 공 방송의 의무편성 채 이나 시간편성에서 등장할 수 

있고, 인터넷 언론 등 무한한 채 에서 값싼 비용으로 창출될 수 있다. 그

럼에도 신문법에는 그 입법과정에서 언론개 론자들에 의해 주창된 바와 

같이 개  논조의 신문에 지원하여야 한다는 목표가 기정화되어 있다. 

군소신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에 하여 지원한다는 것은 시장경제에서

의 자유경쟁의 원칙과 견해차별 지의 원칙을 반할 수 있다. 이 은 

독일의 연방헌법재 소가 우편서비스 결에서 명시 으로 확인하고 있으

며, 독일에서 그러한 지원제도가 폐지된 이유 다. 시장경제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는 신문에 하여 지원한다는 것은 막 한 재원이 필요할 뿐 아니

라 그러한 방안으로 신문의 경 이 정상화되기를 기 하기란 어렵기 때문

에 그 실효성도 바랄 수 없고, 그러한 기업에 국민의 세 을 쓴다는 것은 

상식 으로도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지방신문에 하여는 이미 지역신

문발 지원특별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2005년 한 해 250억 원의 산이 

책정되었다).

나아가, 국가활동으로서 일부 신문사업자에 한 지원이 내용차별의 결

과를 야기하게 된다면 그것은 더욱 강력한 헌 추정을 받게 된다. 신문발

기 은 일반  지원이나 개별  지원을 해 쓰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

나 신문법은 과 신문들에 한 지원을 명문으로 면 배제하고 있어 그에 

의한 혜택은 그 이외의 신문들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경우 이른바 

보수 논조의 신문들은 배제되고 진보  논진에 해서만 혜택을 주게 되어 

결국 내용에 따른 차별로 귀결될 수 있다. 

개별  직 지원의 형태를 취하는 개별 신문기업에 한 경 자 의 융

자  지 은 더욱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행법에 의하면 국고 는 

기 에 의한 보조 은 보조 의 산  리에 한 법률  기 리기

본법의 용을 받는다. 그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할 청의 반  감

독을 받게 되고(보조 리법 제8조, 제18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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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감사원의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므로(감사원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보조 을 받은 언론기업은 이러한 감독권에 속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

도 신문법은 돈에 의한 언론육성을 의도하고 있어 국가가 언론계에 한 

간섭이 이루어질 소지를 주고 있다. 기 지원을 받으려는 신문사업자가 정

부에 비  논조를 유지하는 것은 기 할 수 없고, 기 지원을 받기 한 

여러 조건에 부응하려면 경 실 , 재무상태 등 경 에 한 소소한 사항

을 모두 할 청에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에 한 권력  간섭이 쉬

워질 것이란 이다.

에서 본 바를 종합하면 신문에 한 국가의 지원을 의도하는 일련의 

신문법 규정, 즉 제27조(신문발 원회의 설치), 제28조( 원회의 구성), 

제29조( 원회의 직무), 제33조(신문발 기 의 설치  조성), 제34조(기

의 용도), 제35조(기 의 리 운용), 제37조(신문유통원의 설립) 제1항 등

은 국가의 립성의무나, 공정경쟁에 있어서 평등취 의 조건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헌이다. 

라. 결정 내용 - 각하

헌법재 소는 이 부분 심 청구에 하여 신문발 원회의 설치, 구성, 

직무(신문법 제27조, 제28조 제3항, 제29조), 그리고 신문발 기 의 설치 

 조성, 용도, 리․운용에 한 규정(제33조, 제34조(제2항 제2호 제외), 

제35조) 등은 조직규범에 불과하여 일반국민을 수범자(受範 )로 하지 아

니하는 것이므로 일반국민은 그러한 조직규범의 공포로써 자기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직 으로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들 

조항에 한 심 청구를 각하하 다. 이들 조항에 의하여 설치된 신문발

원회가 그 법률에서 부여한 권한을 실 으로 행사하 을 때 비로소 신

문사업자인 청구인들에 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생기고, 그 때에 가서 

헌 여부를 다툴 수 있다는 것이다.

 신문유통원이라는 기구의 설립, 구성  사업범 에 한 신문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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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조도 신문유통원이라는 기구의 설립과 운 의 근거가 될 뿐이므로 기본

권침해의 직 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헌재는 제17조의 시장지배 사업자를 기 의 지원 상에서 배제하

는 신문법 제34조 제2항 제2호에 하여는 술한 바와 같이 이를 헌이

라고 시하 다.

마. 비판

 조항들에 한 헌재의 각하 결론은 헌법소원의 법성 요건에 하여 

무 엄격히 해석한 것으로 생각된다. 독일 례에서 명백히 되고 있는 바

와 같이 신문에 한 재정지원에는 형식  법률에 의한 근거를 요하며, 국

가에 한 신문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해 행정의 재량을 배제하는 것이어

야 한다.32) 그 다면 응당 입법자는 신문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지원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본질성 이론에 따라 이러한 기 을 법률에 두었어야 한

다. 우리 헌재 역시 의회유보의 요건에 하여 와 같은 입장을 취한 바 

있다.33)

이러한 입법의 결함이 헌법소원에 의해 다투어질 수 있음은 물론이다. 

독일 연방헌법재 소의 우편서비스 결은 “ 부 역에 있어서 헌법에 의

해 귀결되는 국가의 립의무에 상응하여 신문의 자유의 주체는 내용조종

인 향력을 갖는 국가의 지원조치에 항거할 주  공권뿐만 아니라, 

언론  경쟁에서 평등하게 취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갖는

다”34)는 을 명백히 하고 있다.  조항들은 청구인들의 이러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권은 그 실 에 있어서 차  형성이 바로 이

32) OVG Berlin 1975. 4. 25. 결 DVBl. 1975 S. 907f, Wolfgang Seiler, 

Pressekonzentration und publizistische Vielfalt nach zehn Jahren deutscher 

Einhiet, AfP(Archiv für Presserecht) 1-2002, S. 1, 9

33) 헌재 1999. 1. 28. 97헌가8, 례집 11-1, 1, 7; 2000. 1. 27. 98헌가9, 례집 12-1, 

1, 8

34) BVerfGE 20, 124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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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질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게 법성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면, 헌법재 소는 청구이유에

서 시된 바와 같이 지원에 있어서 국가의 립성의무나, 공정경쟁에 있

어서 평등취 의 조건을 설정하지 아니한 입법  결함을 지 하여 이를 시

정하기 해 최소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야 했다고 생각된다. 어 든, 

이 부분 법률조항에 하여도 신문법을 개정하는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의 립성의무나, 공정경쟁에 있어서 평등취 의 조건을 설정하는 규

율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III. 언론피해구제법(언론중재법) 

1. 서론 

가. 제정의 의의

심 상인 “언론 재  피해구제 등에 한 법률”(이하 언론피해구제

법이라 약칭함)의 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첫째, 인격권을 명문화하여 그 

보호를 강화하고, 사자의 인격권 보호 근거를 마련하 으며, 둘째, 언론의 

인격권 침해에 한 각종의 구제제도를 함께 모아 명문화함과 동시에, 셋

째, 언론 재 원회의 권한에 하여 손해배상에 한 조정기능을 추가하

고, 언론의 공익 침해 여부에 한 심의 제재권한을 부여하 다는 이다. 

원래 제안되었던 여당의 개정안  입법과정상 여러 비  때문에 자체심의

제도와 언론피해상담소 제도는 삭제되었으나, 그밖에 논란되었던 부분의 

내용이 신법에 규정되게 되었다. 

언론피해구제법은 인격권을 명문화하여 민사법 반에 한 의미와 

범 한 효과를 갖는 권리의 근거를 마련하 다는 에서 법제사 으로도 

큰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신법은 여러 법률에 산재하던 언론피

해구제제도를 한데 모아 단일 법률에 수용하고 이를 강화하 다는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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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피해를 당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일단 정  입법으로 평가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 언론피해구제법은 언론에 의한 국민의 피해 구제

제도를 충실히 하려는 의도에서 개인의 인격권을 리 보호하는 규정을 도

입함과 함께 그에 상응하여 언론의 의무와 부담을 가 하는 새로운 비교형

량에 의해 여러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명  등 인격권의 보호를 입법화하는 경우에는 인격권의 개념과 본질에 

한 실체법  이해와 함께 표   언론의 자유에 한 헌법  이해를 필

요로 함은 물론이고, 그 권리구제 차에 한 입법은 복잡하고 미묘한 기

술법으로서 일반 소송법 체계에 어 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요한다. 

이 게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제국은 그 입법을 해 수

십년간의 연구와 토론이나, 례에 의한 발 에 의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신법은 극히 짧은 기간에 입법이 이루어져 그러한 배려가 상당 부분 간과

됨으로써 앞으로 동법의 용을 에워싸고 극심한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

다. 

이 에서는 언론피해구제법의 내용을 반 으로 살펴본 후, 심 청구

서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한 문제 과 헌 논거에 하여 언 하고 그에 

한 헌법재 소의 결정 내용을 비 하고자 한다.35)

나. 인격권에 관한 규율의 법리

(1) 인격권의 한계

인격권은 여타 권리와 마찬가지로 공동체 내에서 함께 살아가는 개인의 

존재를 인식하는 제 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새로운 권리로서 인격권 

역시 사회  연 성  사회  구속성에 의해 조건지어지며, 따라서 사회

생활상의 일반평균인으로서 수인(受忍)해야 할 범 내의 것이면 애당  권

35) 이 부분 은 박용상, 언론피해구제법 비 , 법률신문 제3349호(2005년 3월 24일) 

 제335호(3월 28일)과 http://blog.naver.com/prkys500.do; http://paper.cyworld.

    com/freespeech에 게재된 을 수정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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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성립 자체가 인정될 수 없고, 인격  이익에 한 침해가 인간공동생

활의 합리  이해에 따라 수인해야 할 경우에는 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인격권이 사생활의 모든 역을 으로 보호하는 것은 아니

며, 개인은 사회연 이고 사회구속 인 시민으로서 공공의 우월  이익

을 해 비례원칙에 따라 내려진 제한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 그

에 한 제한은 사  생활형성의 불가침 역을 간섭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

는 제한의 한계가 설정된다.

(2) 인격권 보호의 요건

인격권은 그 자체가 생성 인 권리이고 넓고 다양한 자유의 국면을 포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과 한계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권리가 아니다. 

인격  이익에 하여 최선의 보호를 베풂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

지만, 독일의 일반  인격권론의 개 과정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그 결과

는 필연 으로 사회  존재로서 타인의 일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기 때

문에 미묘하고 어려운 문제를 야기한다. 이와 같이 인격권은 그 내용이 포

이고 미확정의 권리이며 윤곽  권리의 본질에 비추어 그 내용과 한계

를 정함에는 신 한 검토를 요한다. 

인격권으로서 보호를 베풀려면, 먼  인격권으로서 보호받는 인격  이

익의 종류와 내용이 확정되어야 하고, 둘째, 그에 한 침해로서 지되는 

행 가 밝 져야 하며, 셋째 인격권이 반  이익과 충돌하는 경우 그 한계 

 제한의 기 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 경우 유의할 은 인격권의 보호는 

일반 인 확정  권리의 경우와 달리 모든 단계에서 이익형량이 이루어져

야 한다는 이다. 인격권이라는 말 한마디로 이를 법률에 규정하 다고 

하여 이러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신법이 열거한 인격  이익은 그 침해가 바로 법하게 되는 확정 인 

권리가 아니라 비교형량에 의해 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에서 상  

권리란 을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즉, 인격권은 표 의 자유 등 타인의 권

리와 충돌하는 경우 어떤 것이 더 보호할 필요성이 큰가 하는 비교형량(이

른바 일반  이익형량)에 의해 비로소 인정될 수 있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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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제제도에 관한 구체적 쟁점 

가.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의 위법성 조각사유

(1) 청구인들의 주장

인격권이 개인의 표 행 와 긴장 계에 서게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 

계에 하여 언론피해구제법 제5조 제2항은 “인격권의 침해가 사회상규

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는 공 인 심사에 하여 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루

어진 때에는 법성이 조각된다.”고 규정하여 양자의 법익형량에 하여 

일응의 기 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에서 본 인격권의 본질

과 한계에 한 고려에 비추어 극히 불완 할 뿐 아니라, 표 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간의 실제  조화에 의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인격권 보호에 

편 하고 있다는 에서 논란을 면할 수 없다. 

헌법론 으로 보면 인격권과 표 의 자유는 모두 인간의 존엄에서 연원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추상 인 권리의 계체계에서는 우열을 정할 수 없

고, 헌법상 그 어느 일방 는 타방에게 원칙 인 우 를 주는 것은 허용

될 수 없다. 양자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추상 인 해결 원칙이 존

재할 수 없고 이른바 ‘실제  조화의 원칙’에 따라 해결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신법은 “인격권의 침해가 …… 공 인 심사에 하여 ‘

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법성이 조각된

다.”고 규정하여(신법 제5조 제2항) 사 ․ 정 으로 인격권에 우 를 

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인격권은 생성 인 

권리로서 다양한 생활 계의 보호를 그 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한계가 

모호한 윤곽  권리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인격  법익 에도 경 이 있을 

수 있고, 표 행 의 목 이나 취 상에 있어서도 공익성의 경 이 다른 

만큼 양자 간의 이익형량에서 어느 일방을 일률 으로 우선시하는 태도는 

입법  재량의 범 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이라고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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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정 내용 - 각하

이에 하여 헌법재 소는 결정에서 “언론의 인격권 침해에 한 법성 

조각사유를 설정하고 있는 언론 재법 제5조 제2항  제5항은 재 규범으

로서,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가 문제되어 언론자유와 인격권이 상

충하는 구체  사건이 제기되었을 때 어느 쪽이 보호되고 어느 쪽이 희생

되는지는 법 에 의한 구체  사실인정  법률에 한 해석․ 용을 통하

여 비로소 실화되므로, 이들 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 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시하 다. 본안 단은 행하지 않은 것이다.

나. 구제청구권 규정

기존의 례와 학설상 인격권 침해에 한 구제제도를 체계 으로 보자

면, 명 를 포함하는 인격권에 있어서는 그 세  권리의 본질에 따라 그 

침해행 를 지하는 부작 청구권이 인정되고, 나아가 그 침해가 이루어

진 경우에는 기존의 사후  구제제도로서 불법행 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과 함께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권리가 민법상 인정되며, 이와는 별도로 언

론법상의 특수소권으로서 반론권이 인정되고 있다. 

언론피해구제법은 이러한 언론피해의 구제제도를 망라하여 구체 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규정 형태를 보면 실체  규정과 차  규정이 혼

합 규정되고 있어 그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요건과 효과

에 있어서도 기존의 법리를 벗어난 규율을 행하고 있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1) 부작 청구권에 한 규정

(가) 청구인들의 주장

언론피해구제법 제30조 제3항은 인격권 침해에 한 부작 청구권(실무

상 지청구권으로 불려지고 있음)을 명문화하고 있다. 

종 의 학설과 례에 의하면 부작 청구권은 인격권의 세  본질에 

의해 인정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불법행 가 성립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



憲法論叢 第19輯(2008)

656

이 아니다. 그러나 신법은 부작 청구권을 불법행 에 기한 것에 한정함으

로써 종  례와 학설에 의해 인정되던 것에 비해 히 그 발생요건을 

제한하고 있다. 부작 청구권은 인격권의 세  권리의 본질상 그 침해가 

있는 경우 (물론 법익 형량에 의해) 바로 인정될 수 있는 권리임에도 고

의․과실을 요하는 불법행 의 요건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인정함으로써 

일반법리에 의한 부작 청구권보다 그 발생요건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

다. 

(나) 결정 내용 - 각하

이 부분 심 청구 상 법조항에 해서도 헌재는 재 규범으로서 바로 

그 규정만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어 기본권침해의 직 성

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시하 다.

(2) 불법행 에 기한 자료 청구권

(가) 청구인들의 주장

신법은 “언론의 고의 는 과실로 인한 법행 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

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밖에 정신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한 

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신법 제30조 제1항)는 규정을 신설하고, 

나아가,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

해액의 구체 인 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증거조

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

다”는 규정(제30조 제2항)을 신설하고 있다. 

인격권 침해의 경우 피해자가 입는 손해란 주로 비재산  손해로서 정신

 고통이다. 각국에서 이 정신  고통에 한 배상은 20세기에 들어서 비

로소 인정되기 시작하 으나, 그 주 성과 측정의 어려움 때문에 그 요건 

 범 에 하여 각국의 례와 학설은 신 한 입장을 취한다.36)

36) 독일 례에 의하면 인격침해를 이유로 한 자료청구권이 발생하려면 ① 

한 인격침해 ② 귀책사유로서 고의 는 과실 ③ 다른 보상가능성의 결여 ④ 

불가피한 필요를 요건으로 한다. 미국에서 정신  고통(emotional distress)에 

한 불법행  책임이 인정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부터 다. 처음의 례는 

신체  상해의 경우와 같이 이미 승인된 불법행 로부터 당연히 결과될 수 있는 

정신  손해에 해서만 배상을 허용하 으나, 정신  고통만을 근거로 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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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입장에서 청구인 측에서는 인격권침해에 한 자료청구권을 

인정한 동조 제1항은 언론사의 귀책사유로서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

도 자료청구권을 허용하는 한 헌이고, 법원이 동조 제2항에 근거하여 

징벌  손해를 의미하게 될 정도의 고액의 손해배상을 인용하는 것은 헌

이라고 주장하 다.

(나) 결정 내용 - 각하

헌재는 이에 하여도 언론 재법 제30조는 언론의 고의 는 과실로 

인한 인격권침해에 한 손해배상청구에 한 규정으로서 형 인 재 규

범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재 규범은 구체 인 사건에서 법원이 사실을 

인정하고 법률을 해석ㆍ 용하는데 필요한 규정에 불과할 뿐, 이 조항에 

의하여 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에게 직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는 법  지 의 박탈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재 규범은 법원

의 재 이라는 집행행 를 거쳐 비로소 동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향을 미

치게 되는 것이므로, 이 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 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고 시하 다.

(3) 신설된 권리 - 정정보도청구권

(가) 청구인들의 주장

언론피해구제법 제14조(정정보도청구의 요건)는 “사실  주장에 한 언

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

허용한 것은 1950년 부터 고, 피해자가 실제 이고 가혹한 고통을 당할 것으

로 생각되는 사례에 국한되었다. 그 성립요건으로서는 가혹하여 이성 인 인간

으로서 감수하리라고 기 할 수 없는 고통을 결과하는 극단 이고 폭거 인 행

("extreme and outrageous conduct")가 입증되어야 하고, 고의(가해의 의도)가 

필요하고, 과실의 경우에는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책임이 인정된다. 우리의 경우 

민법은 일 이 정신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하여도 배상할 

책임을 인정하 다(민법 제751조) 종  우리의 례는 재산  손해가 발생하여 

그 손해가 배상되는 경우 정신  손해에 한 배상은 허용하지 않았으며, 정신

 손해는 주로 신체 상해가 있는 경우 경험칙상 인정되는 것으로 다루어져 왔

다. 그러나 정신  손해만이 문제되는 경우 어떠한 요건하에서 자료청구권이 

인정되는가 하는 에 하여 정립된 법리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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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언론보도가 있은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동조 제1항),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동조 제2항). 

우리 민법 제764조는 타인의 명 를 훼손한 자에 하여 손해배상에 갈

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 회복에 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고, 그 명 회복에 당한 처분의 하나로서 정정청구권이 다루어져 

왔다. 종  례와 학설에 의하면 민법 제764조에 의해 인정되는 정정청구

권은 첫째, 사실주장에 해서만 할 수 있고, 행 에 하여는 허용되

지 않는다. 둘째, 청구인에 의해 분쟁된 사실 계가 허 인 에 하여 입

증함을 요한다. 셋째, 허 의 사실주장이 불법행 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법할 것을 요한다(다만, 이 법성 요건에 해서는 외가 있다). 표

행 자의 고의 과실 등 귀책사유는 요하지 않는다. 넷째, 명  등 인격  

이익에 한 방해상태가 계속되어 그 제거의 필요성이 계속될 것을 요하

고, 정정 는 취소가 요구된 의사표명이 방해상태를 제거하거나 계속 인 

명성의 해에 처하기 해 합한 수단일 것을 요한다. 

그러나 신법의  규정은 종래 학설과 례에 의해 개된 정정청구권과 

같은 내용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기존의 정정청구권의 본질과 내용

에 반하는 규율을 행하고 있어 문제된다. 

첫째, 신법은 정정보도청구권이 배제되는 외 사유로서 반론보도청구권

에 하여 용되어 오던 것을 그 로 정정권에 하여 용하도록 하고 

있으나(동법 제15조 제4항), 원상회복청구권의 본질에 비추어 보면  타

당할 수 없는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서 문제된다.

둘째, 정정보도청구권의 성립요건에 하여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신법 조항(동법 제14조 제2항)은 불법

행 법상 본질 으로 요구되는 법성요건을  배제하 다는 에서 

헌 인 규정이다. 

언론의 오보가 진실이라고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법성 조각되는 

경우에도 피해자는 여 히 명  등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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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 구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외 인 문

제일 뿐, 그러한 사례 때문에 일반 으로 법성 요건을 배제하는 것은 본

말을 도하는 것이고, 법하지 아니한 보도내용에 하여 일반 으로 정

정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를 들면, 보도내용이 인용 등 

타인의 표 행 를 한 경우, 특히 특권  인용보도의 경우 등에는 

법성이 없어 언론사 자체가 이를 정정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 그밖에도 신

법이  법성요건을 배제함으로써 야기될 문제는 지  당장 상정할 수 

없으나,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사례에서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셋째, 신법은 정정보도청구권에 하여 심리하는 법원의 소송 차에서 

가처분 차에 의해 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6조 제4항). 이것은 

변론과 증거조사 등 실체  권리 계의 단에 일반 으로 요구되는 법

차의 원칙을 무시한 것이고, 언론사는 물론 피해자의 심  변론에 의

한 재 청구권을 무시한 것으로서 헌  규정이다. 이 게 종  정간법상 

반론권에 하여 정해졌던 규율을 신법이 정정권에도 무제한 용하게 한 

것은 성질과 요건이 다른 반론권과 정정권의 본질  차이를 무시한 법  

무지의 소치이다. 정정권은 그 발생요건에서 이의 상인 표 행 나 보도

가 허 라고 하는 입증을 요하며, 그 입증은 쉽지 않고 장기간이 소요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보도의 허  여부가 분쟁의 상이 되는 경우 그 단

은 법률에 정한 법 에 의해 증거법칙에 따라 증거조사 차를 거쳐 이루어

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 때문에 이를 단기간에 청구하고 언론사가 정정하

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법 차의 

원칙에 반한다. 

(나) 결정 내용 - 일부 헌

헌법재 소는 청구인들의  여러 주장에 하여 정정보도청구권에 

한 규정 일부만이 헌임을 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시하 다. 

헌법재 소는 언론피해구제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 제도의 본질과 의의

에 하여 입법자가 “언론자유와 언론피해 구제의 한 조화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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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의 불법성에 을 맞추지 않고 진실에 반하는 보도로 인한 객  

피해상태의 교정에 을 두”고, 민법상 불법행 에 기한 청구권과는 

 다른 새로운 성격의 청구권을 창설한 것이라고 보면서, “이에 의하면 

허  여부를 객 으로 검증할 수 있는 “사실  주장에 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않은 한, 피해자는 언론주체의 주  귀책사유의 존부는 묻지 

않고 그 보도내용에 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신설 창조

된 청구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그 필요성 내지 입법목 의 정당성에 하여 허 의 신문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때, 신문사 측에 고의․과실이 없거나 이를 입증하기 어려

운 경우, 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는 등의 이유로, 기존의 불법행 법에 기

한 손해배상이나 형사책임만으로는 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 신문보도의 력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피해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

게 하기 해 별도의 구제책이 필요하며, 이를 해 신설된 새로운 권리로

서 정정보도청구권은 입법목 에서 정당하다고 시하 다. 

다만, 헌재는 그 권리의 실행 차에 있어서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차

에 의하도록 한 제26조 제6항 본문 단에 하여 이는 언론사의 재 청구

권을 침해하고 언론에 한 축효과를 야기하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이라고 시하 다. 

즉, 첫째, “정정보도청구의 소에서, 승패의 건인 ‘사실  주장에 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이라는 사실의 입증에 하여, 통상의 본안

차에서 반드시 요구하고 있는 증명을 배제하고 그 신 간이한 소명으로 

이를 체하는 것인데 이것이 헌법상의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 특히 소

송을 당한 언론사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이다. 

둘째, 언론보도의 진실 여부는 쉽게 명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만

일 진실에 부합하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는 소명만으로 정정보도 책임을 지

게 된다면 언론사로서는 사후의 분쟁에 비하여 진실임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확보하지 못하는 한, 사실주장에 한 보도를 주 하게 될 

것이다. 이는 요한 사회  심사에 하여 진 가 불명확하거나 신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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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법정에서 방어할 자신이 없는 경우, 그 보도를 편집에서 배제하도록 작

용할 것이다. 이러한 언론의 축효과는 요한 사회  심사에 한 신

속한 보도를 자제하는 결과를 래하고 그로 인하여 민주주의의 기 인 자

유언론의 공  기능이 하된다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다) 비

결국 헌재결정에 의하면 신설된 정정보도청구권은 허  보도에 하여 

고의 과실과 법성을 요하지 않고, 행사기간이 단축된 청구권일 뿐, 원래 

입법자가 의도했던 바와 같이 간이한 차에 의한 신속한 권리실 이라는 

입법취지는 없어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게 반의 의의를 상실한 

새로운 청구권을 입법자가 만들어내는 것이 과연 합리 인가는 의문이

다.37)

먼  법성이 없는 경우에도 일반 으로 인정되는 정정보도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가에 하여 살펴본다. 그러한 정정보도 청구권이 인정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의 종  법원 례에 의해 오보라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국한될 것

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문제는 있다. 즉, 헌재는 허  보도라 하더

라도 기자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심사한 경우에는 ‘ 법성’이 조각된다는 

종  법원 례를 의존하고 있지만, 그 경우 일본의 례는 법성이 조

각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귀책사유)이 조각된다고 보고 있으며, 독일의 

례에 의하면 민법상 불법행 를 원인으로 한 정정보도청구권의 경우에는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 을 고려한다면 이 경우 법

성이 없음에도 인정되는 새로운 일반 인 정정청구권을 만들 필요는 없는 

것이다(헌재는 이 부분 청구인들의 주장을 간과하거나 그에 한 단을 

유탈하고 있다).  그런 경우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의해 허

주장을 제거하거나 그 방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세계의 어

디에도 유사한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청구권을 창설할 필요가 

37) 새 언론피해구제법이 신설한 정정보도청구권과 이에 한 헌재결정의 문제 에 

한 상세한 논의는 박용상, 명 훼손법 ( 암사, 2008) 1024-104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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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결국 신설된 정정보도청구권의 의미 있는 특징은 그 행사기간이 민법상

의 정정청구권보다 단축되었다는 것뿐이다. 그 다면 이러한 권리의 실용

성  실효성은 인정하기 어렵고, 신설된 권리는 공허한 존재로서 단지 오

해만을 유발하여 피해자로 하여  효과 인 권리행사에 혼란을 주거나 번

잡을 래하여 언론사로 하여  괴롭힘을 당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피해자가 허 보도라고 하는 주장을 언론사가 시인하는 경우에는 당사

자간에 임의 으로 정정 등 조치가 이루어지거나 언론 재 원회에서 합의

가 성립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특별한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없음은 더 

말할 나 가 없다. 이러한 권리를 신설함으로써 의미를 갖는 경우란 와 

같이 당사자간의 타 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즉 보도된 사실의 허 성 

여부에 하여 의견이 다른 경우라 할 것이다. 그 다면 헌 단이 내려

진 바와 같이 그 심리는 정식의 본안 차에 의해 증명의 방법으로 입증이 

행해져야 할 것이고, 신속한 구제의 실 이라는 본래의 입법취지는 상실되

고 만다.

그런 경우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이외에 별도의 권리로 인정될 

필요성을 시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 및 절차

가. 개관

언론 재 원회는 반론권을 처음 도입한 1980년 언론기본법에서 반론권

에 한 분쟁을 조정(調停)하는 기 으로서 처음 설치된 이래 1987년 정간

물법에 그 로 계수되고, 1995년 개정에서 일부 권한이 강화되었는데, 언론

피해구제법에서는 그 권한이 더욱 강화되게 되었다. 

신법의 개정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재 원회의 조직에 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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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원의 수의 증가, 재 원의 구성비율 변경), 둘째, 그 할에 하여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할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권고권을 강화하 으며, 

셋째, 그 차에 하여 조정과 재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는 외에 조

정 차에 한 여러 가지 개선을 하고 있다. 

사법  권리 계에 한 규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해 바

람직한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한편 국가  이익이나 공  이익에 하여 

시정권고를 행하는 권한을 부여한 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헌

성이 지 될 수 있다.

나. 조정 및 중재절차상의 문제

(1) 청구인 측 주장 

첫째, 재 원회가 손해배상청구권에 하여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언론피해구제법 제18조 제2항)은 하나의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이 조정

단계에서 일 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이 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 원회의 권한은 그 립성과 독립성을 제로 한다. 더욱이 신법 상 

재 원회는 배상액에 하여 강제조정을 행하거나(동법 제22조) 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재결정을 내리는 권한(동법 제24조)도 갖게 되므로 그

것은 법 에 하는 자격과 독립성을 한 신분보장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

지만, 신법이 재 원의 에 하여 규정하는 바(동법 제7조)에 의하면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조정결과에 불만이 있는 당사자에게

는 이의신청에 의해 법원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있다 하더라도 

편  운 의 우려가 있는 재 원회에 와 같은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

은 바람직한 입법  결정이라고 할 수 없다. 특히, 배상액에 하여 강제조

정을 행하는 경우 법원의 결례에 의한 산정기 을 벗어난다면 재 의 

존재의의에 하여도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 

둘째, 종 에는 별도로 인정된 바 없는 차를 ‘ 재’ 본래의 개념으로 

하여 신설하고 있고,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지만, 문제는 재결정에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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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있을 때 일반의 재 정의 경우에 인정되는 취소의 소(동법 제36조)

에 한 규정이 없다는 이다. 사법권에 의한 구제청구권을 침해하는 것

이기 때문에 입법 인 실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결정 내용 - 각하

 주장에 하여도 헌재는 이들 규정은 재 원회에서의 조정에 한 

차규범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로 직  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기본권

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단하 다.

다. 시정권고 절차 

(1) 청구인 측 주장

신법 제32조는 “ 재 원회는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  법익이나 

사회  법익 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

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피해자가 아닌 자도 시정권

고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시정권고는 언론사에 하여 권고  효

력을 가지는데 그치며, 재 원회는 각 언론사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

부에 공표할 수 있다. 이를 해 재 원회는 시정권고의 기 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법정기 인 언론 재 원회로 하여  언론에 한 일반  감

시․통제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에서 헌법상 표   언론의 자유의 기본

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가의사 형성에 한 헌법상의 여러 질서원리를 

반한다는 에서 헌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그 입법목 의 정당성 여부에 하여 보면, 입법자의 명시 인 입

법목 이 제시된 바는 없으나, 그 간 보도된 바에 의하면 신법을 입안하고 

철하려는 사람들의 의도는 언론보도의 왜곡이나 편 성을 시정하여 국가

․공  이익을 추구하도록 감시․ 구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하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이

러한 노력이나 조치는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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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문의 경우 각각의 논조와 경향은 다종 다양할 수밖에 없고, 그것

이 국익이나 공익이라는 극히 막연하고 획일 인 개념에 의해 재단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이러한 막연하고 추상  개념을 내세운 국가권력에 의한 

의견시장의 개입은 헌법원리로서 여론의 다양성 원칙을 훼손하며, 그에 상

응하는 국가의 립성 원칙을 반하는 것이다. 미디어는 헌법상 제도  

역 밖에 존재하는 것이며, 국가권력은 여론형성 과정에서 물러나 있어야 

한다. 하나의 국가기 에 언론보도의 시시비비에 한 이러한 정권한을 

부여한다면, 그것은 여론에 의존하고 그에 의해 통제되어야 할 국가권력이 

오히려 여론에 향을 미치고 이를 조종할 수 있게 된다는 에서 바로 여

론의 자유에 한 침해를 결과하게 된다. 

나아가, 그것은 여론시장의 주역으로서 자유롭고 독립 이어야 할 언론

과 이를 수용하고 단하는 국민을 무능력자로 취 하는 후견체제를 입법

화하고 있다는 에서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며, 공익에 한 국가의사결정

을 이끄는 자유로운 여론형성과정에 간섭한다는 에서 헌법상 미디어의 

자유와 여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이다. 의견시장에 하여 심

사․ 정하는 일반  공익심사기 이 법으로 설치될 수 없음은 이러한 이

유 때문이다. 이 에서 이 규정은 애당  입법목 에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고, 이 단계부터 헌 단이 가능하다.

둘째, 이 규정은 언론내용을 제한하는 특별법으로서 헌법상 허용되지 않

는 규율을 행하고 있어 헌이다. 신법이 언론 재 원회에 시정권고권을 

부여하여 시도하는 것은 언론 내용에 한 규제(content-based regulation)

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헌법상 그에 한 엄격한 제한의 요건이 충족되어

야 한다. 

언론 내용에 한 규제는 명확성을 갖춘 일반법률에 명시된 기 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에도 “국가  법익이나 사회  법익”을 정기 으로 규정하

는 신법의  규정들은 막연하여 자의  단이 가능하고, 그 자체가 특정

한 국가기 에 의해 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수  입장과 진보  

입장에서 주장하는 공익이 다를 수밖에 없고, 공익의 소재와 모습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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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은 언제나 논란되는 공  쟁 (controversial public issue)일 수밖에 없

다. 그럼에도 한 시 에서 다수 의 지지를 획득했음에 불과한 한 정권이 

주도 으로 구성에 여하게 되는 국가기 (언론 재 원회)에 공익의 

정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허용될 수도 없는 일이다. 특히, 

신문법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윤리  의무를 법  의무로 강화하고, 

사회  책임이나 공정성 공익성 의무를 법정화하고 있음에 비추어 본다면 

재 는 그러한 헌 인 규정을 심의기 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헌 인 의무를 확인하고 신문에 제재를 가하게 될 재 는 헌 인 역

할을 감행하게 될 것이다. 

셋째, 동법에 의한 구성  법  지 에 비추어 보면 언론 재 원회는 

언론의 실체  내용을 심사․ 정하고 시정을 행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없

다. 국민주권원리를 기본으로 의제  의사결정 체제를 취하는 헌법체제

에서 공익에 한 유권  단은 오로지 국민의 선거에 의해 수권받은 

의  헌법기 만이 행할 수 있을 뿐, 그 밖의 어느 기 에도 임될 수 없

다. 그럼에도 신법에 의하면 하나의 행정부처의 장에 의해  구성되는 

재 원회가 언론 내용에 한 일반  공익심사기 으로서 공권력을 행사

하는 기 으로 등장하게 된다. 재 의 원으로 된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바의 정의를 구 하기 해 심사에 임하게 될 것이지만, 신법이 

그에게 부여한 이러한 권한은 하등 헌법  정당성(legitimacy)을 가질 수 

없다. 순수 자율규제기구라면 이러한 일반  공익 심사의 과업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지만, 공권력이 개입하는 어떠한 법정 기구도 이러한 과업을 

담당할 수 없다. 자율규제의 경우에도 국민의 알권리를 하게 침해하거

나 신문의 경향이나 논조를 손상 기하는 정도에 이르는 규제조치는 허용

되지 않는다. 

다섯째, 언론 재 원회에 시정권고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원리로서 권

력분립  사법권독립의 원칙(특히 법 에 의한 사법권 독 의 원칙)에도 

반한다. 언론의 내용에 한 규제는 그것이 다른 법익 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헌법이 정한 법 에 의해 법 차에 따라 사법부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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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해질 수 있을 뿐, 어떠한 다른 기 도 이를 신하거나 무력화할 수 없

다. 신법에 의하면 재 의 시정권고 등 제재조치에 하여는 재 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사법  사후심사의 방도도 마련되어 있지 못한 

에서 사법  구제 차의 보장을 요하는 헌법상 재 청구권도 침해한다. 

여섯째, 규제의 방법에 있어서도 성이나 비례성  법 차의 원칙

을 반하고 있다. 즉, 언론 재 원회는 국가  법익이나 사회  법익의 

침해 여부를 심의함으로써 사후검열기 으로서 역할을 떠맡게 될 것이다. 

사후검열이 헌법상 사 검열 지의 원칙을 배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활동에 한 일반 ․상시 ․망라 인 사후검

열은 여론시장의 주역으로서 언론의 자유의 향유자인 언론미디어를 상습  

악덕행 자로 보는 생각을 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   언론의 자

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국가주의 인 후견감시체제

를 실 하는 과잉규제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신법은 언론내용에 한 규제에 있어서 요구․ 수되어야 할 법

차에 한 규정을 결여하고 있다. 재 원의 자격에는 “언론에 하여 학

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는 요건 이외에 아무 제한이 없고, 비록 그 물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행정부의 한 부처인 문 부 

장 에 의해 되는 원들에게 립성을 기 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신

법의 제정과정에서는 재 의 구성이 경향성을 가진 인물로 채워질 것이

란 우려에서 논란이 제기되었고, 그 때문에 앞으로 운 에 편 성 시비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재 의 심의 차에서는 공익의 소재  모습에 하여 격렬한 논란

이 상됨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한 하등의 법 차가 규정되지 않

다. 피소된 언론 미디어 측의 청문청구권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심의 차에는 하등 심  심리를 보장하거나(재심 차에서만 진술권이 

허용됨), 증거법칙 기타 차상의 규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해자도 아닌 제3자에게 시정권고 신청권을 부여한 데 하여도 정부

에 반 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메이  신문 측에서는 그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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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들, 즉 일부 시민단체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부의 언론 견제 의도가 드러난다는 언론계의 비 이 제기되는 것

도 이 때문이다. 

(2) 결정 내용 - 각하

헌법재 소는  헌소원 사건 결정에서 언론피해구제법 제32조에 

하여 기본권 침해의 직 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심 청구

를 각하하 다.

“시정권고는 언론사에 하여 권고  효력을 가지는데 그치므로(제32조 

제4항), 언론사로서는 권고내용에 구속되지 않으며 권고를 불이행하 다 

하여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 시정권고조항 자체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이 없다는 것이다. 언론 재 원회는 구체 인 언론보도에 하여 국가

ㆍ사회  법익 는 타인의 법익의 침해가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그에 

한 시정권고가 필요한지 여부에 하여 단한 다음 시정권고 여부를 결

정하는 것이므로 언론 재 원회의 구체 인 시정권고라는 집행행 를 매

개하여 기본권침해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고, 시정권고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 성도 없다고 한다.

 헌재는 재 원회로 하여  각 언론사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부

에 공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제32조 제5항에 하여 이 경

우 해당 언론사의 명 에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그와 같은 외부공표 여부는 언론 재 원

회가 재량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공표라는 집행행 가 있은 후에야 비

로소 기본권침해 여부가 실화되며, 이 조항에 하여 기본권침해의 직

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3) 비

그러나 비록 시정권고가 언론사에 하여 권고  효력을 가지는데 그치

며(신법 제32조 제4항), 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하등 법  제재가 주어지

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재 는 언론사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고, 그러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이미지에 손상을 주고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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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상을 각인할 우려가 있음은 물론이다. 그것은 표 행 에 하여 

축효과(chilling effect)를 으로써 자유로운 비 을 억 를 수 있는 것이

다. 특히, 방송사의 경우 이러한 시정권고의 은 뒤에 방송허가의 갱신

을 한 평가에서 부정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하여는 후술하는 

법요건 단부분에 한 비 에서 상술한다.

4. 부칙 - 소급효 인정의 위헌성

가. 청구인 측 주장

신법 부칙 제2조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에 행하여진 언론 보도에 

하여도 이를 용한다”고 규정하여 소 효를 인정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이미 행해진 언론보도 즉, 완성된 구성요건에 하여 구법보다 더 엄 한 

기 과 제재를 용하게 된다(강학상 이른바 진정소 효). 이러한 소 효는 

신뢰보호의 이익을 상회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한 요건이 제시된 바도 없고 이를 충족하는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특히, 신법은 사회  책임이나, 공익성 공정성 의무 등 그 

합헌성이 의문시되는 여러 의무를 언론에 부과하고 그 제재를 가 하고 있

어 그 규정의 소 용은 더욱 헌성이 크다. 

나. 결정 내용 - 위헌

헌재는 부칙 제2조 본문이 용되는 규정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가처

분 차에 따라 재 하도록 한 부분(제26조 제6항 본문 단)과 정정보도청

구의 요건에 고의․과실이나 법성을 요하지 않도록 한 부분(제14조 제2

항, 제31조 후문)이 헌  소 입법이라고 인정하여 이 부분 헌으로 

단하 다. 

“이 사건의 경우, 언론 재법의 시행 에는 비록 사실  주장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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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가 있고 그 보도가 진실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

의․과실과 법성이 인정되어 민법상 불법행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

닌 한, 언론사로서는 정정보도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부

칙 조항  본문부분은 정정보도청구권의 성립요건(제14조 제2항, 제31조 

후문)과 정정보도청구소송의 심리 차(제26조 제6항 본문 단)에 하여 

언론 재법을 소  용하도록 함으로써 에서 본 바와 같은 언론사의 종

의 법  지 가 새로이 변경되게 되었다. 이것은 이미 종결된 과거의 법

률 계를 소 하여 새로이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  진정 소 입법에 

해당한다.”

IV.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1. 서론 - 기존 판례

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헌재는 부분의 심 청구 상 법률 

조문에 하여 헌법소원의 법성 요건이 결여된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선 헌법소원 법성에 한 종  헌법재 소 례를 개

하여 볼 필요가 있다.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 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 을 구하는 자는 심 의 상인 공권력의 행사 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재 그리고 직 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38)

먼  ‘자기 련성’ 요건에 하여 헌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 련성이란 

심 상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가에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자기 련성

38) 헌재 1992. 9. 4. 92헌마175, 례집 4, 579; 1995. 3. 23. 93헌마12, 례집 7-1, 

416,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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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39)

‘ 재성’ 요건에 하여 례는 “청구인이 장차 언젠가는 특정 법률의 규

정으로 인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권리침해의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 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침해

의 재성을 구비하 다고 할 수 없다”40)고 하나, 한편 “기본권의 침해가 

장래에 발생하더라도 그 침해가 틀림없을 것으로 재 확실히 측된다면, 

기본권구제의 실효성을 하여 침해의 재성이 인정된다”고 한 것도 있

다.41)

이 사건 헌법소원은 법률을 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직 성’ 요건을 충

족하는가 여부가 특히 문제된다. 기존 례는 “입법권자의 공권력의 행사

의 한 형태인 법률에 하여 곧바로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려면 우선 청구

인 스스로가 당해 규정에 련되어야 하고 당해 규정에 의해 재 기본권

의 침해를 받아야 하며 그 침해도 법률에 따른 집행행 를 통하여서가 아

니라 직  당해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침해를 받아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한

다”고 한다.42)  례는 법률에 한 직 성 요건에 하여 “법령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 성이란, 구체 인 집행행 를 기

다리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는 법  지 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고 한다.43)

이러한 입장에서 헌재는 과세의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44) 재 의 제가 

되는 법률조항,45)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46) 법률의 규정이 하

39) 헌재 2000. 6. 29. 99헌마289, 례집 12-1, 913, 934

40) 헌재 1989. 7. 21. 89헌마12, 례집 1, 128, 130

41) 헌재 1992. 10. 1. 92헌마68 등, 례집 4, 659, 669 ; 1996. 8. 29. 95헌마108, 

례집 8-2, 167, 175; 헌재 2000. 6. 29. 99헌마289, 례집 12-1, 913, 935

42) 헌재 1989. 7. 21. 89헌마12, 례집 1, 128, 129 외 확정된 결례

43) 헌재 2001. 7. 19. 2000헌마703, 례집 13-2, 113, 118 외 다수 결정

44)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에 하여 헌재 1994. 1. 7. 93헌마283

45) 소송 진등에 한특례법 제24조의 경우, 헌재 1991. 5. 13. 89헌마267

4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한 도시계획법 제21조에 하여 헌재 1991. 6. 3. 89헌

마46; 1991. 7. 22. 89헌마174, 용도지구설정의 근거를 규정하는 자연공원법 제16

조 제1에 하여 헌재 1991. 9. 16. 89헌마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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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의 시행을 정하고 있는 경우47) 등에는 직 성을 부인하 다. 

그럼에도 “법규범이 집행행 를 정하고 있더라도 법규범의 내용이 집

행행  이 에 이미 국민의 권리 계를 직  변동시키거나 국민의 법  지

를 결정 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국민의 권리 계가 집행행 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확정된 상태라면 그 법규범의 권리

침해의 직 성이 인정된다”는 례도 있다.48)

그 로서 형법상 형벌조항의 경우에는 집행행 가 재량행 임에도 불

구하고 외 으로 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 성이 인정된 바 있고,49) 

일정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의 경

우에도 동 조항은 “그 기간과 종류, 행 의 태양을 특정하여 선거운동행  

는 이와 유사한 선거에 향을 미치는 행 를 못하도록 제한하고 이를 

반하면 그 제재수단으로서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별도의 집행행 를 기다릴 것까지도 없이 제재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조항

의 시행 자체로 행 지의무를 직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 성이 인

정된다.”고 시한 바 있다.50) 나아가, 례는 변호사강제주의의 헌성을 

문제삼아 스스로 심 청구  수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선 리인의 선임

결정을 받아 그를 통하여 소원심 청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에 의한 직 인 심 수행권이 제한받고 있다고 하며,51) 심

상이 된 법조항과 내  연 을 지닌 경우, 집행행 를 매개하는 다른 조항

에 해서도 직 성을 인정한 사례52)가 있다.

헌재는 쟁 이 된 조항들  신문사업자를 수범자로 하지 아니하는 조

항, 추상 ․선언  규정, 조직규범 는 재 규범에 하여는 헌법소원 

격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들에 한 문제를 다

47) 헌재 1996. 2. 29. 94헌마213; 2002. 12. 18. 2001헌마111

48) 헌재 1997. 7. 16 97헌마38, 례집 9-2, 94, 104

49) 헌재 1996. 2. 29. 94헌마213, 례집 8-1, 147, 154, 1998. 4. 30. 97헌마141, 례

집 10-1, 496, 504

50) 헌재 2001. 8. 30. 99헌바92등, 례집 13-2, 174, 191

51) 헌재 1990. 9. 3. 89헌마120등, 례집 2, 288, 292

52) 헌재 2000. 6. 29. 99헌마289, 례집 12-1, 913, 936-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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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 살핀다.

2. 추상적 ․ 선언적 규정

헌재는 추상 ․선언  규정은 법  구속력이 없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소원 격성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규

정도 실제로 자유로운 언론에 한 축효과 등 제약을 가져올 수 있고, 

더욱이 그러한 추상  선언  규정의 내용 자체가 헌성을 띠는 경우에도 

격성을 부인한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가. 독일에서 헌법소원의 적법성에 관한 판례 및 학설

독일의 경우 기본권은 직 으로 효력이 있으며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  통치권행사의 근거와 한계를 형성한다고 간주

되고 있다(“기본권민주주의”).53) 이들 기본권은 방어권으로서 그 보호 상

에 한 장래의 침해를 방지하기 해서 침해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기본권제한의 존부에 한 결정은 

가능한 한 제한의 에서 보호 역이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침해의 

험이 존재한다면, 즉 조만간 충분한 개연성을 가지고서 보호 상에 한 

침해(손해)가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방어권이 보호되

어야 한다. 장래의 침해는 동시에 재의 험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어권은 한 단순한 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54) 기본권에 한 

도 상당한 경우 헌법소원의 요건이 되는 침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독일 례이다.55)

53) Ingo Richter, Gunnar Folke Schuppert, Christian Bumke, Casebook Verfassungsrecht,

    4. überarbeitete und aktualisierte Auflage, 방승주 역, 독일헌법 례해설(제4 ) 

(헌법재 소 2003) 3면

54) 방승주, 게 역서, 13면

55) BVerfGE 49, 89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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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국 판례상 위축효과의 법리

미국 례는 이미 1940년 부터 축효과(chilling effect)라는 개념을 인

식한 이래 이를 헌 여부가 다투어진 언론 계 사건의 심리에서 요한 

법  인식의 요소로 삼아왔다. 미국에서 축효과의 개념이 헌법 역에 등

장하게 된 것은 헌법재 의 소송요건 차원에서 처음 제기되었고, 이후 본

안의 실체  단의 문제로도 논의되게 되었다. 

축효과의 법리는 표 의 자유의 경우에는 공권력에 의한 직  규제

가 아니더라도 그것이 하는 간  효과까지 착안하여 고찰할 것을 강

조한다. 제재의 은 실 인 제재의 집행과 마찬가지로 그 자유의 행

사를 강력히 억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에 의한 표 의 자유 억제 

역시 자기검열의 험을 야기하는 것은 직  제재의 경우와 다를 바 없

다. 이러한 축효과는 사실상의 것이면 족하고, 그것이 간 이든 사인에 

의해 야기되든 상 하지 않는다. 

축효과론은 표 의 자유를 더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의 논거로서 논의

되게 되었으며,56) 표 의 자유가 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좌 되거나 손

상되기 쉬운 취약성을 갖기 때문에 표 의 자유를 충실히 보호하려면 축

효과를 제거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화되고 있다. 국가에 의하여 타격이 

가해지거나 가해질 가능성이 있으면 사후에 구제의 길이 있다하더라도 표

의 자유는 회복곤란한 손상을 입게된다. 그러므로 당하는 분 기를 

없애기 해서는 애당  억제효과를 갖는 규제권한이 발동되지 않도록 그

를 한 요건을 가 하여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57)

연방 법원의 다수 례는 보호받는 언론을 완 히 지하는 것이 아니

더라도 언론 자유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보아 왔다.58) 법원은 표

56) 毛利透, アメリカの表現の自由判例における萎縮効果理論(一), 法學論叢, 158卷 1

号(2006), 2면

57) 毛利透, 게 논문(一), 20면

58) Jonathan R. Siegel, CHILLING INJURIES AS A BASIS FOR STANDING, 98 

Yale L.J.(March, 1989) 905, 913.



신문법  언론피해구제법에 한 헌재결정

675

의 자유는 거의 보이지 않는 잠식에 의해서도 한 손상을 입기 쉬운 것

이 그 일반  특성이므로 언론에 한 미묘한 제약(subtle inhibition)도 억

제된 당사자의 법  권리를 해할 수 있다고 시하 다.59) 를 들면, 언론

에 한 과세60)나 합법  언론을 행사하기 에 등록을 하도록 하는 요

건61)도 침해를 구성할 수 있다. 원고들에게 그들의 출 물은 청소년에 

한 매에 “ 으로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서신을 송부한 행 는 그에 

한 형벌  제재가 언 되지 않았어도 원고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62) 

미국의 례는 특정 사안의 정황에 따라 일반 통상인이 합리 으로 보았을 

때 축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격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  

경향이다.63) 

연방 법원은 격 심사로서 축효과의 존부를 검토하는 단계를 넘어 

본안을 단하는 차원에서도 축의 실체성 평가를 행하 다.64) 본안에서 

축효과를 다루는 것은 그것이 수정헌법 제1조의 실체 인 문제에 해당함

을 의미한다.65) 연방 법원은 언론을 지(prohibit)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

라도 그 의욕을 하시키는(discourage) 정부행 는 수정헌법 제1조에 의

해 지된다고 시해 왔다.66) 

59) Bantam Books Inc. v. Sullivan, 372 U.S. 58 at 66 (1963)

60) Minneapolis Star & Tribune Co. v. Minnesota Comm'r of Revenue, 460 U.S. 

575 (1983)

61) Thomas v. Collins, 323 U.S. 516 (1945)

62) Bantam Books v. Sullivan, 372 U.S. 58, 62 n.5 (1963)

63) Siegel, id., p. 922

64) Fred C. Zacharias, FLOWCHARTING THE FIRST AMENDMENT, 72 

CNLLR(Cornell Law Review, July, 1987) 936, 989.

65) 연방 법원의 축효과에 한 실체  언 은 범(廣範)하거나 모호(模糊)한 입

법(overbroad or vague legislation)이 문제된 사건에서 가장 빈번히 등장한다

(Zacharias, id., p.988.) 범하여 무효로 한 사례: NAACP v. Alabama ex rel 

Flowers, 377 U.S. 288, 307 (1964); Broadrick v. Oklahoma, 413 U.S. 601, 

611-13 (1973); NAACP v. Alabama ex rel Patterson, 357 U.S. 449, 463-64 

(1958). 모호하여 무효로 된 사례: Baggett v. Bulitt, 377 U.S. 360, 367 (1964); 

Secretary of State v. Joseph H. Munson Co., 467 U.S. 947, 956-57 (1984); 

Speiser v. Randall, 357 U.S. 513, 526 (1958).

66) Siegel, id., p.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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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축효과 법리의 개과정을 보면, 1950년  워런 코트는 표

의 자유는 험만에 의해서도 억압되기 쉽다고 하는 인식하에 그 보호를 

강화하 다.67) 표 의 자유의 경우에는 공권력에 의한 직  규제가 아니

더라도 그것이 하는 간  효과까지 착안하여 심사하여야 한다는 것

이 워  코트의 기본  입장이었고, 이러한 입장에서 례는 표 의 자유 

보장을 서서히 확 하 다.68) 1960년   연방 법원 례는 표 의 자유

에 억제효과를 미치는 규제에는 그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명확성에 한 

엄격심사(strict scrutiny)와 필수 인 법익(compelling interest)이 요구된다

는 자세가 확립되었다.69)

그러나 1960년  말의 례70)는 축효과의 헌법상 의의를 명확화․한

정화하는 실질론을 개하여 축효과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

다. 1972년 연방 법원은 정부의 행 가 야기하는 축을 ‘주 인 억측’

에 불과하다고 보아 축효과가 제된 것으로 인식하던 종래의 인식을 벗

어나 원고 측에서 정부규제가 축을 야기하는 에 하여 구체 으로 입

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후 법원은 축효과가 경미한 경우에도 언

제나 지되는 것은 아니고, 축된 활동에 한 정부의 이익을 비 형량

하는 입장을 취하 다.71) 그리함으로써 법원은 어떠한 상황에서 불가피

한 축효과가 입법부의 제정법을 사법심사에 의해 무효화하기에 충분히 

큰 것인가를 결정하여 왔다.72)

미국 연방 법원은 1964년 유명한 뉴욕타임스 사건73)에서 형사상의 처

벌과 마찬가지로 민사상 불법행  소송도 자유 언론을 억제하여 이를 축

67) 毛利透, 게 논문(一), 16면

68) 毛利透, 게 논문(一), 15면 

69) 毛利透, 게 논문(二), 6면 

70) Cameron v. Johnson, 390 U.S. 611 (1968) Cameron II

71) Bantam Books, 372 U.S. at 822-24

72) Schauer, id., p. 701. 

73) New York Times v. Sullivan 376 U.S. 254 (1964). 이 사건 결은 미국 연방

법원의 워런 코트가 표  자유의 보장을 확 한 자탑이라고 불리어지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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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처음으로 인정하 다. 법원은 자기와 다른 견해를 

표 하는 사람들에 한 명목상의 불법행  소송이 허용된다면 그것은 자

유 언론에 한 심 한 이며,74) 더욱이 그에 해 높은 배상 을 인정

한다면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는 자기검열과정에 의해 무력해질 수 있음을 

우려하 다.75)

연방 법원은  사건에서 불법행  소송도 자유언론을 축시킬 수 있

음을 인식하고76) 그에 의해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가 약화되어서는 안됨을 

강조하면서, 자유언론의 결정  요성은 수정헌법 제1조에 하여 숨쉴 

여지(breathing space)를 마련해  것을 요하고, 개개 피해자는 자유언론

을 보호하기 한 이러한 필요성에 수반하는 효과를 감수해야 한다고 설시

하 다. 법원은 이러한 자기검열을 방지하기 한 책으로서 명 훼손

소송에서 원고인 공무원은 피고 표 행 자 측의 실  악의를 입증하여

야 한다고 시하 다(이른바 actual malice rule).77)

요컨 , 뉴욕타임스 사건은 민사소송이 형사법률이나 마찬가지로 자유언

론을 억제하는 가능성을 가지며, 그 때문에 자유 언론이 받는 때에는 

헌법  보호를 받아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서 연방 법원은 이러한 결론을 

도출함에 있어서 축효과의 이론을 주된 논거로 삼았다.78) 

이상 논의에 비추어 보면, 언론의 자유에 한 축효과의 법리는 그것

이 헌법소송의 법요건으로 인정되는 단계를 넘어 본안의 실체  단에 

있어서도 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는 민

사상 명 훼손 소송에서도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여야 할 강력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한 법발 에 부응하려면 우리 법원은 한 규제조치가 자유로운 언론

74) New York Times, 376 U.S. at 294 (Black, J., concurring)

75) New York Times, 376 U.S. at 294. 

76) New York Times, 376 U.S. at 277-80; Hustler, 485 U.S. at 56.

77) New York Times, 376 U.S. at 279-80.

78) Jason Paul Saccuzzo, BANKRUPTING THE FIRST AMENDMENT: USING 

TORT LITIGATION TO SILENCE HATE GROUPS, 37 Cal. W. L. Rev. 395, 

414(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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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할 정도로 실질  요성을 갖는다는 을 승인해야 하고, 축효

과가 존재함을 발견하는데 주 하여서는 안될 뿐 아니라 규제의 축효과

를 고려함에 있어서 그 효과를 평가하는데 극 이어야 한다.79) 나아가, 

법원은 자유언론에 한 규제가 피규제자의 언론에 한 피해뿐 아니라 그 

규제가 지할 모든 표 행 자의 총체 인 헌법상 이익으로서 사회 체

의 자유로운 정보유통에 해 갖는 향을 검토해야 한다.80)

 미국에서 확립 용되고 있는 축효과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

건에서 문제된 법률 조항들은 그 시행으로 인하여 신문사업자나 그 종사자

들에게 종 에 없던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법  지 를 불이익하게 변경하

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지 아니한 조항의 경우에도 극히 민감한 표 의 

자유에 하여 축효과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직 성  재성

의 요건을 인정하기에 지장이 없다. 

3. 조직 ․ 권한규범 및 재판규범

조직규범에 하여 헌재는 “어떤 국가기 이나 기구의 기본조직  직무

범  등을 규정한 조직규범은 원칙으로 그 조직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되

려는 자 등 외에 일반국민을 수범자(受範 )로 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일

반국민은 그러한 조직규범의 공포로써 자기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직

으로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례집 6-1, 672, 676 참조).

재 규범에 하여는 “법규범이 구체 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의하여 

해석ㆍ 용이 되는 재 규범으로서, 법원의 구체 인 집행행 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법원에 의한 해

석ㆍ 용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바로 그 규정만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다고 할 수 없어 기본권침해의 직 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1991. 5. 

79) Zacharias, id., p. 990

80) Zacharias, id., p. 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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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89헌마267, 례집 3, 227, 232 참조)는 과거의 례를 인용하면서 “이

와 같은 재 규범은 구체 인 사건에서 법원이 사실을 인정하고 법률을 해

석ㆍ 용하는데 필요한 규정에 불과할 뿐, 이 조항에 의하여 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에게 직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는 법  지 의 박탈

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재 규범은 법원의 재 이라는 집행행

를 거쳐 비로소 동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이 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 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하고 있다.

그러나 차법이나 재 규범이 원칙상 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이 사건 헌재의 단에 하여는 독일에서 논의되는 바와 같이 기본권은 

그 실 에 한 조직과 차에 하여도 효력을 미친다는 에 비추어 신

한 검토가 요구된다. 독일에서 일반  법리에 의하면 기본권은 법의 모

든 분야에서 차법   조직법  효력을 개할 수 있다. 차법은 실체

법에 하여 사  기능을 그 과제로 하는데, 어떠한 차는 권리의 행사

를 한 제조건을 의미할 수 있으며, 실질 인 법  지 에 한 창설  

효력을 가지거나 는 그것을 구체화할 수 있고, 한 보충 인 기능과 보

상  기능을 가질 수도 있다.81) 그 다면 이들이 조직규범이나 재 규범이

라는 이유만으로 기본권 침해성을 부인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독일에서는 일반  행동의 자유를 규정하는 기본법 제2조 제1항이 합헌

 행 를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 이해되고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

소의 례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헌법소원의 방법으로 자신의 행동의 자

유를 제한하는 법률이, (형식  는 내용 으로) 개별 헌법규정들이나 일

반  헌법원칙들에 반되기 때문에 합헌  질서에 부합하지 않음을 주장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법 제2조 제1항으로부터 나오는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한다.82)

81) Ingo Richter, Gunnar Folke Schuppert, Christian Bumke, Casebook 

Verfassungsrecht, 4. überarbeitete und aktualisierte Auflage, 방승주 역, 독일

헌법 례해설(제4 ) (헌법재 소 2003) 51면, BVerfGE 53, 30, 69, 72 ff. - 

Mühlheim-Kärlich 시몬(Simon) 재 과 호이스 (Heußner) 재 의 반 의

견(후술) 참조

82) BVerfGE 6, 32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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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개별  기본권이 공권력의 침해의 상이 될 수 없는 경우에도 개인

은 자신의 자유에 한 공권력의 제한에 하여 일반  행동의 자유를 원

용할 수 있고, 그 때문에 일반  행동의 자유는 단히 요한 차법  

효과를 갖는다.83) “열거된” 기본권의 침해만이 아니라 법치국가원리와 사

회국가원리와 같은 객  헌법의 침해도 헌법소원에 의해 다투어질 수 있

다는 것이다. 헌법소원을 통한 헌법재 소의 이러한 규범통제로의 진입은 

헌법재 소에게 특히 비례의 원칙에 의거한 법률심사의 길을 열어주었고, 

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일반  행동의 자유는 오늘날 특히 불필요한 (필요

성이 없는) 그리고 과도한 법률  제한으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한

다.84) 결론 으로 독일의 헌법재 소는 일반  행동의 자유의 기본권에 기

하여 객  법  규범으로서 헌법  원칙에 반하는 공권력 행사에 하여

도 소원 격성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재 소는 헌법 제10조로부터 이러한 일반  행동의 자유를 유

추하고 있으며,85) 그 때문에 독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헌법에 의해 열거된 

기본권의 침해뿐 아니라 법치국가원리나 사회국가원리 등 객  헌법규정

에 반하는 법률에 하여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다고 생각된다. 

4. 비판

헌재의 이 사건 결정이 에서 본 미국과 독일의 례를 도외시한 것은 

유감이다. 헌법소원이 법성 요건을 갖추었는가 여부에 한 단은 헌재

의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는 제가 되는 것이고, 법요건의 엄격한 요구

는 헌재의 존재이유를 부인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헌재가 사법기 으로

서 정책 단에 개입하여 과도하게 정치기 화되고 정쟁의 와 에 빠지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헌재에 한 국민과 정치권의 열렬한 기

83) BVerfGE 6, 32 [41]

84) 방승주 게 역서, 98면

85) 헌재 2002. 1. 31. 2001헌바43, 례집 14-1, 49, 57, 헌재 1990. 9. 10. 89헌마82, 

례집 2, 306, 31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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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추어 보면 법성을 쉽게 부인하여 본안 단을 거부하는 것이 본안

단을 회피하려는 게으름이나 기회주의  태도로 보이게 하여서는 안된

다. 민감한 정치  사안이라고 하여 이를 가  회피하거나, 아니면 본안 

단에 들어가 심사하는 노력을 아끼려는 안이한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취해온 태도에 하여 체계 이고 합리 인 입장에서 새로운 

검토가 요구된다. 

V. 맺음

이 사건에서 다루어진 이른바 언론개 입법은 진  민주주의  입장

에서 언론과 여론에 한 국가권력에 의한 간섭을 체계화하고 국가주의  

언론통제를 기도하고 있다. 그러한 시도는 체주의나 권 주의가 기도했

던 과거의 역사  과오를 되풀이하는 것이다.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은 신문의 보도․논평활동에 하여 윤리  의

무를 법 으로 강제하고 신문 기업의 내부조직에 하여 공 인 개입을 가

능하게 함으로써 이를 공  기구화하고, 자유롭고 독립 인 논조를 펴는 

신문의 존재를 축시켜 공권력의 통제를 용이하게 할 것이다. 신문의 내

용을 막연하고 추상 인 개념에 의해 통제하고, 편집권에 하여 규제와 

간섭을 허용하는 조항들이 개 입법이라는 신문법에 그것도 여야 합의에 

의해 버젓이 들어앉게 되었다는 것은 한국 입법부의 무지와 후진성을 여실

히 보여 다. , 문제가 많은 이들 언론개 입법이 시행된다면 졸속 입법

으로 인한 혼란은 물론 헌 논란에 의한 헌소송이 양산되어 무질서가 

야기될 것이다.

표   언론의 자유는 기본권 의 기본권이고, 모든 자유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며, 정치  자유로서 소수 의 자유를 보호하는데 진정한 의의가 

있다. 다수의 의사는 수시로 변할 수 있고 주권자인 국민은 그들이 선출한 

의자에게 한정된 임기 동안 그들의 표권을 임할 뿐, 다수결주의에 

의해 지배되는 정치  의기 은 소수 의 정치  권리를 처분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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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이 헌법의 정신이다.

그럼에도 헌법재 소는 에서 본 바와 같이 문제되는 부분의 조항이 

헌법소원 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여, 본격 인 실체

 단을 유보하고 있다. 그러나  각하된 조문도 그것이 구체  사건에 

용되어 헌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법사유가 충족되게 되고 그 

헌 여부에 하여 단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에 앞서 입법부는 이

들 법률을 개정하여 문제 있는 조항들을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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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의 제기

‘헌법국가의 완성’을 앞당겨  것이라는 큰 기  속에 헌법재 소가 출

범한 지 20년이 지났다. 출범 당시 과연 독립성을 견지하면서 헌법의 수호

자, 기본권의 최후보루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것인지에 하여 잖

은 우려가 있었다. 그 지만 이제 성년이 된 헌법재 소는 종종 다른 최고

국가기 들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비난까지 들을 정도로 국민의 의식 속에 

확고히 뿌리를 내렸다. 이제 헌법재 소 없는 한민국의 국가조직은 생각

하기 힘들게 되었으며, 헌법재 소가 말하는 로 헌법이 해석되고 운 되

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헌법재 소의 례집이 쌓여가는 것에 비

례하여 우리 헌법도 그 내용이 그만큼 풍성해지고 있다. 

의제를 골간으로 하는 우리 헌법의 민주주의에서 “선거제도는 국민의 

주권행사 내지 참정권행사의 과정으로서 국가권력의 창출과 국가 내에서 

행사되는 모든 권력의 정당성을 국민의 정치 인 합의에 근거하게 하는 통

치기구의 조직원리”이다.1) 국민주권, 민주주의, 정치  기본권들이 이념

․제도 으로 유기 으로 맞물리면서 실 되는 장이 바로 선거이다. 

그 기 때문에 선거는 한 나라의 민주주의의 성숙도 내지 헌법국가의 완성

도를 가늠할 수 있는 시 석이기도 하다. 

지난 20년간 헌법재 소의 활동이 가장 왕성하게 개되었던 역들 

의 하나도 선거 역이다. 이 게 선거법 련 례가 많이 축 된 표면

인 이유는 그 만큼 유권자나 후보자 내지 정당들이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정의감에 반하는 공직선거법상의 규정들에 하여 많은 헌법소송을 제기하

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보다 내면  원인은, 우리 민주주의가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일본에서 유래하는 주도의 권 주의 ․규제 주의 선거

법2)이 강요한 틀과 충돌하면서 생기는 민주주의의 성장통이 지난 20년간 

1) 헌재 1996. 8. 29. 96헌마99, 례집 8-2, 206-207.

2) 행 공직선거법의 유래와 련한 이와 같은 평가에 해서는 송석윤, 선거운동 

규제의 연원 - 1925년 일본 보통선거법의 성립과 한국 분단체제에의 유입 -, 법

학(제46권 제4호: 서울 학교 법학연구소), 2005, 28쪽 이하; 박용상, 선거운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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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심각했다는 데 있다고 본다. 

선거법 역에서 헌법재 소는 잖은 규정들에 하여 헌성을 확인

하고  헌다툼에 하여 권  있는 결정을 내려 으로써 국민의 정치  

자유와 평등을 신장하고 국민주권원리의 실 을 한 기틀을 닦는 데 기여

하 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찬사 못지않게 국민의 활발한 정치참여를 가로

막는 매우 권 주의 이고, 규제주의 이며 차별 인 선거법규정들을, 한국

 실의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정당화시켜 으로써 민주주의의 

복잡성에 한 이해부족을 드러냈다거나 격히 성장하고 있는 국민의 민

주  역량을 무시했다는 비 을 받기도 했다.

본고의 과제는 능동  선거권  피선거권에 한 지난 20년간의 헌법

재 소 례에 한 분석을 통해 이 권리들이 헌법재 소의 례를 통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신장되어 왔는지, 그리고 련 헌법재 소 례가 

어떤 문제 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해서 먼  민

주주의, 자유, 평등, 선거가 서로 어떤 한 련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정치 역의 자유와 평등이 민주주의에서 어떤 규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를 간략하게 개 하여 례 분석의 기 을 확보한 뒤(II), 능동  선거권

(III)과 피선거권(IV)에 한 헌법재 소의 례의 특색과 발 을 각기 살

펴보고, 그 문제 과 과제를 집어보는 것으로 결론(V)을 맺고자 한다.    

II. 민주주의, 자유, 평등, 선거

1. 민주주의와 자유

우리 헌법의 민주주의원리는 국가를 통한 정치  지배를 폐지하거나 극

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치  지배를 국민의 자결에 입각하여 이 지도록 

조직하는 원리이다.3) 국가권력과 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인간의 인간에 

표 의 자유, 헌법논총 제11집(2000), 173쪽 참조.

3) 에른스트-볼 강 뵈 푀르데(김효 /정태호 역), 헌법원리로서의 민주제, 헌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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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배는 민주주의체제에서도 계속하여 존재하고  실제로 작용한다. 

그러한 지배가 치자와 피치자의 이념  동일성을 통해서나 이른바 자유로

운 담론을 통해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민주주의원리는, 정치  

지배가 정치  운명공동체인 국민의 구성원인 개개의 시민들에 의하여 구

성․정당화․통제되고  국민들의 평등한 참여가 보장되는 국민의 자결과 

자치의 형태로 조직될 것을 요구한다. 

정치  운명공동체인 국민을 구성하는 개인들이 자기 자신에 한 주인

으로서 다른 힘이나 권 로부터 자신의 행 에 한 칙을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와 같은 칙을 정립하는 자기 자신에 한 입법자가 될 

때 개인은 자유롭게 된다. 이처럼 민주주의와 자유는 한 련을 맺고 

있다. 

우리 헌법의 민주주의는 다수결원리와 같은 민주주의 실 을 한 제도

나 차만이 아니라, 자유로운 정치과정, 그리고 정치  다수 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로운 지 의 보장으로도 구성되어 있다.4) 다수에 의한 

횡 방지는 민주주의를 구체화하는 헌법의 가장 요한 과제 의 하나이

다. 특히 정치  소수 가 정치  다수 와 경쟁할 수 있는 정치  자유의 

보장은 정치과정의 개방성을 유지하는 데 불가결하며, 각 시민들이 공  

문제에 하여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는 자유는 최 한 보

장되어야 한다.

2. 민주주의와 평등

민주주의는 평등과도 불가분  계를 맺고 있다. 민주주의에서는 소수

의 국민이 아닌 국민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그리고 평

등하게 국가권력, 따라서 정치  지배권의 정당성의 원천이어야 한다(헌법 

제1조 제2항 후단 참조). 그러므로 정치  권리의 평등한 보장은 민주주의

민주주의 - 헌법이론과 헌법에 한 연구 -, 2003, 207, 209쪽 이하 참조.  

4) 계희열, 헌법학(상), 2005, 232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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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불가결  요소이다. 그러므로 공동체질서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

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요컨 , 민주주의원리가 토

로 하고 있는 국민의 자유와 자결은 모든 사람을 한 평등한 자유와 자결

이다. 

민주주의원리가 요구하고  내포하고 있는 평등(이하 ‘민주  평등’이라 

약칭)은 국가기 을 통해서 행사되는 정치권력에 근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따라서 민주  평등원리는 정치권력 획득을 가능하게 하

거나 그것을 상으로 하는 모든 권리, 즉 정치  참여권에까지 미친다. 

정치  참여권에는 선거권(헌법 제25조), 피선거권을 비롯한 공무담임권

(헌법 제26조), 평등한 민주  참여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치  자유권(무엇

보다도 헌법 제21조의 언론․출 ․집회․결사의 자유)과 정당의 설립  

활동의 자유, 특히 정당의 기회균등권(헌법 제11조 제1항과 연계된 제8조 

제1항) 등이 있다.

민주  평등은 엄격 평등이며, 일반  평등, 즉 인간평등과 비되는 특

별한 평등이다. 민주  평등의 거(비교의 )는 국민의 지 , 즉 국민

이라는 정치  운명공동체에의 소속여부이다. 이 지 를 결정하는 것은 국

의 보유여부이다. 민주  평등은 국 보유여부에 의한 차별을 알 뿐 품

, 공 , 경험, 교육이나 업 에 따른 단계화나 차별을 알지 못한다. 

그 기 때문에 민주  평등은 형량 ․비례  평등이 아닌 형식  성격

을 갖는 엄격한 도식  평등이다.5) 도식  평등6)으로서의 민주  평등에 

5) 정당간의 평등을 도식  평등으로 악하고 있는 계희열, 헌법학(상), 276쪽 참조. 

연방헌법재 소는 확립된 례에서 정치 역의 평등이 도식  성격을 띰을 강조

하고  고수하고 있다. Vgl. 무엇보다도 BVerfGE 6, 84 (91); 11, 266 (272); 11, 

350 (361); 14, 121 (132); 28, 220 (225); 44, 125 (146); 58, 177 (190); 82, 322 

(337); 특히 정당에 한 국고보조과 련해서는 BVerfGE 8, 51 (69); 24, 300 

(360); 52, 63 (88); 73, 40 (71 ff.). 
6) 여기서 특별하다(spezifisch)는 것은, 모든 인간을 보호 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치  공동체에의 소속을 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엄격하다

(streng)는 것은, 정치 역에서의 차별을 정당화하려면 일반  평등권과는 달리 

합리  근거로는 부족하고 불가피한 사유(zwingende Gründe)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형식 (formal)이라는 것은 민주  평등권의 주체성은 실질

인 기 이 아니라 으로 국 의 보유여부를 기 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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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외는 불가피한 정당화사유가 존재할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여

기서 민주주의의 無差別的(egalitär) 特性이 나타난다. 민주주의는, 공동체

에 하여 구속력 있는 결정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실  비 이나 그들이 

행사한 투표의 비 을 잴 수도 없고 재려 하지도 않으며, 단지 이를 산술

으로 셈할 수 있고  셈하려 할 뿐이다.7)

3. 민주주의와 선거

“민주주의는 선거를 먹고 산다”8), “선거 없이는 민주주의 없다”는 말은 

선거가 민주주의 실 에 하여 가지는 근본 인 의미를 웅변하고 있다. 

주기 으로 실시되는 선거는 국가권력의 담당자로 하여  국민의 의사를 

살피도록 사실상 강제하기 때문에 국민의 정치의사를 반 하는 제도  통

로로서 기능하면서 국민주권 실 의 실 인 수단이고, 정치권력의 정당

성을 매개해 주며, 정치  소수 가 다수 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

고  언론․출 ․집회․결사의 자유, 정당의 설립  활동의 자유, 정당

의 기회균등 등을 제로 하기 때문에 선거는 민주주의의 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9)  

가. 경쟁민주주의 및 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민주

적 선거의 원칙

헌법은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와 동시에 다당제를 보장하는(제8조 

제1항) 한편, 복수의 후보자들  정당명부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함으로

다. 끝으로 도식 (schematisch) 는 산술 (rechnerisch oder quantifizierend), 

(absolutisch)이라는 것은 정치  참여권을 질 , 평가  요소와 결부시켜 

차등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7) Ulrich K. Jakobs, “Man soll Stimmen wägen und nicht zählen - über 

fragwürdige Begrenzungen des Mehrheitsprizips”; NJW 1989, S. 3205 ff.

8) P. Badura, Über Wahlen, AöR 97(1972), S. 1 (2).

9) 계희열, 헌법학(상), 3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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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경쟁  민주주의(Wettbewerbsdemokratie)10)를 구조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쟁 민주주의를 규율하고 있는 선거법은 “정치 역에서의 불공정방

지법”11)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선거의 원칙들은 이로부터 논리 으로 

추론된다.12) 공개 인 경쟁기회의 보장은 보통선거의 원칙을 통해서 보장

된다. 즉 보통선거의 원칙은 국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이에도 불

구하고 원칙 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선거권  피선거권을 보장함으로써 

정치  경쟁의 개방성을 유지한다.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한 경쟁기회의 

균등, 즉 경쟁의 공정성은 평등선거의 원칙에 의해 확보된다. 즉 모든 국민

들이 주권의 주체인 국민(Staatsvolk)이라는 정치  운명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사회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들은 

원칙 으로 선거에서 평등한 우를 받고 평등한 권리를 부여받아야 한다.  

민주  선거의 원칙들은 선거가 본래의 목 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한

다. 이 원칙들은 의기 들이 온 하게 민주  정당성을 획득하도록 하는 

한편, 의기 들이 국민의 의사를 존 하도록 보장한다. 국민주권의 이념

은 정치  지배권의 행사로 인해 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이 지배권의 

결정과 정당화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국민 체(보통선거

의 원칙)가 스스로(직 선거의 원칙) 실 으로 존재하는 구체 인 차이

에도 불구하고 평등하게(평등선거의 원칙) 정치  결정권을 자유롭게, 즉 

국가권력이나 다른 세력의 강요나 간섭을 받지 않고(자유선거의 원칙)  

비 리에(비 선거의 원칙)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기 때문에 선거의 

원칙들은 국민주권이념의 구체  실 수단이다.13)  

나. 자유선거의 이념적 기초와 규범적 특성

10) BVerfGE 85, 264, 285; 111, 382, 404; M. Morlok, in: H. Dreier(Hrsg.), GG, 2. 

Aufl,, 2006, Art. 21 Rn 26.

11) M. Morlok, in: H. Dreier(Hrsg.), GG, Art. 38 Rn 54.

12) M. Morlok, in: H. Dreier(Hrsg.), GG, Art. 38 Rn 55.

13) M. Morlok, in: H. Dreier(Hrsg.), GG, Art. 38 Rn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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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상술한 바와 같이 자유와 불가분  계를 맺고 있다. 선거

는 정치  공동체인 국민의 구성원들이 정치  지배질서 아래서도 자유를 

확보하는 수단인 동시에 그 제도가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기 해서는 선거 

과정 자체는 물론 선거의 비단계에서 정치  경쟁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

지 않으면 안 된다. 선거 과정에서는 국민의 다양한 정치  견해와 이해

계가 가장 치열하게 그리고 집 으로 주장되고  경쟁한다. 그 지만 

동시에 정치  다수 는 자신의 집권을 구화하기 하여 정치권력을 둘

러싼 경쟁의 과정과 경쟁의 룰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구조화하고  

유혹을 떨치기 어렵다.14) 그 기 때문에 선거운동의 자유를 비롯한 정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에 해서는 엄격한 심사가 이 져야 한다는 데 이론

이 없다.  

“헌법 제116조 제1항은 ‘선거운동은 각  선거 리 원회의 리하에 법

률이 정하는 범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별도

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의 의미를 선거운동의 허용범 를 아

무런 제약 없이 입법자의 재량에 맡기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선거운동은 국민주권 행사의 일환일 뿐 아니라 정치  표 의 자유의 한 

형태로서 민주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게 하는 요소이므로 그 제한입법에 

있어서도 엄격한 심사기 이 용된다 할 것이다.”15) 한 자유선거가 가

지는 이와 같은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자가 설정하는 임의의 정책  목

표가 아니라 헌법  지 를 가지는 법익만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 법익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보통 ․ 평등선거의 이념적 기초와 규범적 특성 

민주주의는 상술한 바와 같이 평등과 불가분  계를 맺고 있다. 선거

14) 이성환, 선거 계법에 한 헌법재 소 결정의 문제 , 헌법실무연구 제1권

(2000), 321, 327쪽 참조.

15) 헌재 1994. 7. 29. 93헌가4, 례집 6-2, 1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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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의 평등(선거평등)도 민주  평등의 속성을 이어받는다. 즉 선거평

등은 국 보유여부에 의한 차별을 알 뿐 품 , 공 , 경험, 교육, 업 , 납

세실 에 따른 단계화나 차별을 알지 못한다. 민주주의는, 공동체 구성원들

에 하여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데 참여하는 국민들의 실  비

이나 그들이 행사한 투표의 비 을 잴 수도 없고 재려 하지도 않으며, 단

지 이를 산술 으로 셈할 수 있고  셈하려 할 뿐이다.16) 인 선거

평등의 요구는 민주  기본질서가 이처럼 모든 국민들을 무조건 으로 평

등하게 다루고 있다는 데 기 하고 있다.17) 따라서 선거에서의 평등도 형

량 ․비례  평등이 아닌 형식  성격을 갖는18) 엄격한 도식  평등이

다.19) 그 기 때문에 그에 한 외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외 인 경

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라. 선거의 기능

헌법 제24조의 선거권  입법자가 이 선거권을 형성할 때 수하여야 

하는 헌법 제41조 제1항  제67조 제1항의 선거의 원칙들은 헌법이 선거

16) U. K. Jakobs, “Man soll Stimmen wägen und nicht zählen - über 

fragwürdige Begrenzungen des Mehrheitsprizips”, NJW 1989, S. 3205 ff.

17) M. Morlok, Demokratie und Wahlen, FS für 50 Jahre BVerfG II, 2001, S. 559 

(594, 608).

18) 형식  평등이라는 용어는 법 용의 평등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다. 이러

한 의미의 형식  평등은 법제정의 평등을 요구하는 실질  평등과 립하는 개

념이다. 이에 해서는 계희열, 헌법학( ), 2007, 233쪽 이하  그곳에서 인용

된 문헌 참조.

19) 독일에서는 바이마르 시  라이히재 소의 례부터 선거권의 평등이 가지는 이

와 같은 특성을 부각시켰다. 즉 선거권이 민주주의 국가에 하여 가지는 의의

를 근거로 선거권의 평등을 평가에서 벗어난 (산술 ) 평등이라고 악하

다. 이에 하여는 H.-J. Rinck, Herkunft und Entfaltung der Allgemeinheit 

und Gleichheit der Wahl, FS Zeidler II, 1987, S. 1119 (1122). 연방헌법재 소

는 확립된 례에서 이를 고수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BVerfGE 6, 84, 91; 11, 

266, 272; 82, 322, 337; 95, 335, 353; 95, 408, 417. 이는 독일의 통설이기도 하다. 

국내에서도 명시 으로 이와 같은 특성을 지 하는 견해로는 석, 한국헌법

론, 2006, 6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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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여한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다. 민주국가에서 의기 의 선거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20) 

먼  국민의 정치  선호를 의기 의 구성, 즉 정당국가  실에서 

정당에 기반을 두고 있는 통령의 선출이나 의회의 구성에 반 하는 기능

을 수행한다. 즉 선거는 유권자의 정치  선호를 제도화된 정치권력으로 

변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선거는 나아가 국가의사를 결정하고 실 할 국가기 을 구성하고, 이들

에 하여 민주  정당성을 부여함21)과 동시에 이른바 국민의 표

(Repräsentation)를 창출하는 한편,22) 다양하고  때로는 립 이기까지 

한 국민들을 정치 으로 통합23)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선거를 통한 통합은 

모든 의미 있는 정치세력들과 주요 정치  심사가 선출된 자들을 통해서 

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24) 

정기 으로 실시되는 선거는 임기를 가진 의기  구성원들을 국민에

게 의존하도록 만들어 국가권력을 통제하고, 의기  구성원들의 정치  

책임성을 확보하며, 정체세력들 사이에 정치권력의 획득을 둘러싼 경쟁을 

유발하여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25) 

III. 능동적 선거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발전

20) 선거의 기능에 한 국내문헌으로는 김선택, 민주주의와 선거, 공법연구 제29집 

제4호(2001. 6.), 7, 10쪽 이하; 장 수, 민주  선거의 본질과 기능에 비추어 본 

행 국구국회의원선거제도의 의의와 문제 (상,하), 국회보, 제325호(1993. 

11.), 221쪽 이하  제326호(1993. 12.) 132쪽 이하.

21) E.-W. Böckenförde, Demokratie als Verfassungsprinzip, in: HStR I, 1987, § 22 

Rn 11 ff.

22) 회의  견해로는 H. Kelsen, Wesen der Demokratie, S. 30 ff. 이하. 그는 표를 

의제할 뿐이라고 보는 것 같다.  

23) BVerfGE 95, 408, 420. 

24) M Heintzen, Bundestagswahl als Integrationsvorgang, Besprechung des 

Grundmandatsurteils, DVBl. 1997, S. 746.

25) 계희열, 헌법학(상), 2005, 2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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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능동적 선거권

가. 능동적 선거권의 근본적 권리성

헌법재 소는 헌법의 민주주의  국민주권의 실 에 하여 근본 인 

의미를 가지는 참정권  선거권이 가장 요한 것으로 보고26) 그에 한 

제한은 엄격한 정당화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본다.27) 물론 이와 같은 

기본입장이 례에서 일 성 있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례는 유권자의 보통선거권 제한에 해서는 술한 

테제에 비교  충실한 반면, 한국정치의 특수성을 이유로 선거권에 내포된 

선거운동의 자유에 한 많은 제한조치들에 하여 상당히 무딘 잣 를 들

이 면서 기본입장에서 멀어지고 있다.   

헌법재 소는 헌법 제24조의 선거권은 국가기 의 구성원인 공무원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권리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28) 그러나 능동  

선거권의 보호 역이 헌법이 명시 으로 선거를 통해 선출할 것을 요구하

고 있는 국회의원, 통령의 선거 이외에 법률에 의하여 실시되는 선거에

도 미치는 지, 즉 가령 법률에만 의거하여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나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 제24조에 포함되어 있는 지

에 한 헌법재 소의 례는 동요하고 있다.29) 헌법 제24조가 지방자치단

26) 헌재 2002. 3. 28. 2000헌마283, 례집 14-1, 211, 223.

27) 헌재 2007. 6. 28. 2004헌마644, 공보 제129호, 763, 결정요지 나.

28) 지방자치법상의 주민투표권은 헌법상의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  어디

에서도 그 헌법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본 헌재 2001. 6. 28. 2000헌마735, 

례집 13-1, 1431 참조.

29) 정하는 례로는 헌재 2002. 3. 28. 2000헌마283, 례집 14-1, 211, 223; 1994. 

8. 31. 92헌마174, 례집 6-2, 249, 300-301(변정수 재 의 반 의견); 같은 

례 308(변정수 재 의 반 의견). 부정하는 례로는 헌재 2007. 6. 28. 2004헌

마644등, 공보 129, 763, 773; 1994. 8. 31. 92헌마174, 례집 6-1, 176; 지방단체

장에 한 주민직 선거제가 헌법  의지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단체장선거권 

 피선거권은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는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다고 보는 조규

, 김진우 재 의 보충의견 요지 헌재 1994. 8. 31. 92헌마174, 례집 6-2, 

249,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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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장 선거에는 용되지 않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참여에 

한 차별이 있는 경우에는 평등권 침해의 문제가 제기될 뿐이라고 보는 

례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헌법 제24조와 같은 규정이 없는 미국에서는 

우리 례처럼 해석할 필요가 있으나,30) 헌법이 제24조에서 선거권에 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고  그 상을 한정하는 아무런 언 도 하고 있지 않

기 때문에 보장된 기본권의 효력범 를 축소하는 결과를 래하는 그와 같

은 해석을 따를 이유가 없다고 본다. 즉 헌법 제24조의 선거권은 공직 선

거 일반에 한 모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포 인 근거규정이고, 헌

법 제41조 제1항  제67조 제1항은 국회의원선거  통령선거에 한 

자유롭고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특별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만, 입법

자는 헌법이 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직  명시하지 아니한 공직의 경우 

그것을 선거를 통해 충원할 것인지 여부에 하여 폭넓은 입법형성권을 가

진다.31)

헌법재 소는 기부터 선거권이 개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임을 확

인하고, 그 권리의 침해여부를 개인의 주  권리구제 차인 헌법소원심

차를 통해서 다툴 수 있다고 으로써32) 선거권을 국가기 의 선출에 

참여할 공  의무로 이해하거나 국가기  구성기능 행사, 즉 권한으로 보

는 설을 묵시 으로 거부하 다고 평가된다.33) 헌법재 소는 선거권이 개

인의 권리성, 인격성, 불가양성을 강조하는 한편,34) 민주정치를 표방한 민

30) A. Ides/C. N. May, Constitutional Law. Individual Rights, 2001, p. 255-256 참

조.

31) 이러한 에서 교육감과 교육 원을 간 선거로 뽑도록 한 법률규정의 합헌성

을 확인하고 있는 헌법재 소의 례(헌재 2006. 4. 27. 2005헌마1190, 례집 

18-1(상), 658)를 이해할 수 있다.  

32) 가령 헌재 1997. 6. 26. 96헌마89, 례집 9-1, 674; 2007. 6. 28. 2004헌마643, 

례집 19-1, 843 등 참조. 

33) 선거의 법  성격에 하여는 홍일선, 선거권과 선거의무, 공법연구 제34집 제3

호(2006. 2.), 349쪽 이하 참조.

34) 그 기본권(참정권)은 “ 리 행사를 시킬 수 없는 국민 각자의 고유한 주 인 

권리이고, 참정권의 행사와 보장도 개인주의 사상에 기 를 두고 그 개인의 인

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참정권의 주체는 국민 각자의 개인의 인격과 그 의사

결정을 단 로 하고 있으며, 그것은 개인의 주권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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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국가에서 정치  자유권은 국민의 정치  의사를 국정에 반 하기 한 

객  질서로서의 의미를 아울러 가진다35)고 하여 선거권의 양면  성격

을 인정하고 있다.  

선거권의 주체에게 선거를 통해 드러난  선거당시의 유권자의 의사에 

의기 의 구성상태를 구속시킬 권리(가령 국회구성권)가 있는지에 하여 

헌법재 소는 정당하게도 자유 임설을 기 로 부정 인 입장을 취하

다.36) 

나. 선거권의 구체적 내용

민주  선거의 원칙들은 선거가 본래의 목 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한

다. 이 원칙들은 의기 들이 온 하게 민주  정당성을 획득하도록 하는 

한편, 의기 들이 국민의 의사를 존 하도록 보장한다. 국민주권의 이념

은 정치  지배권의 행사로 인해 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이 지배권의 

결정과 정당화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국민 체(보통선거

의 원칙)가 스스로(직 선거의 원칙) 실 으로 존재하는 구체 인 차이

에도 불구하고 평등하게(평등선거의 원칙) 정치  결정권을 자유롭게, 즉 

국가권력이나 다른 세력의 강요나 간섭을 받지 않고(자유선거의 원칙)  

비 리에(비 선거의 원칙)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기 때문에 선거의 

원칙들은 국민주권이념의 구체  실 수단이다.37) 

그러므로 선거권은 보통선거권, 평등선거권, 비 선거권, 직 선거권, 자

유선거권으로 구체화할 수 있으며, 이 각 구체 인 권리와 련된 헌법재

소의 주요 례와 그 특징을 살펴본다. 

(1) 보통선거권  평등선거권

보장하여 자유계약과 자유경쟁으로 국가조직과 사회 번 을 유지한다는 사회철

학에서 비롯된 것이다”(헌재 1989. 9. 8. 88헌가6, 례집 1, 199, 208). 

35) 헌재 2004. 3. 25. 2001헌마710, 례집 16-1, 422, 434-436.

36) 헌재 1998. 10. 29. 96헌마186, 례집 10-2, 600.

37) M. Morlok, in: H. Dreier(Hrsg.), GG, Art. 38 Rn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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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의

보통선거의 원칙은 국민들 사이에 실 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개인  

그리고 집단  차이를 이유로 개인들 는 그 집단을 정치  결정 과정에

서 배제하는 것을 지함으로써 국민주권을 실 하는 데 기여한다. 그러므

로 선거권의 확 과정의 종착 이 바로 보통선거의 원칙이다. 

평등선거의 원칙은, 보통선거의 원칙을 통해 참여의 가능성이 열린 모든 

국민들이 실 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치  

결정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주권의 실

에 기여한다. 즉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한 경쟁기회의 균등, 즉 경쟁의 공

정성을 확보해 다. 

보통선거의 원칙은 일반 으로 평등선거원칙의 아류로 평가된다. 그 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이를 하나로 묶어 다룬다.

(나) 보통선거권의 획기  강화와 논증상의 문제

1) 보통선거권의 획기  강화

보통선거권과 련하여 헌법재 소는 최근 종  자신의 례를 변경하

면서 획기 으로 이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즉 주민등록

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을 결정하여 그에 따

라 선거권행사여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상의 규정 등

에 한 헌법소원사건에서 헌법재 소는 종  자신의 합헌결정38)을 번복하

면서 “선거권의 제한은 불가피하게 요청되는 개별 ㆍ구체  사유가 존재

함이 명백할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고, 막연하고 추상 인 험이나 국

가의 노력에 의해 극복될 수 있는 기술상의 어려움이나 장애 등을 사유로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다”39)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 다. 

38) 헌재 1999. 1. 28. 97헌마253, 례집 11-1, 54, 63(재외국민의 선거권 부정); 

1999. 3. 25. 97헌마99, 례집 11-1, 218, 229-230: “비록 해외거주자들에 하여 

국내거주자들과 달리 부재자투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차별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합리 인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

39) 헌재 2007. 6. 28. 2004헌마644, 공보 제129호, 763 - 결정요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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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 소는 같은 이유로 해외에서 주권을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국

내에도 거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

선거법 규정의 해당 부분,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일시 으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부재자투표권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공직선거

법 규정의 해당 부분, 같은 이유로 재외국민에게 국민투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국민투표법상의 련 규정들의 해당 부분, 해상에 장기 기거하

는 선원들에 하여 부재자투표의 가능성을 보장하고 있지 아니한 공직선

거법상의 규정40)에 하여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 다.  

이 결정들은, 보통선거권 제한의 정당성 심사의 기 을 획기 으로 강화

하 다는 에서 세인의 주목을 끈다. 그러나 ‘선거권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고, 비 선거  자유선거 

원칙과의 충돌의 문제를 외면하는 등 향후 해명을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해석론 인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41) 

생각건 , 불가피한 사유라는 공식이 내용 인 측면에서 모호하기는 하

지만, 그것을 수용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본다. 그 공식이 단순한 합리

인 사유와 불가피한 사유를 구분하는 평등권해석론에 맞추어 정당화기

을 분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선거의 원칙들에 한 격을 도입할 때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도록 입법자에게 경고를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보

통선거권이 민주주의  국민주권의 실 에 하여 불가결  의미를 가지

고 있음을 감안할 때 소수의 헌법  지 를 갖는 법익들만이 선거평등권의 

후퇴를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면 헌법재 소가 제시한 ‘불가피한 

사유’는 헌법  지 를 갖는 법익의 실 을 해 보통선거권의 후퇴를 강

요하는 사유라고 보아야 한다. 이 게 헌법재 소가 제시한 공식을 해석할 

때 ‘불가피한 사유’라는 공식은 보다 뚜렷한 윤곽을 얻을 수 있다.42) 

40) 헌재 2007. 6. 28. 2005헌마772, 례집 19-1, 899 이하, 

41)  결정들이 내포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해석론  문제를 해결하기 한 시도에 

해서는 정태호, 보통․평등선거권의 심사구조와 심사기 에 한 견 - 자유

권 심사구조  심사기 의 보통․평등선거권심사에의 응용 가능성 -, 헌법실무

연구회(2008. 8.) 참조. 

42) 유사한 사상은 통령선거 입후보요건으로 고액의 기탁 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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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증상의 문제

헌법재 소는 이 공식을 부연하면서 ‘국가의 노력에 의해 극복될 수 있

는 기술상의 어려움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언 을 하고 있다. 이 표 은 유권자가 사실상의 장애를 극복하고 선거권

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의무가 국가에게 있는 것처럼 오해할 소

지가 크다.43) 헌법재 소 스스로도 불가피한 사유를 그 게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그와 같은 오해는 특히 외항선원들에 한 부재자투표권 불인정에 

한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해외에서 주하는 재외

국민이나 해외일시체류자는 물론 외항선원들이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는 기술  가능성(우편선거, 팩스선거)은 존재한다. 철역, 철도역, 고속

버스터미  등에 자 인 방식으로 선거를 할 수 있는 투표소를 설치함으

로써 가  많은 유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가능성

도 존재한다. 아  가정에서 클릭 한 번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투표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이러한 기술  수단들은 비 선거, 직

선거, 자유선거와 충돌할 수 있고,  그 기 때문에 선거결과의 신뢰성

에 타격을  수 있기 때문에 입법자가 그 수단의 채택을 주 해 왔던 것

이다. 

그럼에도 헌법재 소는 최근 례에서 보통선거권의 요성만을 강조하

하여 합헌성을 확인하고 있는 헌재 1995. 5. 25. 92헌마269, 례집 7-1, 768에 

한 김진우 재 의 반 의견에도 나타나 있다. 즉 “ 통령선거에 있어 선거

권과 피선거권과 련된 차별은 이러한 민주주의 기본 제를 뒤흔드는 것이 되

기 때문에 이들 권리와 련한 국민의 차별을 정당화하기 해서는 단순히 공익

의 실 을 하여 그 차별이 필요하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그 차별이 한 

법익의 실 을 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이 

제24조에서 선거권, 제25조에서 공무담임권을 보장하면서 그것을 법률유보하에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들 권리에 한 입법재량의 폭은 매우 좁다고 할 것이며, 

그에 따라 이들 권리에 하여 국민을 차별하는 법률의 헌심사에는 엄격한 심

사기 이 용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5. 5. 25. 92헌마269, 례집 7-1, 768, 

785-786).

43) 유권자가 선거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데 존재하는 사실상의 어려움을 제거해 주

어야 할 입법자의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독일의 학설이다. M. Morlok, 

in: H. Dreier(Hrsg.), Art. 38 Rn 6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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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그와 충돌하는 다른 선거의 원칙을 후퇴시키고 있다.44) 헌법이 보장

하는 선거원칙들 사이의 충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한 일차 인 

단권은 민주  법치국가에서는 입법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닐

까? 물론 입법자가 가령 순수 우편선거를 국내부재자투표의 수단으로 이미 

활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이 경우 입법자가 해외거주자나 

재외국민에게 우편선거를 통한 선거권행사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평등선

거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다. 

3) 보통선거권 강화 논리의 응용 

헌법재 소가 용한 ‘불가피한 사유’라는 공식을 보통선거권에 한 기

존 례에 용한다면, 변경되어야 할 례가 지 않다고 본다. 

가령 선거연령을 만 20세로 한 법률규정에 하여 헌법재 소는 자의

지 심사를 하면서 그 합헌성을 확인한 바 있다.45) 이 결정이 토 로 하고 

있는 논거인 고교까지 정치 으로 오염시킬 우려나 20세 미만자들의 단

력미숙 내지 정치  단의 타인의존성이 실증되지도 않았거니와 민주주의

가 높은 수 의 학식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에 의한 합리  단

능력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민사상 거래에서 요구되는 단능력과는 다르다

는 , 9-7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연령이 만18세인 , 세계 77개국이 18

세를 기 으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의 교육수 이 세계

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높다는 사실, 언론매체의 발달 등으로 국

민의 정치의식이 높아졌다는 사실, 등교육이 공민교육을 지향하고 있

다는 을 고려하면 선거일 재 만 18-19세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정치

으로 미숙하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따라서 법정의견인 5인의 기각

의견이 제시한 논거들은 차별의 불가피성을 논증하기 어렵다. 입법자에게 

응을 한 시간  여지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도 선거연령이

44) 방승주, 재외국민 선거권제한의 헌여부 - 2004헌마644 공직자선거 선거부정

방지법 제15조 제2항 등 헌확인 사건을 심으로 -, 헌법학연구 제13권 제2호

(2007. 6.), 305쪽 이하는 아쉽게도 이러한 측면에서의 제기되는 문제에 한 성

찰을 담고 있지 않다. 

45) 헌재 1997. 6. 26. 96헌마89, 례집 9-1, 674; 2001. 6. 28. 2000헌마111, 례집 

13-1, 1418; 헌재 2003. 11. 27. 2002헌마787, 공보 제87호,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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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규율 상이 단순하고 법률효과의 측이 어렵지 않은 역일 뿐만 아

니라, 입법자에게 부여된 재량의 여지가 매우 좁은 역임을 감안하면 설

득력이 없다고 본다.  

한 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한 선거권 부정에 해서

도 헌법재 소는 “선거권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이므로 

입법형성권을 갖고 있는 입법자가 선거법을 제정하는 경우에 헌법에 명시

된 선거제도의 원칙을 존 하는 가운데 구체 으로 어떠한 입법목 의 달

성을 하여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는 그것이 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입법자의 재량 역에 속한다”고 하면서 합헌 단

을 하 다.46) 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재소자의 범 가 지나치게 넓다는 에

서 례의 결론에 동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47) 심사기 의 이완에 

해서는 수 하기 어렵다.

(다) 평등선거권 

헌법재 소는 유권자의 평등선거권과 련하여 선거구간 인구편차의 허

용한계, 게리멘더링의 지, 비례 표국회의석을 지역구국회의석의 선거결

과에 의거하여 산정한 것에 한 헌성 확인 등 매우 의미 있는 다수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례의 심사기 이 크게 동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 헌법재 소가 제시한 엄격평등의 기 을 용할 경우 결론

을 달리해야 할 사건이 지 않다고 본다. 

1) 선거구간 인구편차 허용한계 설정

선거구간 인구편차의 허용한계와 련하여 헌법재 소는 1995년 결정48)

46) 헌재 2004. 3. 25. 2002헌마411, 례집 16-1, 468, 479 이하; 이에 해서는 김

일 재 의 반 의견이 있음.

47) 동지: 김철수, 헌법학(상), 2008, 1379쪽.

48) 헌재 1995. 12. 27. 95헌마224, 례집 7-2, 760. 물론 이 례에서 재  6인이 

아닌 5인의 재 만이 이 기 에 동의하 으며, 4인의 재 은 도시 유형의 

선거구와 농  유형의 선거구를 구분하고 국 선거구 평균 인구수에서 그 상하 

60%의 편차를 과함과 동시에 같은 유형의 선거구 평균 인구수에서 그 상하 

50%의 편차를 과하는 경우에만 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 기 때문에 엄 히 

보면 허용되는 편차는 훨씬 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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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선거구 평균인구치의 상하 60%가 한계로 제시되었다가, 2001년 결

정49)에서는 상하 50%를 한계로 제시하여 허용편차를 게 인정하는 한편, 

상하 33.3%가 이상 인 기 임을 밝힘으로써 향후 투표가치의 평등성을 

좀 더 강화할 것을 시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시․도의원 지역선거구 간

의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를 선거구 평균인구수의 상하 60%로 설정함으로

써50) 일 성을 상실하고 투표가치의 평등성 확보를 한 노력에 후퇴의 조

짐을 보이고 있다. 선거구간 인구편차 허용한계를 설정한 것은, 그 동안 정

치권의 무원칙한 합의 내지 야합에 의하여 국민의사를 왜곡시켜오던 선거

구 획정에 제동을 걸었다는 에 큰 의미를 갖는다.  

헌법재 소는 인구편차허용한계 확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투표가

치의 평등 이외에도 국회의원의 지역 표성, 도농간의 인구격차 등을 든 

바 있다. 그러나 평등선거권의 상술한 규범구조에 비추어 볼 때 선거구의 

구체  획정방법(선 기) 자체와 련해서는 입법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부

여되지만, 선거구 사이의 인구편차와 련해서는 입법자의 재량의 폭은 좁

다고 보아야 한다. 그 다면 행정구역 심의 선거구획정 때문에 1:1 원칙

을 철하기 곤란한 기술  문제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편차만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국회의원의 지역 표성, 도농간의 인구격차는 인

구편차의 허용정도를 결정하는 법  요인이 될 수 없다. 국회의원은 헌법

으로 볼 때 지역구민의 표가 아니라 국민의 표이고(헌법 제46조 

제2항), 도농간의 인구격차와 같은 요인들을 고려하여야 할 헌법  근거를 

찾을 수 없고  그 비 을 측정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편차 허용한계가 

재 들에 따라 지 않게 차이가 나는 것도 바로 이처럼 측량할 수 없는 

49) 헌재 2001. 10. 25. 2000헌마92등, 례집 13-2, 502.

50) 헌재 2007. 3. 29. 2005헌마985등, 례집 19-1, 287; 이에 해서는 2:1을 기 으

로 해야 한다는 김종  재 의 별개의견과 기 자치단체와 자치단체의 

층  구조와 기능의 차이를 고려할 때 기 자치단체별 인구편차는 문제되지 않

는다는 이공 ․조  재 의 반 의견이 있다. 만일 역의회가 연방국가에

서의 상원과 같은 지역 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면 이 반 의견이 타당할 

것이지만, 역의회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지,  그 게 선거구나 의원수가 

배정되어 있는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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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들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선거구를 획정할 때 그러한 요인

들을 고려하여야 한다면, 헌법재 소는  사건들에서 입법자의 결정을 수

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 했어야 한다고 본다.  결정들의 법정의견

에 가담한 일부 재 들이 보충의견 등을 통하여 편차의 허용정도를 조만

간에 3 : 1이나 2 : 1로 낮출 것을 시사한 것도 그러한 요인들이 편차요인

으로 평가될 수 없음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다. 한 이 문제는 성질상 입

법자에게 응을 한 시간을 부여할 수도 없고  그러할 필요도 없는 

역이다. 엄격평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정치  실험을 할 수 있는 역이 아

닌데다가 규율 상이 복잡하거나 법  효과를 측할 수가 없어서 입법자

에게 경험  데이터의 축 을 한 시간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

서 헌법재 소가 2 : 1 기 이나 보다 엄격한 기 을 제시할 경우에 정치

권에 미칠 장을 고려하여 정치권에 시간을  것은 정치 인 견지에서는 

이해할 수 있으나, 헌법 인 견지에서는 2차례나 응을 한 시간을 부여

하면서 헌선언을 회피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2) 게리멘더링의 지 

헌법재 소는 선거구의 획정은 사회 ㆍ지리 ㆍ역사 ㆍ경제 ㆍ행정

 연 성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특단의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인

지역이 1개의 선거구를 구성하도록 하면서 특단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볼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데도 경지역 없이 분리되어 있는 두 개의 

행정구역을 1개의 선거구로 만드는 것은 재량의 범 를 일탈한 자의 인 

선거구획정의 헌성을 확인함으로써 특정인을 한 정략 인 선거구획정

에 제동을 걸었다.51) 헌법에 의하여 지되는 게리멘더링은 후에 보다 명

확하고 일반성을 띠는 정의를 획득하 다. 즉 “특정 지역의 선거인들이 자

의 인 선거구획정으로 인하여 정치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되었거나, 

그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을 의도 으로 박탈당하고 있음이 

입증되어 특정 지역의 선거인들에 하여 차별하고자 하는 국가권력의 의

도와 그 집단에 한 실질 인 차별효과가 명백히 드러난 경우”로 정의되

51) 헌재 1995. 12. 27. 95헌마224, 례집 7-2, 760, 788-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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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52)

3) 정당투표 없는 비례 표제의 평등선거권 침해 확인

1인1표제 형식으로 비례 표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에 하여 헌법

재 소는 정당소속 지역구후보자에 한 투표는 지역구의원의 선출에 기여

함과 아울러 그가 속한 정당의 비례 표의원의 선출에도 기여하는 2 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데 반하여 무소속후보자에 한 투표는 그 무소속후보

자의 선출에만 기여할 뿐 비례 표의원의 선출에는  기여하지 못하므

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하는 데 반하여 이와 같은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등선거의 원칙에 배된다고 

시하 다.53) 

이 례는 진보정당의 원내진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치지형의 부분

인 변화를 가져온 본격 인 정당투표제를 도입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정치사 으로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4) 기타

헌법재 소는 한편으로 단체 일반에 한 선거운동 지의 합헌성을 확

인하고,54)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단체의 선거운동은 외 으로 허용하는 

규정의 합헌성을 확인함으로써55) 법리  모순을 범하 을 뿐 아니라, 각 

례 자체로서도 민주주의의 본질을 오인하는 결함을 드러냈다. 이 례들

은, 민주주의가 실 으로 이익다원주의 내지 단체다원주의의 형태를 띨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외면하고 있고, 단체의 선거운동 지는 개인이 단체

를 통해서 자신의 정치  의사를 보다 효과 으로 철할 수 있는 길을 

쇄함으로써 결국 개인의 정치  참여가능성을 심각하게 축시키고 있고, 

헌법이 정당에게 정치의사형성에 한 독 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님

에도 단체  오로지 정당에게만 선거운동을 허용하는가 하면, 경제인단체

52) 헌재 2001. 10. 25. 2000헌마92등, 례집 13-2, 502, 510-511. 그밖에도 헌재 

1998. 11. 26. 96헌마54, 례집 10-2, 742, 750 그리고 765도 참조. 

53) 헌재 2001. 7. 19. 2000헌마91, 례집 13-2, 77, 79.

54) 헌재 1995. 5. 25. 95헌마105, 례집 7-1, 826.

55) 헌재 1999. 11. 25. 98헌마141, 례집 13-2,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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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차별의 불가피성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지 못한 채 정당 이외에 노동

단체에게만 선거운동을 허용한 것을 용인하고 있다.56)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운동원 는 연설원으로 등

록된 자에게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해서는 선거의 공정성

을 해할 험이 없는 일반국민들에게 까지 선거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헌이라고 단하 다.57) 지극히 타당한 결론이라고 본다.

(2) 비 선거권

비 선거권은 유권자의 투표의 내용을 국가권력이나 제3자가 알 수 없

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강제나 사회세력에 의한 강요로부터 자유롭게 정치

 결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유권자에게 보장해 다. 비 선거권은 다

른 한편으로 선량들을 유권자의 기회주의  요구로부터 보호해주고  그

럼으로써 자유 임의 원칙의 실효성을 높여 다.58) 비 선거에 한 헌법

규정은 주  권리일 뿐 아니라, 객  법제도59)이기도 하다. 그 기 때

문에 비 선거권은 유권자가 임의로 포기할 수 없다. 즉 투표행 의 비

유지는 유권자의 의무이기도 하다.60) 

그러나 헌법재 소는 해외에 주하는 재외국민의 선거권이나 해외에 

일시 체류하는 유권자 는 해상에서 장기체류하는 선원에 한 부재자투

표권을 인정하지 않는 조치의 헌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국민들

에게 선거권을 인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 선거의 원칙, 따라서 자유

선거의 원칙과의 충돌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거나 자유선거원칙의 일방  

우 를 선언해 버리는 논증상의 결함을 드러냈다. 특히 해상에서 장기체류

하는 선원에 한 부재자투표의 기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하

56) 민주주의의 다원주의  성격에 해서는 계희열, 헌법학(상), 237; 장 수, 헌법학, 

2007, 167쪽 이하;  례에 한 김문희, 이재화 재 의 반 의견 (헌재 1999. 

11. 25. 98헌마141, 례집 11-2 , 614, 625쪽 이하) 참조. 

57) 헌재 1994. 7. 29. 93헌가4, 례집 6-2, 15, 17 요지 5.

58) M. Morlok, aaO, Art. 38 Rn 114.

59) H. Meyer, HstR III, § 46 Rn. 20; M. Morlok, aaO, Art. 38 Rn. 115 참조. 

60) K. Stern, Staatsrecht I, S. 314 f.; H. Meyer, HstR III, § 46 Rn. 19 f.; M. 

Morlok, aaO, Art. 38 Rn. 115 참조.



憲法論叢 第19輯(2008)

708

면서 “선원들로서는 자신의 투표결과에 한 비 이 노출될 험성을 스스

로 용인하고 투표에 임할 수도 있을 것”61)이라고 하여 비 선거권의 임의

 포기가능성을 용인해 가면서까지 모사 송 시스템에 의한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는 기술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을 헌이

라고 보았다.

선거권은 일신 속  권리이기 때문에 양도할 수 없다. 그 기 때문에 

선거과정에서 본인확인을 하여 선거인명부를 운 하는 것은 비 선거와 

다소 충돌하는 측면이 있으나 리투표, 부정투표를 방지하기 하여 불가

피한 것이다. 그 지만 기권자 명부를 공개하는 것은 비 선거원칙에 배

된다. 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유권자인지를 별하기 하여 본

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일정한 종류의 신분증 소지를 요구하고, 그러한 신

분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자에 의한 선거권의 합리  형성이라고 할 것이다.62)  

(3) 직 선거권

직 선거원칙은 의기 의 구성에 유권자가 최 한 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다른 세력의 향력 행사를 최소화하는 기능을 

한다. 이를 해서는 유권자가 미리 자신의 투표가 후보자의 당선여부에 

어떤 향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서 유권자가 선거 차에서 합리

인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63) 즉 유권자가 후보자 선택과 련한 최종

인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64) 환언하면, 유권자와 후보자 사이에서 재

량권을 가지고 후보자 결정에 향을 미치는 제3자가 끼어들어서는 안 된

다. 직 선거의 원칙은 이 게 형식 으로 이해하여야 실 인 사건을 

단할 때 용할 수 있는 실용  기 이 될 수 있다. 이 원칙을 실질 으로 

61) 헌재 2007. 6. 28. 2005헌마772, 례집 19-1, 899, 900.

62) 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례집 15-2(상), 158, 165-166 - 본인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신분증의 범 가 무 좁으면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주선회 재 의 

반 의견 있음. 

63) BVerfGE 95, 335, 330; M. Morlok, aaO, Art. 38 Rn. 74.

64) BVerfGE 3, 45, 49f.; 7, 63,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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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면, 헌으로 되는 경계선을 명확히 획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

이다.

그런데 헌법재 소는 1인1표제방식의 구 비례 표의원선거제와 련하

여 “비례 표의원의 선거는 지역구의원의 선거와는 별도의 선거이므로 이

에 한 유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 즉 정당명부에 한 별도의 투표가 있

어야 함에도 행제도는 정당명부에 한 투표가 따로 없으므로 결국 비례

표의원의 선출에 있어서는 정당의 명부작성행 가 최종 ㆍ결정 인 의

의를 지니게 되고, 선거권자들의 투표행 로써 비례 표의원의 선출을 직

ㆍ결정 으로 좌우할 수 없으므로 직 선거의 원칙에 배된다”고 시

하 다.65) 그러나 1인1표제 방식의 구 비례 표제선거에서 유권자가 지역

구의원선거에서 선택한 후보자의 소속 정당과는 다른 정당의 명부를 선택

할 수 없을 뿐 지역구의원 선거에 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동시에 정당

명부에 한 투표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유권자와 후보자 사이에 재량권

을 가진 제3자가 끼어들어 그가 명부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

서 그와 같은 선거방식은 자유선거의 원칙66)이나 평등선거의 원칙에 배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직 선거의 원칙에 배되는 것은 아니다.67) 헌

법재 소의 입장은 비례 표선거에서 고정명부식이 직 선거의 원칙에 반

하지 않는다는 스스로의 평가68)와도 배치된다고 본다. 고정명부식의 경우 

명부에 오른 후보자들의 순 에 한 최종결정권은 정당에게 있고, 유권자

는 복수의 명부들  하나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자유선거권

65) 헌재 2001. 7. 19. 2000헌마91, 례집 13-2, 77, 79; 례와 같은 견해로는 김문

,  민주국가에 있어서의 선거의 의미와 과제, 공법연구 제28집 제4호 제1

권, 57, 75-76; 성낙인, 선거법론, 1998, 225-226 등 참조.

66) 이 사건에 한 재  권성의 보충의견(헌재 2001. 7. 19. 2000헌마91, 례집 

13-2, 77, 101)은 타당하게도 이 을 지 하고 있다. 

67) 필자처럼 직 선거의 원칙을 형식 으로 이해하는 견해로는 김종철, 국구비례

표제의 투표방식과 의석배분방법의 헌결정에 한 비  고찰, 헌법실무연

구 제3권(2002), 321, 356쪽; 음선필, 선거의 기본원칙과 비례 표선거제, 헌법학

연구 제7권 제2호, 189, 210은 형식  이해의 가능성과 경향을 지 하고 있다.

68) 헌재 2001. 7. 19. 2000헌마91, 례집 13-2, 77,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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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의와 헌법  근거

자유선거원칙은 유권자의 정치  선호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선거

를 통해 표출되도록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선거라는 말 자체가 이미 

복수의 안들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를 내포하고 있다.  

유권자의 선택의 자유가 보장될 때만 선거를 통해 선출된 자들은 진정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선거의 핵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69) 

자유선거의 원칙은 비록 우리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법원리인 것으로서 국민주권의 원리, 의회민주주의의 

원리  참정권에 한 규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자유선

거의 원칙은 선거의  과정에 요구되는 선거권자의 의사형성의 자유와 의

사실 의 자유를 말하고, 구체 으로는 투표의 자유, 입후보의 자유, 나아

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뜻한다.70) 

후보자만이 아니라 유권자도 선거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본고의 기

술체계에 따르면 원래 양자를 분리하여 고찰하여야 하지만, 기술의 편의상 

이 곳에서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가 주체가 될 수 있는 선거운동의 자유의 

문제는 이곳에서 함께 다룬다. 

(나) 투표의 자유

투표의 자유에 한 헌법재 소의 례는 거의 없다. 직 으로 투표의 

자유 자체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상의 규정이 에 띠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례에서 투표의 자유, 특히 유권자의 후보자 내지 정당 선택

의 자유에 한 제한의 문제가 다루어진 바 있다.

즉 1인1표제형 비례 표선거는 유권자가 지역구후보자나 그가 속한 정

당  어느 일방만을 지지할 경우 지역구후보자 개인을 기 으로 투표하

든, 정당을 기 으로 투표하든 어느 경우에나 자신의 진정한 의사는 반

시킬 수 없으며, 후보자든 정당이든 반의 선택권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

69) M. Morlok, aaO, Art. 38 Rn 81.

70) 헌재 1994. 7. 29. 93헌가4등, 례집 6-2, 15, 28; 1995. 4. 20. 92헌바29, 례집 

7-1, 499, 506; 1999. 9. 16. 99헌바5, 례집 11-2, 326, 336.



선거권  피선거권의 보장과 발

711

는 등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민주주의원리에 부

합하지 않는다고 시하 다.71) 이 례에서 자유선거권에 한 언 은 없

지만, 례의 취지는 1인1표제형 비례 표선거제가 유권자의 선택의 자유

를 불필요하게 제한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자유선거권의 침해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72) 

공직선거에서 투표용지에 후보자에 한 부거부표시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유권자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물론 

그 다고 헌은 아니다), 헌법재 소는 선거권 제한 자체를 부정하고 있

다.73)  

(다) 선거운동의 자유에 한 제한

1)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  근거 

헌법재 소는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선거와 련된 표 행 를 제한하

는 공직선거법상의 규정은 선거권  공무담임권과 헌법 제21조의 표 의 

자유에 한 제한을 가한다고 본다.74) 그러나 헌여부의 단은 주로 헌

법 제21조의 표 의 자유를 심으로 개되고 있다.75) 헌법이 이 선거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이 례의 그와 같은 태도의 주된 원인일 것

이다. 

생각건 , 선거운동과 련된 표 의 자유의 보장은, 선거가 그 기능을 

온 히 발휘하기 한 제들 의 하나로서 민주주의원리 실 에 본질

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보다 

강하게 보호되어야 한다.76) 그 기 때문에 선거와 직 으로 련이 있는 

71) 헌재 2001. 7. 19. 2000헌마91, 례집 13-2, 77, 78.

72) 헌법재 소가 이 례에서 일반 으로 인정되는 자유선거원칙이라는 특별한 규

범을 지나쳐 훨씬 추상 인 원리인 민주주의원리 반을 인정한 것은 특별법 

반여부를 우선 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방법론  원칙을 외면한 것으로 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73) 헌재 2007. 8. 30. 2005헌마975, 례집 19-2, 331, 339.

74) 헌재 1994. 7. 29. 93헌가4등, 례집 6-2, 29 참조.

75) 선거운동의 양면성을 인정하면서도 표 의 자유를 심으로 그 침해여부를 가리

고 있는 헌재 2001. 8. 30. 99헌바92등, 례집 13-2, 174, 193 참조.

76) "선거운동은 국민주권 행사의 일환일 뿐 아니라 정치  표 의 자유의 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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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행 는 일반 인 표 의 자유에 한 특별법인 자유선거권의 내용으로 

악하거나 어도 자유선거권과의 맥락 속에서 평가하는 것이 합리 이라

고 본다.77)

2)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거법규정에 한 례의 특징

가) 후견주의 , 획일주의  선거운동

선거운동의 자유와 련한 헌법재 소의 례의 특징은, 선거운동의 자

유  정치  의사 표 의 자유에 한 강력한 보장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서도 과열․혼탁선거의 방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목 으로 후보자나 

정당 그리고 유권자의 선거운동 내지 정치  표 의 자유를 범 하게 제

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규정들의 합헌성을 확인하여 주고 있다는 이

다.78) 

가령 기자회견 석상에서 선거의 망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

인 정당정치인인 통령에게조차 선거에서의 립 내지 선거결과에 향

을 미치는 행 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의 합헌성 확인,79) 선거에 향을 미치기 한 일정한 행 들에 한 

지의 합헌성 확인,80) 후보자가 많을 경우 유권자들이 선택에 어려움을 

로서 민주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게 하는 요소이므로 그 제한입법에 있어서도 

엄격한 심사기 이 용된다 할 것이다" (헌재 1994. 7. 29. 93헌가4등, 례집 

6-2, 15, 30).

77) 동지: 강태수, 선거운동의 자유에 한 제한의 문제 과 개선방향, 세계헌법연구 

14권 2호(2008. 2.), 1 (10쪽). 이설로는 정종섭, 단체의 선거운동 제한의 헌 여

부, 헌법 례연구 2, 2000, 276쪽 이하.

78) 가령 헌재 1999. 6. 24. 98헌마153, 례집 11-1, 839, 847; 1999. 9. 16. 99헌바5, 

례집 11-2, 326, 337-338; 2000. 3. 30. 99헌바113, 례집 12-1, 359, 369-370; 

2006. 7. 27. 2004헌마217, 례집 18-2, 228 등 참조.

79) 헌재 2004. 5. 14. 2004헌나1, 례집 16-1, 609 - 노무  통령 탄핵사건; 2008. 

1. 17. 2007헌마700, 공보 제136호, 217, 220 - 노무  통령 헌법소원 사건.

80) 선거에 향을 미치기 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에 

한 지의 합헌성을 확인하고 있는 헌재 2007. 1. 17. 2004헌바82, 례집 19-1, 

1; 2001. 8. 30. 99헌바92등, 례집 13-2, 174; 2001. 12. 20. 2000헌바96등, 례

집 13-2, 830 ; 2001. 10. 25. 2000헌마193, 례집 13-2, 526 ; 2002. 5. 30. 2001

헌바58, 례집 14-1, 499 ; 2006. 5. 25. 2005헌바15, 공보 116, 803; 1995. 4. 20. 

92헌바29, 례집 7-1,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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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껴 선거에 한 심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기탁 제도 정당화 논거,81) 

정치문화의 퇴행  여론 오도 우려 등을 이유로 한 단체의 선거운동 지

에 한 합헌성 확인,82) 선거권자의 단에 혼선을 가져오지 않도록 후보

자나 선거사무원 등이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

도록 지하면서 같은 정당이나 같은 정당의 추천후보자를 지원할 수 있도

록 외를 인정하는 것의 합헌성 확인,83) 선거운동의 선 벽보에 비정규학

력 게재 지에 한 합헌성 확인84) 등이 유권자의 단능력을 과소평가하

고 있는 표 인 후견주의  례라고 본다. 

정치  의사형성 과정은 시민들이 자신의 정치  견해가 옳다는 것을 주

장하면서 서로 설득하기 한 경쟁을 벌인다는 것을 제로 한다. 정치  

기본권들은, 개인들이 각자 자신의 정치  견해를 가지고 경쟁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 으로 지한다. 선거운동의 자유는 선거와 련된 주

장을 검열하는 권한을 용인하지 않는다.85) 그럼에도 례는 유권자들이 마

치 다양한 정보들을 취사선택하여 합리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그

릇된 제 에서 유권자들이 ‘진공상태’에서 선거와 련된 자신의 정치  

의사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강박 념에 사로잡  있다. 그 결과 신문

이나 방송이 독자나 신청자들인 유권자들에게 그 언론활동을 통해 음으로 

양으로 강력한 정치  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용인할 수밖에 없는 실에

서 유권자들 스스로 인터넷 시 에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포털의 

게시 , 인터넷 신문의 뉴스의 댓 란, 토론방 등에 선거와 련된 을 올

리는 것까지도 지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에 하여 ‘선거에 향을 미치

기 하여’라는 목 요건에 의하여 그 제한범 가 합리 으로 제한되어 있

어 헌이 아니라는, 인터넷시 에 심히 동떨어진 단을 내리고 있다. 인

81) 헌재 1995. 5. 25. 91헌마44, 례집 7-1, 687; 1995. 5. 25. 92헌마269, 례집 

7-1, 768; 1996. 8. 29. 95헌마108, 례집 8-2, 167 등 참조.

82) 헌재 1995. 5. 25. 95헌마105, 례집 7-1, 826.

83) 헌재 1991. 1. 28. 98헌마172, 례집 11-1, 84.

84) 헌재 1999. 9. 16. 99헌바5, 례집 11-2, 326. 

85) K. Stern, Staatsrecht I, S. 314; M. Morlok, aaO, § 38 Rn. 9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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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을 통한 사 선거운동과 같이 실효성 있게 규제하기도 어렵고  허용

하더라도 권선거의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을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까지 

획일 으로 지되고 있는 것이다. 

행진  연호 제한,86) 인사행 를 할 수 있는 선거운동원의 수 제한,87) 

확성장치와 자동차 사용의 제한,88) 비례 표국회의원의 공개장소에서의 연

설이나 담 지,89) 선 벽보, 소형인쇄물, 수막 등의 크기, 횟수 등을 

일일이 규제하고 있는 것90)에 하여 각기 합헌성을 확인한 례들은 공정

성을 빌미로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근하는 방식과 형태까지 규제하여 

획일 인 선거를 지향하고 있다. 선거비용의 상한을 반한 후보자를 처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처럼 선거운동 방법까지 일일이 규제하는 

것은, 후보자가 한정된 선거비용의 범  내에서 창의 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길을 막는 것이다.91) 선거운동의 방법에 한 엄격한 규제와 획일

화, 유권자의 선거과정에 한 주도  참여의 억제로 인해 선거가 조용한 

분 기 속에서 진행되도록 하는 데는 성공했는지는 모르지만, 선거범이 양

산되고 있고  유권자의 선거에 한 심이 갈수록 떨어지는 가를 지

불하고 있다.92) 

86) 헌재 2001. 12. 20. 2000헌바96등, 례집 13-2, 830; 2006. 7. 27. 2004헌마215, 

례집 18-2, 204(조  재 의 반 의견 있음).

87) 헌재 2006. 7. 27. 2004헌마215, 례집 18-2, 204(조  재 의 반 의견 있

음). 

88) 헌재 2001. 12. 20. 2000헌바96등, 례집 13-2, 830.

89) 헌재 2006. 7. 27. 2004헌마215, 례집 18-2, 204(조  재 의 반 의견 있

음).

90) 헌재 2007. 1. 17. 2004헌바82, 례집 19-1, 1; 2001. 8. 30. 99헌바92등, 례집 

13-2, 174; 2001. 12. 20. 2000헌바96등, 례집 13-2, 830 ; 2001. 10. 25. 2000헌

마193, 례집 13-2, 526 ; 2002. 5. 30. 2001헌바58, 례집 14-1, 499 ; 2006. 5. 

25. 2005헌바15, 공보 116, 803; 1995. 4. 20. 92헌바29, 례집 7-1, 499. 이에 

하여 비 인 견해로는 박용상, 선거운동과 표 의 자유, 129쪽; 이성환, 게논

문, 336쪽.

91) 헌재 2006. 7. 27. 2004헌마215, 례집 18-2, 204에 한 조  재 의 반

의견 참조.

92) 헌재 1994. 7. 29. 93헌가4, 례집 6-2, 15, 39-40 참조; 박용상, 선거운동과 표

의 자유, 173-17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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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향을 미치기 한 단합 회 등의 지도 정당성이 있는 것으로 

단하면서도93) 그것이 헌법 제21조 제2항에 명시된 집회의 허가제 지 규

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하여 검토도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들에 한 고립  이해

례의  다른 특징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상의 개

별규정들의 발휘하는 자유제한의 정도나 그 의미를 낱개로서 고립 으로 

고찰하고 있다는 이다. 그에 따라 공직선거법상의 개별규정들이 공직선

거법이라는 하나의 체계로 결합되면서 유권자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를 심각하게 축시키고 있는 실을 제 로 측량하지 못하는 결함을 드러

내고 있다고 본다. 즉 공직선거법상의 개별규정들을 개별 으로 볼 때는 

수인할 수 있는 정도로 자유를 제한하지만, 주체, 시간, 장소, 방법, 내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다수의 상이한 개별규정들이 

되면, 후보자나 유권자가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선거운동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을 간과하고 있다. 

문가도 개 하기 어려운 수많은 규제와 외로 철된 공직선거법은, 

유권자, 후보자 내지 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정치  표 의 

자유의 목을 갑갑할 정도로 조이고 있다. 그 때문에 특히 유권자는 술집이

나 가정에서 지인들과 선거를 논할 수 있을 뿐이고, 공론의 장에서는 자신

의 정치  의사표 이 사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향을 미치기 한 것으

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침묵을 강요당한 채 선거 을 구

경하다가 선거일에 표나 는 존재로 락하고 있다.94) 

다) ‘선거공정성’을‘ 자유선거’보다 우월 인 가치로 평가

선거운동의 자유에 한 례의  다른 특징은 선거의 공정성과 자유선

거라는 양  가치를 립개념으로 이해하면서 자를 후자에 한 범

93) 헌재 2001. 12. 20. 2000헌바96등, 례집 13-2, 830.

94) 동지: 정만희, 행 선거법의 문제 과 개선방안, 스티스 제66호(2002. 4.), 37, 

4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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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한을 정당화하는 논거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다.95) 결국 공정성의 

이념의 자유로운 선거의 요청을 압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지만 선거를 통한 의기 구성에서 국민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

되어야 선거가 그 본래의 과제를 이행할 수 있으며,  그 때에만 선거의

‘공정성’도 실 되는 것이다. 국민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 되려면, 무엇보다

도 국민이 그 의사를 자유롭게 표 할 수 있어야 하고, 후보자, 정당, 정책

에 한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선거의 공정성

은 선거운동에 한 법  규율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 한 보장하는 가운

데 행해질 때 확보될 수 있다. 이 게 본다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은 상호 

립․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선거의 공정성은 선거의 자유를 보장

하기 해 수반되는 개념이다.96) 선거의 공정성 확보는 선거운동을 억제하

고 그 방법을 획일화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이나 미국처럼 선

거비용의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97) 재 사실상 형식화되

어 버리고 있는 정치자   선거비용의 투명성 통제를 획기 으로 강화․

실질화하는 신 선거운동의 시기나 방식 등에 한 통제를 풀어  때에만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은 큰 마찰 없이 조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 정치  표 의 자유에 한 제한을 억제하는 법리의 실종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다투어진 선거법규정의 합헌성이 

95) 가령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해서는 어느 정도 선거운동에 한 규제가 행하

여지지 아니할 수 없고, 이는 곧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셈이 되므로 기본

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에 따라야 한다”(헌재 1999. 9. 16. 99헌바5, 례집 11-2, 

326, 337; 1999. 1. 28. 98헌마172, 례집 11-1, 84, 93. 그 밖에도 가령 헌재 

1999. 6. 24. 98헌마153, 례집 11-1, 839, 847; 1999. 9. 16. 99헌바5, 례집 

11-2, 326, 337-338; 2000. 3. 30. 99헌바113, 례집 12-1, 359, 369-370 등 참조.

96) 정만희, 행 선거법제의 문제 과 개선방안, 61-62쪽; 헌법재 소도 "선거의 공

정성 확보와 질서의 유지를 한 규제는 일반국민의 선거운동을 포 , 면

으로 지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선거에 있어 자유와 공정은 반드시 상

충 계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헌재 1994. 7. 29. 93헌가4등, 례집 6-2, 15, 39)고 하여 부분

으로 이러한 인식에 당도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이 외 인 

경우에만 상호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97) 정만희, 행 선거법제의 문제 과 개선방안, 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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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사건98)에서는 헌법재 소가 표면상 제시한 엄격한 심사기 과는 달

리 실제로는 매우 느슨한 심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부분이다. 그리고 정

치  표 의 자유에 한 제한을 억제하기 한 각종 법리들을 응용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선거법규정들이 합헌으로 선언된 사례에서 과잉

지원칙이 심사기 으로 용되더라도 그 심사는 형식 ․의례  심사에 

그치고 있다.99) ‘선거의 과열로 인한 사회 경제  손실을 막고 선거의 공정

성을 확보한다는 목 ’이 거의 모든 제한조치를 정당화해주는 마술지팡이

가 되고 있고, 이 목  앞에서는 선거권  피선거권의 국민주권의 실 에 

한 근본  의미도 무색해진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덜 제한하면서도 같은 

정도로 입법목 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지에 한 

진지한 검증도, 제한조치에 의해서 희생되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그것을 통

해서 실 되는 공익 사이의 추상 ․구체  차원에서의 실질 인 법익형량

도 찾아보기 힘들다. 

결국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선거와 련된 정치  표 의 자유는 민주주

의에 본질 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강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헌법재 소

의 명제는 부분의 사건에서는 구두선일 뿐이다. 오히려 선거의 과열로 

인한 사회 경제  손실 방과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목 을 해서는 

선거운동의 자유는 일반 인 표 의 자유보다도 더 강력한 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 소의 실질  입장이라고 본다.

마) 사 선거운동 지를 통한 선거운동의 자유에 한 포  제

한의 용인 

행 공직선거법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해 채택하고 있는 핵심

인 수단 의 하나가 단기의 공식선거운동기간 설정과 그 에 이 지는 

사 선거운동의 지(제59조)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에 실효성을 부여하

기 한 다수의 규정들과 쉽게 개 하기 어려운 많은 외규정들이 공직선

98) 가령 헌재 2001. 12. 20. 2000헌바96등, 례집 13-2, 830; 2006. 7. 27. 2004헌마

215, 례집 18-2, 204; 2006. 7. 27. 2004헌마215, 례집 18-2, 204 등 참조.

99) 동지: 정만희, 선거제도에 한 헌법재 소 례의 평가, 공법학연구 제7권 제1호

(2006. 2.), 149, 189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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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법을 채우고 있다. 사 선거운동 지의 목 은 권․과열선거를 방지함

으로써 선거로 인한 사회경제  손실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한

다는 것이다.

그 지만 단기간의 공식선거운동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동안에만 선

거운동을 허용하는 방식은, 선거운동의 자유에 한 범 한 제한 래, 

정치신인이나 무소속정치인들에 한 심각한 차별, 공식선거운동 기간 의 

선거운동의 지원칙에 한 다수의 외 설정으로 인한 선거법의 복잡성 

래 등 많은 부작용 때문에 헌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행 

선거법은 원칙 으로 단기의 공식선거운동기간에만 법이 정하는 방법 로

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반행 를 처벌하는100) 네가티  방

식을 취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범 하게 희생시키고 있을 뿐만 아

니라101) 선거의 공정성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 을 받고 있다.102) 

헌법재 소의 례와는 달리 사 선거운동 지  그 반행 에 한 

처벌규정(공직선거법 제254조)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헌이라고 본

다.103) 

100) 헌재 2001. 8. 30. 2000헌마121등, 례집 13-2, 263쪽 이하는 사 선거운동 지

를 합헌으로 단하고 있다.

101) “우리 헌법은, …… 선거운동의 자유도 ‘선거의 공정성의 보장’이라는 공익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 고, 특히 제

116조에서는 선거공 제가 선거운동의 기본방식임을 천명하면서 선거운동은 

각  선거 리 원회의 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

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특별규정을 두었는바, 이러한 헌법규정들에 의거하

여 이 법은 선거운동에 하여 그 주체·방법·기간  비용의 측면에서 여러 가

지 규제를 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자의 의지는, 그것이 선거의 공정과 기회균

등의 확보를 한 것이고 재 우리나라의 고유한 사정을 고려하여 선거에 있

어서의 ‘자유와 공정’의 두 이념이 슬기롭게 조화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인 한, 

원칙 으로 존 되어야 한다” (헌재 1995. 5. 25. 95헌마105, 례집 7-1, 826, 

836-837).

102) 강태수, 게논문, 25쪽; 이성환, 게논문, 328쪽 참조. 선거운동에 한 지나친 

규제는 선거의 공정성도 실 하지 못한다는 지 을 하고 있는 헌재 1994. 7. 

29. 93헌가4, 례집 6-2, 15, 39-40도 참조. 

103) 동지: 이욱한, 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 제59조  제87조의 헌성에 한 연

구, 헌법 례연구 제2집(2000), 333, 344쪽 이하; 김래 , 개정선거법의 문제 과 

개선방향 - 사 선거운동 지규정을 심으로 -, 공법연구 제33집 제5호(2006. 



선거권  피선거권의 보장과 발

719

먼  지된 행 의 범 가 지나치게 불명확하여 형벌법규의 명확성원

칙에 반된다. 먼  법에 의해서 지되는 사 선거운동과 선거운동기간

이 아니더라도 허용되는 선거운동유사행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선거

에 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한 비

행   통상 인 정당활동과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한 단순한 지지․반

의 의견개진  의사표시, 그리고 해석상 허용되는 직무 내지 업무 행 )의 

경계가 매우 모호하여 행 주체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 가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지를 가늠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과 선거에 향을 

미치기 해서 하는 일정한 행 들(공무원 등의 선거결과에 향을 미치는 

행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 정당, 후보자 등의 선거일  180일 부터 

선거구민을 상으로 선거에 향을 미치는 행 [제89조]; 시설물의 설치

[제90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제93조]; 법정외의 

연설회 등의 지[제101조]; 선거에 향을 미치기 한 각종 집회의 지

[제103조 제3항])의 경계도 모호하다. 법에 의해 지된 선거에 향을 미

치기 하여 하는 행 와 법 으로 허용되는 선거운동유사행 와의 경계도 

역시 모호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례는 선거운동을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이를 한 득표에 필요한 

모든 행  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에 필요한 모든 행   당선 는 낙

선을 한 것이라는 목 의사가 객 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 , 계획

 행 ”104)라고 정의하여 선거운동의 개념표지로 특정성, 목 성, 능동성, 

계획성을 제시함으로써,105) 법 으로 허용되는 선거운동유사행 와 구분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특정성,106) 능동성, 목 성,107) 계획성108)이라는 선

5.), 139, 160쪽 이하.

104) 헌재 2001. 8. 30. 2000헌마121·202(병합).

105) 법원도 유사하게 선거운동을 정의하고 있다.  2007. 3. 30. 선고 2006도

9043 결 참조. 

106) 선거일의 공고가 아직 없다고 하더라도 가령 “후보자등록 이 이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장래의 일정한 시기에 어떠한 선거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객

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선거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75. 

7. 22. 선고 75도1659 결). 

107) 목 성요건도 내심의 의사를 외 으로 드러난 행 의 태양, 방법 등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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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운동의 개념요소들도 례를 통해 모두 상 화되고 있어 자신의 어떤 행

가 지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합법 인 통상 인 정당활

동, 직무행  내지 업무행  는 선거에 한 단순한 의견개진인지 여부

를 행 자가 사 에 합리 으로 단하여 행 를 조 하기 어려워 선거범

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고, 선거 의 승자에 의하여 정치 으로 편 으로 

용될 험이 매우 크다. 그 다면, 사 선거운동 지규정은 형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배된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사 선거운동 지규정을 통해 제한되는 표 의 자유의 범 가 지

나치게 포 이어서 과잉 지원칙에 배된다. 선 23일, 총선 14일 등 

매우 짧은 선거운동기간109)을 통해 후보자나 정당들은 유권자들에게 선거

운동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달․제공할 수 없고 한 유권자들이 선거와 

련된 정보의 생산자 내지 달자로서 선거과정에 능동 으로 참여하는 

것도 사실상 가로 막고 있다. 5년 주기의 선, 4년 주기의 총선과 지방선

거, 연 2회의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상황에서 ‘선거운동’은 물론 ‘선거에 

향을 미치기 한 행 ’마 도 선거일  180일 부터는 지되고, 선거운동

기간조차도 선거에 향을 미치는 의사표 에 한 규제가 심해 유권자는 

사실상 선거운동기간 은 물론 선거운동 기간조차도 마음 놓고 정치  표

행 를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이 규정에 의해 이 지는 선거 리

원회에 의한 범 한 삭제요청 황에 해서는 아래 주의 표 참조).110) 

비교법 으로 보더라도 사 선거운동을 지하고 그 반행 를 처벌하는 

법제는 민주주의의 모델국가라고 보기 어려운 일본을 제외하고는 없다. 선

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거운동의 범 를 명확하게 한정해 주기 어렵다.

108) 능동성  계획성의 요건도 정치인의 정치행 들은 궁극 으로 차기선거에서 

자신 는 소속당의 재선 내지 선거승리를 지향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지

된 선거운동의 범 를 명확히 한정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109) 비례 표국회의원후보자 등의 사 선거운동 등 제한에 하여 합헌성을 확인하

면서 행 국회의원선거운동기간 14일이 헌법에 반되지 않는다고 본 헌재 

2006. 7. 27. 2004헌마217, 례집 18-2, 212  지나치게 짧다고 보는 조  

재 의 반 의견 참조. 한 헌재 2005. 2. 3. 2004헌마216, 례집 17-1, 184; 

2006. 2. 23. 2003헌바84, 례집 18-1(상), 110.  

110) 제17  통령선거 사이버선거범죄 련 주요조치 사례( 앙선거 리 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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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운동기간을 두고 있더라도 사 선거운동을 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기간은 실 으로 선거 리기간 내지 선거비용제한제도에 따른 

선거비용 계산을 한 기간으로 기능할 뿐이다. 권선거를 방지하는 것이 

사 선거운동의 목 이라면 선거운동규제는 선거운동자 의 투명하고도 철

한 리를 통해 하면 된다. 그럼에도 우리 선거법  정치자 법은 선거

비용 련 규율을 철 하게 수하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장치는 강구하지 

않은 채 선거운동의 자유만을 축시키고 있다.111) 

셋째, 사 선거운동 지  이 원칙을 떠받치고 있는 련 규정들을 통

해 선거운동의 자유가 포 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공식선거운동기

간이 매우 짧다는 , 실 으로 거 정당의 후보들은 선거운동기간 에

도 당내경선 과정을 통해서 장기간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112) 그 밖에도 기성 정치인들과 유명인들은 자신의 직무상의 활동이나 

정당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지명도를 높일 수 있는 반면에 정치

신인들은 비후보자 등록을 통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극히 제한 인 활

동만을 할 수 있다는 , 사 선거운동을 허용하더라도 선거비용에 한 

엄격하고도 투명한 리를 통해 불공정선거, 부패선거를 방지할 수 있다는 

 등을 종합 으로 감안하면, 사 선거운동 지  이 지의 실효성을 

확보해주는 규정들은 기성 정치인들에 비하여 정치신인, 정당에 소속되지 

아니한 정치인들을 수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차별하여 이들의 평등권을 침

해한다.113)  

구   분 계
조    치

삭제요청
소계 고발 수사의뢰 경고 주의 이첩

비방․흑색선 6,752 30 4 24 2 6,722

사 선거운동 76,277 24 2 5 17 76,253

기 타 4,783 5 1 0 4 4,778

계 87,812 59 7 29 23 87,753

111) 정만희, 행 선거법의 문제 과 개선방안, 51쪽 이하 참조.

112) 권 설, 선거와 선거제도 - 행선거법제의 주요쟁 을 심으로 -, 제3회 한

국법률가 회 발표문, 2002, 193-194쪽 참조.

113) 이성환, 게논문, 332-333쪽 참조.



憲法論叢 第19輯(2008)

722

바) 기타 선거운동의 자유에 한 제한

직업  단체 등에 한 특수 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지, 지역구 국

회의원 선거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의 방송연설은 1일 

방송시간․방송시설 등을 고려하여 그 실시시기를 별도로 정할 때까지 종

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일명 CATV)만을 이용하여 실시하도록 

한 조치의 합헌성을 각각 확인하 다.114) 

례는 선거기간 동안의 여론조사 는 모의(인기)투표 지를 여론조작

을 통한 선거의 공정성 침해 험을 방하기 한 것으로 정당화된다고 보

았다.115)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지가, 외국의 언론매체를 통해 국

내정치에 한 여론조사결과 보도를 손쉽게 할 수 있는 오늘날과 같은 

인터넷환경에서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고,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확

보하기 한 장치를 마련하는 가운데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하

는 안도 있으며, 더구나 직장이나 모임 등에서의 인기투표나 모의투표까

지 지 상에 포함될 수 있는 등 언론의 자유에 한 필요이상의 제한이

라고 본다.116) 

IV. 피선거권과 헌법재판소의 판례의 발전

1. 피선거권의 헌법적 근거와 피선거권의 의의와 보호영역

헌법재 소의 확립된 례를 통해 피선거권의 헌법  근거를 헌법 제25

조의 공무담임권에서 찾고 있다.117) 헌법재 소는 공무담임권을 능력주의

114) 헌재 1995. 5. 25. 93헌바23, 례집 7-1, 638.

115) 헌재 1995. 7. 21. 92헌마177등, 례집 7-2, 112; 1998. 5. 28. 97헌마362, 례집 

10-1, 712; 1999. 1. 28, 98헌바64, 례집 11-1, 33.

116) 헌재 1998. 5. 28. 97헌마362, 례집 10-1, 712에 한 이 모 재 의 반 의

견 같은 곳 719쪽 이하  1999. 1. 28. 98헌바64, 례집 11-1, 33에 한 이

모 재 의 반 의견 같은 곳 41쪽 이하; 정만희, 헌법과 의회주의, 1995, 

246쪽 이하; 정만희, 선거에 한 여론조사결과공표 지규정의 재검토, 법정고

시 1998년 2월호, 166쪽 이하; 이성환, 게논문, 33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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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거하여 선발하는 공직만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구성하는 선거직의 담

당자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하고 있다.118)

피선거권의 보호내용과 련해서는 “여기서 직무를 담당한다는 것은 모

든 국민이 실 으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국민이 공무담임에 한 자의 이지 않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음을 의미”

한다고 하여 피선거권의 본질을 선거인단에 의해 선거되었을 때 이를 승낙

하고 공무원으로 될 수 있는 자격으로 보는 자격설(권리능력설)이 아닌 권

리설을 취하고 있다. 

 그 보호범 는 공직취임의 기회의 배제뿐만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의 배제,119) 나아가 그 직무수행권한의 부당한 정지에 한 배

제120)까지 미친다고 보았다. 한편, 헌법재 소는 헌법 제24조의 선거권을 

능동  선거권으로만 이해하고 피선거권은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에 포

함되어 있다고 보는 반면,121) 헌법 제41조 제1항, 제67조 제1항의 국회의원

선거  통령선거의 선거원칙은 선거권은 물론 피선거권까지 미치는 것

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나의 법 에 들어 있는 동일한 용어에 한 통일  

해석이 가능함에도 상이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불필요한 혼란만을 야기

할 뿐이다. 그러므로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지 

아니하는 공직에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근권으로 좁  이해하거나, 기존 

례처럼 선거직 공무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더라도 선거직 공

무원의 선거와 련해서는 헌법 제24조를 제25조의 특별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합리 인 해석이라고 본다.

117) 헌재 1989. 9. 8. 88헌가6, 례집 1, 199, 214 이래의 확립된 례.

118) 헌재 2002. 8. 29. 2001헌마788등, 례집 14-2, 219, 224.

119) 헌재 2002. 8. 29. 2001헌마788등, 례집 14-2, 219, 224.  

120) 헌재 2005. 5. 26. 2002헌마699등, 례집 17-1, 734, 743. 이에 하여는 권한정

지는 공권의 문제가 아니라 객  권한의 문제로 헌법소원 차에서 그 침해여

부를 다툴 수 없다는 권 성 재 의 반 의견이 있다.

121) 가령 헌재 2006. 2. 23. 2005헌마403, 례집 18-1(상), 3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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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선거권의 근본적 성격과 합헌성 심사기준

헌법재 소는 선거권이 민주주의실 에 근본 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그 제한에 하여 매우 엄격한 심사기 을 용하고 있으나, 피선

거권과 련하여서는 그 실질  심사기 은 상당히 동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령 피선거권이 국민주권  민주주의의 실 에 하여 기본

인 의미를 가짐을 이유로 엄격한 심사를 한 례가 있는 반면,122) 입법자

에게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한 례도 있다.123) 

피선거권의 행사도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주권행사의 한 양식이

다.124) 그 기 때문에 피선거권 제한의 합헌성심사에 선거권과는 다른 심

사기 을 용해야 할 이유가 없다.125) 민주  선거의 원칙들이 능동  선

거권은 물론 피선거권에도 공히 용된다는 에서도 일부 례의 이원  

태도를 수 하기 어렵다. 경찰청장 퇴임 후의 정당활동 지에 한 헌

결정에서 헌법재 소는 “민주  의사형성과정의 개방성을 보장하기 하여 

정당설립의 자유를 최 한으로 보호하려는 헌법 제8조의 정신에 비추어, 

정당의 설립  가입을 지하는 법률조항은 이를 정당화하는 사유의 

성에 있어서 어도 ‘민주  기본질서에 한 반’에 버 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단된다”126)고 시하여 정권획득을 목표로 하는 정당활동의 자유

에 해서는 매우 엄격한 기 을 용하고 있는 것과도 균형이 맞지 않는

다. 그러므로 피선거권 제한의 정당성심사에서도 그 제한이 “불가피한 사

유”에 기인하는 것인지를 살펴야 하고,  피선거권이 국민주권  민주주

의원리의 실 에 해서 가지는 근본 인 의미에 비추어 볼 때 헌법  차

122) 가령 헌재 1989. 9. 8. 88헌가6, 례집 1, 199; 1991. 3. 11. 91헌마21, 례집 3, 

91, 104; 2001. 7. 19. 2000헌마91, 례집 13-2, 77, 88.

123) 헌재 2004. 3. 25. 2002헌마383, 례집 16-1, 460; 1996. 8. 29. 95헌마108, 례집 

8-2, 167 - 이 례들은 “ 한 불합리성”을 그 심사기 으로 용하고 있다.  

124) 헌재 1989. 9. 8. 88헌가6, 례집 1, 199, 225-226 참조.

125) H. Meyer, Wahlgrundsätze und Wahlverfahren, in: HStR II, § 38 Rn 9은 피

선거권 제한을 해서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126) 헌재 1999. 12. 23. 99헌마135, 례집 11-2, 800, 8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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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법익에 한 명백하고 존하는 만이 그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

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127)

3. 선거의 원칙과 피선거권

민주  선거의 원칙들은 상술한 바와 같이 선거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

도록 보장하며, 이 원칙들이 능동  선거권은 물론 피선거권에도 용된다

는 에 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피선거권은, 생경

한 표 이기는 하지만, 보통피선거권, 평등피선거권, 입후보  선거운동의 

자유를 내용으로 하는 자유피선거권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직   비  

선거의 원칙은 주로 유권자의 결정의 자유와 후보자에 한 직 인 투표

의 가능성과 련된 것이어서 피선거권에는 반사 인 의미를 가질 뿐이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논하지 않는다. 피선거권에 포함되어 있는 구체 인 

권리들과 련된 헌법재 소의 주요 례와 그 특징을 살펴본다.  

127) “피선거권을 포함한 국민의 참정권이 하는 이와 같은 헌법  요성에 비추

어 볼 때, 이를 제한하는 법률은 그 목 이 헌법상 허용된 것이어야 할 뿐 아

니라 한 것이어야 하고, 그를 넘어서 제한을 정당화하는 공익이나 처해

야 할 험이 어느 정도 명백하게 실 으로 존재해야만 비로소 그 입법목

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는 송인  재 의 보충의견(헌재 

2004. 1. 29. 2002헌마788, 례집 제16권1집, 154, 155-156) 참조. 한 “공무담

임권을 통해 최 다수의 최 정치참여, 자치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

이며 그 제한은 어디까지나 외 이고 필요 부득이한 경우에 국한되어야”한다

는 헌재 1991. 3. 11. 90헌마28, 례집 3, 63, 76-82의 법정의견; 같은 취지의 

헌재 1999. 5. 27. 98헌마214, 례집 11-1, 675, 698. 그러므로 “공무담임권의 

제한의 경우는 그 직무가 가지는 공익실 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 직무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고 결과 으로 다른 기본권의 침해를 야기하지 아니하는 

한 상 으로 강한 합헌성이 추정될 것이므로, 주로 평등의 원칙이나 목 과 

수단의 합리 인 연 성여부가 심사 상이 될 것이며 법익형량에 있어서도 상

으로 다소 완화된 심사를 하게 될 것”이라는 일부 례(헌재 2002. 10. 31. 

2001헌마557, 례집 14-2, 541, 55)의 논지는 헌법이 선거를 통해 선출할 것을 

명시한 공직이 아닌 다른 공직을 선거로 구성할 것인지 등의 문제나 기타 비선

출공직에만 제한 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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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통피선거권

보통선거원칙에 의하여 원칙 으로 국민 구나 공직선거의 후보로 입

후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1) 최소연령 기 에 의한 피선거권의 제한

헌법재 소는 국회의원 피선거권 행사 연령기 을 선거일 재 만 25세

로 하고 있는 법률규정에 하여 “국가의 기 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을 분리

하고 정책결정권을 의기 에게 자유 임하는 의민주주의 통치질서에서 

국가기능의 확   복잡화에 따른 의기 의 문성 확보, 국회의원의 

지 변화  권한의 확 로 인한 고양된 의활동능력  정치  인식능력

에 한 요구, 이러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기 하여 요구되는 정규 는 

비정규 인 교육과정과 직  는 간 인 경험을 쌓는 데 소요되는 최소

한의 기간, 국가정책결정권자의 성실한 납세  병역 의무의 이행을 요구

하는 국민의 기 와 요청 그리고 선거권의 행사연령에 비하여 피선거권의 

행사연령을 일반 으로 높게 정하는 주요국가의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헌이 아니라고 단하 다. 

(2) 과 등을 이유로 한 피선거권의 제한

선거범에 하여 일정기간 피선거자격을 박탈하는 규정은, 그 기간이 지

나치게 길지 않는 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선거사범에 하여 일정기간 

피선거권의 행사를 정지시킴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본인

의 반성을 구하기 한 법 조치로서 피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128) 

선거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기 해서는 선거법의 수가 필요하다는 

에서 피선거권 제한의 불가피한 사유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선거범 

 어떤 종류의 형벌을 얼마만큼 선고받은 자에 하여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피선거권의 행사를 정지시킬 것인가는 기본 으로 입법형성권을 갖고 

있는 입법권자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129) 

128) 헌재 1995. 12. 28. 95헌마196, 례집 7-2, 893, 902.

129) 헌재 1995. 12. 28. 95헌마196, 례집 7-2, 893, 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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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행 공직선거법상의 입후보자격 요건130)이 선거의 공정성 확보

를 해 불가피한 경우를 넘어 특정 형사범에 한 추가 인 제재를 통한 

범죄 방과 공직의 염결성  신뢰성 확보라는 형사정책  수단으로 활용

되고 있다는 에서 주의를 요한다. 공직의 염결성과 신뢰성을 택할 것인

지, 아니면 후보자의 능력을 택할 것인지는 유권자의 몫임에도 입법자는 

지나치게 후견 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3) 기탁 을 통한 피선거권의 제한

헌법재 소는 기탁 문제와 련하여 이 권리에 한 많은 례를 형성

하 다. 헌법재 소가 기에는 일부 기탁  사건에 하여 향 인 결정

들을 내렸으나,131) 이 결정들에 담긴 정 인 측면들을 발 시키지 못한 

채 후퇴하고 말았다.132) 그에 따라 실 으로는 고액의 기탁 을 낼 자력

이 없는 자를 선거에서 배제하는 제한선거의 제도화에 날개를 달아주고 말

았다. 헌법재 소가 우려하는 포말후보, 입후보자의 난립으로 인한 선거

리의 어려움 등은 추천인명부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충분히 해소할 수 있

다. 다른 나라들은 포말후보, 입후보자 난립 방지 등을 해서 기탁 을 요

구하더라도 명목 인 액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133) 포말후보의 배제

는 불가피한 사유로 평가할 수 있으나,134) 지지를 거의 받지 못하는 포말

130) 가령 국회의원의 피선자격을 규율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8, 19조 참조. 

131) 가령 헌재 1989. 9. 8. 88헌가6, 례집 1, 199 - 무소속 국회의원 입후보요건인 

2,000만 원 기탁  요건에 한 헌법불합치 결정; 1991. 3. 11. 91헌마21, 례집 

3, 91, 104 - 역의회의원 입후보 요건인 700만 원의 기탁 에 한 헌법불합

치 결정; 2001. 7. 19. 2000헌마91, 례집 13-2, 77, 88 - 국회의원입후보요건인 

2,000만 원 기탁 에 한 헌법불합치 결정.

132) 헌재 1995. 5. 25. 91헌마44, 례집 7-1, 687 - 기 의회의원 서건에서의 200만

원의 기탁 ; 헌재 1995. 5. 25. 92헌마269, 례집 7-1, 768 - 통령선거에서

의 3억 원의 기탁 ; 1996. 8. 29. 95헌마108, 례집 8-2, 167 - 시도지사 선거

에서 5,000만 원의 기탁 ; 2003. 8. 21. 2001헌마687, 례집 15-2(상), 214 - 

국회의원선거에서의 1,500만 원의 기탁 ; 2004. 3. 25. 2002헌마383, 례집 

16-1, 460, 467 - 기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1,000만 원의 기탁 . 

133) 헌재 1991. 3. 11. 91헌마21, 례집 3, 91, 106-107의 비교법  분석 참조. 

134) Meyer, aaO, § 38 Rn 38. 그는 연방의회나 주의회에 5석 미만을 보유하고 있

는 정당에 해서도 추천인명부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독일 선거법이 과연 불가

피한 사유에 기 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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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들이나 정당들 때문에 표가 분산되어 다수형성이 어려워진다는 주장도 

자기모순이기 때문에 표의 분산과 소수당의 난립으로 인한 다수당 내지 여

당 형성의 곤란은 불가피한 사유로 평가할 수 없고, 후보자가 의미 있는 

득표를 한다면 후보자의 진지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고  후보

자가 많아지면 유권자의 선택이 어려워지거나 유권자가 선거에 무 심해지

기 때문에 후보자의 수를 인 으로 여야 한다는 주장도 부조리하다.  

헌법재 소는 선거비용의 일부를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한 헌

법 제116조 제2항을 고액기탁 제도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을 공 선거비용을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새기

는 해석은,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에 내포된 평등한 공직 근권, 제41조 

제1항, 제67조 제1항의 보통선거  평등선거의 원칙, 국민주권  민주주

의의 원리에 내포된 정치  평등의 규범구조, 그 성, 형식성, 도식성을 

외면한 해석이다.135) 그 규정을 체 헌법에 비추어 통일 으로 해석한다

면, 그 규정이 공식 인 공 선거비용의 부 는 일부를 후보자에게 부

담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 입후보한 자

들이 개인 으로 지출하는 모든 선거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가 

떠맡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를 가질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외국의 실태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처럼 공 선거비용에 충당되는 액까지 기탁하도록 하

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136)

매우 까다로운 기탁  환  요건에 해서도 자의 지심사를 통해 합헌

성을 확인하여  것도 설득력이 없다.137) 선거에서 패배한 소수자에 한 

135) 동지: 석, “정치  평등과 기탁 제도”, 헌법 례연구(2000), 205쪽 이하. 마

찬가지로 고액의 기탁 에 하여 비 인 견해로는 이덕연, 정당국가  의

민주제에서의 선거와 정당에 한 헌법재 소의 결정 평석 - 국회의원선거기

탁 , 국회의원의 상임 원회 강제사임조치, 선거권연령기 에 한 례를 

심으로 -, 헌법실무연구 제5권(2004), 141, 144-1455쪽. 

136) 헌재 1991. 3. 11. 91헌마21, 례집 제3권, 91, 106-107.

137) 헌재 2001. 7. 19. 2000헌마91, 례집 13-2, 77, 78은 유효득표율 20%미만을 반

환기 으로 삼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의 헌성을 확인하고 있는 데 반하여 

헌재 2003. 8. 21. 2001헌마687, 례집 15-2(상), 214, 216 요지 다 - 유효특표

율 15%라는 기탁 반환요건의 합헌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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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의 제도화에 다름없고, 따라서 소수자보호  소수자에 한 

균등한 기회의 보장을 요구하는 민주주의원리에도 반하기 때문이다.138) 정

치자 에 한법률이 제27조 제2항에서 국고보조 을 분배받을 수 있는 정

당의 최 득표율기 을 국회의석이 있는 정당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에

서의 국유효득표율 2%, 국회의석이 없는 정당인 경우 지방선거에서의 

국유효특표비율 0.5%로 정하고 있는 것과도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이

다.139) 선거가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다원 인 견해, 이해 계가 표출되고, 

경쟁하며, 통합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을 외면하고 선거 리의 편의성을 

만을 강조한 부조리한 견해라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고 본다.

(4) 기타의 제한

검찰의 정치  립성 확보를 해 검찰총장으로 하여  퇴직일로부터 2

년 내에는 정당의 발기인,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한 것,140) 인권 원회 원 

등 특정 공무원의 정치  립성을 보장하기 하여 퇴직 후 2년 동안 공

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 한 것,141) 농업 동조합장 등의 지방의회의원선거 

입후보를 제한하고 지방의회의원 겸직을 지한 규정142)과 정부투자기 의 

경 에 한 결정이나 집행에 상당한 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

는 직원을 임원이나 집행간부들처럼 지방의회의원직에 입후보하지 못하도

록 한 것143)은 필요최소한을 넘은 피선거권의 제한이라는 이유로 각기 그 

헌성이 확인되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장 피선거권의 자격으로서 90일 이상의 주민등록 요

건으로 한 것에 해서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함과 아

울러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한 규정이고  국민의 표인 국

회의원과는 본질 으로 다르기 때문에 헌이 아니라고 보았다.144) 배우자

138) 헌재 2001. 7. 19. 2000헌마91, 례집 제13권2집, 77, 91-92.

139) 동지: 이덕연, 게논문, 145-146쪽 참조.

140) 헌재 1997. 7. 16. 97헌마26, 례집 9-2, 72.

141) 헌재 2004. 1. 29. 2002헌마788, 례집 16-1, 154.

142) 헌재 1991. 3. 11. 90헌마28, 례집 3, 63.

143) 헌재 1995. 5. 25. 91헌마67, 례집 7-1, 722.

144) 헌재 1996. 6. 26. 96헌마200, 례집 8-1, 551, 557-558, 56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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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거범죄로 당선무효의 선고를 받은 자는 당해 보궐선거 등에서만 후보

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한 불가피성이 인정된

다.145) 

나. 평등피선거권

세계 헌법사에서 평등선거원칙의 용 역은 차 확 되어 왔다. 우리 

헌법 제41조 제1항, 제67조 제1항이 평등선거의 원칙을 명시한 것도 이와 

같은 추세에 부응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라는 제도에 하여 본질 인 의

미를 가지고 있는 권리와 권리 계는 평등선거원칙의 용을 받게 된다. 

유권자는 물론 후보자, 비례 표선거에서의 명부제출권자도 그 보호를 받

는다. 후보자와 명부제출권자는 경쟁 계에 있기 때문에 국가권력에 의하

여 엄격하게 평등하게 우받아야 한다. 후보자는 의석배분과 련한 평등

한 우를, 명부제출권자는 명부제출권의 형성과 승인과 련한 평등한 

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후보자와 명부제출권자는 선거운동과 련해서

도 평등한 우를 요구할 수 있다.146)  

(1) 기성 정치인과 신인 는 비후보자 간의 차별

정당이나 국회의원후보자에게는 후원회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단순 입

후보 정자에게는 이를 지한 것,147) 국회의원이나 그 후보자 는 비

후보자는 개인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도의원,148) 기 지방

자치단체의 장 후보자에게는 이를 지한 것149)은 각기 나름 로 정책 인 

근거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차별이 불가피하게 요청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잠재 인 경쟁자의 등장을 억제하려는 의

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45) 헌재 2005. 7. 21. 2005헌마19, 

146) Meyer, aaO, § 38 Rn 25.

147) 헌재 1997. 5. 29. 96헌마85, 례집 9-1, 558.

148) 헌재 2000. 6. 1. 99헌마576, 례집 12-1, 724.

149) 헌재 2006. 5. 25. 2005헌마1095, 례집 18-1(하),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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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 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를 허용하는 것150)에 하여 

직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것으로 정당화된다고 시하 으나, 

수 하기 어렵다. 국회의원은 지역구민의 표자가 아니라 국민의 표

자라는 에 비추어 볼 때 의정보고활동을 왜 지역구민에게 해야 되는지, 

의정보고가 꼭 필요한 활동인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선거법을 만드는 직

의원들에게 일방 으로 유리한 불공정한 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2) 정당과 군소정당의 차별

국민의 정치  의사형성에 조력하는 정당에게 민주주의원리에 토 를 

둔 평등은, 한편으로는 선거와 정치  의사형성에 한 정당의 평등한 참

여권의 형태로, 다른 한편으로는 정당의 기회균등권의 형태로 나타난다.151) 

이 권리는 ‘정당이 국민의 의사를 국가에 매개해 주는 존재’라는 것으로부

터 추론된다. 이 권리는 개별 국민들에게 정치의사형성에 평등한 참여를 

보장해 주는 국민들의 권리에 그 근거가 있으며  바로 이 권리로부터 도

출된다. 따라서 정당의 평등권은 모든 정당을 한  는 도식  평

등을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 추종자 내지 유권자의 지지표의 수에 따라 차

별화되는 평등이며, 결과의 평등까지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만

을 지향한다.152) 일부 국내 학설이 이를 정당간의 비례  평등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정당의 지지자들인 유권자들 사이의 정치  참여의 

평등의 에서 보면 비례  평등이 아닌 엄격평등의 실 인 것이다.

텔 비젼 방송의 선후보자 청토론회에서 청 상 후보자를 원내교

섭단체 보유 정당의 통령후보자와 5개 이상의 앙종합일간지와 3개 텔

비  방송사가 조사한 후보등록 이  10일간의 여론조사결과 평균지지율 

10％ 이상인 후보자로 하고 다만  기 에 해당하지 않는 후보자에 해

서는 다른 형태로 담․토론의 기회를 주는 조치를 통하여 심이 집 되

는 토론회에서 군소후보자를 사실상 배제하는 것153)의 정당성도 여기에 있

150) 헌재 2001. 8. 30. 99헌바92, 례집 13-2, 174 등.

151) Philipp Kuniig, “Parteien”, HdbStR Bd. 2, 1987, § 33, Rn 62 ff.

152) Hans Herbert v. Armin, “Der strenge und der formale Gleichheitssatz”, in: 

DÖV 1984, S. 85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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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54) 그러나, 헌법재 소의 결정은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나, 차별기

의 합리성, 군소후보자들을 청하는 별도의 토론회 개최, 유력후보자들 사

이의 토론회가 유용한 정보를 생산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등만

을 논거로 제시함으로써 차별의 근거가 후보자 내지 그가 속한 정당이 획

득하고 있는 지지율  정당의 국민의사매개기능에 있다는 사실에, 즉 핵

심에 근하지 못했으며, 자의 지를 헌 단의 심사기 으로 용함으로

써 민주  평등의 실체에 근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비용보상 내지 정당에 한 국고보조 지 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을 차별하는 것이 헌법에 반되지 않는다

고 보았으나,155) 교섭단체구성여부, 의석수, 득표율 등 복합  기 을 사용

하고 있는 행 정치자 에 한 법률의 행 배분기 이 민주주의원리에 

토 를 둔 엄격평등의 요청을 충족시키는지 못한다. 정당에 한 국고보조

의 배분이 그와 같은 요청을 충족시키려면 상 정당들이 선거에서 획득

한 유효득표비율에 의거하여야 할 것이다.156) 국고보조 이 선거비용에 

한 보상  성격을 갖는 범 에서는 어도 일정한 유효득표율을 보인 무소

속후보자에 해서도 보조 을 지 하는 것이 엄격평등의 요청을 충족시킨

다고 본다.

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경우 정당별로 국 으로 통일된 기

호를 부여하는 것157)이 헌이 아니라고 단하 으나, 그러한 제도가 선

153) 헌재 1999. 1. 28. 96헌바86, 례집 9-1, 325.

154) BVerfGE 14, 121 도 참조. 그러나 이 례의 논증(BVerfGE 14, 121 [135-138]) 

역시 에서 지 한 사항을 뚜렷이 부각시키지 못했다. 미국 연방 법원의 

례(1998. 5. 18. Arkansas Educational Television Commission v. Forbes, 26 

Med. L. Rptr. 1673. 언론 재 1998, 가을, 144쪽)는 공 방송사가 유력후보만을 

청하고 군소후보를 배제한 조치의 합헌성과 련하여 방송토론회를 비공  

포럼으로 평가하면서 난립해 있는 군소후보를 청할 경우의 토론회의 질과 교

육  가치의 하락, 방송국의 방송회피 험 등에 비추어 볼 때 방송국이 합리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고 시하 다. 

155) 헌재 2006. 5. 25. 2005헌마1095, 례집 18-1(하), 159.

156) 동지: 정만희, 선거비용제한과 선거공 제, 공법연구 제28집 제4호 제1권(2000. 

6.), 115, 131쪽; 이 희, 행 정치자 법의 문제 과 개선방안, 공법연구 제25

집 제3호(1997), 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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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사무나 유권자의 인식상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역구의

원 선거의 경우 과연 그것이 불가피한 차별인지는 의문이다.

(3) 정당과 비정당,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의 차별

무소속후보자의 입후보 요건으로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은, 

포말후보를 방지하기 한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158) 

정당에게는 선거기간 개시일 에 실질 인 선거운동인 당원교육이나 

정당의 당사에 선 물의 설치를 허용하면서도 무소속후보자에게는 사 선

거운동을 지한 것에 해서는 합헌성이 인정되었으나,159) 합헌성이 의문

시되는 사 선거운동 지의 소산일 뿐 불가피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

다.160)

정당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더라도 통상 인 정당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후보자들에게는 선거운동기간 에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을 만들

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지하는 것은, 결국 무소속후보자를 차별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되지만, 정당제도의 존재이유 때문에 정당화된다고 보았

다.161) 정당의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 선거에서의 기호를 부여하는 것이

나162) 정당소속후보자에게 우선 으로 기호를 배정하는 것,163) 지방선거에

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는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

천하는 경우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 기 으로 기호를 배정하도록 하는 

것164)도 마찬가지이다. 기호배정이 유권자의 선택에 향을 미친다면, 이처

럼 기성 정당에 일방 으로 유리한 기호배정에 의한 차별이 불가피한 것

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더구나 같은 정당의 같은 지역구의 복

157) 헌재 2004. 2. 26. 2003헌마601, 례집 16-1, 337, 344.

158) 헌재 1996. 8. 29. 96헌마99, 례집 8-2, 199.

159) 헌재 1996. 8. 29. 96헌마99, 례집 8-2, 200-210.

160) 정만희, 선거제도에 한 헌법재 소 례의 평가, 167.

161) 헌재 1997. 3. 27. 95헌가17, 례집 9-1, 219.

162) 헌재 2004. 2. 26. 2003헌마601, 례집 16-1, 337.

163) 헌재 1996. 3. 28. 96헌마9등, 례집 8-1, 289; 1997. 10. 30. 96헌마94, 례집 

9-2, 523.

164) 헌재 2007. 10. 4, 2006헌마364, 례집 19-2,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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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후보자들의 기호를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정하는 것은, 기술 인 측면에

서의 합리성은 있는지 모르지만 불가피한 차별은 아니다.

정당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는 그 명칭을 불문하고 선

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것165)에 하여 과열․혼탁선거방지를 한 것

이라는 이유로 그 합헌성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정당에게 정

치의 독 권을 부여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는 실 으로 단체

다원주의, 이익다원주의 형태로 실 되고 있다는 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차별이 과연 실 으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그리고 불가피한 것인

지, 따라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166) 단체의 선거운동 지는 

민주주의 실에서 개인들은 자신과 생각과 이해 계를 함께 하는 이

들과 단체를 구성하여 이 단체를 통해 활동할 때 자신의 정치  입장을 

철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을 감안할 때 결국 개인의 정치  향력의 

축을 래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연고주의나 권에 의한 선거를 조장

하는 부작용을 발휘할 험이 높다.167)

후보자나 선거사무원 등이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지하면서 같은 정당이나 같은 정당의 추천후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외를 인정하는 것을 후보자들 사이의 담합행   매수가능성을 

사 에 차단하여 선거권자의 단에 혼선을 가져오지 않게 하기 한 것이

라는 입법목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규정에 의하여 정당화

하고 있으나,168) 유권자의 수 을 낮추어 보는 후견주의  규율이자 정치

의 복잡성을 외면한 규율로서 무소속후보자에게 그러한 활동을 막아야 할 

불가피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165) 헌재 1995. 5. 25. 95헌마105, 례집 7-1, 826. 이 례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는 정종섭, 단체의 선거운동 제한의 헌 여부 - 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 제

87조를 심으로 -, 헌법 례연구 제2집(2000), 257쪽 이하.

166) 이욱한, 공직선거 선거부장방지법 제59조  제87조의 헌성에 한 연구, 헌

법 례연구 제2집(2000), 333, 348쪽 이하; 박용상, 선거운동과 표 의 자유, 64

쪽 이하; 이성환, 게논문, 334쪽 참조.

167) 동지: 박용상, 선거운동과 표 의 자유, 174쪽 이하. 

168) 헌재 1991. 1. 28. 98헌마172, 례집 11-1,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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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에게는 선거 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무소속후보자에게 

유사기 의 설치를 지한 것은,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야기될 과열경

쟁과 낭비를 방지하고 후보자간에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한 것이고, 무소속후보자의 선거운동 비행

를 지하거나 법정 선거운동을 제한하거나 무소속후보자의 당선기회를 

쇄하는 것도 아니어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다.169) 그 지만, 선기비용상한제를 두면서 그 상한을 과하는 경우에는 

처벌됨은 물론 당선이 무효화될 수 있는 법제에서 과연 이와 같은 차별이 

불가피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무소속후보와 정당추천후보의 기탁 액을 달리 정한 것170)에 해서는 

선거경쟁에서 모든 입후보자에게 보장해야 할 기회균등을 침해하는 사항이

나 경쟁조건을 하게 차등을 두거나 정당보다 무소속 입후보자의 출마

를 억제하고 제한하기 한 것으로 정당하게도 헌임을 확인하 다.171) 

한 정당추천후보자에게 무소속후보자보다 더 많은 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 것에 하여도 마찬가지로 그 헌성을 확인하 다.172)

다. 자유피선거권

자유선거의 원칙은 선거의  과정에 요구되는 선거권자의 의사형성의 

자유와 의사실 의 자유를 말하고, 구체 으로는 투표의 자유, 입후보의 자

유, 나아가 선거권자와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뜻한다.173) 즉 후보자

의 입장에서 볼 때 자유선거의 원칙은 입후보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뜻한다. 선거운동의 자유에 해서는 에서 이미 상세하게 언 했다. 따라

169) 헌재 1996. 3. 28. 96헌마9등, 례집 8-1, 289, 309; 1999. 1. 28. 98헌마172, 

례집 11-1, 84, 85.

170) 헌재 1989. 9. 8. 88헌가6, 례집 1, 199.

171) 헌재 1989. 9. 8, 88헌가6, 례집 1, 199, 236. 

172) 헌재 1992. 3. 13. 92헌마37등, 례집 4, 137.

173) 헌재 1994. 7. 29. 93헌가4등, 례집 6-2, 15, 28; 1995. 4. 20. 92헌바29, 례집 

7-1, 499, 506; 1999. 9. 16. 99헌바5, 례집 11-2, 326,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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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여기서는 복되지 않은 범 에서만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에 한 

헌법재 소의 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입후보자유의 제한

피선거권에는 입후보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몇 차례 어떤 

선거에 입후보할 것인지도 모두 보호된다. 헌법재 소는, 장기집권으로 인

한 지역발 해 방지와 유능한 인재의 자치단체장 진출확 를 목 으로 

한 지방자치단체 장의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한 법규정이 입후보의 자유

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174)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제한되어 있고, 따라서 앙정부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독재의 

험성이 없음을 감안하면 연임제한이 불가피한 것인지 의문이다.175)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90일까지 그 공직을 

그만 두도록 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공직의 직무 념성을 보장함과 아울

러 이른바 포말후보의 난립을 방지하기 한 것이다.176) 그러나 정치참여

를 억제하는 이와 같은 조치는, 정치불신의 소산으로서 불가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휴직제도 등을 통해 입후보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공직

의 직무 념성을 조화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것은 우

수한 공무원들이 선거직에 진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며, 일단 선거를 

해 퇴직한 자들로 하여  선거에 모든 것을 걸도록 함으로써 선거를 과열

시키고 불법을 조장할 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비교법 으로 보더라도 우

리나라처럼 범 하게 공직사퇴를 요구하는 입법례는 찾아볼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 에 사퇴하여 다른 공직의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지하는 것은 임기  도사퇴로 인한 행정의 혼란은 심각하지 않

고  직무 리나 보궐선거의 방법으로 처할 수 있는 반면, 그 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선거권 제한의 효과, 특히 '민주주의의 실 '에 미치는 

부정 인 효과는 매우 크기 때문에 헌이다.177)

174) 헌재 2006. 2. 23. 2005헌마403, 례집 18-1(상), 320.

175) 헌재 2006. 2. 23. 2005헌마403, 례집 18-1(상), 320에 한 3인의 반 의견 참조. 

176) 헌재 1995. 3. 23. 95헌마53, 례집 7-1, 463, 474.

177) 헌재 1999. 5. 27. 98헌마214, 례집 11-1, 675, 698-708. 이에 해서는 2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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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향력하에 있는 지방공사의 직원이 지방의회의원을 겸

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권력분립 내지는 정치  립성 보장의 원칙에 

배되고, 결과 으로 주민의 이익과 지역의 균형된 발 을 목 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제도  취지에도 어 난다는 이유로 헌이 아니라고 단하

다.178) 지방공사의 직원은 지방공사의 경 에 있어서 심의ㆍ의결권을 행사

하거나 는 집행책임을 지는 지 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의 충돌이 있

을 수 없고 경 에 한 향력이 임원과는 달리 제한되어 있으므로 일률

으로 겸직 제한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179)

(2)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에 한 제한

헌법재 소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범 하게 희

생시키는 선거법상의 규정들에 하여 부분 합헌성을 확인하여 주었다. 

그러나 선거의 진정한 공정성은 다양하고 풍부한 선거 련 정보들이 자유

롭게 생산 유통되고 상호 경쟁할 수 있고,  자유로운 토론과 홍보가 가

능할 때 실 될 수 있다. 그 기 때문에 가부장  후견주의 내지 획일  

선거운동을 지향하는 규제주의를 통해서는 선거의 자유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도 실 할 수 없다는 을 이미 지 한 바 있다.

기 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정당표방 지에 해서 헌법재 소는 처음

에는 그 합헌성을 확인하 으나,180) 후에 그와 같은 조치의 실효성은 의문

스러운 데 비하여 그로 인한 기본권제한은 하고  그 제한의 불가피

성도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성을 부정함으로써 그 례를 변경하

다.181) 

반 의견 있음.

178) 헌재 2004. 12. 16. 2002헌마333등, 례집 16-2하, 515, 537-539.

179) 헌재 2004. 12. 16. 2002헌마333등에 한 반 의견, 례집 16-2하, 515, 545-546.

180) 헌재 1999. 11. 25. 99헌바28, 11-2, 543, 553.

181) 헌재 2003. 1. 30. 2001헌가4, 례집 15-1, 7(이에 해서는 3인의 반 의견이 

있음); 2003. 5. 15. 2003헌가9등, 례집 15-1, 503. 례변경을 지지하는 입장

으로는 정태호, 지방자치단체장  자치단체의회의원 정당공천제 존치해야, 시

민과 변호사(웹진 http://webzine.seoulbar.or.kr/) 2006년 8월호; 반 하는 입장

으로는 정만희, 지방선거와 정당참여에 한 헌법  고찰, 공법연구 제33집 제1

호(2004. 11.),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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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에 이용할 목 이 있는 기부행 의 지,182) 선거인  타후보

의 선거사무장에 한 매수  이해유도행 의 처벌,183) 선거사무 계자에 

한 수당과 실비보상을 제외한 선거운동 련 일체의 품제공을 지하

고 이를 처벌하는 것,184)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

하여야 하는 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실효된 형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185) 선거운동 기간 내 국회의원의 의정보고 지186)와 같은 논란의 여

지가 별로 없는 규제에 하여는 합헌성을 확인하 다.

V. 결어

헌법재 소가 선거 역에서 형성한 많은 례들에 한 분석을 통해 헌

법재 소가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실효 인 보장과 발 을 하여 잖은 

기여를 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헌법재 소가 규범  이상과 

실 속에서 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선거제도의 민주화

를 하여 헌법재 소가 보다 더 극 인 역할을 해주었더라면 더욱 더 

정  평가를 받았을 것이라는 아쉬움 한 없지 않다. 헌법재 소가 국

민의 민주역량을 정 으로 평가할 때에만 행 공직선거법의 심각한 문

제 을 제 로 인식하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헌법재 소와 필자의 정

치 실에 한 인식의 차이가 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도 선거법 

역에서 형성된 례의 분석을 통해 드러난 례의 문제 과 과제를 간단

히 정리하여 지 함으로써 결론을 신하고자 한다.

먼 , 정치게임의 규칙인 선거법 역에서 례가 용하는 심사기 의 

심각한 동요는 헌법재 의 결과에 한 불신을 조장하기 쉬운 만큼 선거법

182) 헌재 1997. 3. 27. 95헌가17, 례집 9-1, 219; 2006. 12. 28. 2005헌바23, 례집 

18-2, 581.

183) 헌재 1997. 11. 27. 95헌바60, 례집 9-2, 629.

184) 헌재 2006. 5. 25. 2005헌바15, 공보 제116호, 803, 804.

185) 헌재 2008. 4. 24. 2006헌마402, 공보 제139호, 625.

186) 헌재 1996. 3. 28. 96헌마9등, 례집 8-1, 289; 1996. 3. 28. 96헌마18등, 례집 

8-1, 323; 1997. 10. 30. 96헌마94, 례집 9-2, 52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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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의 심사기 의 확고한 정립과 그 일 성 있는 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들쑥날쑥한 심사기 과 표면 인 심사기 과 결정문을 통해 드러나

는 실질 인 심사기 의 불일치는 헌법재 의 공정성에 한 신뢰와 헌법

재 의 권 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있다고 본다.  

둘째, 정치 역에서의 공정거래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선거

법의 임무는, 지 까지보다 헌법재 소의 입법자에 한 통제기능을 강화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본다. 선거법의 그와 같은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자에게 부여된 형성권한은 결코 크지 않으며, 오히려 입법자의 입법이 

공정한 것인지에 한 엄격한 심사가 이 져야 한다. 능동  보통․평등선

거권과 련해서는 심사기 을 획기 으로 강화하는 등 례가 정 인 

방향으로 발 하고는 있으나, 정치  다수  내지 국회의원들이 무소속후

보자, 정치신인, 군소정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에게 강요

하고 있는 불공정한 게임의 규칙들까지도 정당국가 내지 의회민주주의에서

는 불가피한 차별인 것처럼 용인되고 있지는 않은 지 되새겨 볼 필요가 있

다고 본다.

셋째, 민주주의는 개방 인 정치과정이고  선거는 국민주권을 실 하

는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주권의 주체인 국민의 

정치참여를 강화․ 진시키는 헌법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본의 규

제 주의 선거법을 모델로 하여 제정된 행 공직선거법이 세워놓은 선거

운동에 한 복잡하고 촘촘한 규제의 틀에 하여 헌법  정당성을 부여함

으로써 과거의 권․타락선거 상이 완화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유권자들

을 선거과정의 주체가 아닌 구경꾼으로 락시키는 큰 가를 지불하고 있

지는 않은지, 례의 기조에 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법 으로 지된 사 선거운동  선거에 향을 미치기 한 일

정한 행 의 지와 법 으로 허용된 통상 인 정당활동, 직무․업무행 , 

선거에 한 단순한 의견개진이 확립된 례의 주장처럼 합리  계측을 가

능하게 하는 명확한 기 에 의해 구분될 수 있는 것인지에 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다원 인 민주정치의 실에서 선거운동과 일상의 정치활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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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선상에서 개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양자를 구분하는 신뢰할 만한 

명확한 기 을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치 실에서 문제의 

지규정으로 인해 신문기사들을 수집․분류하여 자신의 블로그나 홈페이

지에 게재하고 있을 뿐인 많은 네티즌들까지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

선거운동 지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게시 지에 반한 것으로 평가되

어 선거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련 규정들의 심각성을 말해 주고 있다

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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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회적 기본권과 헌법

1. 불안정성과 생명력

우리 헌법은 1948년 제정 당시부터 비교헌법 으로 보면 드물게 다양한 

사회  기본권을 기본권 목록에 포함시켰다1). 그리고 사회  기본권은 지

난 60년 동안 우리 헌정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인상

을 남겼다. 첫째, 사회  기본권이 요구하는 헌법의 사회질서형성의 객  

과제, 사회  지 에 한 개인의 주  기 , 그리고 사회  동질성을 조

성하여 국민통합을 조성하는 기능은 우리 헌법의 정체성에 해당하는 것으

로 인식되었다. 지난 시 의 여러 헌법개정의 논의에 있어서 사회  기본

권의 존재에 의심이 가해진 은 없었던 것이 이를 보여 다2). 둘째, 사

회  기본권이 실제 그것이 추구하는 목표를 실 하는 데 기여한 것은 아

니었다. 1948년 헌법은 물론이고 보다 정비된 사회  기본권을 갖게 된 

1962년 헌법에 있어서도 사회  기본권이 복지국가를 실 하는 규범  계

기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3). 복지국가의 헌법  과제는 1980년  후반 

민주주의가 실 되는 역사  배경 하에서 본격 으로 논의되고,  제도화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다4). 즉 사회  기본권이 민주주의의 뒷받침

을 받아 비로소 헌법 실로 나타나게 되었다.  

1987년 헌법은 실질 으로는 처음으로 헌법재 제도가 기능할 수 있도

1) 1948년 헌법 제16조-제20조 참조. 

2) 컨  행 헌법의 개정논의에서도 사회  기본권의 존속 자체를 문제삼는 주장

은 보이지 않는다. 컨  한병호, “사회  기본권에 한 헌법개정의 검토”, 헌

법학연구 제12권 제4호(2006), 321면 이하 참조. 

3) 우리나라에서 헌법의 변화와 복지국가의 발 에 해서는 컨  석, “헌법 

50년과 사회보장법의 발 ”, 한림법학 FORUM 제8권(1999), 137면 이하 참조. 

4) 이에 한 정치사회  설명으로는 컨  성경륭, “한국의 정치체제변동과 사회

정책의 변화”, 성경륭, 체제변동의 정치사회학(한울아카데미, 1995), 308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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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제도화하 다. 그리고 실제 이후 헌법재 은 기  이상으로 활성화되었

다. 개인의 기본  권리의 보장, 그리고 국가권력에 한 통제의 기 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거의 규범력을 갖지 못했던 이 의 헌법들과 비교하여 

헌법이 새롭게 생명력을 갖게 된 가장 큰 제도 인 기여는 헌법재 소를 

통한 헌법재 이었다. 

2. 기대와 현실, 구조적 및 이념적 복잡성 

가. 기대와 현실

1980년  후반 이후 사회  기본권이 민주주의를 계기로, 그리고 헌법이 

헌법재 을 통하여 생명력을 갖게 되었다는 은 사회  기본권과 헌법재

의 계에 다음과 같은 기 를 갖게 한다. 첫째, 사회  기본권은 규범

으로 내용과 목표  실 방법에 있어서 개방 인 규범이다. 더구나 사회

 기본권의 실 은 실 인 상황에 한 외부  결정에 어느 정도 종속

되어 있다5). 그런데 사회  기본권이 역동 이고 다원 인 의사결정의 가

능성이 열려 있는 민주주의와 상승작용을 하면서 더욱 개방성을 띠게 된

다. 즉 민주주의의 향하에 사회  기본권이 활성화될 수 있지만 불안정

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6). 둘째, 이러한 일종의 긴장

계에 첨 하게 부딪히는 국가기 이 헌법재 소이다. 헌법재 소는 더욱 

불명확하고  더욱 불안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헌법규정, 즉 사회  기

본권이 개인에게 부여하는 주  기 와 사회  기본권을 실 하는 민주

정치  의사결정 사이의 긴장 계를 스스로 사회  기본권의 규범  내용

을 확정하여 이를 기 으로 조정하는 과제를 갖는다. 이로써 헌법재 에 

한 기 는 더욱 커지며, 다른 어떠한 헌법규정에 비해서 사회  기본권

5) 이에 해서는 컨  석, “사회  기본권의 실 구조”, 세계헌법연구, 제12권 

제1호(2006), 279면 이하 참조. 

6) 복지국가의 실 과 련된 민주주의의 유형에 해서는 컨  석, 한국사회

보장법론(법문사, 2007), 21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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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헌법재 은 헌법의 생명력을 유지·발 시키는 핵심 인 치를 

갖게 된다.

실제 헌법재 을 통하여 사회  기본권, 그리고 그 결과 헌법의 효력이 

강화되는 실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를 해서는 헌법재 이 객 으로 

타당한 사회  기본권의 내용을 확보하고 이를 실변화와의 변증법  

계 속에서 형성하여야 한다7). 그리고 이를 기 으로 개인의 주  기 와 

민주주의  의사결정을 설득력 있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다음

과 같은 실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즉 헌법재 이 민주주의  의사

결정에 종속되어 사회  기본권을 정치  선언 정도로 이해하고 사회  기

본권의 구체화를 민주주의  의사결정에 유보하는 경우이다8). 혹은 이론

으로 보면 반 로, 헌법재 이 사회  과제의 목표와 내용  실 방법에 

한 헌법 규정을 야심 으로 구체화하고 여기에 민주주의  의사결정을 

구속하는 가능성이 있다9). 자, 즉 사회  기본권에 한 헌법재 소의 

과소평가는 사회  기본권 뿐 아니라 헌법 그 자체, 그리고 결과 으로 헌

법재 의 존재의미에 의문을 제기하게 할 것이다. 후자, 즉 사회  기본권

에 한 헌법재 소의 과잉평가는 헌법재 과 민주주의의 첨 한 긴장 계

를 가져온다. 그런데 헌법재 소의 경우 제도 으로 보면 결정을 통하여 

권 가 소진된다. 헌법재 이 집행력을 갖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서 

민주주의  의사결정은 지속 으로, 그리고 새로운 상황의 변화와 논리를 

통하여 설득력을 (재)생산한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특성들은 헌법재 소의 

결정이 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설득력을 갖지 않는다면 헌법재 소의 결정

을 무력화시킬 험을 내포하고 있다. 

7) 헌법  복지국가원리의 사회변화와의 변증법  계에 해서는 컨  석, 

“사회변화와 헌법과제로서의 복지국가의 실 ”, 공법연구 제31집 제1호(2002), 59

면 이하  76면 이하 참조. 

8) 아래 각주 25 참조. 

9) 아래 각주 65  7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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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적 및 이념적 복잡성  

(1) 사회  기본권의 실 구조 

사회  기본권의 목표는 헌법의 체 구조 속에서 실 된다. 사회  기

본권은 미시 으로는 다른 기본권과 긴장 계를 형성하면서 실 된다. 

첫째, 사회  기본권은 본인의 다른 기본권과 긴장 계 속에서 실 된다. 

사회  기본권은 개인이 자유를 행사하기 하여 필요한 조건을 국가의 

극 인 행 를 보장한다. 즉 사회  기본권에 의하여 보장되는 자유는 국

가의 간섭이 없는 “자연  자유”가 아니라 국가의 행 를 통하여 비로소 

실 되는 “인  자유”로서의 특징을 갖는다. 인  자유의 실 은 국가

의 극 인 행 와 함께 당사자의 력을 필요로 한다10). 그리고 이러한 

력의무에 반하는 경우 자유의 조건을 보장하지 않는 형태로 제재가 가

해진다. 사회  기본권과 계없는 다른 체계에서의 개인의 비난가능한 행

,  그밖의 상황들이 사회  기본권이 실 되는 법률 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의 문제도 넓게 보면 사회  기본권과 본인의 다른 기본권이 

긴장 계를 형성하는 문제 역이다. 컨  형법 인 비난가능성, 다른 법

률 계에서 형성된 개인의 사회  상황이 사회  기본권을 실 하기 하

여 부여된 법  지 에 향을 미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질문이 제기된

다11). 여기에서 사회  기본권과 자유권  기본권의 긴장 계가 형성된다. 

둘째, 사회  기본권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헌법질서 자체를 부정하

는 것은 아니다. 헌법의 기본질서를 유지하면서 이를 형성하는 구체 인 

법률 계에 부분 으로 수정을 가하며, 이 과정에서 법률 계 당사자인 타

인의 기본권이 제한된다12). 건강보험이 좋은 이다. 건강보험은 질병  

10) 컨  사회보장법에서 개인의 다양한 력의무에 해서는 석,  각주 6

의 책, 100면 이하 참조. 

11) 아래 각주 25, 65  70 참조. 

12) 따라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완 히 부인하는 체계에서는 엄격히 보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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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사회화하겠다는 의지의 제도  표 이다. 그러나 이로써 의료인의 

법  지 , 그리고 의사와 환자의 법률 계를 면 으로 부인하는 형태로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의사는 여 히 직업을 수행하는 私人의 

지 를 유지하면서 부분 으로 공법체계에 편입되며, 의사와 환자의 계

는 여 히 사법  계약 계를 유지하면서 진료  보상에 있어서 새로운 

공법체계를 형성하여 용한다13). 따라서 이 경우 건강권 보장이라는 사회

 과제는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와 긴장 계 속에서 실 된다. 고용을 통

한 사회보장이  하나의 이다. 장애인을 일정 부분 고용할 의무를 사용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14).  

사회  기본권은 국가의 경제에 한 규제와 조정권한과 함께 복지국가

원리를 실 하는 가장 요한 헌법  수단이다15). 그리고 복지국가원리가 

그 듯이 사회  기본권은 다른 헌법원리들, 특히 민주주의원리  법치국

가원리와 상호보충  긴장 계를 형성하면서 실 된다. 

민주주의원리와의 구도에 해서는 에서 설명하 다16). 사회  기본권

이 민주주의  의사결정에 함몰될 가능성은 역사 으로 찰되어 왔고,  

이론 으로 설명된다. 이에 비해서 사회  기본권이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가

능성은 지극히 낮고,  이러한 시도에 있어서 헌법재 의 철력은 낮다. 

기본권은 존재의미가 없다. 국가는 생산재에 한 처분권을 가지며, 따라서 1차 

소득의 분배과정에서 충분한 사회  배려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차 으로 생

산과 소비를 시장에 맡기고 2차 으로 사회  기본권을 통하여 이를 재분배하

는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사회주의체제에서의 시회보장법의 구

조에 해서는 컨  Hans F. Zacher, "Sozialpolitik in sozialistischen Ländern 

Osteuropas", Jahrbuch für Ostrecht(1982), 331면 이하 참조.   

13) 이에 해서는 컨  석, “건강보험의 법률 계-헌법  근”, 의료법학 제

2권 제1호(2001), 277면 이하 참조.  

14) 이에 한 헌법  단으로는 헌재 2003. 7. 24. 2001헌바96, 15-2(상), 58면 이하 

참조. 

15) 컨  헌재 2002. 12. 18. 2002헌마52, 14-2, 909면; 2004. 10. 28. 2002헌마328, 

16-2(하), 204면 이하 등 참조. 

16)  각주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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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원리는 법  안정성을 이념  기 로 하며, 이는 신뢰보호의 원

칙  과잉 지의 원칙을 통하여 실 된다. 사회  기본권에 의하여 개인

의 법  지 가 형성되면서 다음과 같은 긴장 계가 형성된다. 즉 한편으

로는 개인의 법  지 는 필연 으로 상유지를 목표로 한다. 재산권이 

여기에 기여하는 표 인 기본권이다. 다른 한편 균형있는, 그리고 지속가

능한 사회질서의 유지를 하여 사회  기본권은 실변화에 응하여야 

하고, 이는 오늘날과 같은 재정긴축의 시 에는 개인의 법  지 를 제한

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에 시간 으로는 이미 과거에 형성된 개인의 

법  지 에 한 신뢰보호가, 그리고 다른 개인  공공의 이익과의 계

에서 보면 부담의 형평의 문제가 헌법 인 쟁 으로 등장한다. 

(2) 이념  복잡성; 사회  기본권과 평등권  

사회  기본권은 결코 모든 국민에게 자유의 조건을 동일하게 보장하는 

목 을 갖고 있지는 않다. 사회  기본권은 자유를 실 하기 하여 필요

한 최소한 혹은 한 수 의 요건을 보장한다. 즉 기본 으로 사회  기

본권은 수평  차원에서 자유의 조건을 보장하는 이념에 의하여 지배되며, 

결코 수직  차원에서 자유의 차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여기에서 사회  

기본권의 사회  평등과의 이념  이 형성된다17). 그러나 국가의 극

인 행 를 통하여 실질 인 기회의 평등을 실 하는 모든 결정은 동시에 

불평등의 계기를 내포하고 있다. 특정한 인  집단, 특정한 사회  험을 

보호하는 정책  결정은 여기에서 제외된 개인에게는 항상, 그리고 특히 

주 으로는 불평등으로 인식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평등과 불평등

의 이념  긴장 계는 헌법재 소에게 쉽지 않은 과제이다. 

II. 사회적 기본권과 헌법재판 

1. 실질적 내용 ; 추상적 명확성과 구체적 불명확성   

17) 컨  장애인정책에 있어서 복지와 평등의   긴장 계에 해서는 

석, “장애인차별 지법의 제정방향”, 장애인고용(2004, 가을), 16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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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론 

사회  기본권은 개인에게 정상 인 생활을 해하는 사회  험 그 자

체, 그리고 해당 사회  험이 가져오는 경제   사회  효과를 보호하

여야 한다. 이러한 사회  기본권의 내용은 명확하다. 그러나 무엇이 이러

한 사회  험에 해당하는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종류와 내

용  수 의 여를 제공하여 보호할 것인가 하는 개별 인 문제에 있어

서 헌법이 직 이고 구체 인 결정을 하거나 지침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

다. 그 결과 특정한 사회  험, 특정한 인  상, 그리고 특정한 내용과 

종류의 여에 한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청구는 헌법재 소에서 모두 

외 없이 기각되었다18). 

에서 지 한 사회  기본권과 평등권의 긴장 계에 해서 헌법재

소는 지 까지 다음 같은 두 가지 실용 인 해결방법에 의존해 왔다. 첫째, 

사회  평등의 실 은 실 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시에 모든 인   

물  요건과 련하여 이루어질 수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

하는 불평등은 감수되어야 한다19). 둘째, 사회  평등을 실 하는 특정한 

계기를 헌법이 직  부여한 경우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불평등은 헌법에 

반되지 않는다20).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아직 모두 불안정한 상태에 있

다. 첫 번째 논리와 련해서는 평등조치의 상에서 제외되는 개인에게 

다른 기본권이 동시에 용되어 보호의 상으로 하는 경우 어떠한 계로 

재정립할 것인가의 문제가 나타난다. 컨  연 법에서 유족 여의 상

인 자녀의 범 를 결정하는 데 기본 으로 입법재량이 범하게 인정되겠

지만 자녀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고려하면 교육연령에 있는 자녀는 소득활

18) 컨  헌재 1993. 9. 27. 93헌마45, 5-2, 362면 이하; 2001. 4. 26. 2000헌마390, 

13-1, 977면 이하; 2002. 12. 18. 2002헌마52, 14-2, 904면 이하 등 참조. 

19) 컨  헌재 2003. 5. 15. 2001헌마565, 15-1, 568면 이하; 2007. 3. 29. 2004헌마

207, 19-1, 285면 이하  참조

20) 컨  헌재 2001. 2. 22. 2000헌마25, 13-1, 40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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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유족 여의 상인 유족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은 입법재량을 제한하는 논리로 기능할 수 있다21). 둘째 논리와 련해서

는 헌법이 직  평등실 을 한 불평등의 계기를 부여한 경우가 아직 명

확하지 않다는 이 남아 있다. 헌법 제32조 제6항에 한 확 해석과 축

소해석을 오가는 헌법재 소의 결정례가 이를 보여주고 있다22). 

나. 최저생활보장의 특수성 

헌법재 소에 이례 으로 많이 제기되었던 국가유공자보상의 경우 이는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형성되기 때문에 구체 인 청구권이 헌법에서 직  

도출될 수 없으며, 따라서 특정한 인  상, 그리고 험에 한 보호를 

청구하는 부분의 경우 해당 청구는 기각되었다23). 이는 사회보험도 마찬

가지이다. 다만 국민기 생활보장의 경우는 조  다르다. 국가유공자보상과 

사회보험의 경우 보상의 상이 특별희생인가, 그리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회  험인가의 문제는 기본 으로 정책  선택에 의존해 있다. 이러한 

정책  선택에 의하여 비로소 법률  권리가 형성되고, 이러한 권리를 행

사한 결과 개인은 이에 상응하는 법  지 를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법  

지 가 헌법  보호의 상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헌법  심사의 기 으

로는 재산권, 신뢰보호의 원칙 등이 용된다24).  

이에 비해서 국민기 생활보장은 이념 으로 헌법이 으로 보호하

여야 하는 빈곤을 상으로 한다. 이 경우에도 헌법재 이 극 인 역할

을 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장애가 있다. 첫째, 이념  목표를 제도 으로 

21) 그러나 헌법재 소는 이 에 한 정책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을 뿐 헌법  

논리로 용하지는 않았다. 헌재 1999. 4. 29. 97헌마333, 11-1, 503면 이하 참조. 

22) 컨  헌재 2001. 2. 22. 2000헌마25, 13-1, 405면 이하; 2006. 2. 23. 2004헌마675, 

18-1(상), 269면 이하 등 참조. 

23) 이에 해서는 컨  2001. 6. 28. 99헌마516, 13-1, 1405면 이하; 2003. 5. 15. 

2002헌마90, 15-1, 595면 이하 등 참조. 

24) 이에 해서는 아래 IV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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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는 데 여러 가지 선택이 있다. 다만 이 에 있어서 헌법재 소는 

처음부터 심사기 에 한 입장을 명확히 하 다. 즉 최 생활보장은 최

한의 물질 인 생활에 한 보장을 의미한다. 다만 헌법재 소는 입법부와 

행정부는 물질 인 최 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

인 최 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을 지 하 다25). 둘째, 이러한 선택

이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최 생활이라는 개념에 내재해 있는 불명확성은 

여 히 존재한다.  빈곤과 상  빈곤에 한 논의가 좋은 이다. 

이 에 있어서 헌법재 소는 최 생활의 개념은  빈곤에 기 해 있

음을 여러 차례 암시하 다26). 셋째, 방법론의 문제이다. 즉 빈곤보호를 

한 국가과제가 국민기 생활보장법만을 통하여 실 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여러 제도가 빈곤보호에 기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 기 때문에 국민기

생활보장법에 의한 여수 이 빈곤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더라도 이

를 곧 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추상 인 논의에 기 하여 헌법재 소가 국민기 생활보장에 

의한 여의 수 이 헌이 아니라고 단한 것은 헌법의 과제와 기능에 

한 성 한 결론이라고 보인다. 첫째, 최 생활보장이 물질 인 최 보장

을 내용으로 한다는 평가는 헌법에 충실하지 않다. 헌법은 개인을 사회  

련성과 책임성을 갖는 인격체로서 보호한다. 그리고 개인이 사회  련

성과 책임성을 갖기 해서는 주변 사회환경과의 의사소통이 필수 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그 다면 인간다운 최 생활은 물질 인 기  뿐 아니라 

문화 인 기 이 동시에 형성  단의 기 이 되어야 한다27).  인간다

25) 헌재 1997. 5. 29. 94헌마33, 9-1, 553면 이하; 2004. 10. 28. 2002헌마328, 16-2

(하), 195면 이하 등 참조. 이러한 헌법재 소의 입장은 다른 법률, 컨  국가

유공자 등 우  지원에 한 법률 규정이 심사의 상이 된 경우에도 유지

되었다. 헌재 2003. 5. 15. 2002헌마90, 15-1, 581면 이하; 2003. 7. 24. 2002헌바

51, 15-2(상), 117면 이하 등 참조. 

26)  각주 25의 결정들 참조. 

27) 같은 견해로는 컨  김선택,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헌법규범성-생계보

호기 결정; 헌법재 소 1997. 5. 29. 선고 94헌마33 결정”, 례연구 제9집

(1998), 1면 이하 등 참조. 이러한 단에 있어서 헌법 제9조의 향에 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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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최 생활이 처음부터 불명확하고 외부  환경에 어느 정도 종속되어 있

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국민기 생활보장법의 입법자는 최 생활보장

은 건강하고 문화 인 최 생활을 포함한다는 을 명확히 하 다(법 제4

조 제1항). 그 다면 이러한 입법  결정이 헌법의 개념이해에 향을 미

쳐야 한다28). 개방 인 헌법의 내용이 입법  결정에 의하여 구체화될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입법  결정은 헌법의 내용을 보충한다는 것은 사회  

기본권에서는 낯선 이론구성이 아니다. 실제 헌법재 소는 입법 으로 형

성된 건강보험수 권을 사회  기본권의 내용으로 수용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29). 둘째, 최 생활보장은 헌법의  요청이며,   정의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 기 때문에 어도 이 문제에 한 한 방법

론  다원성을 언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빈곤을 극복하는 데 필요

한 보호수 과 실제 지 수 을 비교하는 극 인 자세가 필요하 다. 

사실 헌법재 소는 와 같은 결정을 통하여 사회  기본권의 이념  요

청과 헌법의 민주주의원리 사이에서 균형있는 치를 찾으려는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인간다운 최 생활에 한 권리를 구체 인 기본권으로 인

정함으로써 헌법  기 를 버리지 않았지만 실 의 방법론  다원성이라

는 실체법 으로는 내용 없는 논리를 제시하여 구체 인 청구권성을 다시 

부인하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 으로 이러한 논리는 인간

다운 최 생활에 한 헌법재 에 의한 통제는 불가능하다는 문제를 남긴 

것이다.  

석, 한국헌법론(법문사, 2007), 128면 참조. 이와 다른 견해로는 컨  정태

호, “원리모델에 의한 사회  기본권 침해 여부의 단기   심사구조”, 헌법

학연구 제13권 제3호(2007), 566면 이하 참조. 이 문헌에서는 이 문제에 한 다

양한 견해들이 소개되어 있다. 

28) 다만 국민기 생활보장법은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 할 

법  차와 구체화를  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이에 해서는 

석,  각주 6 책, 488면 이하 참조. 

29) 이에 해서는 컨  헌재 2003. 12. 18. 2002헌바1, 15-2(하), 457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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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가능성   

사회  기본권에 의한 보호는 오늘날 소득활동 기간 이후 개인의 경제  

생활의 기 를 이루게 되었다. 그 기 때문에 사회  기본권은 사회  

험을 장기 으로, 그리고 안정 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객 으로는 사회

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사회  기본권의 실 을 한 구조  환경을 이

룬다. 그런데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은 해당 사회, 그리고 해당 시 에

서의 실 인 상황  상황에 한 가치평가와 상 계를 가지면서 실

된다. 사회보장제도와 련하여 오늘날 새로운, 그리고 요한 환경을 이루

는 고령사회의 심화, 노동환경  고용유형의 변화, 사회보장재정의 악화, 

그리고 세계화의 진  등이 이에 해당한다30). 결국 사회  기본권을 구체

화하는 법률에 의하여 형성된 법  지 는 시간  차원에서도 그 내용이 

유동 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  기본권의 시간   상황  환경을 고려하면 사회  

기본권을 실 하기 하여 법률을 근거로 개인의 법  지 가 형성된 후에

는 사회  기본권은 추상 이고 상 인 보호의 기능을 수행할 뿐이다. 

이에 비해서 구체 이고 인 법  지 를 보장하는 가능성에 한 논

의는 법치국가에서 생하는 신뢰보호의 원칙, 그리고 재산권 등 기본권과 

련하여 이루어진다31).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한 법률의 개정은 오늘날 

부분 개인의 사회보장법  지 에 불이익을 가하는 내용을 갖는다. 이러한 

30) 컨  공무원연 과 련된 이러한 환경요인에 해서는 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병합), 15-2(상), 391 이하 참조. 군인연 과 련된 같은 논의에 

해서는 헌재. 2003. 9. 25. 2001헌마194, 15-2(상), 391면 이하 참조. 이에 한 

일반 인 논의로는 컨  석, “복지국가론-무엇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한국사회정책, 제15집 제1호(2007), 174면 이하 참조. 

31) 아래 IV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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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헌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헌법재 소는 해당 사회보장청구권

이 사회보장수 권의 성격과 재산권  성격을 공유한다는 을 논리의 출

발 으로 삼고 있다. 이때 사회보장수 권이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기본권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사회보장청구권의 형성에 있어서 입법  권한이 범하

게 인정되며, 따라서 심 상인 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하여 왔다32). 그러나 

사회  기본권이 사회보장청구권의 제한을 심사하는 헌법  기 이 될 수

는 없다. 이미 언 한 바와 같이 사회  기본권은 그 실체  내용이 명확

하지 않다. 아마도 심사의 기 으로 용될 수 있는 유일한 기 은 인간다

운 최 생활의 보장에 한 규정일 것이다33). 그러나 부분 개 이 논의

되는 역은 사회보험이며, 사회보험은 최 생활보장을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  기본권이 심사기 으로 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다 올바

른 논리는 다음과 같다. 즉 사회보장청구권 컨  사회보험청구권은 가입

자의 자기기여에 의하여 형성된 반 여이기 때문에 재산권  보호의 

상이 된다. 다만 사회보장청구권이라는 재산권  보호의 상은 사회  

련성이 크기 때문에 입법  형성의 여지가 넓다는 것이다34).

III. 민주주의

1. 법률

가. 안정적 기능과 참여적 기능  

우리 헌정사에서 사회  기본권은 정치 으로는 민주주의  배경 하에

32) 헌재 2003. 9. 25. 2001헌가22, 15-2(상), 245면; 2003. 9. 25. 2000헌바94등(병합), 

15-2(상), 261면 이하; 2005. 10. 27. 2004헌가20, 17-2, 205(209면 이하); 2005. 

12. 22. 2004헌가24, 17-2, 625(630면)  등 참조. 

33)  각주 25 참조. 

34) 아래 각주 IV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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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리고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사회  동일성을 형성하기 한 국가능력

이 인식되면서 비로소 실  가능성이 엿보 다35). 이제 국민의 사회  상

황이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좌우하는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국가기능, 국가

기능의 변화의 요한 수단이 법률이며, 구체 으로는 법률이 사회  기본

권의 형성에 있어서 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형태로 반응하여야 한다. 법

률을 매개로 하여 비로소 개인은 자신의 법  지 를 악하고, 이를 기

로 민주주의  의사결정과정에 직 (기본권 으로), 그리고 간 으로

(선거를 통하여)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보장제도가 지속가능성을 

갖기 하여 새로운 환경변화에 응하여야 하고, 이러한 기능유지의 필요

성 때문에 개인의 법  지  역시 유동 이게 되면서 사회  기본권을 구

체화하는 법의 기능도 양면성을 갖는다. 첫째, 법률은 여 히 개인의 법  

지 를 명확히 하고 이를 보호하는 정태 (안정 )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 

그러나 오늘날 법률은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

를 하여 개인의 법  지 는 필연 으로 유동 이게 된다. 이때 법률은 

사회보장제도의, 그리고 개인의 법  지 를 역동 으로 형성하는 기 이

며,  동시에 지향 이 된다. 이 에서 법률은 실질 으로 불명확한 사회

 기본권이 참여권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다. 

와 같은 법률의 이  기능에서 보면 법률유보는 오늘날 여 히 핵심

인 헌법의 요청이다. 오늘날 국가구조에서 국회가 민주  정당성을 독

하는 것이 아니며, 이를 행정부와 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국가기능

이 문화·복잡화되었고, 가변 인 사실 계를 규율 상으로 하게 되었다

는 사실은 행정입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 헌법은 이를 제75

조  제95조에서 법제화하고 있다. 그러나 여 히 개인의 기본권과 련

된 요한 사항은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한다. 이때 비로소 안정  기

능과 참여  기능이 수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36). 이것이 헌법 제41조의 요

35) 1977년 도입된 의료보험의 헌법  논리에 해서는 석,  각주 3의 논문, 

159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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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이며, 이러한 요청은 변화된 국가기능, 그리고 국가정당성의 구조 속에서

도 여 히 타당하다. 

나. 법률과 행정입법의 기능분배 

사회보장법은 부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률에 의한 규율 상은 제한

이라는 입장이 일반 으로 지 되어 왔다. 사회보장법  사안들은 복잡

하고 문 이며, 규율 상이 가변 이며, 따라서 입법기술 인 한계가 있

다는 논리가 주로 제시되었다37). 이러한 논리를 사용하여 헌법재 소는 규

범형식이 문제되었을 때 주로 해당 법률이 구체 으로 범 를 정하여 임

하고 있는가의 문제에 논의를 집 하여 왔다. 

일반 으로 보면 부법에 해당하는 경우 구체 인 사안을 법률에 규율

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부법의 구조 인 특징 때문이

다. 침해  법률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구성요건과 이에 한 

법  효과가 법률에 구체화되어야 한다. 형법과 세법이 표 인 이다. 

이러한 구성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개인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법  효

과가 주어질 수 없다. 이에 비해서 부법은 일반 으로 법률이 지향하는 

일정한 상태의 실 을 규율 상으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를 실 하는 

데에 필요한 구체 인 환경요소들을 모두 망라하여 규율할 수는 없다.  

입법목 을 달성하는 데에 용되는 구체 인 방법과 내용에 해서 어느 

정도 개방 인 태도를 취할 수도 있다. 가장 합리 인 방법과 내용에 해

서는 입법자가 결정하기 보다는 법률을 구체화하는 하  단 의 행정작용

에 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리는 부법에 나타나는 추상

인 특징일 뿐 법률과 행정입법의 배분에 있어서 일률 으로 용될 수 

36) 이러한 법률의 참여  기능에 해서는 석,  각주 27의 책, 504면 이하 참조. 

37) 이에 해서는 컨  헌재 2003. 7. 24. 2002헌바51, 15-2(상), 103면 이하; 2003. 

7. 24. 2002헌바82, 15-2(상), 131면 이하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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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논리는 아니다. 

규율 상의 복잡성  문성 역시 그 자체로 입법  결정에 한 외

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될 수 없다. 복잡하고 문 이라는 논리 자체가 입

법  결정에 한 외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유에서 입법

기술 으로 법률에 규율할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할 때 비로소 이에 한 행

정입법이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러한 평가는 규율 상이 가변 이라는 상황

논리에도 그 로 용된다. 규율 상이 가변 이라면 해당 법률을 자주 개

정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이 이 그 자체로 법제화에 장애가 된다거

나 그 기 때문에 행정입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부법의 논리, 복잡성과 문성의 논리, 그리고 규율 상의 가변성

이라는 특성에 비해서 입법기술 인 한계는 상  논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아무리 부법의 역에 속하더라도 해당 사안을 규율하는 데에 입법기술

인 한계가 없는 경우,  규율 상이 복잡하고 문 이며, 가변 이더라

도 원리  규율을 하는 데에 장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에 한 입법  

공백은 민주주의원리와 조화될 수 없다38). 

헌법재 소는 입법권한의 배분과 련하여 법률에 의한 규율 상인가의 

문제를 심각히 논의하지 않고, 주로 행정입법에 있어서 수권법률이 구체

으로 임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집 하고 있다. 즉 헌법 제41조의 문제를 

소홀히 한 채 주로 헌법 제75조  제95조의 문제에 집 하고 있다. 그리

고 임의 구체성의 단에 있어서 매우 완화된 기 을 제시하고 부분의 

경우 합헌으로 단하고 있다. 임이 구체 이기 해서는 법률의 임규

38) 이러한 논리 외에 기본권 실 에 있어서 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논리로 법  

규율 상성을 부인하는 결정으로는 헌재 2000. 12. 14. 2000헌마659, 12-2, 437면 

이하 참조. 이밖에 헌재 1997. 12. 24. 95헌마390, 9-2, 817면 이하; 2003. 7. 24. 

2001헌바96, 15-2(상), 87면 이하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헌법재 소의 결정에

는 해당 사항이 왜 개인의 기본권을 실 하는 데 있어서 요한 요소가 아닌가

에 한 논증이 결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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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보고 행정입법의 내용을 알 수 있거나 어도 측할 수 있어야 한

다. 그리고 이때 임의 구체성이 해당 임조항에 나타나 있으면 가장 바

람직하지만 해당 규정이 속해 있는 법률 체 혹은 체 법률 체계를 보고 

임의 구체 인 내용을 알 수 있다면 이 경우 포 임이라고 할 수 없다

고 한다39). 

와 같은 임의 구체성에 한 헌법재 소의 입장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구체 인 사안에 한 단에 있어서 많은 경우 헌법

재 소는 설득력이 없는 논리에 의하여 임의 구체성을 정하고 있다. 

컨  보험료를 산정하는 등의 문제에 있어서 경험 으로 선택 인 방법

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러한 선택 자체는 입법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40). 

보험료산정은 개인의 재산권  지 에 요한 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이

러한 선택에 입법기술 인 장애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행정입법은 법률에 의하여 선택된 방법을 구체화하는 기능분담이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지 까지 우리 법질서에서 개인의 법  지 와 련된 규율

의 규범형식이 원칙 으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입법이 주로 이용되어 

왔던 경향이 있었다41). 이는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의 요청에 충실하지 못하

며, 다른 한편 개인의 법  지 가 행정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보여 다. 헌법재 소는 지 까지의 이러한 부정 인 법문화  헌법

의 발 을 경고하고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추인하는 결과가 된다는 에서 아쉬운 태도이다. 사회보장법은 개인의 장

기 이고 안정 인 생활보장에 한 규율이기 때문에 법제화를 통하여 안

정성과 참여성이 더욱 확보되어야 한다는 을 고려하면 논리의 환이 필

요한 부분이다.  

39) 헌재 1996. 10. 31. 93헌바14, 8-2, 434면 이하 참조. 

40) 이러한 유형에 해당하는 결정례로는 컨  헌재 2007. 4. 26. 2005헌바51, 19-1, 

444면 이하; 2007. 4. 26. 2004헌가29등(병합), 19-1, 349면 이하 등 참조. 

41) 이러한 지 으로는 컨  이명웅, “ 임입법의 헌심사기   헌결정사례 

분석”, 스티스 제96호(2007), 8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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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몇 가지 예

사회보장법  규율 상을 기 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세분화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첫째, 보호되는 인  상과 련해서는 직  입법  결정을 

하는 데에 장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문제에 한 한 엄격하게 

법률유보가 수되어야 한다. 둘째, 보호하는 사회  험을 법률이 직  

규율하는 데에는 경우에 따라서 한계가 있다. 컨  연 지 연령을 법제

화하는 데에는 입법기술 인 한계가 없다. 이에 비해서 일정한 신체  정

신 인 상태가 보호의 상인 경우에는 법제화에 한계가 있다. 신체  정

신상태는 한편으로는 매우 다양한 상황에 있을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러한 상태에 한 평가는 의학수 의 발달, 사회  험에 하여 

형성·변화하는 가치, 해당 사회의 부담능력 등을 기 으로 보았을 때 가변

이다. 따라서 구체 으로 어떠한 경우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가는 법률에 

원칙 인 선언을 할 수 있을 뿐이며, 이에 한 구체 인 규율  결정이 

별도로 하  단 에서 필요하기 때문이다42). 셋째, 사회  험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종류와 내용  수 의 여를 할 것인가의 문제에 해서도 법

제화의 가능성을 일률 으로 단할 수 없다. 여의 종류가 여인 

경우에는 여의 내용과 수 을 법률로 정하는 데에 기본 으로 문제가 없

다43). 그러나 서비스 여는 필연 으로 이를 제공하는 인력의 직 이고 

구체 인 단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경우 법제화에는 입법기술

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법률은 여의 목표와 련된 기본 인 원칙을 

선언할 수 있을 뿐이고, 개별 인 규율은 행정입법에 임할 수밖에 없다. 

넷째, 사회보장의 재원에 한 사항은 한편으로는  채무를 규율 상

42) 행정입법에 의하여 구체화되어야 하지만 이 에 해당 사항에 한 원칙 인 결

정이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이를 임하는 것은 헌법에 반된다. 이 을 기

으로 한 헌법재 소 결정에 한 비  평가로는 컨  석, “법률유보

의 문제와 임입법의 한계-헌재 95헌마390 의료보험법 제31조 제2항 헌확인

사건을 심으로”, 석, 헌법 례연구(법문사, 2000), 325면 이하 참조. 

4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 규율을 시행령에 임한 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한 

로는 헌재 2004. 11. 25. 2002헌바52, 16-2(하), 297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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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고, 다른 한편 이는 개인에게 재정  부담을 다. 따라서 기본 으

로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며,  여기에 입법기술 인 한계가 있는 

것도 아니다44). 

2. 민주주의와 헌법재판 ; 헌법재판의 정책적 기능  

사회  기본권은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률의 형식으로 구체화되어

야 한다. 이는 지 까지 심사를 소홀히 해서 그 지 헌법재 의 존재의미

가 활발하게 실 될 수 있는 문제 역이다. 이에 비해서 실체법  심사에 

있어서는 사회  기본권에 한 헌법  지침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외

인 경우에 한하여 헌법재 이 입법통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아래

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사회  기본권의 실  여부가 다른 법률체계와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제상황이 다르다45). 

사회  기본권과 련하여 헌법재 의 기능방식은 오히려 다음과 같이 

비제도 인 데에 있다. 사회  기본권은 구체 으로는 다양한 목표와 실

방법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기본권의 실 은 어느 정도 국가의 재정

능력에 종속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  기본권을 구체화하는 국가작용은 합

헌과 헌 단의 상이 되는 데 그치지 않고, 헌법정책 인 기 에서 보

면 가장 바람직한 선택에서부터 헌으로 단할 수는 없지만 지극히 비사

회 인 선택까지 넓은 폭을 가지고 있다46). 여기에 헌법재 이 헌법의 규

범력을 향상시키는 나름 로의 비제도 인 기능의 여지가 있다. 즉 헌법재

소는 사회  기본권의 실 을 한 국가작용이 극히 비사회 이지만 그

다고 헌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국가작용의 비사회 인 문제 들

을 지 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표명이 물론 헌법재 결정의 효력 자체에 

44)  각주 40 참조. 

45) 아래 V. 참조. 

46)  각주 18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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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헌법정책기 에 따른 문제  상황에 

한 견해표명은 헌법재 의 한계를 넘지 않으면서 사회  기본권의 이념

과 이러한 이념에 보다 충실한 가치  사실 계, 이들의 변화에 따른 

계의 재정립, 그리고 이에 기 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자극할 수 있는 

요한 논리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동시에 헌법이 규범  효력 외에 사

회세력을 자극하여 보다 우호 인 헌법 실을 실 하는 정치교육  효력을 

갖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IV. 사회적 기본권의 역동성과 법적 안정성

1. 사회적 기본권과 법치국가원리  

사회  기본권은 본인  다른 개인의 기본권과의 미시 인 계에서, 

그리고 국가재정 등 거시 인 계 속에서 상 으로 실 되며,  지속

가능성이라는 객  가치를 하여 시간 으로 유동 인 상태에 있다는 

에 해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법치국가원리는 개인의 법  

지 에 한 측과 안정을 보장하는 헌법원리이며, 사회  기본권의 유동

성은 법치국가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  내에서 실 되어야 한다. 

이러한 긴장 계 속에 존재하는 표 인 논리가 신뢰보호의 원칙과 재산

권이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사회보장, 그 에서도 특히 오늘날 지속 으로 개 의 상으로 취 되

고 있는 연 보험은 장기 인 법률 계 속에서 개인의 사회  험을 장기

으로, 그리고 안정 으로 보호하는 과제를 갖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 오

늘날 연 보험에서 개인의 법  지 는 더 이상 기존의 존속이 보장될 수 

없는 변화에 처해 있다. 고령사회가 심화되면서 수 권자와 재정부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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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47). 이에 한 입법  응은 일

반 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연 재정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다

만 이러한 방법은 일반 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채택된다.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하는 법률 개정은  세 에게 직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고, 따라서  

정치  항을 낳을 수 있다. 그런데 세 의 정치  지지에 의존하는 정

치권은 이를 꺼려할 것이기 때문이다48). 둘째, 여수 을 하향 조정하는 

방법이다. 여기에는 연 산정기   연 연동기 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거

나,  수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 등이 포함된다49). 이 경우 신뢰보호

의 원칙은 유동 인 권리일 수밖에 없는 사회  기본권의 특성과 충돌한

다. 

사회  기본권의 실 에 있어서 기존의 법률에 의하여 형성된 신뢰는 

인 법  지 를 보장하는 내용을 가질 수는 없다. 국가의 부는 국민

경제  거시질서의 범 내에서 미시 으로 형성된 개인의 법  지 를 상

으로만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신뢰를 침해하는 정도를 재

는 도구로서 용되는 이른바 진정소 입법  부진정소 입법의 분류  

차등  헌법평가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미 연 법  구성요건을 완성하

여 연 을 지 받고 있는 수 자에게 연 법 인 지 를 불이익하게 변경

하는 조치는 진정소 입법에 해당한다50). 그리고 진정소 입법임에도 불구

47)  각주 30 참조. 

48) 그 결과 악화된 거시환경 속에서 개인의 사회보장법  지 를 불이익하게 변경

하는 개 은 정치화의 정도가 크고, 그만큼 장애에 부딪히는 것이 각국에서 일

반 으로 찰되고 있다. 이에 한 표 인 정치학  분석으로는 Paul 

Pierson, "The New Politics of the Welfare State", World Politics Vol.48.2(1996), 

143면 이하 참조. 

49) 2000년 공무원연 법이 채택한 방법들이다. 이에 한 헌법재 소의 평가로는 

 각주 30의 결정들 참조. 

50) 헌법재 소는 이 규정이 “이미 종료된 과거의 사실 계 는 법률 계에 새로운 

법률이 소 으로 용되어 과거를 법 으로 새로이 평가하는 진정소 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하 다. 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병합), 15-2(상), 362면 이하; 2003. 9. 25. 2001헌마194, 15-2(상), 

407면 이하; 2005. 6. 30. 2004헌바42, 17-1, 973면 이하 등 참조. 그러나 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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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허용될 수 있는 외 인 사유가 존재하는가의 여부가 핵심 인 쟁

이다51). 공무원연 은 한편으로는 장기 으로 개인 생활의 기 를 보호하

여야 하기 때문에 법률의 개정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을 존 하여야 하

지만, 다른 한편 공무원연 법은 모든 공무원에게 안정 인 사회보장이 기

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정하여야 하는 과제를 갖는다. 그리고 이는 

한 공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하여 개인의 개별 인 신뢰가 제한될 

수 있다. 그 다면 이론 으로 보면 헌법  단에 있어서 진정소 입법과 

부진정소 입법의 구분에 무 많은 기 를 하여서는 안된다. 진정소 입

법에 해당하는 규정들이 부분 헌으로 평가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진정

소 입법과 부진정소 입법의 구분이 신뢰가 제한되는 정도를 징표하는 수

단이 될 수 있지만 헌과 합헌을 구분하는 개념도구는 더 이상 될 수 없

기 때문이다. 

은 개정이 부진정소 입법은 아니다. 진정소 입법은 이미 종료된 법률 계 

는 사실 계에 해서 주어졌던 법  효과를 개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입

법이다. 법  효과가 실제 과거에 이미 실 되었고, 그것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비로소 진정소 입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 소는 진정소 입법을 

개념정의하면서 “과거를 법 으로 새로이 평가하는”이라는 요건을 추가하고 있

는데, 이는 아마도 과거에 이미 실 된 법  효과를 불이익하게 변경시키는 것

이 진정소 입법이라는 을 강조하기 한 것이라고 보인다. 좀 더 구체 으로 

설명하면 헌법재 소는 과거에 이미 지 된 연 을 회수하는 경우가 진정소 입

법에 해당한다고 보는 듯 하다.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타당하지 

않다. 첫째, 헌법재 소가 상정하는 그러한 법률, 즉 과거에 이미 지 된 연 을 

회수하는 법률은 존재할 수 없다. 둘째,  규정을 부진정소 입법이라고 본다면 

소 입법을 진정소 입법과 부진정소 입법으로 분류하는 의미가 상실된다. 연

수 자에 해서도 이 규정이 부진정소 입법에 해당한다면 재직 인 공무원

인가 아니면 연 수 자인가의 상황은 개인의 신뢰가 제한되는 정도에 있어서 

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부진정소 입법이라고 하여야 하며, 그 

결과 같은 헌법  평가를 하여야 한다. 진정소 입법과 부진정소 입법의 분류

는 그 자체가 목 이 아니라 신뢰제한의 정도를 단하는, 그리고 그 결과 헌법

 평가를 달리하려는 편의 인 개념도구이다. 그런데 신뢰가 제한되는 정도가 

격한 두 경우를 모두 부진정소 입법이라고 한다면 소 입법의 분류는 더 이

상 의미가 없어진다.  

51) 진정소 입법의 원칙 인 지, 외 인 허용, 그리고 외 으로 허용되는 사

유에 해서는 헌재 1996. 2. 16. 96헌가2등(병합), 8-1, 8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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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권 

사회  기본권에 의하여 형성된 법  지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이는 재산권  보호의 상이 된다. 구체 으로 사회보장청구권이 재

산권  보호의 상이 되기 해서는 해당 법  지 가 자기기여에 의하여 

형성되어야 하며, 사  유용성과 임의처분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52). 이

러한 기 에 따르면 사회보험청구권은 일반 으로 재산권  보호의 상에 

포섭된다53). 재산권은 개인의 경제  생활의 기 를 보장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54). 따라서 오늘날 개인은 사회  험이 발생한 후에는 사회보장 여

에 생활을 의존한다는 에서 사회보장 여를 재산권  보호의 상에 포

섭하는 이론은 재산권에 한 이해에 있어서 요하고 의미있는 진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러한 이론구성을 통하여 개인의 법  

지 가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기 는 상 이다. 사회보장 여는 여

히 국민경제  사회보장재정의 거시 인 환경에 의하여 제약을 받으면

서 보장되며, 따라서 기존의 법률에 의하여 형성된 여를 으로 보

장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 다고 사회보장 여에 한 재산권  보호의 의미를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사회보장청구권을 재산권 으로 보호하는 이론구성의 의미는 다음

과 같은 두 가지에서 찾아질 수 있다. 첫째, 재산권은 기본 으로 자유의 

52) 이에 해서는 컨  헌재 2000. 12. 14. 99헌마112등, 12-2, 408면 이하 참조. 

이밖에 헌법재 소는 생존의 확보에 기여하는 경제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조

건을 제시하고 있다. 헌재 1995. 7. 21. 94헌바27등(병합), 7-2, 90면; 2000. 6. 29. 

99헌마289, 12-1, 949면 등 참조. 그러나 사회보험 여가 추상 으로는 생계유지

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구체 으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지는 개별 인 평가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 조건에 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같은 문제 을 지

하는 문헌으로는 유성재, “국민연 수 권의 재산권성-연 여삭감의 헌법  

한계”, 사회법연구 제3호(2004), 136면 이하 참조. 

53) 헌재 2005. 6. 30. 2004헌바42, 17-1, 973면 이하(연 여); 2003. 12. 18. 2002헌

바1, 15-2(하), 450면 이하(건강보험 여); 2004. 9. 23. 2003헌바231등, 16-2(상), 

586면 이하(산재보험 여) 등 참조. 

54) 이에 해서는 컨  헌재 1998. 12. 24. 89헌마214등(병합), 10-2, 945면 참조. 



사회  기본권과 헌법재

765

수직  측면을 보장한다. 즉 재산권이 거시 인 환경의 변화 속에서 형성

되는 사회보장청구권의  수 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가입자간의 상

인 차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회보장청구권의 형성에 있어서 

개인의 기여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법  지 를 균일화하는 정책은 재산권

을 침해한다. 그 결과 소득(재)분배의 헌법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형

태의 소득재분배는 헌법에 반된다55). 둘째, 재산권은 물론 기본권 제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컨  개인이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보장 여에 한 청구권을 취득하기 한 요건을 동시에 충

족하는 경우 이들을 조정하는 것은 헌법 으로 허용되는 재산권에 한 제

한이다. 국민연 법상의 장애 여  유족 여와 산재보험법상의 장해 여 

 유족 여의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자의 여를 삭감하는 것

이 한 이다56). 그러나 다른 기능을 갖는 개인의 법  지 가 결과 으로 

해당 개인에게 생활의 기 가 된다는 이유로 사회보장법  지 를 제한하

는 것은 재산권에 한 침해이다. 근로의 결과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연

의 일부를 지  정지하는 것이 이러한 에 해당한다57). 이 경우 사회보험

에서 연 지 의 요건으로 소득심사가 이루어지는 결과가 된다. 이는 공공

부조에 특유한 요소이며, 따라서 사회보험의 기능체계와 조화될 수 없다58). 

이를 헌법 으로 보면 보험료를 납부하는 형태로 자기기여를 하 으며, 이 

이 연 지  여부  연 산정에 있어서 반 되어야 한다는 재산권의 의

미가 사회보장법에서 상실되는 결과가 된다59).

55) 소득재분배의 다양한 유형  헌법  평가에 해서는 석, “사회보장의 소

득재분배구조에 한 헌법  근”, 석, 사회보장법학(한림 출 부, 1993), 

53면 이하 참조. 

56) 국민연 법 제113조 참조. 

57) 그러나 헌법재 소는 이러한 조정을 지속 으로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헌재 

1994. 6. 30. 92헌가9, 6-1, 543면 이하; 2003. 9. 25. 2000헌바94등(병합), 15-2

(상), 262면 이하 등 참조. 헌법재 소는 연 지 이 정지되는 요건  내용을 

행정입법에 임한 것에 해서는 포 임이라는 이유로 헌결정을 한 바 있

다. 컨  헌재 2005. 10. 27. 2004헌가20, 17-2, 205면 이하; 2005. 12. 22. 2004

헌가24, 17-2, 625면 이하 등 참조. 

58) 사회보험  공공부조의 기능체계에 해서는 석,  각주 6의 책, 85면 이

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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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전체법질서 속에서의 사회적 기본권 

1. 논의의 구조

사회  기본권은 국가의 극 인 행 를 통하여 개인에게 자유의 조건

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국가작용은 국민의 이에 한 의지

와 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력의무를 반한 경우 사회  기본권에 

특유한 제재가 따른다. 즉 해당 사회  험에 한 보호가 제한된다. 이를 

헌법 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가 쟁 으로 나타난다. 첫째, 해

당 력의무는 개인에게 자유를 제한하는 효과를 갖는다. 그 다면 해당 

력의무가 사회  기본권이 기능하기 하여 필요한 조건으로서 정한 

균형 계에 있어야 한다. 둘째, 해당 력의무가 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그 반에 따르는 제재가 반에 한 비난가능성

과 정한 균형 계에 있어야 한다. 

와 같은 쟁 은 발생 역을 심으로 보면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사회  기본권에 내재해 있는 의무를 반한 경우 수반되는 제재이다. 사

회보험에서 가입자가 자신의 행 를 통하여 사회  험을 직  발생시킨 

경우 이는 사회보험공동체에 해한 효과를 갖기 때문에 여를 제한하는 

법  효과를 가하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 사회보장법은 일반 으로 이러한 

내용의 여제한에 한 규정을 두고 있다60). 컨  건강보험에서 범죄행

에 기인하여 질병 는 부상이 발생한 경우 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여

기에 해당한다61). 둘째, 단이 어려운 문제는 사회  기본권과는 계없이 

59) 헌법재 소가 기본권침해의 자기 련성  재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했지만 헌법재 소는 소득이 있는 경우 이루어지는 연 지 정지제도를 일종의 

소득심사제도로 보고 있다. 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병합), 15-2(상), 351

면; 2003. 9. 25. 2001헌마194, 15-2(상), 401면; 2003. 9. 25. 2001헌마194, 15-2

(상), 401면 등 참조. 

60) 컨  국민연 법 제82조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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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에서 부과되는 의무를 반하 다는 이유로 사회보장법  제재가 가

해지는 경우이다. 공무원연  등에서 범죄를 지르고 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은 경우 연 여를 감액하는 가 여기에 해당한다. 

2. 체계내적 협력의무와 입법형성 

우리 건강보험법은 범죄행 를 원인으로 질병 는 부상이 발생한 경우

에 여를 제한하고 있다62). 다만 책임요건과 련해서는 그 동안 변화가 

있었다. 1999년 법률 개정을 통하여 재는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하여 범

죄를 지른 경우에 한하여 여를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  법률에서는 

책임요건에 한 규정이 없었으며, 따라서 경과실에 의한 범죄 에 질병 

는 부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여를 제한하 었다63). 체법체계에서 보

면 범죄는 형법상의 비난가능성을 기 으로 한 단이고, 이러한 단이 

사회보장법  제재로 이어져야 하는 필연성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에 

해서는 사회보험의 사회  성격에 충실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64). 

그러나 헌법이 이러한 사회보험의 사회  성격을 수용하 다고 볼 수는 없

다. 

고의 혹은 과실의 경우와는 달리 경과실의 경우에는 비난가능성이 낮

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를 제한하는 것은 사회  기본권의 내용을 

61) 사실 이 규정은 엄격하게 보면 건강보험체계내  의무 반에 속하지 않으며, 오

히려 다음에서 설명하는 체계외  의무 반에 한 규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 

건강보험법은 범죄행 를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하 으면 곧 여를 제한하며, 

이때 질병 는 부상을 직  야기시켰는가를 기 으로 여를 제한하는 것은 아

니기 때문이다. 입법자는 사회  험을 야기시키는 포 인 유형으로 범죄행

를 규정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이 사회보험의 사회  성격

을 고려하면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다. 이에 해서는 컨  석,  

각주 6의 책, 260면 이하 참조. 

62)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참조.  

63)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 참조. 

64) 이에 해서는 컨  석, “의료보험의 사회성-질병의 원인 계를 심으

로”, 법률신문, 1991. 2. 25. 참조. 이에 한 례로는  1990. 2. 9. 89 2295; 

1990. 5. 22. 90 752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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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는 건강보험수 권의 본질 인 내용을 침해한다는 것이 헌법재 의 입

장이다65).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아직 규범 으로 가공되지 않은 사회정책

 시각에서 도출될 수 있는 결론이다. 경과실에도 비난가능성이  없

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과실의 경우에는 여를 제한

할 수 있지만 경과실의 경우에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논리가 건강보험수

권이라는 사회  기본권으로부터 직  도출되는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결론은 기본권의 기능에 한 과잉기 라고 생각한다. 경과실 역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비난가능성이 있는 행 의 계기이며, 따라서 사회  험을 

야기하는 원인행 와 이에 한 사회보장법  효과를 연계시키는 입법  

결정에서 과실의 경 에 따른 비난가능성의 여부  차이 역시 입법자가 

결정할 수 있을 뿐 여기에 헌법  기 이 존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헌

법재 소와 다른 이와 같은 논리의 결과는 합헌결정이었을 것이다66). 이러

한 합헌결정은 사회  기본권의 실 에 있어서 바람직스럽지는 않다. 그러

나 사회  기본권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규정을 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거꾸로 모든 합헌결정이 사회  기본권의 논리에 충실한 것은 아니다. 

헌법규범과 헌법 실을 매개하는 데 있어서 헌법재 이 갖는 한계이다.

3. 체계외적 의무위반과 입법형성 

사회  기본권은 기본 으로 개인에게 자유의 조건을 목 론 으로 보

장하는 과제를 갖는다. 따라서 사회  기본권을 실 하는 법률에서 해당 

제도의 기능에 해가 되는,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체계내  의무가 

반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법질서에서 비난가능성을 이유로 사회보장 여

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컨  연 수 자가 범죄를 지르고 일정한 

65) 헌법재 소는 이 규정에 해서 경과실의 경우에도 여를 제한하는 한 헌법에 

반된다는 내용의 한정 헌결정을 하 다. 헌재 2003. 12. 18. 2002헌바1, 15-2

(하), 441면 이하 참조. 

66) 이 결정에는 본문에서 지 한 바와 같은 논리에 기 하여 해당 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반 의견이 제시되었다. 례집 15-2(하), 457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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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국민연 법에서 연 여가 감액되지는 않는다. 

이에 비해서 공무원연  등에서는 공무원이 범죄를 지르고 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연 여를 감액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해

서는 세분화된 검토가 필요하다. 

공무원이 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는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

다67). 그런데 공무원연 법은 이에 더 하여 이 경우 연 여를 감액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68). 이는 헌법 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첫째, 

공무원연 법에 내재해 있는 의무와의 계에서 퇴직사유, 그리고 동시에 

퇴직 여의 지 사유를 스스로 야기하 기 때문에 여를 감액하는 형태로 

사회보장법  제재를 가한 것으로, 이는 사회보장법의 입법목 에 충실한 

것이며, 동시에 헌법에 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둘째, 동일한 사안을 공

무원법을 기 으로 근할 수도 있다. 공무원은 일반 국민에 비하여 높은 

정도로 법령을 수할 의무가 있다69). 그 기 때문에 공무원이 범죄를 

지르고 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은 경우에 공무원 계 일반에 

수반하는 연 법  지 에 불이익한 처분을 하더라도 헌법에 반된다고 

볼 수 없다. 물론 이 경우에도 공무원의 범죄행 에는 형사상의 책임과 신

분상의 불이익이 따르며, 공무원이 오랜 동안 가져왔던 퇴직연 에 한  

신뢰 마  침해하는 것은 과잉처분이라고 할 수도 있다.  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원인인 범죄행 에 해서 그것이 직무상의 사유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고의와 과실 같은 책임요소를 고려하여 연 법  지

를 결정하는 것이 사회정책 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70). 그러나 과

67)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참조. 

68) 공무원연 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참조. 

69) 이러한 의무  의무 반에 따른 제재에 한 헌법  평가로는 헌재 2002. 8. 

29. 2001헌마788등(병합), 14-2, 219면 이하 참조. 

70) 이러한 이유에서 헌법재 소는 해당 규정에 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 다. 

헌재 2007. 3. 29. 2005헌바33, 19-1, 211면 이하 참조. 이밖에 헌법재 소는 공

무원연 법에서의 와 같은 퇴직 여 제한사유가 국민연 법상의 사업장가입

자, 그리고 근로기 법상의 근로자에 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공무원법상의 규정은 자의 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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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헌법이 일반법  비난가능성과 사회보장법  제재가능성을 연계하는 데 

있어서 그와 같은 세부 인 기 을 도출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지는 의

문이다. 에서 설명한 사회  기본권의 체계내  의무 반이 개인의 법  

지 에 미치는 향에 비하면 이 경우 용될 수 있는 헌법  기 은 더욱 

확인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에 한 단은 입법권에 임되어 있다고 보

아야 한다.

 

VI. 헌법재판의 과제 - 맺는말을 대신하여 

사회  기본권은 일반 으로 그 실 이 입법권에 유보되어 있는 기본권

으로 이해되어 왔다. 사회  기본권의 불명확성, 실 방법의 다원성, 그리

고 실환경에의 종속 등으로 인하여 사회  기본권은 민주주의  의사결

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화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 이 최

생활보장에 한 사회  기본권에도 타당할까에 해 헌법재 소는 좀 더 

고민을 하여야 한다. 

사회  기본권은 민주주의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실 된다. 그런데 이것

이 가능하기 해서는 사회  기본권을 실 하는 요한 요소들이 법률의 

형태로 규율되어야 한다. 이때 비로소 법률은 안정  기능과 참여  기능

을 수행할 수 있으며,  개인은 이를 기 로 자신의 법  지 를 측하

여 장기 인 생활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역시 헌법재 소의 

환  사고를 필요로 한다. 일반 인 부법  특징, 규율 상의 복잡성과 

문성, 그리고 가변성들의 요소들이 결코 그 자체 법률유보  임입법

공무원의 법령 수의무와는 정면으로 모순되는 논리이며, 이러한 논리에 의하면 

직무상의 사유에 의한 고의범의 경우에도 여를 감액하여서는 안되는 결과가 

된다. 이 결정에는 해당 규정을 합헌으로 단하는 반 의견이 있으며, 반 의

견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 례집 19-1, 228면 이하 참조. 같은 의견으로는 컨

 김우수, “연 수 제한과 재산권 보장, 경제질서”, 공법연구, 제36집 제4호

(2008), 11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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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헌법  심사에 있어서 자동 으로 용될 수 있는 논리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 진행되고 있는 연 보험의 발 에 부정 인 환경들은 필연 으로 

개인의 연 법  지 에 불이익한 변경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

소는 이를 헌법 으로 추인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이러한 역할에서 

헌법재 소의 결정이 국민들에게 수용되기 해서는 논리  일 성과 설득

력을 가져야 한다. 재까지 연 청구권의 법  성격, 여의 조정에 있어

서 용되는 논리 등이 발 단계에 있으며 이에 한 보다 세 한 근이 

필요하다. 

사회  기본권의 실 이 1차 으로 입법  결정에 유보되어 있지만 헌

법재 의 특성상 헌법재 소의 역할 한 지 않다. 헌법재 소는 결정에 

있어서 일반 법원에 비해서는 자유롭게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즉 헌 

혹은 합헌의 의견 외에 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규범

상태를 지 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정책 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 실질

으로 입법 구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헌법재 소로서는 부

담이지만 사회  기본권의 생명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는 에서 민주

주의를 교정 혹은 보충하는 선도  기능으로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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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헌법재판 20년과 조세법 -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주제

인가?

건국 이래 한국 법치주의의 착근과 발 이라는 주제와 련하여 1988년 

9월부터 활동을 개시한 헌법재 소의 역할을 빼놓는다면 그에 한 논의는 

그 의미를 크게 상실할 것이 분명하다. 2008년 성년이 된 헌법재 소는 

요한 순간마다 의미 있는 결정을 통하여 2008년 회갑을 맞이한 우리나라의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에 은 피를 수 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한편 엄격한 의미에서 법률에 의한 행정을 그 내용으로 하는 고  법

치주의 원리가 용되는 표 인 사례가 조세행정의 역이라고 할 수 있

는데, 헌법재 소는 이 분야에서도 역시 수많은 결정을 통하여 헌법과 조

세법의 계와 과세의 헌법  법률 합성 원칙에 하여 일정한 방향과 

문제 해결의 틀을 제시하 다.1) 

필자가 헌법재  20년과 조세법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헌법재 소의 

그 동안 활동에 하여 덕담 이상의 후한 평을 우선 으로 언 하는 것은 

그 나름 로의 이유가 있다. 다시 말해 1988년 헌법재 소가 가동되기 이

의 시기와 그 이후의 시기를 비교하여  주제를 우리나라 헌법질서에 

입해 보면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88년 이 에 

우리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역사에서 조세법과 헌법은 그리 한 계

에 있지 못하 다. 형식  조세법률주의라는 개념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

와는 계없이 해방 이후 헌법재 이 이루어지기 이 까지 조세행정과 조

세법은 철 하게 과세의 합법성 내지 과세행정의 법률 합성 원칙이 지배

1) 1988년 9월 1일 헌법재 소가 활동을 시작한 이후 2007년 12월 31일 재 헌법재

소에는 모두 1만 5천 건이 넘는 사건이 수되었으며, 이  단순 헌으로 선

고된 사건은 300여건이다. 이 기간 동안 헌법재 소에 수된 조세사건은 모두 

600여건이었으나 단순 헌으로 선고된 사건은 137건이다. 이 게 볼 때 조세사건

은 체 사건 에서 4%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헌선고율은 45%를 상회하고 

있어서 다른 사건에 비하여 압도 으로 헌결정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

다. 이는 우리나라의 세법이 과거 국가의 재정확보라는 공익에 치우쳐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무리한 과세가 이루어졌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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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2) 즉 조세법이 규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그에 따라서 과세행

가 이루어지면 족한 것이며, 조세채무자인 납세자가 과세행 의 법성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조세행정쟁송 등 법률에 규정된 불복 차에 따라 권리

구제가 이루어졌다. 

철 하게 형식  법률국가를 지향하는 조세법질서는 과세의 합법성을 

넘어서서 과연 세법이 부당하게 조세채무자를 다른 사람에 비하여 차별하

는 것은 아닌지, 조세의 부담이나 세율 는 납세액이 과도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요한 과세요건이 시행령 등에 포

으로 임된 것은 아닌지, 부담 과 조세와는 사실상 같은 것인지 혹

은 양자가 구별된다면 그 기 은 무엇인지 등에 하여 無知하 다. 이와 

같이 조세법질서와 헌법질서와의 무 련성과 그에 한 일반 법원의 무

심은 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결여되었다기보다는 양자 간의 계

를 심층 으로 고찰할 수 있는 제도  흠결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당한 평가일 것이다. 

그러나 “헌법과 화하지 않는 조세법”은 무색무취한 기술법에 지나지 

않으며 국가과세권이 국민의 기본권을 존 하여야 한다는 명제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 헌법재 제도가 작동하기 이 의 조세법 질서

는 철 하게 형식  법치주의가 지배하 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비로

소 우리나라에서 헌법재 제도가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헌법재 소는 문제

2) 1980년 법원은 조세법에서 형식  법치주의의 표 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합법성 원칙보다 소 과세행 로 인한 납세자의 신뢰와 법  안정을 우선시 하는 

최 의 결을 함으로써 실질  조세법률주의의 단 를 제공하 다. 이 사건에서 

다수의견은 당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은 같은 법 제15조에 규정된 신

의성실의 원칙과 같은 법 제19조에 규정된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등에 한 

것과 함께 이른바 징세 권력에 항하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과세 청의 

언동을 믿은 일반납세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려는데 그 목 이 있는 것이니 본건

에서 문제가 된 보세운송 면허세의 부과근거 조문인 지방세법 시행령이 1973. 10. 

1.에 제정되었다가 1977. 9. 20.에 폐지될 때까지 4년 동안에 그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가 수출확 라는 공익상의 필요에서 한 건도 이를 부

과한 일이 없었다면 납세자인 원고로서도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로써 비과

세의 행이 이루어 졌다고 보아도 무방한 것이라고 단하 다. 법원 1980. 6. 

10. 선고 80 6 원합의체 결【면허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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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사건에서 조세 련 법률의 합헌성, 기본권 합치성 등을 심사하기 시

작하 는데, 이것이 조세법의 역에서 이른바 실질  법치주의가 본격

으로 논의되는 계기를 제공하 다.3) 헌법재 소가 이야기하는 이른바 형식

 조세법률주의와 실질  조세법률주의라는 개념은 조세법 역에서 형식

 법치주의와 실질  법치주의의 구별하여 일컫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조세법과 헌법재 ”이라는 주제는 좁게 보면 조세 련 사건에서 헌

법재 소가 내린 일련의 결정에 한 헌법  평가를 그 상으로 하지만, 

이를 보다 넓게 보면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그 내

부에 일정한 실체  내용을 담게 되고 이것이 결국 실질  법치주의의 발

을 가져오게 되는 과정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특히 국가의 과세권을 포함하는 재정 권력은 국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형 이고 고 인 국가작용으로 발 되기 때문에 침해를 한 

법률상의 요건이 엄격해야 하며, 재산권, 과잉 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소

과세 지와 신뢰보호의 원칙을 비롯한 법치국가의 일반 인 법원칙으로

서 합헌성 심사기 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게 볼 때 조세법과 헌법재

의 궁극 인 지향 은 21세기형 법치국가의 실천이므로 헌법재 소가 지난 

20년간 다루어 온 조세 련 사건에는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역사가 응축되

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3) 이와 련하여 필자는 지난 2002년 ‘국가과세권과 법치주의원리’라는 기고를 통하

여 헌법재 소의 역할에 하여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다소 성 한 평가

일지도 모르지만 ‘국가과세권의 헌법  한계’라는 주제는 한국 公法史에서 헌법재

소가 기여한 가장 요한 학문 ․실제  성과 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 소는 무리한 과세를 가능하게 했던 조세법의 헌성을 지 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비롯한 기본권들을 하게 수호하는 선도 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이제 이러한 주제와 련하여 헌법재 소의 역할에 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질 

시 에 이른 것이다. 물론 조세사건과 련된 헌법재 소의 활동에 하여는 비

인 목소리가 없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 인 견해는 ‘국가

과세권의 헌법  한계’라는 주제가 거의 원시림에 덮여 있었던 우리의 법문화 상

태를 극복한 헌법재 소의 노력에 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제기되어

야 할 것이다” 정천 허 박사 정년기념 논문집, 2002, 8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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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조세와 조세법을 바라보는 헌법재판소의 상반된 시각 - 

법치국가와 사회국가

지난 2001년 독일연방헌법재 소 50주년 기념논문집에 ‘과세권과 그 한

계’라는 주제로 논문을 기고한 Klaus Vogel 교수는 “조세는 국가가 고권

으로 부과하는 부담이지만, 이라는 것은 기본 으로 개인의 자유

가 體化된 것”이라고 고 있다.4) 다시 말해 개인은 이 있어야 일정한 

경제활동이 가능하며, 결국 이것이 그의 자유 실 의 물질  원천을 의미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은 개인  자유의 실 방법 의 하나이며, 국

가의 과세는 개인의  사용을 제약하는 것”이라면 국가과세권에 해서

는 무엇보다 그 헌법  한계에 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즉 시장경제

질서를 택하고 국가가 스스로의 경제활동을 자제하고 그 수입을 국민의 경

제활동의 과실로부터 조달하는 이른바 조세국가원리(Steuerstaatsprinzip)5) 

하에서는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나 조세정의 실 은 과세권의 한계를 

밝힌 이후에 논의 될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의 조세부과권을 포함한 재정 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재산권을 직

으로 제한하고(헌법 제23조 제1항 제2문의 내용과 한계), 경우에 따라서

는 헌 으로 침해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과세권 는 조세

입법권을 상으로 하는 헌법  연구나 심사는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국가과세권의 헌법  한계에 집 된다. “ 표 없으면 과세 없다”는 고

인 자유주의 원리인 조세법률주의는 이러한 국가과세권의 헌법  한계라는 

논의의 심에 서 있다. 한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으로서 과세요건법정주

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 과잉 지의 원칙, 재산권 제한의 한계, 부담 에 

한 엄격한 심사기 의 용과 같은 것들이 바로 국가과세권을 자유주의

4) Klaus Vogel, Die Steuergewalt und ihre Grenzen, Festschrift 50 Jahre 

Bundesverfassungsgericht, Zweiter Band, Klärung und Fortbildung des 

Verfassungsrechts, 2001, 527면.   

5) 조세국가원리에 한 상세한 논의는 김성수, 세법 - 조세법과 공법원리 - , 2003, 법문사, 

68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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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바라보면서 연구와 토론이 시작된 주제들이다. 

우리나라의 헌법재 소는 지난 20년간 조세 련 사건을 다루면서 때로

는 지나치게 자유주의  에서 국가과세권의 한계 문제에 근하 다는 

비 을 받기도 하 다. 한 헌법재 소의 자유주의  조세 은 경제 으

로 강고한 치에 있는 납세자들에게 일종의 ‘헌법  도피처’를 마련하여 

조세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 하기도 한다.6) 

어차피 국가가 조세수입에 의존하여 일정한 세입 산을 상하고 있는 상

태에서 세 은 일종의 zero sum game 이므로 헌법재 소가 부자들의 세

을 깎아 주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없는 사람들이 지

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나 비 들은 헌법재 소의 

결정에 한 결과론  평가이며,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조세법이 원천

, 발생론 으로 가지고 있는 자유주의 인 성격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7) 따라서 이하에서는 조세법률주의, 소 과세의 지와 같은 고

6) 를 들어 서원우 교수는 1994년 헌법재 소의 토지 과이득세법에 한 헌법불

합치결정에 하여 “헌법재 소가 기득권층의 재산권 보장에만 을 두고 체 

국민의 실질  평등 내지 균형 있는 발 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으며, 토지 과이

득세법이 수행해 온 토지투기의 방지 등 순기능은 외면한 채 이를 헌으로 선고

하여 토지공개념의 실 을 축소시켰다”고 비 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서원우, 

토지공개념의 재조명, 1994년 9월 24일 한국공법학회. 

7) 이와는 조 으로 헌법재 소는 헌법상 일부 결정에서 사회국가원리, 헌법 제

119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과세의 정당성을 부각시키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 으나, 

논리의 구성이나 이론의 타당성과 련하여 무리한 결과를 빚기도 하 다. 를 

들어 헌법재 소는 상속세제도가 국가의 재 수입의 확보라는 일차 인 목  이

외에도, 자유 시장경제에 수반되는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정의와 경제민주화를 실

하기 하여 국가  규제와 조정들을 범 하게 인정하는 사회  시장경제질

서의 헌법이념에 따라 재산상속을 통한 부의 원한 세습과 집 을 완화하여 국

민의 경제  균등을 도모하려는데 그 목 이 있다는 을 강조하고 있다. (헌재 

1997. 12. 24. 96헌가19; 2001. 6. 28. 99헌바54) 그런데 상속세는 재산의 상속으로 

인하여 납세자에게 담세능력이 발생한 것이고 이에 따르는 응능과세를 실 하는 

과세장치라는 을 고려한다면 상속세와 사회  요소가 강조되는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경제 질서와 어떠한 연결고리를 가지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는 

헌법재 소가 상속세를 정당화하기 한 이론  근거로서 그 내용이 지극히 불

명확한 사회  시장경제질서를 제시함으로서 스스로 논리의 비약과 모순에 빠지

고 있음을 보여주는 라고 할 수 있다. 김성수, 경제 질서와 재산권 보장에 

한 헌법재 소 결정의 평가와 망, 공법연구 제33집 제4호, 2005. 6., 1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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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법치주의원리와 재산권, 평등권 등 과세권 행사의 기본권  한계에 

한 헌법재 소 결정의 내용과 문제 을 지 하고 향후의 과제에 하여 

언 하기로 한다. 

III. 법치국가원리 - 조세법률주의와 소급과세금지

1. 조세법률주의 -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 

가. 과세요건법정주의 - 법치주의원리와 민주주의원리의 결합

헌법재 소가 특정한 조세법규의 헌성을 심사하는 기 의 하나로 지

난 20년간 가장 빈번하게 사용한 것 의 하나가 헌법 제59조에 규정된 조

세법률주의이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59조의 

비교  간단한 내용으로부터 헌법재 소는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명

확주의, 실질 ․형식  조세법률주의 등 세부 인 내용과 원칙을 도출하

다. 헌법재 소가 이야기 하는 조세법률주의는 미법에서도 그 연원을 

찾을 수 없으며, 심지어 우리나라 헌법재 제도에 결정 인 향을 미친 

독일의 경우에도 과세의 법률 합성(Gesetzmäßigkeit der Besteuerung)을 

그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따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법률에 근거

를 두고 법률의 명시 인 내용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언 되

고 있을 뿐, 조세법률주의를 세법의 요한 원칙으로, 더 나아가 법률의 

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 의 헌심사기 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는 비

인 지 이 제기되고 있다.8) 이에 따르면 조세법률주의는 헌법이론에서 

나온 것도 아니며 일본의 세법학자들의 창작품에 불과한 것으로서 우리나

라 세법학자들이 이를 도입한 것을 헌법재 소가 과옥조로 여기고 있다

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비 은 역사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서 상당한 설

8) 이창희, 세법의 헌법  기 에 한 시론, 조세법연구 VI, 2000, 세경사, 80면, 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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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동안 일본의 법학과 실무에 의존한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단면을 보여주는 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과연 헌법재 소와 법

원이 조세법률주의가 일본식의 개념임을 모르면서 이를 무비 으로 수용

하고 개별세법의 헌성을 심사하는 기 으로서, 더 나아가 조세법의 기본

원칙으로서 이에 집착하고 있는 것일까? 이에 한 답은 무도 자명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를 논하는 이유는 우리 헌법 제59조가 그러한 내용

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내

용을 형식  법치주의, 과세의 법률 합성 등 그 어떠한 용어로 표 하는 

것과는 별도로 조세의 종류나 세율과 같은 요한 과세요건이 법률에 의하

여 정하여진다는 내용을 조세법률주의라는 용어로 표 하는 것에 근본 인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조세법률주의가 실제로 재 규

범으로 용되면서 조세의 종류는 물론 과세의 요한 요건을 직  법률로 

정하여야 하며, 이를 시행령 등 하 법규에 포 으로 임하는 경우와 

법률의 내용 자체가 불명확하여 법규를 집행하는 행정부가 입법  의사를 

사실상 한다면, 조세의 종목과 세율 등을 법률로 직  규정하도록 하

는 헌법  의미가 상실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는 조세법률주의원칙이 자연스러운 법 발 의 과정을 거치면서 나

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조세법률주의에 실질  법치주의 개념이 목되면서 형식 ․기계 으

로 세법을 용하던 행에서 탈피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과잉 지의 

원칙 등 법치국가의 일반원칙을 통하여 조세법의 자의 인 해석이나 집행

을 통제하고 국민의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실질 으로 보장하는 것을 이념

으로 삼게 됨에 따라서 헌법재 소가 이른바 형식  조세법률주의와 실질

 조세법률주의를 구별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헌법재

소는 “헌법 제38조와 제59조가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는 조세평등

주의와 함께 조세법의 기본원칙으로서,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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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는 조세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 , 과세기간, 세율 등

의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 차는 모두 국민의 표기 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이를 규정하여야 한다는 과세요건법정주의와 아울러 과세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 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 이고 

불명확하면 과세 청의 자의 인 해석과 집행을 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 이어야 한다는 과세요건명확주의를 그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결국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핵

심내용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  안정

성과 측가능성을 보장함에 있다 할 것이다”라고 하여 조세법률주의의 내

용으로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언 하고 있다.9)

이 에서 과세요건법정주의는 조세부과를 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서는 납세의무자, 세율, 과세표 , 조세의 감면 등 납세자의 재산권에 직

인 향을 미칠 수 있는 과세요건을 법률로써 직  정하여야 하며, 이를 

명령 등 하 법규에 임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조세법률주의의 내

용으로서 과세요건법정주의는 국민의 표기 인 국회가 요한 과세요건

을 법률로 스스로 규정하게 하여 민주주의원리를 실 하고, 납세자가 미리 

법률을 통하여 과세요건을 인지하게 함으로써 조세법의 역에서 법  안

정을 추구하는 법치주의원리를 실 함을 그 목 으로 한다. 결국 과세요건

법정주의는 행정부에 의한 자의 인 과세를 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

호하고 조세법 계를 측가능하고 투명하게 규율함으로써 조세법 질서의 

안정화에 이바지한다. 사실상 과세요건법정주의는 일반 인 법률유보 이론

과 련하여 제기된 본질사항 유보설(Wesentlichkeitstheorie) 는 요사

항 유보설이 조세법의 역에 투 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10) 이에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 실 을 하여 요하고 본질 인 사항은 입법자가 반드시 

9) 헌재 1992. 12. 2. 90헌바21. 

10) 김성수, 게서(각주 5), 1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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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형식으로 규율하여야 하며, 이를 행정부에 포 으로 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본질사항유보 는 과세요건법정주의는 조세법의 역에

서 특별하게 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 이유는 국가가 조세를 부과하

고 징수함에 있어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는다는 것은 상

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 인 법률유보의 원칙만을 가지고는 행정부에 

의한 편의 인 과세를 방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단 횡 으로 조

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 인 근거가 마련되면 이제 종 인 측면에서 입법

자는 요한 과세요건을 임입법이 아닌 법률을 통하여 스스로 이를 규율

할 헌법  의무를 지게 된다. 헌법재 소는 이러한 헌법  의무가 수되

지 않는 경우에 당해 조세법규는 조세법률주의에 한 반인 동시에 헌법 

제75조의 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헌 인 법률로 평가하고 있다. 헌법

재 소의 결정례가 흔히 과세요건법정주의에 반한 조세법규를 헌법 제59

조의 조세법률주의에 한 반인 동시에 헌법 제75조의 포  임 지

에도 반된다고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본질사항유보 는 과

세요건법정주의가 같은 맥락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11) 

11) 표 으로 헌법재 소는 구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4항 제1호 단서 등에 

한 헌소원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시하 다.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명

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법  안정성과 측

가능성을 보장함에 있는 것이다(헌재결 1989. 7. 21. 89헌마38 참조). 그런데 조

세법률주의를 철 하게 철하고자 하면 복잡다양하고도 끊임없이 변천하는 경

제상황에 처하여 정확하게 과세 상을 포착하고 정하게 과세표 을 산출하

기 어려워 담세력에 따른 공평과세의 목 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를 지키면서도 경제 실에 따라 공정한 과세를 하고 

탈법 인 조세회피행 에 처하기 해서는 납세의무의 본질 인 내용에 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경제 실의 변화나 문  기술의 발달 등에 즉응하여

야 하는 세부 인 사항에 하여는 국회제정의 형식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

는 통령령 등 하 법규에 이를 임할 필요가 있다. 우리 헌법도 조세행정 분

야뿐 만 아니라 국정 반에 걸쳐 와 같은 임입법의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

하여 그 제75조에서 “ 통령은 법률에서 …… 임받은 사항 …… 에 하여 

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임입법의 헌법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통령령으로 입법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 으로 범 를 정하여 

임받은 사항’으로 한정함으로써 임입법의 기 과 한계를 명시하고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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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 소는 이 사건 조항에 한 한정 헌결정을 통하여 법원과 불

편한 계를 빚기도 하 으나, 그 이후에도 조세법률주의의 핵심 인 내용

으로 과세요건법정주의와 포 임 지 원칙에 한 일 된 결정례를 보여 

주었다.12) 

여기서 임입법에 한 헌법의  규정이 특히 임입법의 기 과 한계를 명시

하고 있는 취지는 단순히 소극 인 측면에서 통령령 등의 하 법규로서는 법

률이 임하지 아니한 사항을 정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

니고, 더 나아가 극 인 측면에서 통령령 등의 하 법규에 입법을 임할 

경우에는 법률로써 반드시 그 임의 범 를 구체 으로 정하여야 하며 일반

이고 포 인 입법 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밝히고 있는 것이다. 따라

서 입법의 임은 법률로써 구체 인 범 를 정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그 임범 의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그 규제 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

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특히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

본권을 직 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임의 요건과 범 가 일반 인 부행정법규의 경우보다 더 엄격

하게 제한 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반면에 다양한 사실 계를 규율하거나 사실

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상될 때에는 임의 명확성의 요건은 완화되는 것이

다(헌재 1991. 2. 11. 90헌가27; 1994. 7. 29. 92헌바49등 참조). 그러나 임의 명

확성의 요건이 완화될 수 있는 경우에도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주의  법치주

의를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 하에서는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기본의무와 련된 요한 사항 내지 본질 인 내용에 한 사항에 한 정책형

성기능은 원칙 으로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표자들로 구성되는 입법

부가 담당하여 법률의 형식으로써 이를 수행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입법화된 

정책을 집행하거나 용함을 임무로 하는 행정부나 사법부에 그 기능이 넘겨져

서는 안 된다고 해석되므로, 국민의 기본의무인 납세의무의 요한 사항 내지 

본질  내용에 한 사항에 하여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가능한 한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사항을 통령령 등 하 법규에 임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이다” (헌재 1995. 11. 30. 94헌바40, 례집 제7권

2집, 616, 632-634). 

12) 를 들어 헌법재 소는 구상속세법상의 증여의제규정의 헌 여부에 한 헌

소원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제32조 내지 제34조의3의 경우를 제외하고 

통령령이 정하는 특수 계에 있는 자로부터 히 렴한 가로써 통령

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액

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 히 렴한 가로써 통령령

이 정하는 이익”을 받는 경우를 그 과세 상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이익”을 

받는다는 개념은 매우 넓은 개념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에 하여 아무런 

구체 인 기 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세 상으로 삼

고 있는 “ 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란, 과연 어떠한 이익을 어떻게 받은 경우

가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것인지 이 사건 법률조항만으로는 도 히 측할 수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3에 규정하여 놓은 경

우 외에도, 이익의 종류 여하를 불문하고, 히 렴한 가로써 이익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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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과세요건법정주의는 과세 상이나 세율 등 요한 과세요건을 미

리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납세자인 국민이 국가과세권의 행사 여부와 

그 범   정도를 미리 측하게 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의 핵심 인 요소

인 국가행정권 행사의 투명성과 측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 으로 

한다. 그런데 오늘날 인터넷을 비롯한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행정정보에 

한 국민의 근이 범하게 가능해지면서 과세요건을 반드시 법률로써 직

 엄격하게 규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각종의 시행령을 포함하여 심지

어는 과세 청의 내부 인 행정규칙도 얼마든지 검색할 수 있는 사회  환

경을 고려해 본다면 과세요건법정주의 원칙을 엄격하게 고수해야 하는가에 

한 회의 인 시각도 존재할 수 있다. 더욱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굳이 

거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세의 법률 합성 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형

식  법치주의원칙에 따라서 국가과세권 행사의 투명성과 측가능성을 보

장할 수 있다는 비 인 견해에 의하면, 조세법률주의와 과세요건법정주

의를 敎條視하는 헌법재 소의 결정에 답답함을 토로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과세요건법정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는 법치주의원

리 이외에 민주주의원리에 그 토 를 두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다시 

말하자면 국민의 재산권이나 소득의 재분배 등 사회 정책 으로 요한 의

미를 가지는 조세의 과세요건은 행정부의 자의에 의하여, 심지어 때로는 

실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밖에

서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국민의 재산 상태와 일상 인 삶에 지 한 향을 미치는 

조세에 해서는 아무리 행정부가 정책  이니셔티 를 쥐고 있다고 하여

행 가 법형식상으로는 증여에 해당하지는 아니하지만, 경제 인 실질에서는 증

여에 다름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증여로 의제하는 근거를 마련한 다음, 그 

구체 인 내용은 통령령으로 정하여 이에 하여 과세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밖에 없다. 그 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요건  가장 요한 과세 상 내

지 과세물건을 법정하지 않은 채 이를 포 으로 하 법규인 통령령에 임

한 것으로서, 과세당국의 행정편의 인 규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는 

과세요건 법정주의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반될 뿐만 

아니라, 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임이 분명하다. 헌재 1998. 4. 30. 95헌바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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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최종 으로는 국민의 표기 인 국회가 국민의 참여와 감시 하에 원내

의 공론화된 장에서 토론의 과정을 거쳐 범 하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

고 최종 으로 법률을 통하여 요한 과세요건을 확정하여야 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와 과세요건법정주의는 법치주의원리에 더하여 민

주주의원리가 결합한 것이기 때문에 과세의 법률 합성 원칙이나 형식  

법치주의원리만으로 그 제도  함의를 제 로 설명하기 어렵다.

나. 과세요건명확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는 조세입법권자가 납세의무자, 세율, 과세 상, 과세표

 등 과세요건을 가능한 정도로 최 한 명확하고 알기 쉽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과세요건명확주의는 원칙 으로 과세의 요건을 명

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지만 납세자가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특정한 

법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쉽게 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에서 법  

효과 면에서도 요구된다. 즉 납세자인 국민은 조세법의 내용이 명확하여 

그가 어떤 조세를 얼마나 그리고 언제까지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정확하

게 알 수 있어야 한다. 사실상 조세법은 기술 인 측면이 강하며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조세법의 특성상 어

쩔 수 없는 사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조세의 부과행 는 통 으로 

국민의 재산권과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침해  행정작용이므로 법률의 요건

과 이에 따르는 효과가 명확하여 행정청에 의한 자의 인 해석이나 법집행

이 허용될 수 없다. 일반 으로 과세요건명확주의는 과세요건법정주의와 

더불어 과세의 법률 합성 원칙, 즉 형식  법치주의원리의 내용으로 설명

하는 것이 일반 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법치국가에서 반드시 조세법에 

해서만 명확성 원칙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법률에 한 명확성의 요구는 

일반 인 법치국가원리로부터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13) 

13) 과세요건명확주의와 련하여 헌법재 소는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 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 이고 불명확하면 과세 청의 자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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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과세요건법정주의가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을 이루는 것과는 달리 

과세요건명확주의가 반드시 조세법률주의의  다른 핵심 인 내용으로서 

언제나 헌법 으로 철되어야 하는가에 해서는 회의 이다. 그 이유는 

조세법률주의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어도 형식  차원에서는 “조세의 

부과에는 법치주의원리와 민주주의원리에 의하여 법  근거가 요구되며, 

요한 과세요건은 반드시 입법권자가 스스로 결정할 것” 이외에, 그 법률

의 요건과 효과가 반드시 명확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조세입법권자는 일반 인 법치주의원리로부

터 가능한 정도로 세법의 요건과 효과를 명확하게 규율해야 하는 헌법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이 조세입법자

에게 세법의 요건과 그에 따르는 법  효과를 반드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우며, 그 기 때문에 요건이 불명

확한 조세법규는 모두 외 없이 헌법 제59조에 반하여 헌이라는 결론

을 내릴 수 없는 것이다. 물론 과세요건이 지극히 불명확하여 납세자가 도

히 일반 인 납세상식을 가지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가 야기되는 경

우에는 당해 세법이 법률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법치주의원리에 반하여 

헌이라고 단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세법의 요건과 효과가 명확해

야 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론 으로나 실제 으로 이 원칙이 항상 완

벽하게 수될 수는 없다. 

독일연방헌법재 소도 이러한 사정을 의식하여 세법의 명확성 개념을 

해석과 집행을 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는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

고 일의 이어야 한다는 과세요건명확주의를 그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결

국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  안정성과 측가능성을 보장함에 있다 할 것이

다(헌재 1992. 12. 24. 90헌바21). 따라서 과세요건을 정한 조세법률규정의 내용

이 지나치게 추상 이고 불명확하여 과세 청의 자의 인 해석이 가능하고 그 

집행이 자유재량에 맡겨지도록 되어 있다면 그 규정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어

나는 것으로서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원칙에 반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8. 12. 24. 97헌바33.)라고 시하여 과세요건법정주의만으로는 조세법률주의

가 지향하는 목 이 달성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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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다. “법치국가원리로부터 성립한 법률의 명확성 

개념은 조세법의 역에서 과세의 요건이 명확하여 그가 부담할 조세의 종

류, 수 , 시기 등을 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14) 특히 법치

주의원리상 침해  규범에서 엄격하게 요구되는 명확성원칙은 어도 조세

법의 역에 있어서는 입법자가 과세와 련된 요한 조항에 하여 충분

할 정도의 정확한 요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족하다.15) 따라서 입법자는 모

든 세세한 문제를 엄격하게 규율할 필요는 없으며, 세법을 해석하고 용

하는 복잡한 과정을 고려한다면 그럴만한 능력도 객 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다.16) 오히려 세법상 불명확한 규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에 해서

는 과세 청이나 사법부가 일반 으로 인정된 해석방법을 통하여 그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17) 규범의 해석에 한 필요성이 존

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한 침해를 의미하는 것

은 아니다.”18) 

실제 으로 독일의 조세법규는 수많은 불확정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다면 이론 으로는 이 모든 규정들이 독일연방헌법재 소에 의하여 

헌결정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독일연방헌법재 소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특정 조세법의 요건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헌결정을 내린 

이 없다. 오직 한 번 독일연방헌법재 소는 세법이 아닌 형법상의 규정

에 하여 명확성 원칙 반을 이유로 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19) 이러한 

독일의 례와 입법의 실제는 우리나라의 상황과 근본 으로 다르지 아니

하다. 우리의 경우에도 수많은 세법에서 과세요건이 명확하지 못한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상속세법과 증여세법상의 증여의제 규정들과, 

이른바 완 포 주의형식이라고 부르는 ‘상속세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14) BVerfGE 19, 253, 267; 34, 348, 365; 49, 343, 362.

15) BVerfGE 21, 209, 215; 31, 255, 264.

16) BVerfGE 3, 225; 21, 209.

17) BVerfGE 11, 126, 130; 209, 215.

18) BVerfGE 3, 225, 242; 21, 209, 215; 31, 255, 264.

19) BVerfGE 17, 306,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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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 인 라고 할 수 있다.20) 그 다면 이러한 규정의 요건이 불명확

하다고 하여 모두 헌으로 볼 것인가? 사실상 행정법 반과 조세법에 있

어서 불확정개념을 그 법률요건에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서, 법률

에 한 엄격한 행정  기속을 강조하는 법치주의원리에 의하면 이는 일종

의 필요악이다. 국가의 조세행정작용을 법률에 엄격하게 기속시키고 행정

청에 의한 자의 인 과세를 방지하겠다는 원칙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마 없

을 것이다. 그러나 불확정개념을 사용했다는 자체가 곧 헌은 아니며 당

해 세법이 ‘정당한 공익목 ’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성 한 헌 단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 이유는 헌법재 소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용함에 

있어서 신 을 기한다고 하더라도 불확정개념에 한 행정청의 자의 인 

법해석에 해서는 일반법원이 행정처분의 법성이나 손해의 발생에 해 

면 인 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조세법규를 모든 납세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조세법이 가지는 ‘種의 特徵’인

지도 모른다. 독일의 Iseensee 교수는 이 문제와 련하여 세법 인 이상주

의는 실천  이성에 그 자리를 양보할 수밖에 없다는 을 강조하고 있

다.21) 일반 으로 조세법은 다소의 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제외하고는 

일반인이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내용을 이해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그 이유는 과세의 일 성을 유지하기 하여 문 인 법률용어의 사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세법상 과세요건의 명확성 원칙에 한 완화

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우리사회에서 벌어지는 장․변칙 증여와 상속 등

에 한 과세를 실 하기 하여 불가피한 측면이 강하다. 물론 정당한 공

익목 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에게 상할 수 없는 무리한 

과세를 가능하게 하는 불명확한 과세요건은 법치주의원리와 이를 바탕으로 

20) 이에 따르면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  는 거래의 명칭․형식․목  

등에 불구하고 경제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  는 간 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 ( 히 렴한 가로 이 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

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증여의 개념을 포 으로 규정하고 있다. 

21) J. Isensee, StuW 1994, 6면,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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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의하여 그 헌성이 지 되어야 할 것이다. 그

러나 행 실정법으로는 과세하기 어려운 교묘하고 기술 인 조세회피행

를 방지하고 실질과세의 원칙과 납세자간의 실질 인 평등을 실 하기 

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세요건의 명확성 원칙은 실천  이성에 양보하

여야 한다. 따라서 헌법재 소는 이 문제와 련하여 입법자와 과세 청의 

입장을 일단 존 하고 이에 한 헌 단은 자제하여야 할 것이다.22) 

22) 헌법재 소도 이러한 실론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있다. “과세

요건명확주의는 과세요건과 차  그 법률효과를 규정한 법률규정은 명확하여

야 한다는 것이므로, 과세요건을 정한 조세법률규정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

이고 불명확하여 과세 청의 자의  해석이 가능하고 그 집행이 자유재량에 맡

겨지도록 되어 있다면 그 규정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어 나는 것이어서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배된다고 할 것이다(헌재결 1992. 12. 24. 90헌바21; 

1994. 8. 31. 91헌가1 등 참조). 그러나 법률은 일반성·추상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법률규정에는 항상 법 의 법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의 여지가 있으므로, 조세법

규가 당해 조세법의 일반이론이나 그 체계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명확성을 결여하 다고 하여 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헌재결 1995. 2. 23. 93헌바48. 그러나 이와는 조 으로 헌법재

소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고 오락장용 건축물’ 등 헌

제청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불명확한 과세요건의 헌성을 극 으로 인정하

다. “여기서 고 오락장용 건축물이 무엇인지 하는 것은 재산세 과세요건의 

핵심  내용을 이루는 본질 이고도 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고 오락장용 건

축물을 과세 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구체 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요청에 부응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사  상으로 ‘오락’은 

쉬는 시간에 게임, 노래, 춤 따 로 즐겁게 노는 일을 뜻하고 ‘오락장’은 오락을 

한 시설이 되어 있는 장소를 말한다. 그리고 ‘고 오락장’은 고 이라는 한정

어 때문에 오락장의 규모가 크거나 오락장의 시설 는 설비가 호화로운 오락장

을 뜻하는 것으로 일단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와 같이 ‘오락’의 개념 자체가 

지나치게 추상 이고 불분명하여, 어느 형태와 어느 내용의 오락장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측하기가 쉽지 않고, 고 오락장에 한 사회통념이 형성되어 있다

고도 할 수 없으므로, 와 같은 사 상의 이해만으로는 고 오락장에 하여 

추상 이고도 막연한 악만 가능할 뿐 어느 정도 규모의, 어느 정도의 호화설

비를 갖춘 오락장이 과연 고 오락장에 해당하는지 구체 으로 측하기가 어렵

다. 고 오락장 개념을 구체 으로 설명하고 있는 지방세법의 다른 규정이나 기

타 련 법률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고 오락장’ 개념의 불명확성은 법체

계 인 해석을 통해서도 제거될 수 없다.  법조항은 고 오락장용 건축물이 

국민경제발 에 기여하는 생산시설이 아니라 과소비를 조장하는 향락시설이므로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여 국가 체 으로 한정된 자원이 보다 더 생산 인 분야

에 투자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국민의 건 한 소비생활을 정착시키려는 데 입

법목 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입법목 도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오락장이라는 

막연한 만 제시될 뿐 고 오락장의 내용에 해서는 아무런 해답을 주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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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 소가  결정을 하면서 ‘고  오락장용 건축물’과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 등의 종류와 범  등 과세요건으로서의 과세 상

을 지방세법에서 직  규정하지 않고 통령령에 백지 임한 것이 헌이

라고 본 것은 옳은 단이다. 즉, 납세자는 그러한 과세요건이 통령령에 

의하여 구체화되므로 자신이 보유한 토지가 종합토지세의 과세 부과 상

인지의 여부를 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에 지방세법이 과세요건에 

‘고 오락장’, ‘사치성 토지’라는 불확정개념을 사용하여 과세요건을 정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납세자에게 어떠한 구체 인 불이익을 가져다주고 

있는지 의문이다. 앞서 지 한 바와 같이 납세자에게 구체 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과세 상인 재산의 범 가 법률에 의하여 직  

규정되지 않고 통령이 상황에 따라서 정하는 임입법에 의하여 결정된

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다. 즉 ‘고 오락장’이나 ‘사치성 토지’에 하여 

종합토지세를 과세하는 이유는 이러한 토지가 건 한 생산 활동에 사용

되지 않고 지가의 상승을 노리는 땅 부자들에 의한 투기의 상이 되고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토지에 하여 과세한다는 정당한 공익목

이 있는 한 과세요건에 ‘고 오락장’이나 ‘사치성 토지’라는 개념을 사용하

는 것은 불가피하다. 어떻게 보면  개념들은 불확정 개념(unbestimmter 

Rechtsbegriff)라기 보다는 명확한 일반규정(bestimmter Generalbegriff)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결론 으로 헌법재 소가 불명확한 과세요

건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를 헌의 근거로 단하고, 헌의 근거로서 헌

법 제38조와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를 제시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다

시 말해 헌법재 소는 이러한 종류의 사건에 있어서 법원이나 원고의 헌

제청을 신 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과세요건이 불명확한 

개념을 규정한 세법에 의하여 법한 과세처분이 행하여지거나 과세 청의 

한다. 그 다면 ‘고 오락장’의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 이고 불명확하여 과세

청의 자의 인 해석과 집행을 래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188조 제

1항 제2호 (2)목  “고 오락장용 건축물” 부분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내용으

로 하고 있는 헌법 제38조, 제59조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에 배된다고 할 것

이다” 헌재 1999. 3. 25. 98헌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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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집행행 가 조세평등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래되어 법  분쟁이 발생

하는 경우에는 일반법원이 그 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

는 것이다.  

2. 소급과세 금지

법령과 행정처분 등이 소 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 기존의 법상태를 

신뢰한 개인의 법  지 를 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소 효

로 인한 개인의 법  불안정을 방지하기 하여 원칙 으로 소 효는 지

된다. 소 효 지의 원칙은 일반 으로 법  안정과 개인의 신뢰보호를 

한 법치국가원리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즉 모든 국민이 노스트라다무

스는 아니며, 국가의 행 에 한 견가능성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제도 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 과세는 새로이 소 입

법을 통한 과세, 기존의 세법의 소  개정, 소  과세처분 등이 모두 

포함된다. 소 과세 지와 련하여 헌법재 소는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 입법에 의하여 …….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소 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을 지하고 이에 따라 국세기본

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등은 특히 소 과세를 지하도록 구체 으로 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입법으로 과거에 소 하여 과세하거나 는 

이미 납세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소 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것은 헌

법 제13조 제2항에 반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소 과세 지의 원칙

을 헌법상 소 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 지조항에서 그 근거를 구하기

도 하 다.23) 

23) 헌재 2002. 2. 28. 99헌바82; 2003. 6. 26. 2000헌바82 등.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국가의 과세권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의 여부와는 계없이 

헌법 제13조 제2항은 과거 우리의 헌정사에서 되풀이 된 부정축재자의 재산환수 

등의 헌 인 행에 제동을 걸려는 목 을 가지는 것으로서 소 인 입법을 

통한 과세를 헌법 으로 지하겠다는 것과는 다소 그 취지에서 차이가 있다. 

同旨, 이창희, 세법강의, 2007, 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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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법치주의원리에 의하여 지되는 소 입법 는 소 효는 이미 

종료한 법률 계나 사실 계에 법령과 행정행 의 효력이 미치는 이른바 

진정소 효의 경우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가 완 하게 종료하지 않고 아

직 진행 인 법률  사실 계에 법령  행정행 가 용되는 이른바 부

진정소 효의 경우에는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세법에서 소 효가 실 으로 문제되는 것은 주로 법인세나 

소득세 등 기간과세에서, 과세기간이 종료되기 에 법률이 개정된 후 강

화된 과세요건이 용되어 납세자의 법  안정을 침해하는 경우이다. 그러

나 진정소 효와 부진정소 효의 구별은 법기술 인 기 에 한 것일 뿐 

인 구별은 아니며, 구체 인 사건에서 개인의 법  안정과 행정의 

법률 합성 원칙의 실체 인 비교교량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법령이나 행

정행 를 통한 부진정소 효의 경우에도 개인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 얼

마든지 가능하다.24) 

24) 헌법재 소 역시 “원래 조세의 부과처분은 수량 인 행정처분이고, 분할계산이 

가능한 것이므로 기간과세의 경우에도 법령의 개정 후에 따른 구분계산이 가

능하다. 즉 법인해산의 경우, 기타 간 납, 수시부과 등의 경우에도 사업 연도

가 경과되기 에 조세부과가 이루어지며, 이 사건 규정의 시행일 ․후로 나

어 청구인이 법인세 납부신고를 한 사실은 과세연도 도 에도 분할계산이 가

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양자의 구분은 이와 같은 사실상 법기술

 차원에서 행할 것이 아니라 ‘최종 인 평가가 내려진 사태에 한 새로운 법

 평가’가 있었느냐의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이

러한 견해 하에서는 이 사건 규정은 진정소 입법에 해당되게 된다. 즉 이 사건 

규정 시행일까지 경과된 과세연도의 일부기간까지 법인세의 과표가 되는 법인의 

사업소득은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다면 진정․부진정 소 입법의 

구분은 실제에 있어서는 그 척도상 문제가 많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재

로서는 이를 체할 새로운 안도 찾기 어려우므로 종 의 구분을 그 로 유지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부진정 소 입법에 속하는 입법에 해

서는 일반 으로 과거에 시작된 구성요건 사행에 한 신뢰는 더 보호될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신뢰보호의 원칙에 한 심사가 장래입법에 비해서보

다는 일반 으로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재 소는 신뢰보호의 원칙의 

단은 신뢰보호의 필요성과 개정 법률로 달성하려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종합

으로 단하여야 한다고 하 는바[헌재 1995. 3. 23. 93헌바18ㆍ31(병합); 1995. 

6. 29. 94헌바39 참조], 이러한 시는 부진정 소 입법의 경우에도 당연히 용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재 소는 기에 진정ㆍ부진정 소 효를 구분하

면서 부진정 소 효의 경우 “구법질서에 하여 기 했던 당사자의 신뢰보호보

다는 범 한 입법권자의 입법형성권을 경시해서는 안 될 일이므로 특단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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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진정소 효와 부진정소 효의 구별이 상 이기 때문에 헌

법재 소가 부진정소 효의 경우에도 납세자가 법령 개정  과거의 법률

계 는 사실 계를 신뢰한 경우에는 법 개정이나 (부진정)소 과세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납세자의 신뢰이익에 한 침해를 비교형량하여 

당해 과세처분의 법성 여부를 가리고 있는 것에 하여 으로 동의할 

수 있다. 다만, 조세나 재정정책은 공동체의 경제  상황과 하게 연

되어 있으며, 고도의 탄력 인 정책집행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경제정책의 

성패는 국가의 경제운용에 인 향을 미치는 을 고려한다면, 부진

정소 입법이나 소 과세를 통하여 납세자의 신뢰와 법  안정이 심 하게 

침해되는 경우에도 헌법재 소가 소 과세행 의 법성을 심사하는데 

실 인 한계가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헌법재 소도 이러한 을 의식하여 신뢰보호 원칙의 배 여부를 단

하기 해서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

해 실 하고자 하는 공익  목 을 종합 으로 비교․교량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조세법의 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정책을 탄력

 합리 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한 법규․제도는 

신축 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질서에 의거

한 신뢰를 바탕으로 극 으로 새로운 법률 계를 형성하 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 으로 세율 등 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

되리라고 기 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25) 

정이 없는 한 새 입법을 하면서 구법 계 내지 구법상의 기 이익을 존 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라고 하여(헌재 1989. 3. 17. 88헌마1 결정 참조), 

부진정 소 효의 경우에 신뢰보호의 이익이 존 될 수 없다는 일반원칙을 세우

고 있어 신뢰보호원칙의 단에 한  례와 조화를 이루지 못함을 볼 수 있

다. 그러나 특단의 사정을 인정하는 폭에 따라 능히 조화를 이룰 수 있다 할 것

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도 이와 같은 측면에서 신뢰보호의 이익과 공익을 비교형

량하여 단하여야 할 것이다( 법원도 부진정 소 입법의 경우 신뢰보호와 입

법의 목 을 비교형량하여 단하고 있다” 1989. 7. 11. 선고, 87 1123 결 참

조). 헌재 1995. 10. 26. 94헌바12.

25) 헌재결 2004. 7. 15. 2002헌바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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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국가과세권과 기본권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조세는 경제  부담이며, 경제 인 부담은 납세

자인 국민이 일정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것을 축시키고, 과도한 세

은 납세자의 재산 상태는 물론 업활동에 직  는 간 인 향을 

미치기도 한다. 한 납세자의 경제  능력을 무시하는 과세, 원칙이 없고 

자의 인 과세도 다른 납세자에 비하여 특정 납세자를 차별하는 결과를 

래한다. 조세는 국가가 자신의 일반 인 과제를 수행하기 하여 국민으로

부터 강제로 징수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공익목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

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른바 조세유보설, 는 

재정유보설이 과거에 주장되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헌법재 소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 평등권,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 조항과 과잉 지 원

칙을 결합하여 조세법규의 헌성 여부를 심사하는 요한 기 으로 확립

하 다. 특히 헌법재 소는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핵심

인 내용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가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법률로 정한다.”

는 형식  차원에 머무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며 이를 넘어서서 조

세법의 목 이나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

상의 제 원칙에 합치될 것도 요구하는 실질  조세법률주의를 실 하고 있

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기본권에 의한 과세권의 한계와 기속을 개

인의 기본권 보장의 문제와 더불어 실질  법치주의의 실 을 한 요한 

제요건으로 보고 있다.26) 

1. 재산권

가.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그 기원

26) 헌재 1992. 2. 25. 90헌가69; 1995. 11. 30. 91헌바1; 2001. 11. 29. 2000헌바95; 2002. 

12. 18. 2002헌바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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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재산권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는 조세입법권 

행사의 헌성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유의미한 심사기 이 될 수 있을까? 

이 문제와 련하여 헌법재 소는 조세법률주의, 평등권, 과잉 지의 원칙

과는 달리 분명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표 으로 헌법재 소는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사유재산권은 사유재산에 한 임의

인 이용, 수익, 처분권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사유재산의 처분 지를 내

용으로 하는 입법조치는 원칙 으로 재산권에 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고, 조세의 부과․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 하는 것으

로서 원칙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되지 않지만 그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의 사

유재산에 한 이용, 수익, 처분권이 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것도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27)고 하여 원칙 으로 국가의 과세행

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재산권 보장규범의 보호범 에는 속하지 않지만 

외 으로 과잉 지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재산권 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헌법재 소가 국가의 과세권 행사에 한 

기속 여부에 하여 “원칙  부정, 외  승인”이라는 결정형식을 취하게 

된 것은 이 문제에 하여 오랜 동안 천착해 온 독일의 공법이론과 독일연

방헌법재 소의 견해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주제와 련하여 독일에서는 통 으로 국가의 과세권이 국민의 재

산권에 하여 어떠한 제한도 가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오랫동안 우세하

다. 이른바 재정유보설 는 조세유보설이라는 통 인 견해는 조세의 부

과가 국가의 일반 인 과제의 수행을 한 재원형성을 한 인 조건

이며 그에 따르는 정당한 공익목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칙 으로 국가

의 재정고권은 아무런 법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제에서 출발하고 있

다. 한 재정유보설은 국가의 과제수행을 한 필요성이라는 논거 외에도 

조세의 부과는  국민을 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희생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개념상 공용수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평등의 

원칙에도 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조

27) 헌재 1997. 12. 24. 96헌가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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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는 형태의 재산권에 한 침해행 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것을 다

시 으로 보상해야 한다면 국가의 입장에서 보아 한 손에 들고 있던 돈

을 빼앗아 다른 손에 옮겨 놓는 결과에 불과하기 때문에 에 한 공용

수용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과세권

과 기본권과의 무 련성 는 단 상태라는 통 인 학설에 따라서 독일

의 연방헌법재 소는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보호범 는 오직 개별 인 재

산권이므로 조세의 부과를 통한 재산권의 침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

를 오랫동안 유지하 다. 다만, 연방헌법재 소는 과도한 과세로 인하여 납

세자의 재산 계가 근본 으로 변화되어 일종의 수용과 같은 효과가 발생

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권에 한 헌 인 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족을 달았을 뿐이다.28) 

결국 우리 헌법재 소는 과세권과 재산권 간의 계에 하여 독일의 학

설과 연방헌법재 소의 입장을 거의 수정 없이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

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원칙 으로 국가의 과세권 행사가 재산권을 침해하

는 것이 아닌지, 더 나아가 어떠한 경우가 외에 해당하여 국가의 과세행

 는 조세입법권 행사가 사유재산의 이용 등에 한 한 제한을 의

미하여 헌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상세한 이유를 설시하고 있지 아

니하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이러한 연방헌법재 소의 견해에 하여 다음

과 같은 비 인 견해가 보편화 되었으며, 과세권행사는 그 정도에 계

없이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범 에 포함된다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연방헌

법재 소가 헌법상 재산권 보장규범이 개별 인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 이

외에 부담 형식의 조세부과에 하여 헌법  보호를 하지 않는다는 논

리를 내세우려면 외 없이 모든 조세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

해야 옳을 것이다. 그러나 외 으로 과도한 과세의 경우에는 재산권에 

한 침해가 있다고 인정한다면 이는 이미 국가의 조세입법권 행사에 하

여 헌법상 재산권규범이 일정한 헌법  보호를 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조세의 부과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28) 이에 한 상세한 논의는 김성수, 게서(각주 5), 98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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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헌법재 소의 원칙론과 모순된다. 그러므로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보

호범 는 개별재산권, 사유재산제도와 함께 재산  가치보장(Vermögenswertgarantie)

이 포함된다. 결론 으로 국가과세권은 납세자의 재산권의 본질 인 내용

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  한계를 갖는다.”29) 국내에서도 우리 헌법재

소의 견해를 비 하는 견해를 찾을 수 있다.30) 

물론 세 의 종류가 다양하고 납세자의 경제  상황이 제 각각이기 때문

에 소득이나 재산에 하여 특정한 비율 이상을 넘어서는 경우에 재산권에 

한 과도하고 한 침해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일률 으로 확정하기 어

렵다는 을 고려한다면, 이 문제에 하여 헌법재 소나 독일연방헌법재

소가 구체 인 답변을 내 놓기 어려운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과세권에 한 재산권  한계를 추상 으로 설정하고 매우 느슨한 

비례성 심사에 내맞기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무책임한 측면이 있다. 이에 

한 안으로 독일연방헌법재 소는 이른바 반의 분배원칙 는 반액과

29) K.H. Friauf, Steuergesetzgebung und Eigentumsgarantie, Juristische Analysen, 

1970, 299면, 302면 이하; P. Selmer, Steuerinterventionismus und 

Verfassungsrecht, 1972, 310면 이하; M. Rodi, Die Rechtfertigung von Steuern 

als Verfassungsproblem, 1994, 85면, 92면 이하. 

30) 방승주, 과세의 재산권  한계, 헌법실무연구 제8권, 2007, 헌법실무연구회, 271

면. 이에 따르면 “ 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만 재산권 침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학설과 헌법재 소의 논리에는 기본권 제한의 정도 여하에 따라서 기본권

의 보호 역 해당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논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

본권 해석론 으로 모순 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가 

국민의 기본권의 보호 역에 련되면 그것은 제한으로서 그 제한의 정당성이 

있고 제한의 한계를 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침해라고 할 수 있는 것

이다. 그런데 한 경우에만 보호 역에 련되는 것이고, 하지 않은 경우

에는 보호 역에 련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러한 논리는 기본권해석론 으로 

처음부터 성립되기 힘든 것이다. 왜냐하면 어떠한 기본권의 해당 여부는 그 제

한의 강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공권력 행 가 그 기본권의 

보호 역, 즉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어떠한 경우가 한 재산권 제한이며, 어떠한 경우가 하지 않은 재산

권 제한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해서는 먼  재산권의 보호 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먼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모순 인 논리의 개로 인하

여 실상 과세의 재산권  한계의 심사는 형식에 그치고 부분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의 반 여부의 결론으로 갈음하는 례가 반복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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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론(Halbteilungsgrundsatz, 이하 ‘반액과세이론’이라 한다)을 제기하

는데, 헌법재 소도 종합부동산세와 련하여 헌법실무연구회를 통하여 이 

문제를 검토한 바 있다.

나. 반액과세이론의 헌법적 타당성 여부

국가과세권의 행사에 한 재산권  한계를 구체화하여 헌의 臨界點

을 정확하게 제시하려는 시도로서 독일연방헌법재 소는 재산세결정에서 

이른바 반액과세이론(Halbteilungsgrundsatz)을 제시하 다.31)연방헌법재

소는 재산세와 같이 보유단계에 한 과세는 그 기회비용으로부터 발생하

는 이익의 반 이상을 국가가 조세로 환수하는 경우 헌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재산의 원본에 한 존속보호와 

계없이 재산으로부터의 수익도 자유의 기 로서 재산  가치를 보호하는 

재산권보장의 보호범 에 포함된다. 독일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재

산권은 사  이용과 동시에(zugleich) 공공복리에 기여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한편으로는 조세를 통하여 공동부담의 상

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권리주체에게 사  수익의 이용가능성

이 남아 있어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에게는 재산의 내구성이나 효용성을 

유지하기 하여 필요한 비용을 공제하고 이에 순차 으로 조세부담을 차

감한 이후에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체 이익의 반 이상의 수익이 보장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반액과세이론에 해서는 독일에서는 물론32) 국내

에서도 비 인 견해가 우세하다.33) 

31) BVerfGE 93, 121.

32) 표 으로 Tipke, Steuerrechtsordnung I, 449면 이하, 452면 이하.

33) 방승주, 게논문(각주 30), 272면. 방승주 교수는 다음과 같이 비 하고 있다. 

“Kirchhof 교수가 제시하고 있는 소  반액과세원칙은 재산권의 본질내용의 의

미해석과 련하여 객 인  상한선을 제시함으로써 일종의 설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보게 되면, 

독일연방헌법재 소의 재산세결정에서 Böckenförde 재 이 역설한 바와 같이 

헌법에 명기되지 않는 기 을 가지고서 헌법재 소가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를 

자의 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발생한다는 을 부인할 수 없다. 오히려 그 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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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반액과세이론은 헌법  근거가 빈약하고 논리 으로도 상

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반액과세이론을 체계화 하고 

연방헌법재 소의 례가 이를 수용하는데 결정 인 역할을 한 Kirchhof가 

그 직 인 헌법  근거로서 기본법 제14조 제2항 제2문의 “재산권의 행

사는 ‘동시에’ 공공복리에 기여하여야 한다.”를 들고 있는 것은 비 론자들

의 지 처럼 설득력이 약한 것이 사실이다. 한 우리 헌법에는 이러한 용

어조차 명시 으로 결여되어 있다. 그 다고 하여 “과세권은 원칙 으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외 으로 헌이다”

라는 공허한 논리형식을 통해서는 국가의 과세행 가 헌법상 보장된 재산

권의 보호 역에 해당한다는 기본 인 원칙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근본 인 논리  결함을 인식하고 그 구체 인 한계를 제시한 반액

과세이론을 실 인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

까? 

때 국가의 재정  필요와 정책  목 , 과세의 상, 과세의 내용과 정도, 납세

의무자의 체 인 재산상황과 담세능력 등을 구체 으로 고려하여 그러한 과

세가 그 납세의무자에 하여 정하고 기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한계를 넘

는 경우에는, 그것이 비록 재산의 기 가능 수익의 50%를 훨씬 도는 경우라 

하더라도 재산권의 침해로 헌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한 구체 인 경우에 

50%를 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구체 인 경우에 과세의 정도가 정하다고 단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이 게 볼 때에 사회국가원리에서 나

오는 최 생계비와 같은 조세감면 요소도 보다 원활하게 용될 수 있는 여지

가 생길 것이다. 한편 독일에서 소  반액과세의 원칙은 독일기본법 제14조 제2

항 제2문의 ‘동시에’(zugleich)라고 하는 단어의 해석에 입각한 논리 개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 문구의 해석상 ‘동시에’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반액과세

의 원칙과 같은 구체 인 상한선이나 세율이 나온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은 

차치하더라도, 우리 헌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독일기본법 제14조 제2항 제2문에

서 그와 같은 부사도 없지 않은가? 따라서 그와 같은 반액과세의 원칙을 헌법

으로부터 끌어내려면 보다 더 정 한 해석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우리 헌

법 제23조로부터는 그러한 원칙을 끌어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

은 독일기본법의 경우보다 오히려 더하다”라고 반액과세이론을 비 하고 있다. 

이동식 교수 역시 반액과세원칙이 과세권 행사에 해 좀 더 구체 이고 강력

한 헌법  통제를 가해야 한다는 일반  공감 에도 불구하고, 그 이론  기

가 취약하 고, 실무 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많은 문제 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게논문에 한 지정토론문, 283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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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하에서 개인은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를 

통하여 일정한 부를 창출하고 축 한다. 그러나 개인이 창출한 경제  수

익이나 열매는 결코 개인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국가

는 시장기구가 제 로 작동하도록 유지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개인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갈등을 

조 하며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생존에 필요한 인 라를 구축하 다. 따

라서 국가도 당연히 개인이 창출하고 축 한 경제  과실에 하여 참여할 

권능을 가지며, 개인의 재산권 행사는 항상 자신의 이기 인 목 만이 아

니라 공동체의 공익실 을 한 목 도 지향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인  

재산권의 보장과 공동체 기속성을 교묘하게 조화시킨 조항이 바로 헌법 제

23조의 재산권 규범이다. 근 에 이르러 재산권은 발생사 으로는 국가의 

개입이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개인의 형 인 자유권으로 인정되었으며, 

헌법 제23조 제1항 제1문은 이러한 재산권의 자유주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산권에 한 공동체 기속성과 사회국가원리가 결합되면서 

헌법은 제23조 제1항 제2문과 제2항, 제3항을 통하여 사회국가 인 재산권

의 성격을 규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헌법(기본 으로 독일 기본법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은 재산권의 자유주의  성격과 사회국가

 성격을 모두 인정하면서 국가의 긴  상황 등이 발생하지 않는 정상

인 상태에서는 양자 간의 완벽한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재산권 질서

를 운 하려는 의지를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양자가 으로 

동일한 비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헌법 제23조 체의 체계  해

석을 통하여 개인과 국가 어느 한쪽도 개인의 경제활동의 결과물에 하여 

반 이상을 상 방에게 요구할 수 없다. 이 게 본다면 반액과세이론은 

직 으로 헌법 제23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독일기

본법과는 달리 우리 헌법이 ‘동시에’라는 부사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도 문

제가 될 수 없다. 요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보장규범의 성격에 

한 체계 이며 조화로운 해석론이다. 이 게 본다면 반액과세이론이 

 헌법  근거를 가지지 못하거나 방법론 으로 수용불가능한 정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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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는 견해는 쉽게 수 하기 어렵

다. 만약 헌법재 소가 반액과세이론을 포함하여 과세권과 재산권의 계

에 한 정치하고 설득력 있는 헌법이론을 안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다시 느슨한 비례의 원칙으로 회귀할 것이 거의 분명해 보인다. 

다. 재산권의 질적 차이에 의한 입법형성권의 범위

조세와 재산권 문제와 련하여 헌법재 소가 시사하는 요한 논  

의 하나는 재산권의 질  차이에 근거한 입법형성권의 범 에 한 것이

다.  말하자면 헌법상 보장되는 개인의 재산권 에는 한편으로 단순히 재

산  가치로 표 되어 보유하는 것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재산권이면

서 개인의 인격발 이나 개성의 신장, 사생활의 자유 등 인간의 내면 이

고 원 인 가치를 실 하는 인격  의미의 재산권이 존재한다는 것이

다.34) 

34) 헌법재 소는 일정 면  이상의 택지를 소유한 경우 그에 한 과소유부담

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 던 택지소유상한에 한 법률의 련 조항에 한 

헌소원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하 다. “입법자가 택지에 하여 규제를 함에 

있어서는, 택지가 재산증식의 수단이나 투기의 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그것이 일차 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개인의 주거로서, 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쾌 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실 할 장소로 사용된다는 을 고

려하여야 한다. 재산권은 개인이 각자의 인생 과 능력에 따라 자신의 생활을 

형성하도록 물질 ․경제  조건을 보장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재산권

의 보장은 자유 실 의 물질  바탕을 의미하고, 자유와 재산권은 상호보완 계

이자 불가분의 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가상승과 토지투기를 목 으로 

택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목 의 에서는 입법자가 택지소

유의 상한을 낮게 정할수록 실수요 없이 투기용으로 택지를 소유하는 가능성을 

보다 더 효율 으로 쇄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개인마다 인생 과 경제  

능력에 따라 자유 실 의 방법이 다를 수 있고 택지가 개인의 삶의 장소로서 그

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실 하는 데 있어서의 근본요소라는 

을 고려할 때, 소유상한을 무 낮게 책정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 실 의 범 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을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택지를 투기용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200평 미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경제의 에

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서 과다한 소유라고 할 수 있으나, 개인이 자신의 인

격실 과 불가분 으로 연 되어 택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200평 

이상의 택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다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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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에서 헌법재 소는 택지와 같이 사람이 거주하는 재산은 단순하

게 재산  가치로 평가할 수 없는 인격 인 요소, 즉 인간존엄성의 실 이

나 행복추구권과 같은 개인  자유의 실 에 기여하는 독특한 성격이 있음

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인격  요소를 가진 재산권에 한 

국가 는 입법권자의 형성권은 매우 소하며, 과소유부담 의 형태로 

개인의 사 인 역에 개입하는 경우 엄격한 비례성 심사의 상이 된다는 

을 시사하고 있다. 그 다면 택지와 더불어 인간 생활의 직 인 터

이 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어떠한가.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이 투기의 

상이 되는 가 많았기 때문에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투기를 방지하기 

한 정책목표가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하여 종합부동산세 등 강력한 

과세장치가 존재한다. 그런데 와 같은 정책목표를 실 하기 하여 이루

어지는 주택에 한 과세 등 국가의 규제나 간섭은 규제의 상자가 당해 

주택을 재산 인 가치로서, 더 나아가 투기의 상으로 보유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포함하여 가족의 생활을 하는 공간으로 보유하고 있는

가에 따라 차별 인 근이 필요하다. 를 들어 1인 는 1세 가 다주택

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객 으로 투기  목 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해서는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높은 재산세와 양도소

득에 한 과가 가능하고 한 필요하다. 이 경우에 소유자는 거주하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재산 인 가치로 보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권

자의 규제의 폭과 강도가 넓게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1인이니 1세 가 

다소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주택의 경제 인 가치

나 액수만을 과세표 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1세 가 보유하고 

거주하는 1주택은 인간의 존엄성, 사생활이나 행복추구권을 실 하는 공간

인 동시에 가족을 심으로 하여 가정교육과 부모와 자녀들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 간에 인격  교감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이 경우에는 입법권자의 

형성의 자유가 매우 제한 으로만 인정되며, 비례의 원칙에 의한 엄격한 

수 있다. 그러므로 택지소유의 상한은 택지의 다양한 사용가능성을 고려하여, 택

지를 통한 개인의 정한 자유 실 도 가능하게 하면서 한 동시에 타인의 택

지소유도 가능하게 하는 선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헌재결 1999. 4. 29. 94헌바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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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심사가 요구된다.35) 한 이 경우에 국가의 과세권을 포함한 규제  

간여 입법권에 한 통제는 단순한 재산권뿐만이 아니라 헌법 제10조, 제

17조  혼인과 가족의 보호를 규정한 제36조가 헌심사의 척도로 용되

어야 한다.

2. 평등권

가. 수평적 평등과 수직적 평등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조항은 상  의미의 평등, 자의 지 원칙으

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 이다. 이와 련하여 헌법재 소는 조세사건을 심

리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차별 인 과세조치를 한 합리 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혹은 자의 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평등권 침해 여부를 

가리고 있다. 헌법재 소는 도시 내에서 법인의 설립․ 입에 따른 부동

산등기에 하여 통상세율의 5배의 등록세를 과하도록 한 규정의 헌 

여부에 한 헌법소원심 에서 “헌법 제11조 제1항이 천명하고 있는 평등

의 원칙은 국민에 한 ․산술  평등을 보장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

니라 차별  합리 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 차별하는 것을 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와 같은 부동산등기등록세율의 불균형이 과연 합리  이유가 

없는 차별  취 인지의 여부를 본다. 법인이 도시 내에서 하는 부동산

등기에 하여, 인구와 경제력의 집 효과가 낮은 자연인이나 직 으로

는 인구와 경제력의 도시 집 효과를 래하지 아니하고 도시가 가지

는 집 의 이익을 리지도 못하는 도시 외의 법인이 하는 부동산등기에 

비하여 상 으로 높은 세율의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는 합

리  이유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그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이 침해되었다거나 조세평등주의 내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시하 다.36) 같은 소득을 가진 개인이나 도시 외의 법인

35) 김성수, 게논문(각주 7), 1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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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합리  차별을 인정한 것이다. 

한 헌법재 소는 무한책임사원에게 경 의 지배 여부  출자액수의 

구분 없이 일률 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의 헌 여부에 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유한책임의 주식회사와는 그 구조가 다른 합명회사와 

같은 인 회사에 있어서, 이 사건 법률규정이 무한책임사원의 구체 인 사

정에 따라 차등 으로 조세납부의무를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것이 곧 

자의 이고 불공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규정은 

같은 무한책임사원이라는 비슷한 상황을 제하여 일률 인 법  처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본질 으로 불평등한 것을 자의 으로 평

등하게 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37) 

스키장  승마장보다 골 장에 한 과세에 해서도 헌법재 소는 

“어떠한 시설에 사치성이 있다고 단되는 경우에도 그  어느 범  내의 

것을 우선  과세의 상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이에 하여 어느 정도

의 부담을 과할 것인지에 하여는 입법자에게 범 한 정책 단의 권한

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입법자는 골 장이 스키장 

 승마장보다 사치성 재산이라는 성격이 더 하다고 보아 골 장을 정

책시행의 우선  상으로 삼아 이에 하여 과세하고 있는 바, 시설이

용의 성, 녹지와 환경에 한 훼손의 정도, 일반국민의 인식 등을 종합

하여 볼 때 이를 두고 정책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자의 인 조치라고 보

기는 어렵다. 입법자로서는 추후 사회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다른 

사치성 재산에 하여 과세 조치를 확 할 수도 있고, 반 로 골 장에 

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면서 골 장이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때에 한하여 일반 취득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골 장에 한 규제가 완화되었다. 이

상과 같은 을 모두 고려해 보면 골 장에 한 과세 제도를 정하고 있

36) 헌재 1996. 3. 28. 94헌바42. 

37) 헌재 1999. 3. 25. 98헌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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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불합리한 차별을 가하는 것이라 할 수 없어 헌법 

제11조가 보장하는 평등원칙  이를 바탕으로 한 조세평등주의에 배되

지 아니한다.” 고 시하 다.38) 

이상과 같이 같은 소득과 담세력을 가진 자연인에 비하여 법인을 차별

으로 과세하고, 주식회사와 달리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

세의무를 부담시키며, 스키장이나 승마장에 비하여 골 장을 과세하는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한 차

별 인 과세는 정당하고 합리 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동일한 수 의 소

득이나 담세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모두 외 없이 동일하게 과세하여야 한

다는 것을 수평  의미의 조세평등이라 부르며, 합리 이고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는 과세하고 구는 과세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평

 조세평등원칙을 침해하여 헌이 된다. 헌법재 소도 조세평등원칙을 

다음과 같이 수평  평등과 수직  평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조세평등주

의라 함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평등원칙의 세법  구 으로서, 조

세의 부과와 징수를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할 

것을 요구하며 합리 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

거나 우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조세평등주의가 요구하는 이러한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의 원칙( 는 응능부담의 원칙)은 한편으로 동일한 

소득은 원칙 으로 동일하게 과세될 것을 요청하며(이른바 ‘수평  조세정

의’), 다른 한편으로 소득이 다른 사람들 간의 공평한 조세부담의 배분을 

요청한다(이른바 ‘수직  조세정의’).39) 

이에 비하여 실질  평등 는 수직  평등이란 경제  담세능력이 서로 

상이한 납세자들 간에는 실질 으로 다른 수 의 조세부담이 귀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를 통하여 조세는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수행한

다. 헌법재 소는 토지 과이득세에 한 헌법불합치결정에서 “토 세는 

토지에 한 자본이득에 한 과세라는 에서 실질 으로 보아 양도소득

38) 헌재 1999. 2. 25. 96헌바64. 

39) 헌재 1999. 11. 25. 98헌마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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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와 그 궤를 같이 하는 조세이고, 어느 의미에서는 양도소득세의 납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아도 과히 잘못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토

세의 세율 체계를 이 다 할 합리 인 이유도 없이 양도소득세와는 달리 

단일비례세로 한 것은, 단순한 입법정책의 문제를 떠나 소득이 많은 납세

자와 소득이 은 납세자 사이의 실질 인 평등을 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여 토 세의 세율구조가 수직  평등원칙을 침해

하여 헌 인 요소가 있음을 지 하고 있다.40) 이와 같이 수평  평등의 

경우에는 재산이나 소득을 상으로 하여 같은 담세능력을 가진 납세자간

의 합리  차별의 근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기 으로 평등권 침해 문제를 

가리는데 비하여 수직  평등 는 공평원칙의 경우에는 과연 어느 정도의 

경제  담세능력의 차이를 고려하여 차별 인 과세를 하여야만 하는지 지

극히 불명확하다. 헌법재 소는 토 세의 경우 자본  이득에 한 과세로

서 양도소득과 본질 으로 동일한 소득세이기 때문에 진 인 세율체계가 

아닌 단일 비례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담세능력의 차이를 고려한 실질  조

세공평성을 실 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헌법상 평등권을 반한 

조치로 보고 있다. 그러나 를 들어 재산세와 같이 재산의 보유에 한 

과세의 경우 수직  평등, 실질 으로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지려면 단순히 

재산세의 부과 상인 자산의 가액(stock)만을 기 으로 하여 납세자의 경

제  담세능력을 고려하면 공평과세가 되는 것인지 혹은 납세자의 원천소

득(flow)도 담세능력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재산세

는 재산의 가액이 과세표 이 되는 것이 자연스럽기는 하지만 고가의 주택

이나 토지를 소유한 납세자도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원천소득이 미약한 경

우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높은 담세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는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련하여 상 으로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

으나 원천소득이 미미한 은퇴자 등에 한 과세가 수직  평등원칙을 침해

할 수 있다는 험성을 보여주는 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원천소득이 

많은 납세자가 가의 주택이나 토지 등 소유하고 있고, 자산의 가격이 

40) 헌재 1994. 7. 29. 92헌바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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렴한 경우에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일방 으로 주택가격만을 기 으로 

한다면 이 경우 한 진정한 담세능력을 고려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재 소는 특히 재산과세에 있어서 수직  평등과 실질  정의를 실

하기 해서는 자산의 가액과 원천소득을 모두 고려하여 평등원칙 반여

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나. 특별부담금  

헌법재 소가 처음으로 우리 사회에서 조세 이외에 잡다하게 부과되는 

공과  에서 특별부담 이라는 새로운 유형에 심을 갖게 된 것은 1998

년 ‘먹는 물 리법’상 수질개선부담 결정이 그 효시를 이루고 있다.41) 그 

이후 헌법재 소는 교통안 공단법에 의한 교통안 분담 ,42) 한국방송공

사법에 의한 수신료,43) 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사업자의 납부 ,44) 수도

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 부담 ,45) 진흥개발기 법에 의한 국외여행

자납부 ,46) 장애인 고용 진 등에 한 법률에 의한 장애인고용부담 ,47) 

문화 술진흥법에 의한 문 진흥기  납입 ,48) 2004년 재차 먹는 물 리

법에 의한 수질개선부담 ,49) 학교용지 확보에 한 특례법에 의한 학교용

지부담 ,50) 2008년 재차 방송법에 의한 TV 수신료51) 등을 모두 특별부담

 는 부담 에 해당하는 공과 으로 보고 있다. 특별부담 과 련하여 

41) 헌재 1998. 12. 24. 98헌가1.

42) 헌재 1999. 1. 28. 97헌가8.

43) 헌재 1999. 5. 27. 98헌바70.

44) 헌재 1999. 10. 21. 97헌바84.

45) 헌재 2001. 11. 29. 2000헌바23.

46) 헌재 2003. 1. 30. 2002헌바5.

47) 헌재 2003. 7. 24. 2001헌바96.

48) 헌재 2003. 12. 18. 2002헌가2.

49) 헌재 2004. 7. 15. 2002헌바42.

50) 헌재 2005. 3. 31. 2003헌가20.

51) 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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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되는 문제는 기본 으로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하나는 특별부담

이 국민 일반에게 부과되는 조세와는 달리 특정 집단의 구성원을 상으로 

한다는 에서 합리 인 차별의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다. 따라서 특별부담 을 부과하는 법률에 하여

는 헌법상 평등권에 의한 헌심사가 불가피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 헌법재 소는 독일연방헌법재 소의 특별부담 (Sonderabgabe)에 한 

헌법  정당화 이론을 수용하 으나, 부담 리기본법 등 우리나라 실정

법과의 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고심 인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하나는, 특별부담 의 수입은 국가의 일반회계로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부분 기  는 특별회계의 형태로 리,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일반회계에 하는 재정 통제를 가하는 경우에도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해

하고 산단일성의 원칙 등 산법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실체법 으로 특별부담 에 한 헌법  정당화 요건이 충족되

어야 하는 것과 동시에 산법 으로는 그 수입을 특별회계나 기 으로 

리하고 지출하려는 경우에도 일정한 정당화 사유가 존재하여야 한다. 우선 

헌법재 소는 조세와 특별부담 의 법  성격을 구분하고, 다음과 같은 헌

법  정당화 요소를 제시하 다. “특별부담 은 공 기 에 의한 반 부

가 보장되지 않는 부의무를 설정하는 것이라는 에서 조세와 유사

하다. 물론 특별부담 은 특별한 과제를 한 재정충당을 하여 부과된다

는 에서 일반 인 국가재정수요의 충당을 하여 부과되는 조세와는 구

분되고, 무엇보다도 특별부담 은 특정집단으로부터 징수된다는 에서 일

반국민으로부터 그 담세능력에 따라 징수되는 조세와는 다르다. 조세나 부

담 과 같은 통 인 공과 체계로는 국가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원활

하게 처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부담 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공과 을 도

입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 보장․질서유지 는 공공복리를 하여 필요한 경

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특별부담 제도를 도입하는 것 자체는 헌법상 문제가 없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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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다만 특별부담 을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법률

규정이 헌법에 배되지 않기 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

는 과잉 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평등의 원칙에 배되어서는 아니 

됨은 물론이다. 특히 조세 유사  성격을 지니고 있는 특별부담 의 부과

가 과잉 지의 원칙과 련하여 방법상 정한 것으로 인정되기 해서는, 

이러한 부담 의 부과를 통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특정한 경제 ․사회  

과제에 하여 특별히 객 으로 한 련이 있는 특정집단에 국한하

여 부과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부과ㆍ징수된 부담 은 그 특정과제의 수

행을 하여 별도로 지출ㆍ 리되어야 하며 국가의 일반  재정수입에 포

함시켜 일반  국가과제를 수행하는 데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

다. 부담 의 수입이 반드시 부담 의무자의 집단  이익을 하여 사용되

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으나, 부담 의무자의 집단  이익을 하여 사용

되는 경우에는 부담 부과의 정당성이 제고된다고 할 것이다”52) 

이상과 같이 헌법재 소는 평등원칙과 련하여 특별부담 은 납부의무

자의 집단  동질성, 부담 의 부과목 에 한 납부의무자의 객  근

성  집단  책임성, 부담  사용의 집단  효용성이라는 네 가지 헌법  

정당화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 다. 특히 특별부담 이 재정충당의 목

을 가지는 경우에는 조세와 경쟁 계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평등원칙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

지 않는다. 반면에 특별부담 의 부과목 이 재정충당 보다는 납부의무자

의 행태를 유도하려는 경우에는 집단  동질성과 집단  효용성의 요건은 

신축 으로 용될 수 있다.53) 특별부담 에 한 헌법재 소의 결정례를 

살펴보면 일부에서는 과잉 지의 원칙을 주된 심사기 으로 삼고 있으나, 

 네 가지 요건이 평등권 심사와 하게 연 되어 있다면 특별부담  

역에서는 이러한 특별부담 의 정당화 요건은 과잉 지의 원칙에 추가하

52) 헌재 1999. 10. 21. 97헌바84. 

53) 김성수, 특별부담 의 헌법  정당화 요소에 한 연구, 안분석 2005-2, 한국법제연

구원, 2005. 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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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평등권에 한 엄격한 심사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요하다. 

다만, 헌법재 소는 특별부담 과 련된 결정에서 ‘특별부담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하게 ‘부담 ’이라고 언 하는 경우가 발견되는

데, 이러한 상은 특히 2001년 부담 리기본법의 제정 이후에 두드러지

고 있다. 이러한 헌법재 소의 태도가 독일연방헌법재 소 결정을 통하여 

생성되고 발 한 특별부담 의 개념에서 벗어나 부담 이라는 개념이 우리

나라의 실정법상의 제도로 정착되어가는 과정에서 토착화된 부담 법의 논

리를 개하려는 의도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54) 물론 헌법재 소는 ‘부담

리기본법’이라는 부담 에 한 기본법  성격을 가지는 실정법이 존

재하고, 이 법에서 부담 의 개념  한계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등을 

고려할 때 독일식의 ‘특별부담 ’이라는 용어와 그 헌법  허용요건에 하

여 독일의 법이론과 례를 模寫하는 것에 부담을 느 을지도 모른다. 그

러나 헌법재 소 결정의 체 인 취지와 개된 논리를 감안한다면 ‘부담

’이라는 용어가 이제까지 사용한 특별부담 의 개념과 성격을 벗어나서 

독자 이고 한국 인 공과 법의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려고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부담 리기본법이라는 실정법의 용어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규정된 100가지를 상회하는 부담 들을 조세와 비

교하면서 그 법  성격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특별부담 에 한 법리의 

개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55) 

54) 김성수, 융감독 재원조달의 법  과제, 토지공법연구 제40집, 2008. 5., 262면. 

다만, 이와 같은 헌법재 소의 결정례가 독일과 같은 외국에서 성립하고 발 한 

법리를 무비 으로 수용하기 보다는 우리 실정법질서에 합한 해석을 시도함

으로써 부담 에 한 토착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에서 다음과 같이 정 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첫째, 독일연방헌법재 소가 례를 통

해 발 시킨 강학상의 특별부담 의 성격  그 범 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따

라서 특별부담 이라는 성격규명만으로는 그에 한 한 헌법  통제요건이 

그로부터 바로 도출되지 아니하며, 둘째, 강학상 부담 의 개념요소에 해당하는 

반 부  성격과 특별부담 의 내용요건의 하나인 집단  효용성은 질 인 차

이가 아니라 상 인 차이로 볼 수 있고, 셋째, 우리나라 실정법인 부담 리

기본법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의도 으로 특별부담 을 포함시킬 수 있는 범한 

외연을 설정하 다는 이다. 정호경, 소  특별부담  개념의 인정여부와 허용요건

에 한 소고, 행정법연구 제14호, 2005. 4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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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언 한 바와 같이 특별부담 이 원천 으로 가지고 있는 재정법

․ 산법  문제는 그 수입이 국가의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나 기

으로 편입되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민주  통제를 어렵게 한다는 이다. 

이와 련하여 헌법재 소는 “헌법 제54조 제1항은 “국회는 국가의 산안

을 심의․확정한다.”고 하여 국회의 산심의ㆍ확정권을 규정하고 있다. 국

회는 산심의를 통하여 산의 체규모가 정한지, 산이 효율 으로 

운용되는지, 산편성이 국민의 담세능력과 형평성에 부합하는지 등을 감

시한다. 한편 산회계법 제18조 제2항 본문은 “세입세출은 모두 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하여 산총계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이는 국가재

정의 모든 수지를 산에 반 함으로써 그 체를 분명하게 함과 동시에 

국회와 국민에 의한 재정상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자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런데 정부가 리ㆍ운 하는 각종 기 들은 모두 산외로 운용되고 있

어서( 산회계법 제7조 참조) 국회의 산심의ㆍ확정권 행사의 상에서도 

벗어나 있을 뿐만 아니라(기 리기본법 제5조 제2항 참조), 정부의 모든 

재정활동을 빠짐없이 산에 포함시키려는 산총계주의 원칙에도 한 

외를 이룬다. 이러한 기 은 재정체계를 복잡하게 하여 재정의 효율  

운용을 해할 수 있고, 재원의 조성규모에 계없이 기  마련을 한 부

담 을 계속 징수하는 경향이 있어 국민들의 재산권이나 조세평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 하고 있다.56) 

물론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에 특별회계나 기 에 해서는 일반

회계에 하는 국회의 심의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재정민주주의 원

칙이 한층 강화되기는 하 지만 여 히 기 이나 특별회계가 방만하고 편

55) 다만, 에서 언 한 부담 이론의 토착화에 한 헌법재 소의 노력도 헌법재

소의 결정례가 강학상 부담 과 특별부담 의 계에 한 명확한 이론  규

명을 제로 하지 않고 단지 부담 에 한 형식  리, 운용의 규율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부담 리기본법의 태도에 입각하여 부담  개념을 포 으로 정의

함으로써, 행 법제 하에서 문제될 수 있는 모든 부담 에 한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는 조심스러운 평가를 곁들이고 있다. 정

호경, 상게논문(각주 54), 414면.

56) 헌재 2003. 1. 30. 2002헌바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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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 재정운용의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련하여 국가재정법은 제14조 제2항에서 기 이나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경

우에는 일정한 심사를 거쳐 여기에서 규정한 설치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57) 그러므로 헌법재 소는 특별부담 에 한 헌 여부를 심사

함에 있어서는 에서 언 한 네 가지 헌법  정당화 요건을 충족하 는

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았는지를 검토함과 아울러 당해 특별부담 의 수

입을 토 로 설치되는 기 이나 특별회계가 평등권, 재산권, 과잉 지의 원

칙 등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도 헌심사의 범 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

다. 

V. 맺는말

국가권력이 발 하는 형 이고 원 인 형태로서 조세와 각종의 

인 부담을 상으로 벌어지는 개인과 국가 간의 원한 다리기에서 

립  지 에 있는 사법부가 어떠한 철학과 이념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

라보는가 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법치주의의 

형성과 발 에 결정 인 향을 미친다. 다만, 조세와 조세법은 역사 으로 

자유주의 시 정신을 반 한 조세법률주의로부터 출발하 음에도 불구하고 

57) 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 은 기 에 하여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 에 

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하여는 제4호  제5호의 기 에 합한

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 에 하여는 미리 제75조의 규정에 따

른 기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부담  등 기 의 재원이 목 사업

과 긴 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 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장기 으로 안정 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

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 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 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 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 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

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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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 기와 해방 이후 권 주의 시 를 거치면서 납세자의 권익보다는 

국고주의와 징세 권력의 우월성이 일반 으로 지배하던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헌법재 소가 과세를 통한 소득의 재분배나 사회  정

의의 실 이라는 이념보다는 우선 으로 납세자의 보호를 하여 과세권을 

헌법 으로 통제하는 데 보다 을 두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는 헌법재 소가 법  분쟁을 해결하는 사법기 으로서 조세정책

을 수행하는 국가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오

직 정부와 국회의 정책  조세에 한 정당성을 재 과정을 통하여 사후

으로 확인해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헌법재 소가 납세자의 헌법상 기

본권의 보호를 앞세우기 하여 과세권을 통제하는 임무를 우선시 하 다

는 것을 ‘자유주의에의 맹종’으로 비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기본권 보장을 

한 사법 극주의 실 이라는 정  측면을 부각시킨 것으로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사회에서 과거 입법부가 조세를 지나치게 정책  수

단으로 남용하고 일 된 원칙을 구 하지 못했다는 에서 헌법재 소의 

사후 인 교정 작업이 극 인 성격을 띠게 된 불가피한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다만, 헌법재 소는 조세사건에서 여 히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 

이미 지 한 것이지만 조세법률주의 원칙과 과잉 지의 원칙 외에는  다

른 유의미한 심사기 을 발견하여 개별 사건에 용하는데 빈곤함을 드러

내고 있다. 특히 조세입법권의 재산권  한계와 련하여 독일의 이론과 

연방헌법재 소의 기 입장을 그 로 수용하고 있는 것 이외에 이른바 반

액과세이론을 포함하여 우리의 헌법환경에 특유한 설득력 있는 논리의 

개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은 커다란 아쉬움이며, 계속하여 헌법재 소

의 숙제로 남게 되었다. 평등권 문제와 련해서도 헌법재 소는 다수의 

결정례를 통하여 이른바 수평  평등의 문제에 해 이론 으로 문제해결

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수직  평등의 침해 여부에 해서는 여 히 

낮은 수 의 문제 제기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간의 담세능력의 

실질  차이를 정확하게 악하기 한 기 과 지표를 개발하는 것도 헌법

재 소의 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부담 에 통제에 해서도 헌법재 소



조세법과 헌법재

815

는 일정한 성과를 이룩하긴 하 지만 여 히 헌법재 소는 부담 의 일반

인 정당화 이론과 토착화한 실정법과의 계에 한 발 인 해법을 계

속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시 의 변화에 따라서 헌법재 소의 심 역과 

헌법재 에 한 사회  요구도 변화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인류역사가 

계속되는 한 자신의 주머니를 지키려는 개인과 여기에 일정한 지분을 요구

하는 국가 간의 다리기와 숨바꼭질 한 원히 지속될 것이 분명하며, 

그 기 때문에 조세와 조세법 역시 언제나 헌법재 의 요한 부분을 차지

하게 될 것이다. 이제 조세에 한 국민의 법의식도 날로 발 하고 있다. 

국가를 유지하기 해 국민의 신성한 의무로서 납세의무를 강조하고 조세

를 숙명으로 받아들이던 시 는 서서히 종말을 고하고, 우리 국민들은 개

개의 조세가 진실로 존재의 정당성이 있는 것인지, 그 수입은 정당한 목

에 효율 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추궁하고 있다. 조세와 국가재정운용

의 정당성에 한 문제 역시 헌법재 소가 성인식을 기념하면서 청년기를 

맞아 풀어야할 숙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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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선행이 고통을 낳음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4a문에 근거하여 연방헌법재 소는 공권력이 개

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지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에 하여 심 할 수 있

는바, 문법원들의 최종 결도 공권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방헌법재 소

는 법원의 결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지 여부도 심사할 수 있다(재

소원). 이러한 재 소원은 일상생활에서 향유하는 기본권에 생명력을 불

어 넣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한편 재 소원의 경험이 축 되어 오면서 5개의 최고재 소들의 상실감

과 우려는 커져갔다. 연방재 소의 재 소원심사로 인하여 문법원 고유의 

역할과 의미가 공허해지고, 연방헌법재 소에 최고민사법원, 최고형사법원

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이 놀랄만한 일이 아닌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법  효력이 있는 법원의 결과 헌법재 소의 통제 사이에 발생하는 원

칙 인 긴장 계는 불가피하다. 이에 문법원들이 헌법재 소에 어떻게 

속되는지, 어떠한 구조  이유로 연방헌법재 소가 헌법의 수호자로부터 

개별법령의 감시자, 즉 문법원을 가르치는 교사가 될 수 있었는지 알아

보기로 한다.  

II. 문제의 구조

문법원의 재 과 헌법재 의 할구분의 문제는 기본권을 법질서에 

철시키려는 데서, 즉 법질서의 헌법화에서 비롯된다. 

엘페스 결에서 연방헌법재 소는 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인격의 자유

로운 발 권으로부터 일반  행동권을 도출하 는바, 모든 공권력의 침해

에 하여 이러한 일반  행동권을 포  의미에서 원용할 수 있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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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헌법상 차  할규정에 한 반까지도 헌법소원의 방식으로 물

을 수 있게 되었다. 헌법소원이 일반  합법성 통제로까지 확장된 것이다.

연방헌법재 소는 뤼트 결에서 기본권의 방어권 인 기능 외에 객

 법질서로서의 기능을 인정함으로써 기본권통제의 용 역을 확장시켰

다. 이러한 객  기능에 기 하여 기본권은 체 법질서에 방사효를 갖

고, 사인 간에도 효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사법 결이 기본권

의 방사효에 반되는지 여부를 헌법재 소가 심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모

든 사법 결은 잠재 으로 헌법재 소의 심사 상이 되었다. 

이러한 기본권의 객 -법  효력의 확장으로 연방헌법재 소의 심사권

한이 확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연방헌법

재 소에 의한 문재 의 억압’이 야기되었다. 나아가 연방헌법재 소 재

들은 일반법률의 차원에서, 즉 헌법하 규범에서 결정되어야할 수많은 사

건들을 직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과도한 업무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III. 재판소원의 양적 의미

기본권의 객  측면을 극 으로 실 할 과제를 떠맡게 된 재 소원

은 양 으로도 헌법재 활동의 핵심 인 차에 해당한다. 1951년부터 

2007년까지의 통계를 볼 때 헌법소원이 체 헌법재 차에서 차지하는 

비 은 96.37%에 달한다. 2007년 제기되었던 6,005건의 헌법소원 에서 

5,613건이 재 소원이고 그  1,244건이 연방최고재 소의 결에 한 재

소원이었다. 많은 재 소원에서 연방헌법재 소가 상고심의 역할을 하

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와 연방헌법재 소에 문법원이 종속되면서 발

생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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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전문재판과 헌법재판간의 한계지움의 시도

재 소원제도가 문법원의 일반 인 상고심이 될 수 있다는 험 때

문에 연방헌법재 소의 결정권한의 범 가 어디까지인지, 문재 과의 

할의 한계를 어떻게 그어야 할지에 한 논의가 오래 부터 있었다.

 

1. 실체법적 한계지움

연방헌법재 소의 Heck의 공식에 따르면 법원에 의하여 ‘특수한 헌법’이 

침해된 경우에만 연방헌법재 소는 헌법소원을 통하여 개입할 수 있다고 

한다. 즉 기본권의 의미에 한 원칙 으로 잘못된 견해에 기인하는, 구체

인 법  사건에 한 기본권의 실질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비

을 갖는 해석의 오류가 확인될 수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한다고 한다. 

그러나 기본법 제1조 제3항에 따르면 기본권은 문법원을 “원칙 ”이 

아니라 포 으로 구속하므로 가령 Heck의 공식에서 제시하듯이 법원이 

원칙 으로 기본권을 간과하 는지 여부를 기 으로 연방헌법재 소의 심

사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2. 기능법적 한계지움 

내용 인 구별기 으로 문재 과 헌법재 의 할을 정하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하 으므로 형식  기 을 통하여 헌법재 이 상고심이 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시도가 개되었다. 1963년 슈만이 제안한 소  

Schumann의 공식에 따르면 일반법원이 재 의 기 로 삼았던 법명제(법

에 의해 형성된 법 법)가 한 입법자에 의해서도 합헌 인 방법으로 

같이 제정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단된다면 연방헌법재 소는 법원의 

재 에 개입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Schumann의 공식은 심 상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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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재 에 포함된 법명제(법 에 의해 형성된 법 법)를 헌법재 소의 규

범심사의 상으로 하자는 사고의 환을 제안한 것이다. 

헌법소원 자체가 일반법원의 정규  권리구제에 이어지는 ‘추가 인’ 권

리구제수단이 아니라 ‘비정규 ’이고 ‘특별한’ 권리구제수단인 것처럼, 헌법

 권한배분에 따르면 기본권을 보장하고 철시킬 일차  과제는 일반법

원에게 있다. 일반법원과 헌법재 소의 계는 원칙과 외의 계에 있는

바, 단순한 법률 용의 하자에 하여서는 연방헌법재 소가 재 소원의 

방법으로 심사할 수 없다. 결국 기능법  사고는 일반법원과 헌법재 소의 

할경합에 있어서 범 의 경계를 획정하는데 단순한 제안만을 제공해  

수 있을 뿐이다. 

3. 기본권제약의 강도

그 밖에 연방헌법재 소는 구체  사건에서 기본권이 제약되는 강도에 

비례하여 법원의 재 에 한 심사범 가 정해진다는 원칙을 개발하 다. 

기본권제약의 강도는 기본권의 특성에 의해 정해지며 특히 언론출 의 자

유(기본법 제5조 제1항 제3문)와 망명권(기본법 제16a조)에서 요한 역할

을 한다고 한다. 연방헌법재 소는 실무 으로 가장 높은 단계, 간 단계, 

낮은 단계의 제약강도로 기본권제약의 강도를 나 어 심사하고 있다. 

이에 하여 기본권의 종류와 요성에 따라 기본권제약의 강도를 나

는 기 은 자의 이며, 심사기 으로서 기본권제약의 강도를 나 면 곧바

로 결과가 정해진다는 비 을 받고 있다. 나아가 ‘기본권제약의 강도’라는 

기 은 사인들 간 이익이 충돌하는 사안에서 당사자 일방에 한 약한 기

본권제약이 다른 당사자의 강한 기본권제약을 필연 으로 래하는 경우에

는 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결국 ‘기본권제약의 강도’라는 기 은 

문재 과 헌법재 을 구별하는데 합한 기 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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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제의 한계로서 자의금지

연방헌법재 소는 법원의 결정이 일반  평등원칙에서 도출되는 자의

지에 반되는지 여부를 단한다. 이에 의하면 법 용에 하자가 일부 있

다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헌법재 소가 법원의 재 에 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의 지에 반되었음을 인정하려면 ‘기본법을 지배하

는 사상’을 고려할 때, ‘납득할 수 없고’ 따라서 ‘사리에 반하는 고려에 기

를 두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사정이 추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윤곽이 없는 자의라는 개념으로 문재 과 구별되는 헌법재

의 지 를 규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5. 규범적 한계지움의 불가능성

문재 이 연방헌법재 소에 의해 속되는 것을 피하기 하여 사법

 자제론을 주장하는 것은 규범  한계획정을 포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다. 연방헌법재 소도 실무상 이러한 을 인식하면서 ‘직업윤리  자제’라

든지 ‘ 존하는 법원의 결력’이라는 표 을 사용한다.

실제 으로 단순한 희망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러한 윤리  호소

가 헌법재 소의 주도권을 제한하는 유일한 수단일 것이다. 헌법소원의 심

회부를 한 법  요건들1)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데 연방헌법

재 소에 재량이 있는 바, 기본권제약에 있어 요하지 않다면 연방헌법재

1) 연방헌법재 소법 제93조의 a (심 회부): 

  ➀ 헌법소원은 심 회부를 요한다. 

  ➁ 헌법소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심 에 회부하여야 한다. 

     1. 헌법소원에 원칙 인 헌법  의미가 있는 경우. 

     2. 사건의 내용에 제90조 제1항에 열거된 권리를 철하기에 알맞은 경우. 본

안심 의 거 로 인하여 소원청구인에게 특별히 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도 단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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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스스로 회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을 해석하고 단할 권한 한 연방헌법재 소에게 

있기 때문에 윤리  호소를 고려할 구속  지침은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

과 법률을 최종 으로 해석할 권한 역시 연방헌법재 소에게 있기 때문에 

헌법재 소의 할권을 처음부터 제한하려는 시도들이 성공하기는 어렵다.

 

V. 법정책적 선택

1. 회고

 

재 소원은 문재 과 헌법재 의 할의 구분을 제로 하지만 학계

와 실무에서 양자의 구별을 가능하게 하는 설득력 있는 기 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 으로 회고할 때 재 소원은 기본권을 직  효

력이 있는 권리로서 체 법질서에 투 시키는데, 문법원이 기본권에 민

감하게 반응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성공 인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문

재 과 헌법재 의 할구분의 불투명성은 기본권이 투 된 법질서의 결과

로서 감수하여야 할 사항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 히 

필요한 문재 과 헌법재 의 할구분은 사물의 본성에 의해서도 법학 

해석방법으로도 도출해 낼 수 없을 것이다. 

뤼트 결과 엘페스 결에서 출발하는 기본권의 효력의 차원을 거꾸로 

돌리거나 재 소원 자체를 폐지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이와 같은 이론

 선택들이 실 화될 가능성은 없다. 

2. 전망

재 소원을 처음 창설할 경우 문제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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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60년간 독일의 재 소원의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독일의 경험을 

보면 재 소원으로 인해서 헌법재 은 기타 법원의 재 에 해 지배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에서 언 된 딜 마들, 권한의 한계지움

의 불가능성, 헌법재 의 독단성에 해 증가하는 불만의 징후, 법원의 명

성의 손상 같은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재 소원을 도입한 입법자와 기본권을 체법질서로 투

시킨 헌법재 소가 합작하여 와 같은 상황을 래하 는바, 도라의 상

자를 일단 한번 열면 돌이킬 수 없듯이 한번 도입된 재 소원은 자동성을 

갖고 발 하는바 이를 돌이킬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메피스토가 학생에

게 가르쳤다: “ 체로 법률이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원한 고질(痼疾)과 

같이 유 되는 것으로서/ 한 에서 다음 로 이어지고/ 한 고장에서 다른 

고장으로 슬 슬  옮아가기도 하는 것일세 / 도리가 불합리로 변하고 / 

선행이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 / 자손으로 태어난 자만이 서럽단 말이

지” (괴테의 우스트 제1부, 서재, 1972-1977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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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ohltat wird Plage 

Nach Art. 93 Abs. 1 Nr. 4 a GG entscheidet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über Verfassungsbeschwerden, die von jedermann mit der Behauptung erhoben 

werden können, durch die öffentliche Gewalt in einem seiner Grundrechte oder in 

einem seiner in Artikel 20 Abs. 4, 33, 38, 101, 103 und 104 GG enthaltenen 

Rechte verletzt zu sein.1 Zur „öffentlichen Gewalt“ im Sinne dieser Vorschrift 

zählt auch die Gerichtsbarkeit.2 Somit kann jedes letztinstanzliche Urteil einer 

jeden Fachgerichtsbarkeit vor dem Bundesverfassungsgericht mit der 

Verfassungsbeschwerde angegriffen werden.3 Weichenstellende Urteile ergingen 

als Urteilsverfassungsbeschwerde: zu nennen sind aus der Anfangszeit des 

Gerichts insbesondere das Lüth- und das Elfes-Urteil. 4  Vitalität und 

Allgegenwärtigkeit der Grundrechte im tagtäglichen Rechtsleben sind ohne die 

Impulse der Urteilsverfassungsbeschwerde nicht denkbar: sie gilt zu Recht als 

„die Lebensluft der objektiven Dimension der Grundrechte.“5

                                                            

1 Die Verfassungsbeschwerde wurde 1951 einfachgesetzlich eingeführt (§ 90 BVerfGG). 
Ihre verfassungsrechtliche Verankerung erfolgte durch das 19. Gesetz zur Änderung des 
Grundgesetzes vom 29. Januar 1969; vgl. zur Entstehungsgeschichte Stefan Ruppert, in: 
Umbach/Clemens/Dollinger (Hg.), BVerfGG, 2. Auflage 2005, § 90, Rn. 1 ff. 

2 BVerfGE 96, 375 (398); 84, 192 (195); beide mit Verweis auf BVerfGE 7, 198 (206 f.); 
vgl. Herbert Bethge, in: Maunz/Schmidt-Bleibtreu/Klein/Bethge (Hg.), 
Bundesverfassungsgerichtsgesetz, Band 2, § 90, Rn. 233 (Stand: Februar 2007). 

3  Die Verfassungsbeschwerde ist subsidiär (§ 90 Abs. 2 BVerfGG), d.h. der 
Beschwerdeführer muß zunächst im fachgerichtlichen Instanzenzug gegen die 
Grundrechtsverletzung vorgehen, vgl. BVerfGE 49, 252 (258); 107, 395 (414). 

4 BVerfGE 6, 32; 7, 198. 
5 So Rainer Wahl, Handbuch der Grundrechte, Band I, 2004, § 19, Die objektiv-rechtliche 

Dimension der Grundrecht im internationalen Vergleich, Rn.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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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er Praxis galt die verfassungsgerichtliche Kontrolle fachgerichtlicher 

Entscheidungen im Wege der Urteilsverfassungsbeschwerde lange als „weniger 

brisant und spektakulär“. Die Abgrenzung der Entscheidungszuständigkeit der 

Fachgerichte einerseits und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andererseits galt als 

bloßes Binnenproblem der dritten Gewalt. Funktionsfragen oder gar 

Grundsatzprobleme wurden darin nicht erkannt, sondern eher eine 

Zweckmäßigkeitsfrage. Diese Einschätzung hat sich nachhaltig gewandelt. 

Inzwischen gilt die Fachgerichtsbarkeit als der große Verlierer von fast 60 Jahren 

Urteilsverfassungsbeschwerde. „Die fünf obersten Gerichtshöfe des Bundes sind 

durch die Entwicklung depossediert worden. Wir sollten uns darüber im Klaren 

sein, dass damit eine Institution wie der Bundesgerichtshof – er wird in 

absehbarer Zeit unter Einschluss des alten Reichsoberlandesgerichts nicht nur 50 

sondern 150 Jahre alt – noch nie so in den Hintergrund gedrängt wurde, wie das 

nun in jüngster Zeit geschehen ist“. 6  Dem Vizepräsidenten des baden-

württembergischen Verwaltungsgerichtshofs blieb angesichts des 

verfassungsgerichtlichen Umgangs mit den Verwaltungsgerichten gar „das Lob 

im Hals stecken“.7 Das Ausmaß der Entfremdung läßt der Bundesgerichtshof 

erkennen, wenn er die Vorgab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mit der 

Bemerkung kommentiert: „Ein ordentliches Gericht hätte im Wege der 

Auslegung nicht zu dem Ergebnis kommen können und dürfen, welches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für richtig hält; das positive Recht hätte 

entgegengestanden“. 8  Eine derart offene Kritik an der Rechtsprech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und der distanziert ironische Ton betroffener Richter 

                                                            

6 Klaus Stern, in: BMI (Hg.), Bewährung und Herausforderung, 1999, S. 322. 
7  Jörg Schmidt, Der Einfluss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auf das 

Verwaltungsprozessrecht, VerwArchiv 92 (2001), S. 443 (445). 
8 BGH, NStZ 1993, S. 134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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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en bis vor kurzem nicht vorstellbar. Offensichtlich sieht die 

Fachgerichtsbarkeit die Aushöhlung der ihr zugewiesenen Aufgaben und einen 

Bedeutungsverlust durch die Spruchpraxis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Und 

so verwundert es nicht, wenn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schon als „oberstes 

Miet-, Zivil- und Verwaltungsgericht“ tituliert werden kann.9

Das in diesen Äußerungen offenbar werdende Problem hat seine Ursache in 

der Grundkonstellation der Urteilsverfassungsbeschwerde: Im Rahmen dieser 

Verfahrensart hat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nämlich letztinstanzliche, 

rechtskräftige Entscheidungen der Fachgerichtsbarkeit nachzuprüfen und 

gegebenenfalls aufzuheben.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steht im Rahmen der 

Nachprüfung von Gerichtsentscheidungen also vor der Aufgabe, einerseits den 

von Art. 93 Abs. 1 Nr. 4 a GG statuierten Individualrechtsschutz zu 

gewährleisten und so den Wertaussagen der Verfassung im täglichen Leben zum 

Durchbruch zu verhelfen, sich andererseits jedoch nicht zu tief in die 

„Niederungen“ des einfachen Rechts zu begeben. Denn dazu fehlen ihm schon in 

funktionaler Hinsicht die Voraussetzungen. Ein grundsätzliches 

Spannungsverhältnis zwischen den auf Rechtskraft gerichteten Urteilen der 

Instanzgerichte einerseits und dem Kontrollauftra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andererseits ist daher unausweichlich. Wie aber 

kommt es dann zu dieser als Vergewaltigung empfundenen Überwältigung der 

Fachgerichtsbarkeit durch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Welche strukturellen 

Ursachen stehen Pate für eine Entwicklung, die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vom „Hüter der Verfassung“ zum Wächter des einfachen Rechts und damit zum 

Präzeptor der Fachgerichte hat werden lassen? 

                                                            

9 So Horst Sendler, Über richterliche Kontrolldichte in Deutschland und anderswo, NJW 
1994, S. 1518 (1519), der vom „obersten Amtsgericht für Eigenbedarfsklagen“ spri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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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Struktur des Problems 

Der entscheidende Grund dieser problematischen Entwicklung liegt in der 

Überformung und Durchdringung der Rechtsordnung durch die Grundrechte. 

Diese „Konstitutionalisierung der Rechtsordnung“ hat das Problem einer 

sachgerechten Abgrenzung von Fachgerichtsbarkeit und Verfassungsgerichtsbarkeit 

entstehen lassen. Ihrer inneren Logik gemäß vermag sie dafür aber auch – trotz 

aller Bemühungen von Gericht und Schrifttum  – keine Lösung bereitzustellen. 

Zwei Entscheidungen markieren den Weg in den verfassungsgerichtlichen 

Jurisdiktionsstaat.  

In der Elfes-Entscheidung interpretierte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Art. 2 

Abs. 1 GG als ein Grundrecht auf freie Entfaltung der Persönlichkeit.10 Auf diese 

Handlungsfreiheit im umfassenden Sinne konnte sich jeder Bürger bei jedem 

Eingriff der öffentlichen Gewalt berufen. Mehr noch: selbst Verstöße gegen 

Zuständigkeits- oder Verfahrensregeln der Verfassung konnten nunmehr im 

Wege der Verfassungsbeschwerde angegriffen werden.11 Die Verfassungsbeschwerde 

expandierte zu einer allgemeinen Gesetzmäßigkeitskontrolle.12

Die Lüth-Entscheidung erweiterte den Anwendungsbereich 

verfassungsgerichtlicher Grundrechtskontrolle, indem es den Grundrechten neben 

ihrer abwehrrechtlichen Funktion auch die Funktion als Element der objektiven 

                                                            

10 BVerfGE 6, 32 (36 f.). 
11 Martin Düwel, Kontrollbefugnisse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bei  

Verfassungsbeschwerden gegen gerichtliche Entscheidungen, 2000, S. 30. 
12 Matthias Jestaedt, Verfassungsrecht und einfaches Recht – Verfassungsgerichtsbarkeit 

und Fachgerichtsbarkeit, DVBl. 2001, S. 130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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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htsordnung zuerkannte.13 Die Grundrechte besäßen in dieser Funktion eine 

Ausstrahlungswirkung auf die gesamte Rechtsordnung und damit auch mittelbar 

zwischen Privaten. Damit wurde jedes fachgerichtliche Zivilurteil potentiell 

verfassungsgerichtlicher Überprüfung zugänglich, wenn und insoweit nämlich 

das fachgerichtliche Urteil die Ausstrahlungswirkung der grundrechtlichen 

Normen und Maßstäbe auf das einfache Recht verkannt hat. Die damit 

grundgelegte Konstitutionalisierung der allgemeinen Rechtsordnung mußte 

unmittelbar Folgen für den Prüfungsumfang nach sich ziehen. 14  Die 

Urteilsverfassungsbeschwerde hatte nunmehr die Aufgabe, die objektiv-

rechtliche Dimension der Grundrechte aktiv zu realisieren.15 Die Erweiterung der 

objektiv-rechtlichen Wirkung der Grundrechte führte über die damit 

einhergehende Erweiterung der bundesverfassungsrechtlichen Prüfungsbefugnis 

entscheidend zu der heute zunehmend als problematisch empfundenen 

Überwältigung der Fachgerichtsbarkeit durch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Denn „wenn eine bestimmte Freiheit aus einem einfachen Gesetz folgt, so ist sie 

nach der Rechtsprech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zumindest zugleich 

Ausdruck der allgemeinen Handlungsfreiheit im Sinne des Art. 2 Abs. 1 GG. 

Dies ist die Realität. […]. Und die Konsequenz davon ist, das nun das arme 

Bundesverfassungsgericht selbst, man mag dies ironisch ausdrücken, die selbst 

eingebrockte Suppe in täglicher Rechtsprechung auslöffeln muß. Denn die 

Richter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müssen ununterbrochen Fälle entscheiden, 

die eigentlich auf die Ebene des einfachen Gesetzes, also auf die Ebene unterhalb 

der Verfassung gehören. Die weitere Folge ist die gegebene Überlastung für das 

                                                            

13 BVerfGE 7, 198 (205 ff.). 
14 M.w.N. Rainer Wahl, (FN 5), Rn. 11. 
15 Rainer Wahl, (FN 5), Rn.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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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desverfassungsgericht, die inzwischen jeder anerkennt. Aber diese 

Überlastung beruht auch auf einer solchen ausholenden Rechtsprechung“.16

III. Quantitative Bedeutung der Urteilsverfassungsbeschwerde 

Mit der damit gegebenen „schwer auflösbaren Gemengelage“ von Fach- und 

Verfassungsgerichtsbarkeit ließe sich leben, wenn es nur ein Phänomen am 

Randbereich der verfassungsgerichtlichen Kontrolle läge. Tatsächlich aber steht 

die Urteilsverfassungsbeschwerde im Zentrum der verfassungsgerichtlichen 

Tätigkeit. Vom 7. September 1951 bis zum 31. Dezember 200717 legten mehr als 

163.347 – juristische und natürliche – Personen Verfassungsbeschwerden ein, das sind 

96,37 % aller verfassungsgerichtlichen Verfahren. Von den im Jahre 2007 eingelegten 

6005 Verfassungsbeschwerden betrafen 5613 Urteilsverfassungsbeschwerden, von denen 

sich 1244 gegen Urteile oberster Bundesgerichte richteten. Betroffen davon sind 

sämtliche Gerichtszweige: Von den im Jahre 2007 erhobenen 6005 

Verfassungsbeschwerden richteten sich 2219 (39,53 %) gegen Entscheidungen 

der Zivilgerichte, 1835 (32,69 %) gegen strafgerichtliche Entscheidungen und 

735 (13,09 %) Verfahren gegen verwaltungsgerichtliche Entscheidungen. 355 

(6,32 %) Verfahren richteten sich gegen Entscheidungen aus der 

Sozialgerichtsbarkeit. Bei 14 (0,25 %) Verfahren war der Beschwerdegegenstand 

eine Entscheidung von Staats- bzw. Verfassungsgerichtshöfen. 

                                                            

16 So prägnant Rupert Scholz, in: BMI (Hg.), Bewährung und Herausforderung, 1999, S. 111 f. 
17 Vgl. Benda/Klein, Verfassungsprozeßrecht, 2. Aufl., 2001, S. 563 ff.  Die aktuellen Daten 

entstammen der Jahresstatistik des Bundesverfassungsgericht, abrufbar unter 
www.bundesverfassungsgericht.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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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durch die Elfes- und Lüth-Urteile etablierte Grundrechtshegemonie über 

die einfache Rechtsordnung spiegelte sich institutionell konsequent in der 

Überwältigung der Fachgerichtsbarkeit durch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wider. Die Vielzahl der Urteilsverfassungsbeschwerden führte sowohl zu jenen 

chronischen Beschwerden über die Superrevisionsinstanz 

„Bundesverfassungsgericht“ wie zu zahlreichen Versuchen, ihrer Entstehung oder 

doch wenigstens den problematischen Folgen einer Überwältigung der 

Fachgerichte entgegenzuwirken. Doch kann der verfassungsgerichtliche 

Zauberlehrling, der die grundrechtlichen Geister mit seinen Elfes- und 

Lüth-Urteil rief, ihrem Treiben Herr werden? 

IV. Abgrenzungsversuche zwischen Fach- und  

Verfassungsgerichtsbarkeit

Die Gefahr, über das Institut der Urteilsverfassungsbeschwerde zur 

allgemeinen „Superrevisionsinstanz“ 18 über alle Fachgerichte zu werden, hat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selber frühzeitig erkannt. Zahlreich sind die Versuche, 

die Grenze zu fixieren, bis zu welcher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Entscheidungskompetenz besitzt und jenseits derer es zu einer latent 

höchstgefährlichen Zuständigkeitskonkurrenz zur Fachgerichtsbarkeit kommt.19

Im Ausgangspunkt steht eine Selbstverständlichkeit, die das Gericht wie folgt 

                                                            

18 Vgl. BVerfGE 2, 226 (339); 3, 213 (219); 18, 85 (92). 
19  Aus dem Schrifttum: Vgl. Markus Kenntner, Vom „Hüter der Verfassung“ zum 

„Pannenhelfer der Nation“?, DÖV 2005, S. 269 ff.; Siegfried Broß,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und die Fachgerichte, BayVBl 2000, S. 513 ff.; Matthias 
Jestaedt, (FN 12), S. 1309 ff.; Christian Starck,Verfassungsgerichtsbarkeit und 
Fachgerichte, JZ 1996, S. 1033 ff.; Ernst-Wolfgang Böckenförde, Grundrechte als 
Grundsatznormen, Der Staat 29 (1990), S. 1 (26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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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uliert hat: „Grundsätzlich würde es dem Sinn der Verfassungsbeschwerde 

und der besonderen Aufgabe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nicht gerecht 

werden, wollte dieses ähnlich wie eine Revisionsinstanz die unbeschränkte 

rechtliche Nachprüfung von gerichtlichen Entscheidungen um des Willens in 

Anspruch nehmen, weil eine unrichtige Entscheidung möglicherweise 

Grundrechte des unterlegenen Teils berührt. Die Gestaltung des Verfahrens, die 

Feststellung und Würdigung des Tatbestandes, die Auslegung des einfachen 

Rechts und seine Anwendung auf den einzelnen Fall sind allein Sache der dafür 

allgemein zuständigen Gerichte und der Nachprüfung durch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entzogen.“ 20  Doch der Wert dieses Grundsatzes 

schmilzt im Lichte der Ausstrahlungswirkung der Grundrechte sehr schnell.  

1. Materiellrechtliche Grenzziehungen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hat sich zunächst der sog. Heck’schen Formel 

bedient:21 „nur bei einer Verletzung von ‚spezifischem Verfassungsrecht’ durch 

die Gerichte kann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auf Verfassungsbeschwerde hin 

eingreifen.“ 22  Fachgerichtliche Auslegungsfehler sollten danach nur dann 

beschwerdefähig sein, wenn sie auf einer „grundsätzlich unrichtigen Anschauung 

von der Bedeutung des Grundrechts“ beruhen und „in ihrer materiellen 

Bedeutung von einigem Gewicht sind.“ 23  Gegenwärtig bestimmt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seine Prüfungskompetenz in Hinblick auf 

fachgerichtliche Entscheidungen wie folgt: „Die Auslegung und Anwendung 

                                                            

20 BVerfGE 18, 85 (92). 
21 Benannt nach dem Berichterstatter der Entscheidung BVerfGE 18, 85 ff. Dr. Karl Heck. 
22 BVerfGE 18, 85 (92). 
23 BVerfGE 18, 85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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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fassungsmäßiger Vorschriften des Zivilrechts ist Sache der Zivilgerichte. Sie 

müssen dabei aber Bedeutung und Tragweite der von ihren Entscheidungen 

berührten Grundrechte beachten, damit deren wertsetzende Bedeutung auch auf 

der Rechtsanwendungsebene gewahrt bleibt […]. Dazu bedarf es einer 

Abwägung zwischen den widerstreitenden grundrechtlichen Schutzgütern, die im 

Rahmen der auslegungsfähigen Tatbestandsmerkmale der zivilrechtlichen 

Vorschriften vorzunehmen ist und die besondere Umstände des Falles zu 

berücksichtigen hat […]. Da der Rechtsstreit aber ungeachtet des 

grundrechtlichen Einflusses ein privatrechtlicher bleibt, und seine Lösung in dem 

– grundrechtsgeleitet interpretierten – Privatrecht findet, ist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darauf beschränkt zu überprüfen, ob die Zivilgerichte 

den Grundrechtseinfluss ausreichend beachtet haben […]. Dagegen ist es nicht 

seine Sache, den Zivilgerichten vorzugeben, wie sie den Streitfall im Ergebnis zu 

entscheiden haben.“24

Stellt die Formel vom „spezifischen Verfassungsrecht“ auf eine Normqualität 

ab, so die Formel von der „grundsätzlichen Verkennung der Grundrechte“ auf ein 

Fehlverhalten der Gerichte ab. Mit den Wort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Ein Grundrechtsverstoß, der zur Beanstandung der angegriffenen 

Entscheidungen führt, liegt nur dann vor, wenn übersehen worden ist, dass bei 

Auslegung und Anwendung der verfassungsmäßigen Vorschriften des 

Privatrechts Grundrechte zu beachten waren, wenn der Schutzbereich der zu 

beachtenden Grundrechte unrichtig oder unvollkommen bestimmt oder ihr 

Gewicht unrichtig eingeschätzt worden ist, so dass darunter die Abwägung der 

beiderseitigen Rechtspositionen im Rahmen der privatrechtlichen Regelung leidet 

und die Entscheidung auf diesem Fehler beruht (vgl. BVerfGE 101, 361 
                                                            

24 BVerfGE 94, 1 (9 f.); 101, 361 (388); stRs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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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25  „Die Gerichte haben bei der Auslegung und Anwendung von 

einfachem Recht, insbesondere von Generalklauseln, den grundsätzlichen 

Wertmaßstäben Rechnung zu tragen. Verfehlt ein Gericht diese Maßstäbe, so 

verletzt es als Träger öffentlicher Gewalt die außer Acht gelassenen 

Grundrechtsnormen; sein Urteil muss auf eine Verfassungsbeschwerde hin vom 

Bundesverfassungsgericht aufgehoben werden.“26

Die Formeln vom „spezifischen Verfassungsrechts“ und der „grundsätzlichen 

Verkennung der Tragweite der Grundrechte“ haben sich schnell als beliebig 

ausfüllbare Leerformeln entpuppt. Tatsächlich stellen sie nichts anderes dar als 

begriffliche Versuche der Quadratur des Zirkels. Die Unterscheidung von 

einfachen Recht und Verfassungsrecht hatte zwar anfänglich noch eine gewisse 

Plausibilität, war sie doch Ausdruck des „deduktiven Justizsyllogismus“27 in der 

Grundrechtsdogmatik: Verfassungsrecht und einfaches Recht konnten noch 

sphärisch getrennt gedacht werden.28  Doch mit der Konstitutionalisierung der 

Rechtsordnung hat sich die grundrechtliche Dogmatik in Richtung auf eine 

„Entgrenzung“29 der Grundrechtsauslegung geändert,30 die durch Formeln wie die 

des „spezifischen Verfassungsrechts“ nicht mehr eingefangen werden kann. Im 

Gegenteil: eine wie auch immer begründete nur beschränkte Prüfungskompetenz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 etwa im Hinblick auf eine grundsätzliche 

                                                            

25 BVerfG, 1 BvR 2707/95 vom 25.8.2000, Absatz-Nr. 11. 
26 BVerfGE 42, 143 (147); 53, 257 (298). 
27 So Jörg Berkemann,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und „seine“ Fachgerichtsbarkeit - Auf 

der Suche nach Funktion und Methodik, DVBl. 1996, S. 1028 (1031). 
28 Martin Niemöller, in: Umbach/Clemens/Dollinger (Hg.), BVerfGG, 2. Auflage, 2005, S. 

127, Rn. 55. 
29 So die Bezeichnung der Ursache von Matthias Jestaedt, (N 12), S. 1315. 
30 Vgl. Matthias Jestaedt, (FN 12), S.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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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kennung der Grundrechte – ist geradezu inkonsequent. Denn über Art. 1 Abs. 

3 GG werden die Fachgerichte nicht nur „grundsätzlich“, sondern umfassend an 

die Grundrechte gebunden.31 Werden die Grundrechte als Grundsatznormen für 

die gesamte Rechtsordnung begriffen, muß dies in der Konsequenz der 

Urteilsverfassungsbeschwerde zu einer Machtverlagerung hin zum 

Bundesverfassungsgericht führen.32

2. Funktionell-rechtliche Grenzziehungen 

Die Unmöglichkeit inhaltlicher Unterscheidungskriterien mußte zu Versuchen 

führen, durch formale Kriterien der stillschweigenden Etablierung einer 

„Superrevisionsinstanz“ des Verfassungsgerichts entgegenzuwirken. 

Ausgangspunkt dieser Überlegungen ist eine differenzierte 

Funktionsbeschreibung von Fach- und Verfassungsgerichtsbarkeit. Danach 

müssen „staatliche Entscheidungen möglichst richtig, das heißt von den Organen 

getroffen werden, die dafür nach ihrer Organisation, Zusammensetzung, Funktion 

und Verfahrensweise über die besten Voraussetzungen verfügen“ 33 . Die 

Auslegung und Anwendung einfachen Rechts sollte demnach bei den 

Instanzgerichten verbleiben, ein hierbei unterlaufener Fehler dürfte nicht zur 

Aufhebung des letztinstanzlichen Urteils durch das Verfassungsgericht führen. 

Andernfalls würde die Tür zur „Superrevision“ aufgestoßen, die vom 

                                                            

31  Vgl. Wolfgang Roth, Die Überprüfung fachgerichtlicher Urteile durch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und die Entscheidung über die Annahme einer 
Verfassungsbeschwerde, AöR 121 (1996), S. 544 (550). 

32 Böckenförde, (FN 19), S. 1 ff. 
33 BVerfGE 68, 1 (86); 98, 218 (251). Vgl. dazu Florian Becker, Kooperative und 

konsensuale Strukturen in der Normsetzung, 2005; zu funktionell-rechtlichen 
Überlegungen in diesem Kontext, Jestaedt, (FN 12), S. 1312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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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desverfassungsgericht nicht bewältigt werden könne.34 Der Sache nach wird 

die „funktionell-rechtliche Schranke“ bereits in der Heck’schen Formel 

angesprochen, wenn dort von der „besonderen Aufgabe der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gesprochen und der Gedanke einer 

„Superrevisionsinstanz“ zurückgewiesen wird.35

Einen viel diskutierten Ansatz funktionell-rechtlicher Abgrenzung von 

Verfassungsrecht und einfachem Recht legte 1963 Ekkehard Schumann vor.36

Die sog. Schumann’sche Formel versucht, das Spannungsverhältnis von 

allgemeinen Gerichten und Organen des Grundrechtsschutzes dadurch zu lösen, 

daß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die Richtigkeit eines Urteils überprüft, „wenn 

der einfache Gesetzgeber bei der Regelung der betreffenden Materie ohne 

grundrechtliche Beanstandung zu derselben Rechtsfolge wie die (angebliche) 

unrichtige Auslegung hätte kommen könne.“ 37  Das Urteil wird also in einen 

Rechtssatz „umgedacht“ und als solcher einer Normkontrolle durch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unterworfen. 38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macht 

sich diesen Ansatz teilweise zu eigen:39 „Die Verfassungsbeschwerde ist kein 

                                                            

34  Vgl. abweichende Meinung Rupp-v.Brünneck, BVerfGE 42, 143 (154 ff.): dem 
Bundesverfassungsgericht würde eine weder qualitativ noch quantitativ tragbare Last 
aufgebürdet. 

35 Vgl. BVerfGE 3, 213 (219); BVerfGE 18, 85 (92); 49, 304 (315); zum Ganzen auch 
Matthias Jestaedt, (FN 12), S. 1313. 

36  Ekkehard Schumann, Verfassungs- und Menschenrechtsbeschwerde gegen richterliche 
Entscheidungen, 1963.  

37 Schumann, (FN 36), S. 206. 
38 Schumann, (FN 36), S. 207; ähnlich neuerdings Matthias Jestaedt, (FN 12), S. 1320 f. – 

Kritisch: Berkemann, (FN 27), S. 1032 f. 
39 BVerGE 79, 283 (290); 81, 29 (31 f.); 82, 6 (15 f.); vgl. Berkemann, (FN 27) S. 1032 f., 

der 4/5 der Entscheidungen durch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nach der Schumann-
Formel gelöst sie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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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ätzlicher Rechtsbehelf zum fachgerichtlichen Verfahren, der sich diesem in 

gleicher Funktion ohne weiteres anschlösse. Vielmehr ist sie eine besondere 

Vorkehrung zur Durchsetzung von Grundrechten und grundrechtsgleichen 

Rechten, mithin ein außerordentlicher Rechtsbehelf, mit dem der Träger des 

vermeintlich verletzten Rechts Eingriffe der öffentlichen Gewalt abwehren 

kann.“40 Nach der verfassungsrechtlichen Kompetenzverteilung obliegt zunächst 

den Fachgerichten die Aufgabe, die Grundrechte zu wahren und durchzusetzen. 

Nur unter den engen Voraussetzungen des § 90 Abs. 2 Satz 2 BVerfGG kann der 

Grundsatz der Subsidiarität durchbrochen werden. In dieser Konkretisierung des 

Verhältnisses von Grundsatz und Ausnahme spiegelt sich die Bedeutung wider, 

die das Grundgesetz der fachgerichtlichen Rechtsprechung auch für die 

Einhaltung verfassungsrechtlicher Grundentscheidungen beimißt. 41  Schlicht 

fehlerhafter Gesetzesanwendung darf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demnach 

nicht im Wege der Urteilsverfassungsbeschwerde entgegentreten. Für diese 

Verstöße hat es sein Bewenden beim fachrichterlichen Grundrechtsschutz. 42

Letztlich aber vermögen funktionell-rechtliche Überlegungen nur Vorschläge für 

eine positiv-rechtliche Aufgabenumschreibung von konkurrierenden Gerichten zu 

liefern, aber keine Kriterien für Abgrenzungen unterhalb des positiven Rechts mit 

dem Ziel von Problemlösung in der Praxis. 

3. Schwere des Grundrechtseingriffs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bedient sich ferner des Kriteriums der Intensität 

des Grundrechtseingriffs, um seine Überprüfungsbefugnis graduell abstufen zu 
                                                            

40 BVerfGE 94, 166 (213 f.); 107, 395 (413); st.Rspr. 
41 BVerfGE 49, 252 (258); 107, 395 (414). 
42 Jestaedt, (FN 12), S.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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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önnen.43 Maßgeblich ist die Eingriffsintensität in ein Grundrecht, nicht aber die 

Schwere des gerichtlichen Verstoßes gegen eine einfachrechtliche Norm.44 Die 

Feststellung eines intensiven Grundrechtseingriffs hänge ab von der Eigenart des 

Grundrechts45 und spielt insbesondere bei den Kommunikationsgrundrechten aus 

Art. 5 Abs. 1, Abs. 3 GG 46  sowie beim Asylgrundrecht Art. 16 a GG eine 

wichtige Rolle.47

Das Kriterium der Eingriffsintensität ermöglicht dem Gericht eine flexible 

Prüfung fachgerichtlicher Urteile: je größer die Eingriffsintensität desto 

intensiver die verfassungsgerichtliche Prüfung. In der Praxis haben sich drei 

Stufen herausgebildet:48 so überprüft das Bundesverfassungsgerichts bei höchster 

Intensität die hinreichende Beachtung der in den Grundrechten enthaltenden 

Wertentscheidungen für das Zivilrecht.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trifft in 

solchen Fällen „eigene Feststellungen, z. B. Anhörung von Sachverständigen“, 

                                                            

43  Intensität oder Schwere eines Grundrechtseingriffs bilden feste Bestandteile 
verfassungsgerichtlicher Rechtsprechung, vgl. BVerfGE 42, 143 (148 f.); 42, 163 (168); 
54, 129 (135); 67, 213 (223); m.w.N. Stefan Korioth, Bundesverfassungsgericht und 
Rechtsprechung (Fachgerichte), in: FS BVerfG 50 Jahre, 2001, S. 55 (70 f.); - Schon in 
der Heck’schen Formel (BVerfGE 18, 85 [92 f.]) setzt das Gericht fachgerichtliche 
Auslegungsregeln voraus, die „in ihrer materiellen Bedeutung von einigem Gewicht 
sind“; vgl. Dieter Lincke, Die Bedeutung der „Eingriffsintensität“ für den Umfang der 
Nachprüfung gerichtlicher Entscheidungen durch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EuGRZ 
1986, S. 61 ff. 

44 Darin kann ein besonders schwerer Grundrechtsverstoß liegen, vgl. Dieter Lincke, (FN 
43), S. 61. 

45  So BVerfGE 81, 278 (288), vgl. Stefan Korioth,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5. 
Auflage 2001, Rn. 299, der dabei die Kommunikations- und das Asylgrundrecht als Teil 
im Rahmen der Intensitätsdiskussion behandelt.  

46 BVerfGE 67, 213 (223); 81, 278 (289 f.). 
47  Zur umfänglichen Tatsachen- und Einzelfallüberprüfung durch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bei Art. 16 a n. F. GG vgl. BVerfG 54, 341 (356); 76, 143 
(162); zurückhaltender BVerfGE 94; 166 (195). Vgl. Korioth, (FN 43), S. 71. 

48 Vgl.Korioth (FN 43), S.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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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 für sich „eine tragfähige Grundlage für die Beurteilung“ zu schaffen.49 Dazu 

sah sich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beispielsweise veranlaßt, als es das 

Interesse eines Strafgefangenen an seiner Resozialisierung im Konflikt mit der 

Ausstrahlung einer Dokumentation über die von ihm begangene Straftat durch 

das Fernsehen zu entscheiden hatte. Es sah in einer Verhinderung der 

Resozialisierung einen schweren Eingriff in den Persönlichkeitsbereich des 

Beschwerdeführers.50 Bei Grundrechtseingriffen mittlerer Intensität verzichtet das 

Gericht darauf, seine rechtliche Sichtweise an Stelle des Fachgerichts zu setzen; 

nur ausnahmsweise unterzieht es auch dann „einzelne 

Auslegungsfehler“ verfassungsrechtlicher Kontrolle. 51  Bei geringer 

grundrechtlicher Belastung lehnt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hingegen ein 

„Einschreiten“ grundsätzlich ab. Es sieht sich in diesen Fällen erst dann zum 

„Einschreiten“ befugt, wenn „die Entscheidung der Zivilgerichte 

Auslegungsfehler erkennen läßt, die auf einer grundsätzlich unrichtigen 

Auffassung von der Bedeutung eines Grundrechts, insbesondere vom Umfang 

seines Schutzbereiches beruhen und auch in ihrer materiellen Bedeutung für den 

konkreten Rechtsfall von einigem Gewicht sind.“52

So plausibel diese „prozedurale Gleitklausel“53 erscheint, sie vermag jedoch 

kein intersubjektives Entscheidungskriterium für das Maß der Eingriffsintensität 

                                                            

49 So BVerfGE 35, 202 (219). 
50 BVerfGE 35, 202 (240 ff.); vgl. auch BVerfGE 42, 143 (149); BVerfG, 1 BvR 348/98 v. 

25.11.1999, Rn. 33 ff. 
51 In diesem Sinne BVerfGE 54, 208 (216). 
52 BVerfGE 42, 143 (148 f.). 
53 So Bezeichnung von Berkemann, (FN 27), S.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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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eitzustellen.54  Die Wertung nach Maßgabe von „Art und  Wichtigkeit des 

jeweiligen Grundrechts“55 ist willküranfällig, weil wertungsabhängig. Zudem ist 

das Schwerekriterium zirkelschlüssig: wenn erst eine umfassende Prüfung die 

Feststellung einer „intensiven“ oder „geringfügigen“ Grundrechtsverletzung 

erlaubt,56 ist das grundrechtliche Ergebnis schon getroffen. Schließlich versagt 

das Schwerekriterium vollends in den Fällen, in denen sich gegenläufige 

Interessen Privater gegenüber stehen: einer geringen grundrechtlichen 

Beeinträchtigung auf der einen Seite steht notwendig eine stärkere 

Beeinträchtigung auf anderen Seite gegenüber. 57  Die „Schwere des 

Grundrechtseingriffs“ stellt kein geeignetes Kriterium zur Abgrenzung von 

Fach- und Verfassungsgerichtsbarkeit dar.58

4. Willkür als Kontrollgrenze 

Auch das Willkürverbot als Teil des allgemeinen Gleichheitssatzes gem. Art. 3 

Abs. 1 GG gibt dem Bundesverfassungsgericht ein Mandat zur Überprüfung 

fachgerichtlicher Urteile: „Die verfassungsgerichtliche Kontrolle der Verletzung 

des Gleichheitssatzes durch gerichtliche Entscheidungen greift deshalb nicht bei 

jedem Fehler in der Rechtsanwendung ein. Hinzukommen muss vielmehr, dass 

die fehlerhafte Rechtsanwendung bei verständiger Würdigung der das 

                                                            

54 Vgl. Korioth, (FN 43), S. 71. 
55 Vgl. insoweit auch die Kritik von Dieter Lincke, (FN 43), S. 72. 
56 M.w.N. Markus Kenntner,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als subsidiärer Superrevisior?, 

NJW 2005, 785 (787). 
57  Vgl. Gerhard Robbers, in: Bogs (Hg.), Urteilsverfassungsbeschwerde zum 

Bundesverfassungsgericht, 1999, S. 57, (58); ders., Für ein neues Verhältnis zwischen 
Bundesverfassungsgericht und Fachgerichtsbarkeit, NJW 1998, S. 935 (936). 

58 Ebenso m.w.N. Roth, (FN 31), S.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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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undgesetz beherrschenden Gedanken nicht mehr verständlich ist und sich 

daher der Schluss aufdrängt, dass sie auf sachfremden Erwägungen beruht.“59 Die 

Feststellung von  Willkür im fachgerichtlichen Verfahren nimmt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zum Anlaß für eine umfassende Tatsachenkontrolle 

des vorgelegten Urteils. 60  Dabei versucht das Gericht, starre Grenzen zu 

vermeiden und Flexibilität im Einzelfall durch Verwendung „weicher und 

biegsamer Topoi“ zu wahren.61 Eine Berechenbarkeit der Judikatur vermag dieses 

Vorgehen natürlich nicht sicherzustellen. Eine konturenlose Kasuistik des 

„Willkürlichen“ kann nicht zu einer berechenbaren Positionsbestimmung des 

Verfassungsgerichts im Verhältnis zur Fachgerichtsbarkeit führen oder auch nur 

dazu beitragen.62

5. Von der Unmöglichkeit normativer Begrenzung 

Die hier in aller Kürze vorgestellte Auswahl63 an Strategien zur Vermeidung 

einer Überwältigung der Fachgerichtsbarkeit durch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haben eines nicht erreicht: eine berechenbare und vorhersehbare Grenze 

                                                            

59 BVerfGE 42, 64 (74), stRspr.; vgl. Düwel, (FN 11), S. 163. 
60 Vgl. Ulrich Steinwedel, „Spezifisches Verfassungsrecht“ und „einfaches Recht“, 1976, S. 

161; Ralf Alleweldt, Bundesverfassungsgericht und Fachgerichtsbarkeit, 2006, S. 320. 
61 Vgl. Lincke, (FN 43), S. 60 (60 f.); BVerfGE 42, 143 (148). 
62 Kenntner, (FN 56), S. 788. 
63 Literaturüberblick: Ekkehard Schumann, Verfassungs- und Menschenrechtsbeschwerde 

gegen richterliche Entscheidungen, 1963; Ulrich Steinwedel, Spezifisches 
Verfassungsrecht“ und „einfaches Recht“, 1976; Arno Scherzberg, Grundrechtsschutz 
und „Eingriffsintensität“, 1989; Michael Bender, Die Befugnisse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zur Prüfung gerichtlicher Entscheidungen, 1991; Martin 
Düwel, Kontrollbefugnisse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bei Verfassungsbeschwerden 
gegen gerichtliche Entscheidungen, 2000; Ralf Alleweldt, Bundeverfassungsgericht und 
Fachgerichtsbarkeit,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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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fassungsgerichtlicher Kontrolle im Rahmen der Urteilsverfassungsbeschwerde. 

Darin liegt eine dogmatische Kapitulation, die der moralische Ruf nach einem 

judical self restraint kaum zu kaschieren und noch weniger zu lösen vermag. 

Insoweit man in der Praxis des Verfassungsgerichts ein judical self restraint zu 

erkennen glaubt – Hinweise dafür gibt es –, sind sie Ausdruck berufsethischer 

Zurückhaltung und vorhandener Urteilskraft des Gerichts.64 Wahrscheinlich bietet 

der moralische Appell die einzige, wenn auch sehr weiche Aussicht auf Hoffnung, 

einer Verfassungsgerichtshegemonie vorzubeugen oder diese in Grenzen zu 

halten. Positivrechtlichen Ausdruck dieser Feststellung bilden immerhin die 

Kriterien für die Annahme einer Verfassungsbeschwerde zur Entscheidung.65 Die 

gesetzlichen Annahmevoraussetzungen belassen dem Gericht einen Spielraum 

bei der Auslegung und Anwendung der für die Annahmeentscheidung 

maßgebenden, ausfüllungsfähig formulierten Rechtsbegriffe. „Eine Annahme ist 

gemäß § 93 a Abs. 2 BVerfGG nur geboten, wenn der Verfassungsbeschwerde 

grundsätzliche verfassungsrechtliche Bedeutung zukommt oder die Annahme zur 

Durchsetzung der Grundrechte angezeigt ist, namentlich wenn dem 

Beschwerdeführer durch die Versagung der Entscheidung zur Sache ein 

besonders schwerer Nachteil entstünde. Die Annahme ist nicht angezeigt, wenn 

die geltend gemachte Verletzung von Grundrechten oder grundrechtsgleichen 

Rechten kein besonderes Gewicht hat und den Beschwerdeführer nicht in 

existentieller Weise betrifft.“66

                                                            

64 Alfred Rinken, in: AK-GG, 3. Auflage 2001, Vorb. Art. 93, Rn. 92, der von subjektiver 
Weisheit eines Richterkollegiums spricht.  

65 § 90 Abs. 2, § 93 a BVerfGG in Verbindung mit Art. 94 Abs. 2 GG; vgl. auch BVerfGE 
90, 22 (24 f.); 96, 245 (248 ff.). 

66 Vgl. BVerfGE 90, 22 (25 f.); 96, 245 (248 ff.); 107, 395 (414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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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er auch diese Entscheidungsparameter können dem Gericht keine bindenden 

und handlungsleitenden Vorgaben setzen, weil es letztlich immer das Gericht 

selber ist, daß diese Begriffe auslegt. Nicht nur das Verfassungsrecht, alles Recht 

und alle Dogmatik gelten nur dann und nur so, wie es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als Inhaber des letzten Wortes auslegt oder sich zu 

eigen macht. 67  Das begrenzt den Erfolg theoretischer und dogmatischer 

Bemühungen des wissenschaftlichen Schrifttums zu heteronomer Bindung des 

Gerichts von Anfang an. Darüber sollte man sich keine Illusionen machen: die 

Unabhängigkeit und Höchstrangigkeit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generiert 

ein quasi absolutistisches Herrschaftssystem, das so gut und erfolgreich ist wie 

die Richter ihrer Verantwortung gerecht werden. Freilich lauert hier auch eine 

zumeist übersehene Gefahr: der Rechtsstaat ist auf eindeutige 

Kompetenzzuweisungen und klare Verantwortungszuschreibungen angewiesen. 

Fehlende Grenzen und Grauzonen können ein politisches System langfristig 

ebenso in die Krise führen wie eine Institution.68 Überzieht das Gericht den ihm 

eingeräumten Kredit, könnte es selber schneller zur Disposition gestellt werden, 

als man sich dies gegenwärtig auch nur vorstellen kann.  

V. Rechtspolitische Optionen 

1. Im Rückblick: Gute Zeiten – schlechte Zeiten  

                                                            

67 Otto Depenheuer, Auf dem Weg in die Unfehlbarkeit, in: FS Kriele, 1997, S. 485 (488 f.). 
68 Konrad Hesse, in: Häberle/Hollerbach (Hg.), Ausgewählte Schriften, 1984, S. 312, der 

deswegen vom Bundesverfassungsgericht eine Einhaltung der ihm zugedachten Rolle 
erwart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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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Urteilsverfassungsbeschwerde setzt eine Abgrenzung von 

Fachgerichtsbarkeit und Verfassungsgerichtsbarkeit voraus. Weder die 

Gerichtspraxis noch das Schrifttum konnten allerdings überzeugende und 

praktikable Kriterien entwicklen und bereitstellen, die diese Abgrenzung leisten 

könnten. Das liegt in der Sache selbst begründet: wenn die Grundrechte in die 

gesamte Rechtsordnung „ausstrahlen“ sollen, muß man die Konsequenz einer 

„grundrechtlich verstrahlten Rechtsordnung“ in Kauf nehmen. Gleichwohl: Im 

historischen Rückblick kann die Urteilsverfassungsbeschwerde zweifellos eine 

bedeutende und – aufs Ganze gesehen – erfolgreiche Bilanz vorweisen: sie hat 

maßgeblich zur Implementierung der Grundrechte in die ganze Rechtsordnung 

als unmittelbar geltendes Recht beigetragen. Sie hat zu einer Sensibilisierung der 

Fachgerichte für die Wirkkraft der Grundrechte geführt. Das Selbstbewußtsein 

des Bürgers, aufrechten Ganges und mit den Grundrechten im Rücken sein Recht 

in Karlsruhe zu suchen, ist nachhaltig gestärkt worden.69

Freilich haben die Fachgerichte ihre Grundrechtslektionen inzwischen 

erfolgreich gelernt. Auch hat die Rechtsordnung mittlerweile eine 

„konstitutionelle Sättigung“ erreicht. Insoweit könnte sich die Frage stellen, ob 

auch gegenwärtig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noch so häufig und intensiv 

fachgerichtliche Urteile überprüfen muß oder sollte. Diese Frage stellt sich mit 

besonderem Nachdruck deshalb, weil eine für notwendig gehaltene Abgrenzung 

von Fach- und Verfassungsgerichtsbarkeit – dogmatisch und kompetentiell – 

weder existiert noch aus der Natur der Sache heraus gelingen kann. Vor diesem 

Hintergrund muß auch die Grundsatzfrage nach Sinn und Zweck der 

Urteilsverfassungsbeschwerde erneut gestellt werden dürfen, die die Vor- und 

Nachteile vor dem Hintergrund einer jahrzehntelangen Praxis gegeneinander 
                                                            

69 Vgl. Eckart Klein, in: Piazolo (Hg.),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1995, S. 227 (236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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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wägt. Zwei strukturelle Änderungen stehen theoretisch zur Auswahl, um das 

Problem von den Wurzeln her anzugehen: entweder die grundrechtlichen 

Wirkdimensionen, die vor allem vom Lüth- und Elfel-Urteil ausgingen, 

zurückzudrehen oder die Urteilsverfassungsbeschwerde als solche abzuschaffen. 

Keine dieser beiden theoretischen Optionen haben jedoch gegenwärtig auch nur 

den Hauch einer praktischen Realisierungschance in Deutschland.  

2. Im Ausblick: „Das erste steht uns frei, beim zweiten sind wir 

Knechte“

Anders stellt sich die Problemlage dar, wenn es um die erstmalige Etablierung 

einer Urteilsverfassungsbeschwerde geht. Dort kann man sich die deutschen 

Erfahrungen mit 60 Jahren Urteilsverfassungsbeschwerde zunutze machen. 

Insbesondere kann man vor diesem Hintergrund nunmehr wissen, daß eine 

Urteilsverfassungsbeschwerde mittelfristig eine Verfassungsgerichtshegemonie 

über die sonstige Gerichtsbarkeit mit Notwendigkeit nach sich zieht. All die hier 

skizzenhaft aufgezeigten Dilemmata, die Unmöglichkeit einer kompetentiellen 

Abgrenzung, die Anzeichen wachsenden Unmuts über verfassungsgerichtliche 

Selbstherrlichkeit und damit auch ein Ansehungsverlust der Gerichts müssen 

bedacht werden. Daher sollte man vor der Einführung einer 

Urteilsverfassungsbeschwerde an Goethes Diktum erinnern: „Das erste steht uns 

frei, beim zweiten sind wir Knechte“. Die deutschen Erfahrungen mit der 

Urteilsverfassungsbeschwerde lehren aber, daß die Zauberlehrlinge – einerseits 

der Gesetzgeber, der die Urteilsverfassungsbeschwerde wirkmächtig etablierte, 

andererseits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das die Grundrechte in ihren 

vielfältigen Wirkdimensionen freisetzte – damit Geister gerufen haben, derer sie 

nicht mehr Herr werden können. Fazit: Ebenso wie man die „Büchse 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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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dora“ nur einmal öffnen kann, entwickelt eine einmal eingeführte 

Urteilsverfassungsbeschwerde eine Eigendynamik, die später nicht mehr 

eingefangen werden kann. In diesem Sinne läßt Goethe Mephistopheles den 

Schüler belehren: „Es erben sich Gesetz’ und Rechte/ Wie eine ew’ge Krankheit 

fort,/ Sie schleppen von Geschlecht sich zum Geschlechte/ Und rücken sacht von 

Ort zu Ort./Vernunft wird Unsinn, Wohltat Plage./Weh Dir, daß du ein Enkel 

bist!“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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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쟈크린 모랑드비에(Jacqueline Morand-Deviller) 교수의 기념 논

문집에서 이 윤 교수는 한국의 행정소송의 개 에 하여 언 하면서 한

국 행정법에 미친 독일 행정법의 향에 하여 언 하 다.1) 이에 의하

면, 한국의 행정법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식민지를 거치면서 일

본에 의하여 독일의 행정법 체계가 한국에 수용되게 되었다. 해방 이후 한

국의 법학자들은 독일법학과 긴 한 계를 유지하여 왔다. 독일 행정법의 

향은 매우 실 이었으며 미래의 한국 교수들이 유수의 독일 학에서 

연구를 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랑스 행정법의 향은 항상 존재하여 

왔고, 평가 하 되어서는 안된다.

의미 있는 일화를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2007년 6월 29일, 서울에서 한

국 공법학회의 청으로 랑스의 기본권 보장에 하여 소개하는 것과 

련하여 청을 받은 필자는 많은 한국 교수들과 유 를 맺었다. 거기서 한

국의 교수들이 크게 두 부류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을 느 다. 일명 ‘독일 

학 ’와 랑스 학에서 연구한 ‘ 랑스 학 ’가 그것이다. 두 학 의 경우

에 행정법에 한 시각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느 다. 독일 행정법은 좀 

더 주 인 측면으로 근하는 것인데 반하여, 랑스 행정법에의 근은 

월권소송을 통하여 당사자의 주  권리보호 뿐만이 아니라 일방  행정

행 의 상 방의 불법성을 통하여 객  법질서 수호의 범  안에서 행정

차의 객  성격으로 특징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학설은 이러한 견

해를 수정하 고, 무 도식 이 될 수 있다.2) 따라서 ‘주  권리’의 개

념은 랑스 행정법에서도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역사  의미를 가진다.

1) Kwangyoun Lee, « la réforme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en Corée », in 

Mélanges en l’honneur de Jacqueline Morand-Deviller, Confluences, 

Montchrestien, 2007, pp419-425.

2) M. Fromont, Droit administratif des Etats européens, Paris, PUF « Thémis », 

2006, pp 35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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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역 안에 있는 것은 사법 모델의 경합이 반복 으로 발생하는 

헌법의 역 안에서 특징 지워 진다. 필립 로보(Philippe Lauvaux) 교수가 

그의 서 ‘ 통령제의 목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동유럽의 신생 민주국

가에서 독일과 랑스의 의회주의의 향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3) 그에 

따르면, 앙 유럽과 동유럽 국가에서 새로운 공법 제도의 정착은 랑스

와 독일 모델의 경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헌법에서 이러한 것은 ‘사법 기술의 이 ’ 문제와 연 된다. 이론  비교

를 통하여, 우리는 ‘태동’ 는 ‘모방 상’에 하여 말할 것이다.4) 이는 다

른 나라로부터 국가로의 정치 는 사법제도의 이  메카니즘에 한 의문

과 련된다. 상호간에 헌법 모델의 연 성을 논증하는 것이 민한 문제

라면, 이러한 것은 필연 으로 ‘수용’과 연 된다. 수용은 비교되는 법 이론

의 다른 앙 개념을 구성하는 것이다. 한국의 헌법재 소는 탄생 20주년

을 맞이하 는데, 유럽의 헌법재 이 모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은 한국 공법에 유럽 헌법재 의 모델의 수입과 목을 한 조

건에 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은 오스트리아의 

명한 학자인 한스 젠(Hans Kelsen)의 이론처럼 유럽 입헌주의의 심제

도가 한국 법으로의 이 에 의하여 나타나는 용과 수정의 문제로 나타난

다. 이는 우리가 한국의 헌법재 소 례를 연구할 때 명백하게 나타난다. 

사실, 기본권 보장을 한 례에 있어서, 한국의 재 들은 사법  형태

를 쫓을 것이고, 그 사회가 담고 있는 법 문화의 철학  개념을 내포하게 

된다. 사회 인 측면에서 ‘아시아 ’ 이라는 것은 서구의 것과 동일하지는 

않다. 이는 ‘융화’와 ‘합의’라는 사상으로 특징 지워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국과 일본의 법문화에서도 나타난다. 여기에는 유교와 불교와 같은 통 

종교가 요한 역할을 한다.

3) P. Lauvaux, Destins du présidentialisme, Paris, PUF « béhémoth », 2002, 138 

pages.

4) Sur ce point, on nous pardonnera de renvoyer à T. Rambaud, Introduction au 

droi tcomparé, PUF « Thémis », Paris, 2009, àparaî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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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한국의 헌법재 소 창

립 20주년과 련된 것이고, 두 번째는 2008년 7월 21일 베르사이유의 합

동의회에서 채택된 랑스의 헌법 개정과 련된 것이다. 2008년 랑스 

헌법개정은 헌법재 과 련하여 구체  규범통제를 채택한 것과 헌법재

소 재  임명과 련한 개정이 있다. 사후  규범통제의 채택은 랑스 

공법 역사에 요한 개 (단 )을 의미한다. 이는 입법 심주의인 랑스 

명 유산에 한 새로운 도 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랑스 

공법에서 일단 효력을 발한 법률은 일반 법원에 의하여 조약에 반되는지 

여부에 하여 심사받지 않을 수 있고 헌법재 소에 의하여 헌으로 선언

될 수 있다. 

한국의 헌법재 소는 1987년 10월 29일의 헌법 제6장에서 규정되고 있

다. 이 헌법은 제6공화국 헌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헌법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가 조직과 기능에 하여 규정하고 있고, 

1988년 8월 5일 채택되고 여러 번에 걸쳐서 개정된 헌법재 소법이 이에 

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랑스 헌법재 소는 1958년 10월 4일 헌법 제7장에서 규정되어 있는데, 

제56조부터 제63조까지에 해당된다. 이에 하여서는 1958년 11월 7일 조

직 법률이 그 조직과 기능 그리고 청구기간 등 차에 하여 자세히 규정

하고 있다.5)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한국의 

헌법재 소는 랑스의 헌법재 소와는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이

다. 헌법재 제도 자체에서 상당히 많은 차이 을 발견할 수 있다. 두 번째

5) C. Bronner, Le fonctionnement interne du Conseil constitutionnel, Mémoire de 

DEA de Droit public interne, Université ParisII, sous la direction de Monsieur 

le professeur G. Drago, 2002, 129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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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국과 독일의 헌법재 제도가 유사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이다. 

사후  규범통제와 일반인에 의한 청구 그리고 헌정당해산심 권을 헌법

재 소가 가지고 있다는 이다. 이것은 한국 헌법 제111조와 1988년 법률 

제2조에 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 성 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물이다. 

칼스루에 치한 독일 헌법재 소의 모델은 1987년 한국 헌법 개정 당

시 상당히 많이 연구가 되어 소개되었다. 많은 한국의 학자들이 독일 학

에서 공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독일 모델을 소개하 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한국을 비교하는 것이 양국의 조문의 

유사성만을 강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 자세히 본 연구를 진행하기 하여 한국의 헌법재 소와 랑스의 헌

법재 소를 비교하면서 헌법재 소를 규율하는 조문을 통하여 양국의 차이

을 지 하지 않을 수 없고 특히 랑스의 헌법률심 제도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한국과 랑스의 헌법재 소의 지 에 하

여 살펴보고, 둘째, 헌법재 소의 권한에 하여 살펴본다.

I) 지위에 관한 비교 분석

비교연구를 하면서 먼  한국과 랑스 헌법재 소의 정치  제도  등

장 배경에 하여 살펴보고, 구성과 조직에 하여 살펴본다.

A) 위헌법률심사기관의 등장 배경

먼  랑스 독자를 하여 한국의 헌법재 소 탄생에 한 역사  근거

를 살펴보는 것이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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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헌법재 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1919년 임시정부가 

첫 번째 헌법을 공포하 지만 일제 지배하에 있었으므로 헌법이 용되지 

않았다. 

1948년 헌법이 한국의 역사에서 효력을 발한 첫 번째 헌법인데, 한국 

통령의 지배 하에서 공포되었다. 공포된 이후 지 까지 9번 개정되었다. 

1948년 헌법은 이승만 당시 통령의 재선 인 1952년 처음 개정되었

는데, 통령 직선제와 양원제를 한 개헌이었다. 제1차 헌법 개정은 차

의 법성에도 불구하고 채택되었다. 그 후 1954년 이승만 통령은 통

령 임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을 시도하 다. 

헌법 개정에 반 하는 항의가 잇따르면서, 1960년 헌법에 의하여 제2공

화국이 탄생하 다. 이는 민주 인 요소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국

무회의, 양원제, 선거 리 원회, 헌법재 소 등을 창설하 다. 법원에 선

거소송을 담당하게 하고 지방자치제도, 기본권 보장 등을 규정하 다.

1961년 박정희의 쿠데타로 1962년 제3공화국이 탄생하 다. 미국 헌법에 

향을 받은 제3공화국 헌법은 일반 법원에서 헌법률심 을 하도록 하

다. 1972년 박정희는 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유신헌법을 공포하고 통

령 후보 수를 제한하는 것을 폐지하고 권력을 집 시켰다.

1979년 박정희의 암살 이후, 1980년 제5공화국 헌법에 의하여 두환을 

통령으로 하는 헌법이 만들어졌다. 

간 선거로 선출되는 통령의 권한은 약화되었다.

1987년 민주화를 향한 항으로 1988년 헌법에 의하여 제6공화국이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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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 다. 이는 1987년 10월 12일 국회에서 채택되고 국민투표를 통하여 

국민들 93%의 찬성으로 개정된 것이다.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효력을 발하 다.

행 헌법재 소가 만들어진 것은 제6공화국 헌법에서이다. 헌법재 소

는 유럽모델을 차용한 것으로 헌법률심 , 권한쟁의심 , 헌법소원, 헌

정당해산심 , 탄핵심 을 담당하도록 하 다.

이 의 헌법과는 다른 형태의 헌심사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일반 법원

이 독자 인 헌심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 원회가 헌

법재 소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데, 1948년에 창설된 헌법 원회는 1960년

까지 존속하 다. 즉 제1공화국 기간 동안 존재하 던 것이다. 헌법 원회

는 1972년 제4공화국 헌법에 의하여 다시 등장하여 제5공화국까지 존재하

다. 1960년에 처음으로 헌법재 소가 설치되었는데, 1961년 쿠데타로 사

라졌고 제3공화국은 미국식의 헌법률심사제도를 채택하 다.

랑스 헌법재 소는 제5공화국에서 등장하 는데, 헌법 제34조와 제37

조에 근거하여 입법자와 정부의 권한을 감시하는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뿐

이었다. 이는 의회가 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가 여부를 단하기 한 목

이었다. 헌법재 소는 행정부의 행정명령권을 보장하기 한 감시를 하

여야 했다. 모리스 뒤베르제(Maurice Duverger)가 헌법 제34조의 코멘트에

서 지 한 바와 같이 헌법재 소는 헌법 침해로 인한 시민들을 보호하기 

한 것이 아니라 권력이 침해되는 것을 피하기 한 것이었다.6) 즉 1958

년 헌법에서 헌법률심사제도는 새로운 제도에 의하여 부여된 의회의 권

한을 주어진 권한 내에서 유지하려는 목 이었던 것이다. 결국 의회에 

해 정부에게 주어진 견제 수단인 것이다.7)

6) «Naissance de la Vème République», in N. Wahl(dir.), Analyse de la 

Constitution par la Revue française de Science politique en 1959, Presses de 

la FNSP, 1990, 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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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인 면에서 헌법재 소는 1970년  에 정치  역할을 한다. 헌법

재 소는 정치  투쟁의 심에 서게 되고 사법 인 역 안으로 당사자들

을 끌어들여서 규율하기 시작한다.8) 헌법재 소의 역할에 한 평가를 논

증하기 하여 필자가 개인  사실을 밝히는 것을 양해하기 바란다. 2008

년 6월-7월 교육부 법사자문 원인 필자는 등교육에서 교육자 업에 따

른 학생들에 한 법률을 비해야 했다. 필자는 어떤 면에서 헌법  요구

의 존 이 정치  결정을 가져오는가를 논증할 수 있었다. 헌법  규범 앞

에 경의를 표하는 것만큼 규범의 존 과 법률에 한 애정이 아니라 헌법

재 소에 의하여 결정된 헌법에 근거하여 표결된 법률의 헌결정에 한 

염려이다. 이러한 결정은 정치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통령과 정부 

그리고 국회의 다수를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랑스 헌법재 소에 있어서 두 번의 큰 변화가 있었다.

첫 번째는 1971년 7월 16일 결정에 의한 것이다.9) 헌법재 소는 헌법

률심 을 하면서 심 역을 확 하 는데, 헌법의 개념을 엄격한 의미의 

1958년 헌법 조문뿐 만이 아니라 헌법 前文까지도 포함시켰다. 헌법 前文

은 1789년 인권선언과 1946년 헌법 前文을 포함하고 있는데, 1946년 헌법 

前文은 ‘이 시 에 필요한 정치, 경제, 사회  원칙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구체 인 내용이 前文에 규정되어 있고, ‘공화국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

는 기본 원칙’을 도출하고 있는데 그 구체 인 내용이 前文에 포함되어 있

지 않다. 헌법재 소와 행정최고재 소(Conseil d'Etat)가 공화국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 원칙의 내용을 구체화할 것이다. 

2005년 3월 1일 헌법 개정 이후, 헌법 前文은 환경헌장에 하여 규정하

7) M. Duverger, Droit constitutionnel et institutions politiques, tome II : Le 

régime politique français, 4ème édition, PUF, coll. Thémis, 1959, p642.

8) D. Turpin, Droit constitutionnel, PUF, coll. Premier cycle, 1992, p6.

9) CC, n°71-44, 16 juillet 1971, Rec.,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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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미쉘 베르포(Michel Verpeaux) 교수가 지 한 바와 같이, 헌법재

소는 환경헌장이 헌법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어떠한 어려

움도 없다. 헌법의 내용이 되는 환경헌장은 헌법 목 의 근원이 되는 것 

같다. 이에 하여 우리는 2005년 4월28일 결정 (n°2005-514 DC du 28 

avril 2005, Loi relative à la création du registre international français)과 

2005년 7월 7일 결정(n°2005-516 DC du 7 juillet 2005, Loi de programme 

fixant les orientations de la politique énergétique)을 인용할 수 있다.10)

랑스 헌법재 소는 입법자로부터 헌법  가치를 가지는 기본권 보장

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랑스 법치국가를 구 하기 하여 1958년 

헌법의 안자들이 국민의회(Assemblée nationale)와 정부의 권한 배분에 

한 보장자로서 기술 인 측면을 헌법재 소에 부여하 다. 이러한 면에

서 한국의 헌법재 소와 랑스의 헌법재 소는 유사한 을 가지고 있다. 

이는 실질  의미에서의 법치주의의 석인 것이고, 루이 보로(Louis 

Favoreu)가 이야기 한 바와 같이 법치국가의 구 이  헌법을 지배하는 

것이다.11)

그러나 체 인 망이 호의 인 것만은 아니다. 다니엘 로샥(Danièle 

Lochak) 교수가 Pouvoirs 제13호에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헌법재 소, 기

본권의 보장자인가?’하는 것이다. 다니엘 로샥 교수는 사정부에 한 우

려가 헌법재 소가 권리와 자유에 한 보호자로서 요구되는 담한 해석

을 경계하고 있다고 하 다. 자유에 한 보호와 헌법조문 사이에서 헌법

재 소는 할 수 없이 목표를 보고 항해하는 것이다. 헌법재 소가 일반

이고 추상 인 용어로 된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엄격하게 정치  결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인권과 기본권 문가들에 의하여 자주 인용되듯이 

10) 이 결정에 해서는 랑스 헌법재 소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 

www.Conseil-constitutionnel.fr

11) L. Favoreu, «Le droit constitutionnel, droit de la constitution et constitution 

du droit», Revue franç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n°1, 1990,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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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 소는 ‘침묵의 경계(vigilance à éclipse)’를 행사하는 것이다.12) 베

로니크 샹페일 데 라(Véronique Champeil-Desplats) 교수가 그의 논문 

‘헌법재 소 자유의 보호자인가, 입법의 결과물에 한 지킴이인가?’13)에서 

지 한 바와 같이 헌법재 소는 침묵에 한 경계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샹페일 데 라 교수는 불충분하게나마 2006년 1월 19일 테러리즘

에 한 투쟁과 안 과 국경 통제에 한 조항들에 한 결정(décision 

n°2005-532 DC du 19 janvier 2006)처럼 많은 결정들을 인용하고 있다. 

한 자는 2005년 10월 26일 국가정보자유 원회(Commission nationale 

Informatique et libertés)가 유보한 자동차 통행자의 감  자동 독에 

하여 헌법재 소가 침묵을 한 것과 권력분립의 기 에 한 몇몇 단어들에 

하여 비 을 하 다.   

그러나 이러한 들이 한국과 랑스 헌법재 소 조직의 요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B) 구성과 조직에 대한 비교 분석

한국의 헌법재 소는 랑스의 헌법재 소와 같이 9명의 재 으로 구

성되어 있다.  다른 유럽의 헌법재 소와 비교하여 많은 숫자는 아니다. 

를 들어 독일의 연방헌법재 소는 16명의 재 으로 구성되어 있다.

12) F. Rolin et S. Slama, «Les libertés dans l’entonnoir de la législation 

antiterroriste», AJDA 2006, n°18, p975.

13) V. Champeil-Desplats, « Le Conseil constitutionnel, protecteur des libertés ou 

cerbère de la production législative », in Frontières du droit, critique des 

droits, Billet d’humeur en l’honneur de Danièle Lochak, Paris, LGDJ, 2007, 

p251 et ss. Dans le même recueil, on lira également l’intéressant billet de 

Patrick Wachsmann : «Des chameaux et des moustiques. Réflexions critiques 

sur le Conseil constitutionnel», p279 et ss. L’auteur reproche au Conseil 

constitutionnel l’insuffisance du contrôle exercé sur les atteintes portées par 

le législateur aux libertés publ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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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형태도 한 완 히 동일하지는 않다. 한국은 헌법 제111조 제2항에 

의하여 9명의 재 은 통령에 의하여 임명된다. 헌법 제111조 제3항은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9명 가운데 3명은 국회가 선출한 자를, 3명은 

법원장이 지명한 자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랑스 헌법에서 3명의 재 은 통령이 임명하고 3명의 재 은 국

민의회 의장이, 그리고 나머지 3명은 상원(Sénat) 의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헌법재 소의 직 재 들은 헌법재 소의 당연직 재 이 된

다.(Les anciens membres du Conseil constitutionnel sont membres de 

droit du Conseil constitutionnel.)14)  재 지스카르 데스텡(Giscard 

d’Estaing)(1974-1981)과 자크 시락(Jacques Chirac)(1995-2007)이 재 으

로 활동하고 있고, 드골(le Général de Gaulle)(1959-1969)과 미테랑

(François Mitterrand )(1981-1995)은 평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피두

(Georges Pompidou)(1969-1974)는 1974년 임기  사망하 으므로 참석할 

기회가 없었다.

2008년 헌법개정안은 7월 21일 양원합동의회에서 채택되었는데, 직 

통령의 당연직 재  자격에 하여 논란이 많았으나 개정을 하지는 않았

다.

반면에 헌법 제13조와 제56조를 개정하여 통령이 재 을 임명하는 

경우 상원과 국민의회의 소  원회에 의하여 통제를 받도록 하 다. 소

 원회에 해서는 조직법률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통제는 

보통은 표결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양원의 소  상임

원회 원 유효투표의 5분의 3 이상이 반 를 하면 임명이 거부될 수도 있

14) 역자 - 이 부분은 착오가 있는 듯하다. 랑스 헌법재 소 재  가운데 당연

직 재 은 직 헌법재 소 재 이 아니라 직 통령이다. 아마 자가 

Les anciens présidents de la République을 Les anciens membres du Conseil 

constitutionnel로 잘못 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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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양원의 원회의 표를 합산하여 계산된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는 상원

의장이 임명하는 재 이나 국민의회 의장이 임명하는 재 에는 용되

지 않는다. 국회의장에 의하여 임명되는 재 에 해서는 단순한 견해만

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재의 상황에서 헌법재 소 재  임명과 련하여 임명권을 남

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개선된 것이다.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측

면에서 헌법률심 의 발 으로부터 나오는 결함으로, 헌법재 소 재  

임명이 정치  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정치제도에서 오

는 재량으로 헌법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그러나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한 

해결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통령이 국회 다수당의 지지를 받

고 있는 경우라면 자의 으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랑스 헌정제도와 다수 통령제에 의하여 야당은 임명 지를 한 5분의 3 

이상의 표를 확보하는데 실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동거정부 하

에서는 야당이 통령의 재  임명에 하여 지를 할 수 있겠으나, 

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상원이 항상 안정 인 다수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실

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국의 헌법재 소 재 은 9명으로 6년의 임기로 연임이 가능하다.15) 

헌법 제112조 제1항에 의하여 새롭게 임명될 때에는 처음 임명될 때와 동

일한 차를 거쳐야 한다.

재 랑스 헌법재 소장은 장루이 드 (Jean-Louis Debré)로 통

령에 의하여 임명되었다. 새로운 차는 그에게 직 으로 용된다. 한국

에서 헌법재 소장은 이강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통령에 의하여 임

명되었다.

15) 한국의 헌법재 소 재  소개에 해서는 http://english.accourt.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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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에서 헌법재 소 재 은 9년의 임기로 연임이 불가능하다.

한국에서 헌법재 소 재 은 6년의 임기로 정년은 65세이고 헌법재

소장의 정년은 70세이다. 실제로 어떠한 재 소장도 6년 이상을 재임하지

는 않았다. 헌법재 소 재 은 다수의 직과 겸직이 지되어 있다.

두 나라의 사법제도에 있어서, 한국의 헌법재 소 재 과 랑스 헌법

재 소 재 은 정치  활동을 해서는 안 되고 정당 가입도 안 된다. 이

는 요한 의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

다. 랑스에서 통령이 헌법  권한을 행사하면서 헌법재 소장이 그의 

의무를 반하면서 통령에게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헌법재 소장이 사법 극주의로 활동을 하면서, 사법 극주의가 행정부의 

수반인 수상의 권한에 한 헌법조항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경우가 헌법재 소장 로베르 바댕테(Robert Badinter)의 경우

라 할 수 있다. 로베르 바댕테는 르몽드지에 당시 수상인 발라뒤르

(Edouard Balladur)에게 답변을 하 는데, 1993년 8월 13일 망명권에 한 

헌법재 소 결정에 한 발라뒤르 수상의 견해 발표 이후 답변을 하 던 

것이다.16)

1988년 한국의 헌법재 소법은 헌법재 소 재 이 모든 경제  활동

과 보수를 받는 활동을 지하고 있고, 다른 공직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

고 있다.

II) 다른 기능

한국 헌법 제111조로부터 랑스 헌법재 소에 의하여 행사되는 권한에 

있어서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16) Le Monde, 23 novembre 1993,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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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한국 헌법재판소의 기능

한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국 헌법의 철학

 근원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하여 헌법재 소는 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헌법 제111조는 5개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헌여부 심  

- 탄핵의 심  

- 정당의 해산 심  

- 국가기  상호간, 국가기 과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의 권한쟁의에 한 심  

-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한 심  

이러한 은 랑스 헌법학자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 을 다. 첫째, 헌

법재 소의 주요 결정은 헌법재 소 홈페이지에 문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이다. 헌법재 소 홈페이지에는 헌법재 소 창설 이후 136개의 주요 결

정이 소개되어 있다.17) 

한국의 헌법재 소는 사후  규범통제를 하면서 사인도 청구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헌법재 소는 헌여부에 하여 단을 하는 법원을 경유

하여 결정을 한다. 한국 법에서 헌법재 소나 일반 법원은 헌문제가 제

기되었을 때 그들의 입장에서 법률이 헌법에 반되는 이유를 설시하여야 

한다. 한국 헌법재 소의 이러한 권한은 조약이라든가 통령령에도 용

된다. 헌법재 소의 결정은 기속력을 가지고 있다.18)  

17) http://english.ccourt.go.kr

18) 역자 주 - 필자는 한국의 헌법재 소 결정의 기속력에 하여 헌결정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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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독일 법에서 유사한 을 발견할 수 있다. 2008년 7월 21일의 헌

법개정 이후 랑스 법도 행정최고재 소(Conseil d'Etat)와 법원(Cour 

de cassassion) 수 에서의 여과장치가 마련되어 일반인들의 신청으로 

헌법률심 이 이루어진다.

헌정당해산심 에 한 권한에 있어서도 직 으로 독일 법의 향

을 받았다. 독일 기본법 제21조 제2항이 이에 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목 이나 추종자의 행태에 있어서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을 태롭게 하려고 하는 정당은 헌이다. 헌성

의 문제에 해서는 연방헌법재 소가 결정한다.” 독일 연방헌법재 소는 

독일연방하원의원(Bundestag)이나 독일연방상원의원(Bundesrat) 는 연방

정부에 의하여 청구될 수 있다. 만약 헌으로 선언되면, 한국 법에서와 마

찬가지로 정당은 해산되고 다른 형태로 재 창설되는 것이 지된다. 이러

한 차에 의하여 1952년 10월 23일 신나치정당인 사회주의 국가당과 1956

년 8월 17일 독일 공산당이 강제 해산되었다. 1956년 결정은 차의 정당

성과 성에 하여 긴 논의 끝에 내려진 결정이었다. 연방헌법재 소는 

닌 마르크스주의가 독일 기본법 제21조 제2항의 ‘기본  질서와 자유 그

리고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고 선언하 다. 2002년 11월 28일 한국 헌

법재 소가 국가보안법(la loi de Sûreté nationale) 상의 찬양 고무죄에 

하여 헌 선언한 것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결정에서 헌법재 소는 

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자유에 우호 인 민주주의에 해 약한 개념을 채

택하 다.

반면에 2003년 3월 13일 결정에서 독일 연방헌법재 소는 주요한 차

인 이유로 극우단체인 NPD에 하여 해산을 하지는 않았다.19) 랑스 

모든 결정이 기속력을 가진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19) EU GRZ 2003, p 291 ; sur ce point, T. Rambaud, «Le droit allemand de la 

non-discrimination à l’épreuve du Droit communautaire», Annales de la 

facultés de droit, d’économie et d’administration de Metz, 2007, pp167-176,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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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1936년 테크  법률(décret loi)에 근거하여, 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는 데크 로 국가의 공화국 형태에 하여 침해하는 결사에 

하여 해산할 수 있다.  

헌법기  상호 간, 국가 기  상호 간 는 국가기 과 지방자치단체 간

의 분쟁에 하여 헌법재 소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권한쟁의 심 에 

있어서 헌법재 소는 공권력의 규범  활동에 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시 독일 헌법의 향을 받은 것인데, 랑스 헌법에는 

이와 유사한 제도가 없다. 랑스 헌법재 소는 헌법기  상호간의 분쟁에 

하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20) 더욱이 행정최고재 소와 마찬가지로 

통치행 에 하여 사법심사를 할 권한이 없다. 

 B)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기능

랑스 헌법재 소는 첫 번째 결정에서 다음과 같이 설시하 다. “헌법

재 소의 권한은 헌법에 의하여 엄격하게 제한된다. 헌법재 소의 권한은 

조직 법률에 의하여 자세하고 구체 으로 주어지는데, 헌법 조문에 의하여 

형성된 원칙의 존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헌법재 소는 헌법이나 조직 

법률에 의하여 명시 으로 규정된 권한과 다른 권한은 행사할 수 없다.”21) 

랑스 헌법재 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 조직 법률과 의회 규칙에 한 의무  헌심 (헌법 제61조 제1항)

spécialement, p169 ;P. Lauvaux, Les grandes démocraties contemporaines, 

Paris, PUF, Droit fondamental, 2004, 3ème édition, paragraphe 236.

20) E. Carpentier, La résolution juridictionnelle des litiges entre organes 

constitutionnels, Paris, LGDJ et Fondation Varenne, 2006, préface d’A. Roux, 

546pages.

21) CC, 14 septembre 1961, Grandes décisions du Conseil constitutionnel, 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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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법률에 한 헌심 (헌법 제61조 제2항)과 조약에 한 헌심

(헌법 제54조)

- 행정최고재 소와 법원을 통한 공포된 법률에 한 헌심 (헌법 

제61-1조)

- 법률과 명령의 권한분배에 한 통제(헌법 제37조 제2항, 제41조 제2

항, 제61조 제2항)

- 국가선거후보자 통제( 통령 사고나 궐  시에 해서는 헌법 제7조, 

국회의원의 피선거권과 겸직 지에 해서는 헌법 제25조, 선거법 제

136조, 제136-1조, 제151조)

- 헌법 제16조 긴 조치권에 한 통제 이 권한은 단순한 자문이고 공

포되지 않는다

- 지방법(lois de pays)에 한 합헌성 통제(헌법 제77조와 1999년 3월 

19일 조직법률 제13조와 제14조)

헌법재 소는 국민투표 법률22)과 헌법개정 헌법률에 하여는 헌심사

권이 없다.23)

랑스 헌법재 소 례를 분석하여 헌법재 소의 권한을 연구할 수 있

다. 이러한 에서 몇 가지 랑스 헌법재 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독창 이라는 것이다. 엘리자베스 졸러(Elisabeth Zoller) 교수는 그

의 유명한 서 ‘헌법’에서24) 랑스의 헌법률심 은 두 단계로 시행된다

고 하 다. 첫 번째 단계는 행정최고재 소가 자문 기 으로 역할을 한다

는 에서 통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헌법 제39조에 기인하여 모든 정

부제출 법률안에 하여 헌심사를 할 수 있다. 2008년 헌법 개정으로 의

22) 역자 주 - 2008년 7월 헌법개정으로 국회의원 발의 국민투표 법률안은 국민투표

에 회부되기 에 의무 으로 헌법재 소에 헌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23) Décision du Conseil constitutionnel du 26 mars 2003, déc. N°2003-469 DC, 

Rec., p293.

24) Droit constitutionnel, PUF, droit fondamental, 2000, 2èmeé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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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출 법률안에 해서까지 확 되었다는 이다. 이 단계에서 행정최고

재 소는 정부에게 사법  조언을 할 수 있는데, 정부가 이에 구속되는 것

은 아니다. 행정최고재 소의 견해가 정부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헌법재 소에 의한 헌결정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 각각의 정부제출 

법률안에 해서 행정부서가 정해진다. 이 단계에서 부서의 장은 보고자를 

임명한다. 보고자는 부처의 표자가 된다. 각각의 정부제출 법률안에 있어

서, 부처에 계부서로서 조정자가 있다. 회의는 행정최고재 소에서 조직

되는데, 조문이 소  부서에서 논의된다. 그리고는 행정최고재 소 부원장

의 주재 하에 부서의 장이 참석한 가운데 원회의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2008년에 미쉘 피노(Michel Pinault)를 장으로 하는 행정부서가 만들어 졌

다. 원회의의 견해는 정부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조문은 국무회의에서 채택된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국회에서 논의된다.  2008년 7월 21일 헌법 개정을 통하여 이 마지막 

단계에서 많은 수정의 상이 되는 것이다. 의사일정의 조정, 제49-3조의 

수정 등등……25)  

이 첫 번째 단계에서 행정최고재 소가 법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행

정최고재 소의 견해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엘리자베스 졸러 교수는 두 번째 단계로 헌법재 소에 의한 헌법률심

사를 들고 있다. 

헌법재 소는 투표된 법률에 한 헌성을 심사하여 헌법 제62조 제2항

에 의하여 기속력이 있는 결정을 한다. 이 두 번째 단계의 헌법률심사는 

유럽형 헌법재 인데 랑스의 독특한 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독특한 

이 한국의 헌법재 소와 랑스 헌법재 소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25) 이것은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아니다. 헌법재 소 홈페이지나 국민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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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선거소송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의 헌법재 소와

는 다르게 랑스 헌법재 소는 헌법 제58조부터 제60조에 근거하여 선거

소송을 담당한다. 이러한 기능은 2008년 7월 21일 헌법개정의 상이 되지 

않았다. 유럽의회 의원선거와 지옹 선거, 도 선거, 시 선거는 행정최고재

소가 담당한다. 

한국 법에서 선거소송은 헌법재 소가 아닌 법원이 담당한다.

랑스 헌법 제58조부터 제60조를 보자.

헌법 제58조에 의하여 헌법재 소는 통령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법

성을 통제하고 선거결과를 공포한다. 이러한 통령 선거 통제와 련하여 

헌법재 소는 지 까지 한 번도 무효를 선언한 이 없다.

 

헌법 제59조에 의하여 헌법재 소는 국민의회 의원과 상원 의원선거에 

한 법성을 통제한다.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에서 선거소송은 의회 자

신이 담당하 었다. 그 시 의 랑스 정치제도에서 의회의 우 를 보여주

는 것이다. 그러나 제5공화국의 등장과 더불어 변한 것이다.

이러한 기능은 제도의 활성화에 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임무에 

있어서 헌법재 소는 작업을 하면서 행정최고재 소나 회계원(Cour des 

comptes) 는 법원(Cour des cassassion)의 연구 의 도움을 받는다. 행

정최고재 소나 회계원 는 법원은 많은 례를 가지고 있고, 다른 정

치  선거에 있어서 행정최고재 소의 같은 원칙을 용하고 있기 때문이

다.   

마지막으로 헌법 제60조에 의하여 헌법재 소는 국민투표에 한 법

성을 통제하고 결과를 공포한다. 헌법재 소는 이와 련하여 8번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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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 다.(1961년, 1962년 두 번, 1969년, 1972년, 1988년, 2000년, 2005년) 

모두 기각 결정을 하 는데, 2005년 결정은 유럽헌법조약에 한 결정이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가 한국과 랑스에서 헌법재 소가 권

리와 자유에 한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감소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인간

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한 양 국가의 공통된 가치와 원칙이 있는 것

이다.

[역자서평]

본 논문은 한국과 랑스의 헌법재 을 비교 분석한 논문으로, 양국의 

헌법재 소의 구성을 비교 분석하여 그 차이 을 소개하고 있다. 양국의 

헌법재 소 모두 9명의 임명직 재 으로 구성된다는 에서는 동일하지

만, 랑스의 경우 직 통령이 당연직 종신형 재 이 된다는 것이 특

징이다. 한 헌법재 소의 권한에 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기본권 보장

자로서 헌법재 소가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08년 

7월에 있은 랑스 헌법 개정의 내용까지 담고 있어 유용하다 할 수 있다. 

랑스는 2008년 7월 헌법 개정을 통하여 기존의 사  규범통제와 더불

어서 사후 ․구체  규범통제를 채택하 다는 이 주목할 만하다. 다만 

그 구체 인 입법이 아직 안되어 있는 까닭에 그 구체 인 내용에 해서

는 언 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 개정으로 인한 헌법률심 제도의 변

화를 소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에서는 선거소송을 헌법재 소가 아

닌 법원이 담당하나, 랑스에서는 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해

서는 헌법재 소가 담당하도고 되어 있고, 랑스에는 없는 헌정당해산

심 권과 권한쟁의심 권을 한국의 헌법재 소가 가지고 있다는 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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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s une contribution récente aux mélanges en l’honneur de madame le 

professeur Jacqueline Morand-Deviller, le professeur Kwangyoun Lee concluait 

son étude sur la réforme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en Corée du Sud par un 

rappel de l’influence historique du droit administratif allemand sur le droit 

administratif coréen 1 . Il rappelait, à cet égard, que le système de droit 

administratif allemand fut imposé en Corée par les Japonais lors de l’occupation 

japonaise qui se déroula de 1910 à 1945. Après la libération, les juristes coréens 

ont maintenu des contacts très étroits avec la science juridique allemande. 

L’influence du droit administratif allemand était bien réelle et se manifestait par 

le fait que les futurs professeurs coréens allaient étudier dans les prestigieuses 

Universités allemandes. Pour autant, l’influence du modèle de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a toujours existé et ne doit pas être sous-estimée. 

Qu’on nous autorise en guise d’introduction une anecdote significative. Invité 

à présenter, le 29 juin 2007, une contribution sur la protection des Libertés 

publiques en France en 2007 devant l’Association coréenne des professeurs de 

droit public réunie à Séoul, j’avais eu l’occasion de m’entretenir avec de 

nombreux collègues coréens. J’avais alors été marqué par le fait que mes 

éminents collègues se partageaient, pour l’essentiel, en deux camps : ceux qui 

relevaient, de ce qu’il est possible d’appeler, l’ « école allemande » et ceux qui, 

en revanche, avaient fait leurs études dans les facultés de droit françaises et 

appartenaient à l’ « école française ». La vision du droit administratif n’était, dans 

les deux cas, pas la même. On le sait, l’approche du droit administratif allemand 

est plus « subjective », alors que le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se caractérise par 

une conception davantage objective du procès administratif, dans la mesure où 

l’objet du recours pour excès de pouvoir n’est pas tant la protection des droits 
                                                            

1 Kwangyoun Lee, « la réforme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en Corée », in Mélanges en 
l’honneur de Jacqueline Morand-Deviller, Confluences, Montchrestien, 2007, pp 419-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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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ifs des intéressés que le rétablissement de la légalité objective blessée par 

l’illégalité dont l’acte administratif unilatéral a été porteur.  La doctrine vient 

corriger parfois cette vision peut être à certains égards trop schématique2. Ainsi, 

il a été prouvé que la notion de « droits subjectifs » n’a jamais été absente du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Cette distinction n’en fait pas moins sens d’un point de vue historique. 

Ce qui est vrai en droit administratif, l’est encore davantage dans le champ du 

droit constitutionnel où la question de la « concurrence des modèles juridique » 

s’avère récurrente. Le professeur Philippe Lauvaux, dans un essai intitulé Destins

du présidentialisme, l’a bien illustré s’agissant de l’influence des 

parlementarismes allemand et français dans les nouvelles démocraties d’Europe 

de l’Est3. Il existe, selon lui, une concurrence des modèles français et allemand 

dans la mise en place des nouvelles institutions de droit public des Etats d’Europe 

centrale et orientale. 

Cela renvoie, en droit constitutionnel, à la question des « transferts de 

technologie juridique ». En théorie comparative, on va ainsi parler d’« emprunts » 

ou encore de « phénomènes d’imitation » 4 . Il s’agit de s’interroger sur les 

mécanismes de transferts d’institutions politiques ou juridiques d’un Etat vers un 

autre. S’il est délicat de contester la perméabilité des modèles de droit 

constitutionnel les uns aux autres, celle-ci s’accompagne d’un inévitable 

phénomène « d’acculturation », « acculturation » qui constitue un autre concept 

central de la théorie du droit comparé. Ainsi, on pourra écrire que la Cour 

                                                            
2 M. Fromont, Droit administratif des Etats européens, Paris, PUF « Thémis », 2006,  pp 

351-360.
3 P. Lauvaux, Destins du présidentialisme, Paris, PUF « béhémoth », 2002, 138 pages. 
4 Sur ce point, on nous pardonnera de renvoyer à T. Rambaud, Introduction au droit 

comparé, PUF « Thémis », Paris, 2009, à paraî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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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itutionnelle de Corée, qui fête son vingtième anniversaire, relève certes d’un 

modèle européen de justice constitutionnelle, mais ce constat devra 

s’accompagner d’une étude des conditions de l’importation et de la réception du 

modèle européen de justice constitutionnelle en droit public coréen. Ceci revient 

à poser la question des adaptations requises et des modifications impliquées par 

un tel transfert en droit coréen d’une institution centrale du constitutionnalisme 

européen, telle que théorisée par le célèbre juriste autrichien Hans Kelsen. On en 

retrouve des traces évidentes lorsque l’on va étudier la jurisprudence de la Cour 

constitutionnelle de Corée du Sud. En effet, pour efficiente que soit cette 

jurisprudence pour la garantie et la protection des droits fondamentaux, il n’en 

reste pas moins que les juges coréens, qui vont statuer, ont suivi une certaine 

formation juridique et sont imprégnés d’une conception culturelle et 

philosophique de la place du droit dans la société. La conception « asiatique » des 

rapports sociaux n’est pas identique à celle qui prévaut dans les Etats occidentaux. 

Elle est davantage caractérisée par les idées « d’harmonie » et de « consensus ». 

Ce sont des données métajuridiques que l’on retrouve également dans les cultures 

juridiques chinoises et japonaises. L’influence des religions traditionnelles, 

comme le confucianisme et le bouddhisme, y joue un rôle important.  

Le sujet qui nous a été proposé s’inscrit dans le cadre d’une double actualité. 

Celle, en premier lieu, on l’a dit, du vingtième anniversaire de la création de la 

Cour constitutionnelle de Corée, et celle, en second lieu, de la très importance 

révision constitutionnelle du 21 juillet 2008 adoptée par le Parlement français 

réuni en Congrès à Versailles qui a modifié tant le mode de nomination des 

membres du Conseil constitutionnel que les attributions de ce dernier en 

prévoyant dorénavant l’instauration d’une exception d’inconstitutionnalité en 

droit français. L’instauration d’un tel contrôle a posteriori constitue une rupture 

incontestable dans l’histoire du droit public français. Il s’agit d’une nouvelle 

atteinte à l’héritage révolutionnaire français axé autour du légicentri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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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énavant, en droit public français, la loi, une fois entrée en vigueur, peut être 

écartée pour inconventionnalité par le juge ordinaire ou déclarée non conforme à 

la Constitution par le Conseil constitutionnel.   

La Cour constitutionnelle de Corée est régie par le Chapitre VI de la 

Constitution coréenne du 29 octobre 1987 entrée en vigueur en 1988. Cette 

constitution met en place la VIème République. 

Les articles 111 à 113 de ce dernier en définissent l’organisation et le 

fonctionnement. Ces articles sont complétés par une loi relative à la Cour 

constitutionnelle qui date du 5 août 1988 et qui a été modifiée à plusieurs reprises. 

Cette loi apporte de nombreuses précisions complémentaires aux prescriptions 

constitutionnelles.  

Le Conseil constitutionnel français, quant à lui, est régi par le Titre VII de la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qui énonce les articles 56 à 63. Ce dernier article 

renvoie à une loi organique, c’est l’ordonnance portant Loi organique en date du 

7 novembre 1958, qui détermine les règles d’organisation et de fonctionnement 

du Conseil constitutionnel, la procédure qui est suivie et notamment les délais 

ouverts pour le saisir de contestations5.

A la lecture de ces dispostions, deux observations préliminaires peuvent être 

établies. En premier lieu, il en ressort que les modalités d’organisation et les 

fonctions de la Cour sont très éloignées de celles du Conseil constitutionnel 

français. De très nombreuses différences, comme nous aurons l’occasion de le 

montrer, existent entre les deux modèles de justice constitutionnelle. La seconde 

observation tient à un rapprochement qui peut être opéré à certains égards entre 

les modèles allemand et coréen de justice constitutionnelle. On peut citer, à ce 

                                                            
5 C. Bronner, Le fonctionnement interne du Conseil constitutionnel, Mémoire de DEA de 

Droit public interne, Université Paris II, sous la direction de Monsieur le professeur G. 
Drago, 2002, 1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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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re, la mise en œuvre d’un contrôle a posteriori et par voie d’exception 

concentré au profit de la Cour constitutionnelle ou encore la possibilité pour cette 

dernière, dans les deux ordres juridiques, de statuer sur la dissolution d’un parti 

politique. On se réfère, en l’espèce, à l’article 111 de la Constitution coréenne ou 

encore à l’article 2 de la loi de 1988. Il ne faut néanmoins pas en tirer de 

conclusions trop hâtives. 

 Il est certain que le modèle allemand de la cour constitutionnelle de Karlsruhe 

ait été connu et étudié lors de la rédaction de la Constitution coréenne de 1987. 

Le nombre de juristes coréens formés au sein des Universités allemandes en 

constitue, selon nous, un témoignage susceptible de constituer une présomption 

irréfragable en faveur d’une telle influence. Néanmoins, le rôle du comparatiste 

ne saurait se résumer dans la mise en perspective de deux textes, car le 

rapprochement de deux dispositions peut n’obéir qu’un facteur aléatoire. On 

connaît les légitimes interrogations des positivistes sur ce point et les réserves 

soulevées par le professeur Otto Pfersmann. 

Pour revenir plus précisément à notre étude, celle de la comparaison entre la 

Cour constitutionnelle de Corée et le Conseil constitutionnel français, force est de 

constater les différences qui peuvent être soulignées entre les deux organes de 

justice constitutionnelle quant aux dispositions les régissant. Celles-ci peuvent 

s’expliquer, pour une large part, par le caractère spécifique et original du contrôle 

français de constitutionnalité des lois. 

Nous adopterons pour traiter le sujet proposé un plan classique qui se propose 

de distinguer, dans un premier temps, le statut de la Cour constitutionnelle de 

Corée et du Conseil constitutionnel français (I) et, dans un second temps, leurs 

attributions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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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analyse comparative du statut 

Dans le cadre de cette étude comparative, il s’agit, dans un premier temps, de 

revenir sur les conditions d’apparition dans le jeu institutionnel et politique de la 

Cour constitutionnelle de Corée et du Conseil constitutionnel français (A), avant 

dans un second temps d’examiner leur composition et leur organisation (B). 

A) Les conditions d’apparition des deux organes chargés de 

contrôler la constitutionnalité des lois 

Il importe, en premier lieu, de rappeler au lecteur francophone le contexte 

historique qui a conduit à la naissance de la Cour constitutionnelle de Corée du 

Sud.

En 1919, le gouvernement temporaire de la République de Corée avait 

promulgué une première constitution, mais celle-ci n'avait pas été appliquée du 

fait de l’occupation japonaise qui s’exerça de 1910 à 1945. 

La Constitution coréenne de 1948, qui fut donc la première constitution 

effective dans l'histoire de la Corée du Sud, a été promulguée sous le contrôle du 

Président coréen. Elle a été modifiée à neuf reprises.  

La Constitution de 1948 a été modifiée pour la première fois en 1952, avant la 

réélection du président Rhee, afin de prévoir des élections présidentielles directes 

et un Parlement bicaméral. La révision constitutionnelle a été adoptée malgré la 

constatation d’irrégularités de procédure et après d'âpres discussions. En 1954, le 

président Rhee est de nouveau passé en force en étant à l’origine d’un 

amendement limitant le nombre de réélections auquel il était soumis.  

A la suite de nombreuses protestations contre de tels amendements, la 

Deuxième République de Corée a été mise en place par la Constitution de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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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sence plus démocratique, qui créait un Conseil des ministres, un Parlement 

bicaméral, une commission électorale, ainsi qu'une commission constitutionnelle. 

Elle a également prévu des élections pour les juges des cours suprêmes et les 

gouverneurs de province, ainsi que la garantie des libertés individuelles fondées 

sur le droit naturel. 

Avec le coup d'état en 1961 de Park Chung-hee, la Troisième République de 

Corée a été instituée en 1962. Les amendements adoptés s'inspiraient du droit 

constitutionnel en vigueur aux Etats-Unis, afin notamment d'assurer un examen a

minima de la constitutionnalité des lois. En 1972, Park Chung-hee a renforcé son 

autorité en promulguant la Constitution de la Quatrième République, appelée la 

« Constitution Yusin ». Elle supprime la limitation du nombre de mandats 

présidentiels et opère une centralisation du pouvoir. 

Après l'assassinat de Park en 1979, la Cinquième République de la République 

de Corée a été instituée par la Constitution de 1980, sous le mandat du président 

Chun Doo-hwan.

 Les pouvoirs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élu au suffrage indirect, diminuent. 

A la suite des manifestations en faveur de la démocratie en 1987, la 

Constitution actuelle, entrée en vigueur en 1988, a institué la Sixième République. 

D’un point de vue technique, il s’agit d’une loi de révision constitutionnelle 

adoptée par l'Assemblée nationale le 12 octobre 1987, puis approuvée par 

référendum, le 28 octobre, par 93% des citoyens. Cette loi constitutionnelle est 

entrée en vigueur le 25 février 1988. 

C’est dans ce cadre constitutionnel que fut mise en place la nouvelle Cour 

constitutionnelle. Elle s’inscrit, pour reprendre une terminologie chère au regretté 

président Louis Favoreu, dans le cadre du modèle européen de justice 

constitutionnelle. En effet, conformément au critère permettant de fonder la 

distinction entre modèle européen et modèle américain de justice 

constitutionnelle, il s’agit une cour spécialisée qui juge de la constitutionnalit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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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 lois, arbitre les conflits de compétence entre les autorités gouvernementales, 

instruit les plaintes pour atteinte à la Constitution déposées par les citoyens, 

décide en cas de procédure d'impeachment et prononce la dissolution des partis 

politiques.

 Les Constitutions antérieures prévoyaient différents modes de contrôle de la 

constitutionnalité des lois, mais le pouvoir judiciaire ne disposait pas de 

l'indépendance nécessaire à l'exercice de ses compétences. Un Comité 

constitutionnel avait ainsi constitué le premier ancêtre de la Cour. Ce Comité est 

crée en 1948 et est resté en activité jusqu'en 1960, c’est-à-dire pendant la période 

de la Première République. Le Comité constitutionnel est par la suite rétabli à 

l'avènement de la IVe République en 1972 et a survécu à l'instauration de la 

Vème République. Entretemps, la "première" Cour constitutionnelle avait vu le 

jour en 1960, avant de devoir disparaître presque immédiatement avec la fin 

brutale et prématurée de la IIe République qui succomba à un coup d'état le 16 

mai 1961.La IIIe République avait, quant à elle, vu l'instauration d'un système de 

contrôle de constitutionnalité vaguement importé des Etats-Unis. 

Le Conseil constitutionnel, pour sa part, est apparu avec la Vème République. 

A l’origine, son rôle était uniquement de veiller à la répartition des matières entre 

le législateur et le gouvernement, opérée par les articles 34 et 37 de la 

Constitution, afin de vérifier que le Parlement n’empiète pas sur le domaine de 

compétences du gouvernement. Il devait veiller au respect du Pouvoir 

réglementaire autonome du gouvernement. Comme le note Maurice Duverger, au 

détour d’un commentaire de l’article 34 de la Constitution, « le Conseil 

constitutionnel n’a pas pour mission de protéger les citoyens contre la violation 

de la Constitution, mais d’éviter les empiètements d’un pouvoir sur l’autre »6. Il 

                                                            
6 « Naissance de la Vème République », in N. Wahl (dir.), Analyse de la Constitution par la 

Revue française de Science politique en 1959, Presses de la FNSP, 1990, p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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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oute « dans la Constitution de 1958, le contrôle de constitutionnalité…a pour 

but précis de maintenir le Parlement à l’intérieur des limites où le nouveau 

régime a voulu l’enfermer ; il est essentiellement un moyen d’action donné au 

gouvernement sur les assemblées »7.

 D’un rôle purement technique, il va, au début des années 1970, jouer un rôle 

bien davantage politique. Dorénavant, « le juge constitutionnel se trouve placé au 

cœur des controverses politiques, obligeant les acteurs de ce jeu à formuler de 

plus en plus leurs interventions en termes juridiques »8. A titre personnel, j’ai pu, 

on voudra bien excuser cette incise personnelle, constater l’avènement d’un tel 

changement d’appréciation du rôle du Conseil constitutionnel. Conseiller 

juridique du Ministre de l’Education nationale, il a fallu porter, pour le cabinet du 

Ministre, en juin-juillet 2008, la préparation de la loi relative à l’accueil des 

enfants scolarisés dans l’enseignement primaire en cas de grève du personnel 

enseignant. J’ai pu constater à quel point le respect des exigences 

constitutionnelles constitue une préoccupation constante des décideurs politiques. 

Ce n’est pas tant d’ailleurs l’amour de la loi et du respect du droit en tant que tels 

qui conduisent à une telle déférence devant la règle constitutionnelle, mais bien 

plutôt la crainte d’une décision de non-conformité de la loi votée à la Constitution 

rendue par le Conseil constitutionnel, décision qui aurait une résonance politique 

tout à fait évidente et qui affaiblirait véritablement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le gouvernement et la majorité parlementaire. 

Deux dates sont plus particulièrement à retenir pour saisir la portée de cette 

évolution.

                                                            
7  M. Duverger, Droit constitutionnel et institutions politiques, tome II : Le régime 

politique français, 4ème édition, PUF, coll.Thémis, 1959, p 642. 
8 D. Turpin, Droit constitutionnel, PUF, coll. Premier cycle, 1992,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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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 premier lieu, la décision du 16 juillet 19719, décision par laquelle le 

Conseil constitutionnel décide d’élargir le champ de son contrôle de la loi, non 

seulement au texte stricto sensu de la Constitution de 1958, mais aussi au 

Préambule de cette dernière. Le Préambule renvoie à la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du 26 août 1789 et au Préambule de la Constitution de 

1946. Ce dernier énonce deux catégories de principes : les « Principes politiques, 

économiques et sociaux particulièrement nécessaires à notre temps » dont la liste 

figure dans le corps du Préambule et les « Principes fondamentaux reconnus par 

les lois de la République », dont la liste ne figure pas dans le corps du Préambule. 

Il reviendra au Conseil constitutionnel et au Conseil d’Etat de fixer la liste de ces 

P.F.R.L.R.

 Depuis la révision constitutionnelle du 1er mars 2005, le Préambule renvoie 

également à la Charte de l’environnement. Comme l’a remarqué le professeur 

Michel Verpeaux, « le juge constitutionnel n’a fait aucune difficulté pour 

reconnaître valeur constitutionnelle à la Charte. Celle-ci, du fait de son contenu et 

de sa rédaction, semble être la source d’objectifs constitutionnels ». On peut ici se 

référer aux décisions n°2005-514 DC du 28 avril 2005, Loi relative à la création 

du registre international français, n°2005-516 DC du 7 juillet 2005, Loi de 

programme fixant les orientations de la politique énergétique10.

Le Conseil français est ainsi devenu progressivement le gardien des droits et 

des libertés à valeur constitutionnelle à l’encontre du législateur. Il est sorti du 

rôle purement technique de gardien de la répartition des compétences entre 

l’Assemblée nationale et le gouvernement où entendait le confiner les rédacteurs 

de la Constitution de 1958 pour s’affirmer comme un pilier essentiel de l’Etat de 

                                                            
9 CC, n°71-44, 16 juillet 1971, Rec., p 29. 
10  On rappellera que ces décisions sont consultables sur le site web du Conseil 

constitutionnel : www.conseil-constitutionnel.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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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it en France. A cet égard, au regard des finalités en cause, un rapprochement 

peut assurément être opéré entre la Cour constitutionnelle coréenne et le Conseil 

constitutionnel français. Ce sont des « pièces maîtresses » de l’Etat de droit 

entendu au sens matériel. Or, pour Louis Favoreu, « l’idée de réalisation de l’Etat 

de droit domine le droit constitutionnel moderne »11. Ainsi, l’Etat de droit est 

érigé en paradigme structurant toute la matière du droit constitutionnel. 

Le tableau n’est cependant pas idyllique. Le professeur Danièle Lochak titrait 

sa contribution au numéro 13 de la revue Pouvoirs : « le Conseil constitutionnel, 

protecteur des libertés ? » Pour le professeur Lochak, la crainte de la critique du 

gouvernement des juges conduit le Conseil constitutionnel à tempérer 

l’interprétation audacieuse qu’exigerait une protection pleinement satisfaisante 

des droits et des libertés. Entre une telle protection et une lecture à la lettre de la 

Constitution, le Conseil constitutionnel est contrait de naviguer à vue. Il ne peut 

pas bâtir une politique jurisprudentielle solide, d’autant plus que les droits et les 

libertés formulés en termes généraux et abstraits, interdisent toute conclusion 

certaine. Selon elle, le Conseil constitutionnel n’exerce qu’une « vigilance à 

éclipse », souvent prise en défaut par les spécialistes des droits de l’Homme et 

des libertés publiques12. Cette analyse est corroborée par madame le professeur 

Véronique Champeil-Desplats dans sa contribution : « le Conseil constitutionnel, 

protecteur des libertés ou cerbère de la production législative ? »13 Elle cite un 

                                                            
11 L. Favoreu, « Le droit constitutionnel, droit de la constitution et constitution du droit », 

Revue franç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n°1, 1990, p 79. 
12 F. Rolin et S. Slama, « Les libertés dans l’entonnoir de la législation antiterroriste », 

AJDA 2006, n°18, p 975. 
13 V. Champeil-Desplats, « Le Conseil constitutionnel, protecteur des libertés ou cerbère de 

la production législative », in Frontières du droit, critique des droits, Billet d’humeur en 
l’honneur de Danièle Lochak, Paris, LGDJ, 2007, p 251 et ss. Dans le même recueil, on 
lira également l’intéressant billet de Patrick Wachsmann : « Des chameaux et des 
moustiques. Réflexions critiques sur le Conseil constitutionnel », p 279 et ss. L’auteur 



894

certain nombre de décisions qui lui paraissent insuffisamment protectrices des 

libertés publiques, comme la décision n°2005-532 DC du 19 janvier 2006 sur la 

lutte contre le terrorisme et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relatives à la sécurité et 

aux contrôles frontaliers. L’auteure regrette la censure de quelques mots 

seulement sur le fondement de la séparation des pouvoirs et le sil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sur la mise en place du dispositif automatique de lecture des 

plaques minéralogiques et de photographie des passagers du véhicule au sujet 

duquel l’avis du 26 octobre 2005 de la Commission nationale Informatique et 

libertés (C.N.I.L) avait été très réservé. 

Mais, ce recours aux finalités ne peut pas occulter les différentes importantes 

existantes entre les deux organes de justice constitutionnelle en Corée et en 

France.

B)  Analyse comparative de la composition et de l’organisation 

La Cour constitutionnelle de Corée, comme le Conseil constitutionnel français, 

comprend neuf juges. Ce qui reste un nombre assez peu élevé au regard de la 

composition des autres cours constitutionnelles européennes. On rappellera que la 

Cour constitutionnelle de Karlsruhe comprend seize juges. 

Le mode de nomination n’est cependant pas parfaitement identique. Aux 

termes de l’alinéa 2 de l’article 111 de la Constitution, les neuf juges sont 

désignés par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L’alinéa 3 de l’article 111 précise que, 

parmi ces neuf juges, trois sont désignés sur une liste de candidats fixés par 

l’Assemblée nationale et trois autres parmi des candidats proposés par le Premier 

juge de la Cour suprême. 

                                                                                                                               
reproche au Conseil constitutionnel l’insuffisance du contrôle exercé sur les atteintes 
portées par  le législateur aux libertés publ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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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 droit constitutionnel français, trois membres sont désignés par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trois autres par le Président de l’Assemblée nationale et trois 

enfin par le président du Sénat. Les anciens membres du Conseil constitutionnel 

sont membres de droit du Conseil constitutionnel. C’est le cas actuellement des 

anciens présidents de la République Valéry Giscard d’Estaing (1974-1981) et 

Jacques Chirac (1995-2007). En revanche, ni le Général de Gaulle (1959-1969), 

ni François Mitterrand (1981-1995) n’y avaient siégé. La question ne s’était pas 

posée pour le président Georges Pompidou (1969-1974) du fait sa disparition 

prématurée en cours de mandat en 1974. 

 Le projet de révision constitutionnelle, adopté le 21 juillet 2008 en Congrès à 

Versailles, ne remet pas en cause cette possibilité, pourtant discutable, offerte aux 

anciens présidents de pouvoir siéger au sein de la Haute instance.  

En revanche, il résulte des nouvelles formulations combinées des articles 13 et 

56 de la Constitution que les nominations effectuées par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sont dorénavant soumises à un contrôle de la commission compétente 

de chaque assemblée, commission qui sera précisée par une loi organique. Ce 

contrôle va se traduire par l’édiction d’un avis qui pourra, le cas échéant, 

conduire à un refus d’approuver la nomination par un vote à la majorité des 3/5 

des suffrages exprimés au sein des deux commissions compétentes. C’est 

l’addition des voix au sein des deux commissions qui conduira à déterminer si le 

seuil requis est atteint. Cette procédure n’est pas applicable aux nominations 

effectuées par le Président de l’Assemblée nationale et à celles effectuées par le 

Président du Sénat. Dans ces deux dernières hypothèses, il n’y a qu’un avis 

simple des deux commissions compétentes. 

Que penser d’un tel dispositif ? Il améliore incontestablement la situation 

actuelle, dans la mesure où il pose une limite au « fait du prince » qui a pu 

conduire à de réels abus dans les nominations antérieurement effectuées. La 

nomination au Conseil constitutionnel devenait parfois une récompense p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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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s politiques rendus, méthode totalement en décalage avec les impératifs 

issus du développement du contrôle de constitutionnalité des lois  qui conduisent 

à ériger le droit constitutionnel en authentique science. On est désormais loin du 

droit constitutionnel comme discipline résumée à une description des Institutions 

politiques. La solution obtenue n’est néanmoins pas parfaite, car le Président 

dispose toujours de la possibilité de désigner le candidat de son choix, dès lors 

que le Chef de l’Etat dispose de la majorité au parlement. L’opposition n’aura pas 

les moyens constitutionnels de s’opposer à une telle nomination et réunir une 

majorité des 3/5ème ne sera pas chose évidente dans un modèle constitutionnel 

français caractérisé le plus souvent par le fait majoritaire et le « présidentialisme 

majoritaire ». Il reste cependant l’hypothèse de la cohabitation. Mais là encore, 

les garanties offertes à l’opposition ne sont pas très assurées dès lors que le mode 

actuel de scrutin pour les élections sénatoriales assure à la droite une majorité 

stable pour plusieurs années encore. 

Les neuf juges de la Cour constitutionnelle coréenne exercent leurs fonctions 

pendant un mandat de six ans renouvelable14. Tel en dispose l’alinéa 1er de 

l’article 112. Ce dernier précise qu’une nouvelle nomination doit s’opérer selon la 

même procédure que la première désignation. 

Le président du Conseil constitutionnel, actuellement Jean-Louis Debré, est 

nommé par le Chef de l’Etat. La nouvelle procédure lui est directement 

applicable. En droit coréen, le président, actuellement Kang-Kook Lee, est 

nommé par le Chef de l’Etat avec l’accord de l’Assemblée nationale. 

En France, le mandat des membres du Conseil constitutionnel est de 9 ans non 

renouvelables. 

                                                            
14  Pour une présentation des juges de la Cour constitutionnelle de Corée du Sud, 

http://english.ac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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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s juges exercent, en Corée, leurs fonctions au cours de mandats de six ans 

renouvelables et sont contraints de quitter leur poste lorsqu'ils ont atteint l'âge de 

65 ans, excepté le Président de la Cour Constitutionnelle qui est autorisé à exercer 

sa fonction jusqu'à l'âge de 70 ans. En pratique, aucun Président de la Cour n'est 

resté en fonction plus de six ans. 

La fonction de juge de la Cour constitutionnelle coréenne est accompagnée de 

plusieurs incompatibilités.  

Dans les deux régimes juridiques, les membres de la Cour constitutionnelle et 

du Conseil constitutionnel ne doivent pas exercer d’activités politiques, ni 

rejoindre un parti politique. Ils sont tenus ainsi à une importante obligation de 

réserve. Les limites de celle-ci ne sont pas toujours aisées à définir. Ainsi, en 

France, certains ont pu considéré que les propos du président du Conseil, Jean-

Louis Debré, sur la manière dont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exerçait la 

fonction constitutionnelle méconnaissait son obligation de réserve. Le Président 

du Conseil constitutionnel lui reprochait son trop grand activisme, activisme 

conduisant à méconnaître les dispositions constitutionnelles sur les attributions du 

Chef de gouvernement. Déjà, dans le passé, un reproche similaire avait été 

adressé à l’encontre de Robert Badinter qui avait répondu dans le journal le

Monde au Premier ministre Edouard Balladur au sujet d’un article que ce dernier 

avait publié à la suite de la décision du Conseil constitutionnel du 13 août 1993 

sur le droit d’asile15.

De plus, la loi coréenne de 1988 interdit aux juges de la Cour Constitutionnelle 

d'exercer toute activité économique ou rémunérée. Les juges de la Cour ne 

peuvent pas exercer une autre fonction publique. 

                                                            
15 Le Monde, 23 novembre 1993,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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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Des fonctions différentes 

A la lecture de l’article 111 de la Constitution de la Corée (A), il ressort de 

notables différences avec les fonctions exercées par le Conseil constitutionnel 

français (B).  

A) Les fonctions de la Cour constitutionnelle coréenne 

L’article 10 de la Constitution de Corée du Sud dispose que « tous les citoyens 

disposent du droit à la dignité humaine et ont le droit à la recherche du bonheur ». 

Tel est résumé le socle philosophique de la Constitution de la Corée du Sud. Pour 

accomplir cette mission, la Cour constitutionnelle de Corée a un rôle capital à 

tenir.

L’article 111 énumère, à cette fin, cinq titres de compétences dans le chef de la 

Cour constitutionnelle de Corée : 

- l’examen de la constitutionnalité d’une loi sur la requête d’une Cour ou d’un 

tribunal ; 

- le cas d’un Impeachment ; 

- la dissolution d’un parti politique ; 

- la compétence pour statuer sur les litiges entre agences d’Etat, entre agences 

d’Etat et gouvernements locaux et entre gouvernements locaux, 

- les recours constitutionnels prévus par la loi. 

Les présentes dispositions conduisent le juriste français de Droit 

constitutionnel à formuler les observations suivan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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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notera, en premier lieu, que les décisions principales rendues par la Cour 

constitutionnelle de Corée sont disponibles en anglais sur le site de la Cour. Ce 

dernier évoque 136 décisions principales rendues depuis la création de la Cour16.

La Cour constitutionnelle coréenne intervient dans le cadre d’un contrôle de 

constitutionnalité a posteriori et par voie d’exception. Elle statue sur renvoi des 

juridictions ordinaires qui sursoient à statuer pour lui poser une question de 

constitutionnalité. La Cour ou le tribunal qui, en droit coréen, entend poser une 

question quant à la constitutionnalité de l’acte doit expliquer les raisons pour 

lesquelles, à ses yeux, la « loi » lui paraît non conforme à la Constitution. Cette 

compétence de la Cour constitutionnelle de Corée s’étend aux traités 

internationaux et aux décrets présidentiels. Ses décisions sont revêtues de 

l’autorité de chose jugée. 

 On rencontre un schéma similaire en droit allemand. Depuis la révision 

constitutionnelle du 21 juillet 2008, en droit français, est également organisée une 

procédure d’exception d’inconstitutionnalité avec un filtrage opéré au niveau du 

Conseil d’Etat et de la Cour de cassation. 

La compétence pour statuer sur la dissolution d’un parti politique est 

directement influencée par le droit allemand. L’article 21, par 2 de la Loi 

fondamentale allemande dispose en effet : « Les partis qui, d’après leurs buts ou 

d’après le comportement de leurs adhérents, portent atteinte à l’ordre 

constitutionnel, libéral et démocratique ou à le renverser, ou à mettre en péril 

l’existence de la République fédérale d’Allemagne, sont inconstitutionnels. La 

Cour constitutionnelle fédérale statue sur la question de l’inconstitutionnalité ». 

La Cour constitutionnelle fédérale peut alors être saisie par le Bundestag, le 

Bundesrat ou par le gouvernement fédéral. Si l’inconstitutionnalité est prononcée, 

le parti est, comme en droit coréen, dissous et il lui est interdit de se reconstituer 
                                                            

16 http://english.c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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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s une autre forme. La procédure a conduit à la dissolution du SRP, parti néo-

nazi, par un arrêt du 23 octobre 1952, et à celle du KPD, parti communiste, par un 

arrêt du 17 août 1956. Ce dernier n’a été rendu qu’après de longues controverses 

sur la légitimité et l’opportunité de la procédure. La Cour y fait une analyse 

idéologique détaillée du marxisme léninisme qui est déclaré incompatible avec l’ 

« ordre fondamental, libéral et démocratique » visé à l’article 21, par 2 de la Loi 

fondamentale. Il est intéressant de rapprocher cet arrêt de celui rendu le 28 

novembre 2002 par la Cour constitutionnelle de Corée qui déclare 

inconstitutionnelle une disposition de la loi de Sûreté nationale qui punissait de la 

peine de mort certains discours ou actes en faveur de la Corée du Nord qui 

connaît un régime marxiste léniniste. Dans cet arrêt, la Cour coréenne a adopté 

une conception moins militante de la démocratie en faveur des droits et des 

libertés des ressortissants de la Corée du Sud. 

En revanche, dans un arrêt du 18 mars 2003, la Cour constitutionnelle ne 

dissout pas, pour des raisons principalement procédurales, la formation d’extrême 

droite, le NPD17. On rappellera qu’en droit français, sur le fondement du décret 

loi de 1936,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peut, par décret en Conseil des ministres, 

dissoudre des associations qui porteraient atteinte à la forme républicaine de 

gouvernement. 

S’agissant de la compétence de la Cour pour statuer sur les litiges entre 

organes constitutionnels, entre agences d’Etats ou dans les conflits de ces 

dernières avec les gouvernements locaux, il s’agit d’une disposition qui vise à 

faire de la Cour un régulateur de l’activité normative des pouvoirs publics. Une 

                                                            
17  EU GRZ 2003, p 291 ; sur ce point, T. Rambaud, « Le droit allemand de la non-

discrimination à l’épreuve du Droit communautaire », Annales de la facultés de droit, 
d’économie et d’administration de Metz, 2007, pp 167-176, et spécialement, p 169 ; P. 
Lauvaux, Les grandes démocraties contemporaines, Paris, PUF, Droit fondamental, 
2004, 3ème édition, paragraphe 236. 



901

telle disposition, elle aussi inspirée du droit constitutionnel allemand, n’a pas 

d’équivalent en droit constitutionnel français. Le Conseil constitutionnel n’est pas 

le juge des litiges entre organes constitutionnels18. On le sait, pas plus que le 

Conseil d’Etat, il n’est compétent pour statuer sur le contentieux des actes de 

gouvernement.  

B)  Les fonctions du Conseil constitutionnel français 

Le Conseil constitutionnel dispose également d’une compétence d’attribution. 

Dans une de ses premières décisions, le Conseil constitutionnel l’a définie comme 

suit : « Considérant que la compét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est strictement 

définie par la Constitution ; qu’elle n’est susceptible d’être précisée et complétée 

par voie de loi organique que dans le respect des principes posés par le texte 

constitutionnel, que le Conseil constitutionnel ne saurait être appelé à se 

prononcer au titre d’autres chefs de compétence que ceux qui sont expressément 

prévus par la Constitution ou la loi organique »19.

Le Conseil constitutionnel est compétent : 

- pour le contrôle obligatoire de constitutionnalité des lois organiques et des 

règlements des assemblées parlementaires (article 61, alinéa 1er de la 

Constitution) ; 

- pour le contrôle facultatif de la constitutionnalité des lois ordinaires (articles 

61, alinéa 2 de la Constitution) et des traités (article 54 de la Constitution) ; 

                                                            
18 E. Carpentier, La résolution juridictionnelle des litiges entre organes constitutionnels,

Paris, LGDJ et Fondation Varenne, 2006, préface d’A. Roux, 546 pages. 
19 CC, 14 septembre 1961, Grandes décisions du Conseil constitutionnel, 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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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ur le contrôle de lois déjà promulguées par le biais de l’exception 

d’inconstitutionnalité avec le filtrage du Conseil d’Etat ou de la Cour de 

cassation (article 61-1 de la Constitution) ; 

- pour le contrôle de la répartition des matières entre le domaine de la loi et le 

domaine du règlement (article 37, alinéa 2, article 41, alinéa 2, article 61, 

alinéa 2 de la Constitution) ; 

- pour le contrôle de la régularité des opérations électorales présidentielles, 

référendaires et législatives (articles 58, 59 et 60 de la Constitution) ; 

- pour le contrôle des mandats électifs nationaux (article 7 dans l’hypothèse de 

l’empêchement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et, sur renvoi de l’article 25 de 

la Constitution, art. LO 136, 136-1 et 151 du Code électoral en matière 

d’inéligibilités et d’incompatibilités parlementaires) ; 

- le contrôle des conditions de mise en œuvre de l’article 16 de la Constitution. 

C’est un avis non conforme et publié. Il rend également un avis simple et non 

publié sur les mesures prises en application de l’article 16 de la Constitution ; 

- le contrôle de constitutionnalité des « lois de pays » (article 77 de la 

Constitution et articles 103 et 104 de la loi organique du 19 mars 1999). 

Le Conseil constitutionnel ne se reconnaît pas compétent pour statuer sur la 

constitutionnalité d’une loi référendaire ou d’une loi de révision 

constitutionnelle20.

Bien entendu, dans le cadre d’une telle présentation, il ne saurait être question 

d’une analyse approfondie de la jurisprudence constitutionnelle précisant 

l’étendue des compétences du Conseil. Au regard de l’analyse comparative à 

laquelle nous procédons dans le cadre de cette étude, quelques remarques 

s’imposent néanmoins.  En premier lieu, l’originalité du modèle français de 

justice constitutionnelle est incontestable. Cette originalité se situe à plusieurs 
                                                            

20 Décision du Conseil constitutionnel du 26 mars 2003, déc. N°2003-469 DC, Rec., p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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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veaux. Dans son très stimulant ouvrage de Droit constitutionnel21, le professeur 

Elisabeth Zoller relève que le modèle français de contrôle de constitutionnalité 

des lois se situe à un double niveau. En premier lieu, c’est le Conseil d’Etat qui 

intervient en ses formations consultatives. Il est compétent pour statuer sur tous 

les projets de loi en vertu de l’article 39 de la Constitution. Avec la révision 

constitutionnelle du 21 juillet 2008, cette compétence s’étend aux propositions de 

loi. Le Conseil d’Etat, à ce premier stade, intervient pour conseiller juridiquement 

le gouvernement qui est libre ou non de suivre les observations qui lui sont 

adressées. Le risque, dans l’hypothèse où l’avis du Conseil d’Etat ne serait pas 

suivi, réside naturellement dans une possible décision de non-conformité de la 

part du Conseil constitutionnel. Pour chaque projet de loi, une section 

administrative est désignée. Au sein de celle-ci, le président de la section nomme 

un rapporteur. Le rapporteur entend alors des représentants du cabinet du 

Ministre, pour chaque projet de loi il existe un ministère pilote, et de la direction 

ministérielle concernée. Une séance est organisée au Conseil d’Etat où le texte est 

examiné par la Section compétente, puis par l’Assemblée générale du Conseil 

sous la présidence du Vice-Président du Conseil d’Etat en présence des présidents 

de chaque section, dont la section du contentieux. En 2008, a été créée la Section 

de l’administration présidée par Monsieur Michel Pinault. Une fois l’avis de 

l’Assemblée générale, le gouvernement décide ou non d’en tenir compte et le 

texte est alors adopté en Conseil des ministres. Commence alors la discussion 

parlementaire. On signalera à notre lecteur que cette dernière a fait l’objet de 

                                                            
21 Droit constitutionnel, PUF, droit fondamental, 2000, 2ème é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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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breuses modifications par la révision constitutionnelle adoptée le 21 juillet 

2008 : partage de l’ordre du jour, modification de l’article 49-3…22

Naturellement, à ce premier stade, le Conseil d’Etat dit certes le droit (jusris-

dictio), mais son avis n’est pas revêtu de l’autorité de chose jugée.  

 Le professeur E. Zoller relève l’existence d’un second niveau de contrôle de 

constitutionnalité de la loi opéré par le Conseil constitutionnel. 

Ce dernier intervient à un second niveau et, cette fois, la décision quant à la 

constitutionnalité de la loi votée est revêtue de l’autorité de la chose jugée en 

vertu de l’article 62, alinéa 2 de la Constitution. Ce double niveau de contrôle de 

constitutionnalité des lois constitue une spécificité française au sein du modèle 

européen de justice constitutionnelle. C’est cette spécificité qui explique les 

différences de statut entre la Cour constitutionnelle de Corée du Sud et le Conseil 

constitutionnel français. 

On notera également une différence importante quant au contentieux électoral. 

Contrairement à la Cour constitutionnelle de Corée, le Conseil constitutionnel 

français exerce, sur le fondement des articles 58 à 60 de la Constitution française, 

une fonction importante en matière de contentieux électorale. Cette fonction n’a 

pas été remise en cause par la révision constitutionnelle adoptée en Congrès le 21 

juillet 2008. Le contentieux des élections européennes, régionales, cantonales et 

municipales incombe, pour sa part, au Conseil d’Etat. 

Il est à noter qu’en droit coréen, cette fonction électorale échoit non à la Cour 

constitutionnelle, mais à la Cour suprême.  

Rappelons, pour mémoire, le contenu des articles 58 à 60 de la Constitution 

française. 

                                                            
22 Ce n’est pas notre sujet, mais on peut renvoyer au site du Conseil constitutionnel français 

ou de l’Assemblée nationale. On y trouvera la dernière version actualisée du texte 
constitutio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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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rès l’article 58, le Conseil veille à la régularité de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il examine les réclamations éventuelles et proclame les résultats 

du scrutin. Ce contrôle n’a jamais conduit le Conseil, à ce jour, à l’annulation 

d’un tour de scrutin, ni à mettre en cause le choix effectué par le peuple français. 

Au regard de l’article 59 de la Constitution, il statue également sur la 

« régularité de l’élection des députés et des sénateurs ». Sous les III et IVème

Républiques, le juge de l’élection concernée était le parlement lui-même. Ceci 

traduisait clairement la prééminence du parlement au sein des institutions 

politiques françaises de l’époque. La donnée a changé avec l’avènement de la 

Constitution de la Vème République. 

 Cette fonction occupe une part non négligeable de l’activité de l’institution.  

Dans cette tâche, les membres du Conseil sont assistés, en ce qui concerne le 

travail préparatoire, de rapporteurs adjoints issus du Conseil d’Etat, de la Cour 

des comptes et de la Cour de cassation. La jurisprudence y est abondante et 

s’inspire sensiblement des mêmes principes que ceux appliquées par le Conseil 

d’Etat pour les autres élections politiques. 

Enfin, aux termes de l’article 60 de la Constitution, le Conseil « veille à la 

régularité des opérations de référendums et en proclame les résultats ». Le 

Conseil a ainsi été amené à prononcer huit décisions, toutes de rejet et à 

proclamer les résultats de huit référendums (1961, 1962 à deux reprises, 1969, 

1972, 1988, 2000) dont le dernier, en 2005, sur le « traité établissant une 

Constitution pour l’Europe ». 

 Ces différences ne sauraient néanmoins pas dissimuler leur rôle commun dans 

la protection des droits et des libertés en Corée du Sud et en France. Il y a bien 

une communauté de valeurs et de principes entre deux Etats désireux de fonder 

leur légitimité sur la protection des droits et des libertés des person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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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論叢 收  論文索引

第 1 輯(1990年)

論                題 筆    收 面數

美國 違憲審査의 政治的 背景과 憲法

裁判의 動向

韓 炳 寀 7

憲法裁判에 한 管見(Ⅰ) 李 時 潤 57

命令․規則에 한 憲法訴願 邊 精 一 83

過剩禁止의 原則
  －特히 獨逸에서의 理論과 判例를 中心

으로－

梁 三 承 111

陳述拒否權과 그 侵害 否가 問題되는

事例

金 鍾 彬 159

스페인 憲法의 發展過程 金 泳 哲 189

美國 憲法裁判所制度와 裁判에 한

根本理論

孫 容 根 217

憲法法律의 效力
  - 憲法裁判所法 第47條 第2 의 憲法的 

檢討 -

尹 眞 秀 273

違憲法律審判에 있어서 憲法裁判所와 

一般法院의 憲法解釋權

鄭 宗 燮 323

憲法訴願審判의 決定類型과 效力에 

한 察
  - 認容決定을 中心으로 -

李 石 淵 359

論에 비친 憲法裁判 李 宰 鎬 399

憲法訴願의 象에 한 金 顯 哲 431

國家的 計劃作用에 한 憲法訴訟에 

한 察

辛 奉 起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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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 輯(1991年)

論                題 筆    收 面數

規範統制의 象과 特別審判節次 韓 炳 寀 7

憲法裁判에 한 管見(Ⅱ) 李 時 潤 111

國家秘密의 保護法理와 그 適用動向 丘 秉 朔 135

社 的 基本權의 憲法規範性
  - 憲法訴訟的 實現을 한 試論 -

權 寧 星 177

違憲審査의 基準 尹 英 根 209

스페인 憲法裁判所의 管轄과 그 運用現況
  - 우리 制度와의 比 를 中心으로 -

金 泳 哲 237

論出版의 自由와 著作權의 相衝과 調整
  - 憲法上 論出版의 自由를 理由로 하여 

著作權 侵害에 한 免責特權을 認定할 

것인가? -

李 亨 夏 279

美國 憲法訴訟上의 Standing 法吏 金 弘 燁 321

法人의 基本權에 한 硏究 序說 鄭 宗 燮 391

憲法裁判의 認識度에 한 調査硏究 姜 潤 遠 457

憲法訴願審判請求의 適法要件으로서의

「自己關聯性」의 判斷基準
  - 獨逸判例를 中心으로 -

黃 道 洙 533

權限爭議審判制度에 한 比 法的 察 辛 奉 起 583

第 3 輯(1992年)

論                題 筆    收 面數

憲法裁判의 決定과 變形判決 韓 炳 寀 7

憲法裁判에 한 管見(Ⅲ) 李 時 潤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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論                題 筆    收 面數

韓國統一과 統一憲法制定問題 金 哲 洙 121

合憲的 法律解釋의 本質과 限界
  - 우리 憲法判例의 내용과 문제 -

許    營 169

美國判例法上 過度한 廣範性의 原則 李 東 洽 201

憲法硏究官制度의 改善方案 梁 三 承 229

憲法裁判所決定의 旣判力
  - 특히 獨逸에서의 論議를 심으로 -

金 知 衡 275

憲法訴訟과 行政訴訟：現行 命令․規

則에 한 違憲審判節次의 問題點과 

그 解決 方案

鄭 宗 燮 333

美國憲法上 權利章典과 適法節次法理 金 顯 哲 379

權力의 統制와 合理化 裝置로서의 韓

國憲法
  - 헌법재 소의 기능을 심으로 -

李 明 雄 409

憲法裁判과 法과 政治 李 郁 漢 445

第 4 輯(1993年)

論                題 筆　  收 面數

憲法裁判의 請求人 韓 炳 寀 7

判斷主義的 憲法槪念과 그 問題點 桂 禧 悅 125

憲法訴願審判請求에 있어서의 請求期

間에 한 硏究

鄭 宗 燮 149

檢事의 不起訴處分에 한 憲法訴願의

刑事司法的 評價

李 石 淵 205

憲法上 平等槪念의 理解 黃 道 洙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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論                題 筆　  收 面數

憲法訴願審判의 特殊性 金 顯 哲 265

法律의 해석․ 용과 基本權
  -司法作用에 한 憲法的 統制의 필요성-

李 明 雄 321

憲法上의 財産權 槪念과 正當補償의 內容 崔 在 健 369

시청자의 법  지 와 권리 金 鍾 書 427

憲法裁判과 國際法規範 羅 仁 均 485

第 5 輯(1994年)

論                題 筆    收 面數

미국연방 헌법과 헌법 례 개 金 容 均 7

條例制定權의 憲法的保障 徐 元 宇 99

獨逸聯邦憲法裁判官의 選出問題 裵 俊 相 129

憲法과 歷代政權의 政策 이데올로기 韓 相 範 189

基本權條  이외의 憲法規定으로부터

의 基本權 出에 한 硏究

鄭 宗 燮 239

選擧區劃定에 한 美國 聯邦大法院의

判例動向

朴 洪 佑 289

憲法裁判의 行政統制機能에 한 姜 潤 遠 337

우리나라의 憲法裁判官 選任制度 辛 奉 起 401

韓國憲法의 領土條 과 國籍問題 羅 仁 均 451

정정보도청구 제도의 문제 과 안 金 鍾 書 483

憲法政策論에 있어서 憲法裁判의 역할 吳 虎 澤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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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6 輯(1995年)

論                題 筆    收 面數

스 스 憲法訴願(訴訟)에 있어서의 제3

자 原告適格

丘 秉 朔 5

環境權 金 哲 洙 47

憲法的 視覺에서의 環境問題 李 康 121

憲法學論  憲法學 敎育 崔 大 權 153

原處分에 한 憲法訴願 黃 道 洙 191

原處分의 憲法訴願 象性에 한 丁 泰 鎬 249

違憲提請型 憲法訴願 金 顯 哲 305

權限爭訟法 改正試論 辛 奉 起 371

韓國憲法과 統一의 法的 問題 羅 仁 均 445

憲法不合致決定의 憲法的 根據와 效力
  - 독일에서의 례와 이론을 심으로 -

韓 秀 雄 481

第 7 輯(1996年)

論                題 筆    收 面數

憲法裁判과 新當事 主義 徐 元 宇 5

自己決定權과 그 制限
  - 座席安全띠  乘車用安全帽 着用義務

와 paternalism -

金 柱 賢 25

行政指 와 憲法訴願 李 景 民 95

法規範으로서의 平等의 史的 展開 黃 道 洙 187

憲法裁判에 의한 政策形成 姜 潤 遠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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論                題 筆　  收 面數

憲法裁判官에 한 忌避와 憲法訴訟法

의 獨自性

丁 泰 鎬 255

獨逸 聯邦憲法裁判所의 立法 에 한

統制의 範圍와 强度

方 勝 柱 299

憲法不合致決定의 理由에 基礎한 改善

立法義務

辛 奉 起 349

獨逸과 韓國에서의 權限爭議審判節次 崔 甲 先 385

第 8 輯(1997年)

論                題 筆　  收 面數

現行憲法上 基本權의 法的性格과 體系 金 哲 洙 5

自由 論과 責任 論을 한 論法制
  - 新聞의 경우를 中心으로 -

權 寧 星 43

憲法上 宗敎의 自由 桂 禧 悅 61

兒童․靑 年保護의 憲法的 基礎
  - 미성년 아동․청소년의 헌법  지 와 

부모의 양육권 -

金 善 擇 77

裁判의 前提性에 한 察 金 柱 賢 105

憲法裁判의 限界  審査基準
  - 헌법재 소와 입법자의 계를 심으

로 -

韓 秀 雄 185

韓國 憲法裁判에서의 評決方式 察
  - 독일 재 에서의 평결방식을 기 로 -

崔 甲 先 243

基本權의 本質的 內容保障에 한 察 丁 泰 鎬 279

뉴미디어의 발 과 언론자유법의 새로

운 개

李 仁 皓 363

日本의 憲法裁判과 憲法訴訟 理論 金 學 根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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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9 輯(1998年)

論                題 筆　  收 面數

憲法裁判所判例에 비추어 본 幸福追求權 金 善 擇 7

平等權의 構造와 審査基準 韓 秀 雄 41

憲法裁判과 刑事訴訟 李 石 淵 107

알 權利 成 樂 寅 151

職業選擇의 自由
  - 헌법재 소의 지난 10년간의 례를 

심으로 -

方 勝 柱 211

憲法裁判所의 判例에 있어서 財産權保障 鄭 夏 重 277

租稅와 憲法裁判  淳 茂 341

우리 憲法上 節次的 基本權
  - 헌법 제27조와 재 청구권에 한 해석

론 -

張 晳 朝 431

社 的 基本權과 憲法裁判所의 判例 丁 泰 鎬 601

比例의 原則과 判例의 論證方法 李 明 雄 671

經濟關聯 憲法規定들에 한 察 崔 甲 先 727

憲法訴願의 適法要件 金 顯 哲 765

法律에 한 變形決定의 類型과 效力 南 福 鉉 813

第 10 輯(1999年)

論                題 筆　  收 面數

集 의 自由 - 集團的 表現의 自由 朴 容 相 5

基本權體系 金 善 擇 129

相續制度의 憲法的 根據 尹 眞 秀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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論                題 筆　  收 面數

限定違憲決定과 限定合憲決定에 한 硏究 黃 道 洙 209

憲法裁判에서 事實認識의 問題 李 明 雄 253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의 違憲 否 韓 秀 雄 283

憲法 제27조의 裁判請求權 韓 秀 雄 339

自由權的 基本權의 侵害 否 判斷構造 

 判斷基準

崔 甲 先 383

獨逸社 保險法上 給 受給權과 産權保障
  - 독일연방헌법재 소의 례를 심으로 -

方 勝 柱 431

(註)「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여부(*필자: 한수웅)」는 ’96년도(제7집)의 

게재논문으로 선정되었으나 연구 상 사건들이 係屬中이었던 事由로 선고후 게

재키로 결정되어 제10집에 게재됨.

第 11 輯(2000年)

論                題 筆　  收 面數

自由權의 法的 性格과 體系 金 哲 洙 5

選擧活動과 表現의 自由 朴 容 相 41

相續의 單純承認 擬制規定에 한 憲

法不合致決定의 問題點
  -특히 憲法不合致決定의 主文과 련하여-

尹 眞 秀 175

政策國民投票의 性格과 效力 金 善 擇 233

明確性의 原則에 한 硏究 洪 起 台 267

憲法 제23조의 構造 李 明 雄 303

美國聯邦大法院의 平等保護에 한 判

例와 違憲審査基準

金 顯 哲 349

公法人․私法人의 區別에 한 管見 咸 仁 善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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論                題 筆　  收 面數

立法 의 平等에의 拘束과 그에 한 統制 金 周 煥 431

<外國論文>

獨逸의 憲法訴願制度

Peter 

Häberle

(飜譯:桂禧悅)
481

第 12 輯(2001年)

論                題 筆　  收 面數

‘編輯權’ 論議의 法的 照明 朴 容 相 5

生命工學時代에 있어서 學問硏究의 自由 金 善 擇 229

選擧와 法治 그리고 美國民主主義 裵 輔 允 277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 憲法訴願制度
  - 實務上 爭點을 中心으로 -

李 明 雄 309

美國憲法判例上 根本的 權利 金 顯 哲 341

憲法 제19조의 良心의 自由 韓 秀 雄 387

構造化 法規範理論과 그 方法論
  - 實踐的 基本權解釋論의 定礎 -

金 周 煥 443

第 13 輯(2002年)

論                題 筆　  收 面數

표 의 자유와 음란규제  청소년보호 朴 容 相 5

國家機能으로서의 立法權 桂 禧 悅 269

性差別에 한 美國聯邦大法院 判例 金 顯 哲 303

憲法積極主義(Constitutional Activism) 明 載 眞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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論                題 筆　  收 面數

미국헌법상의 국교설립 지 원칙 朴 洪 佑 379

(Brennan)의 헌법
  - 낭만  자유주의 헌법 을 심으로 -

成 鮮 濟 443

憲法 第8條(政黨條 )의 兩面性 李 明 雄 471

1人1票 國 議員選擧制度의 違憲性
  - 헌재 2001. 7. 19. 2000헌마91․112․

134(병합) 사건과 련하여 -

鄭 然 宙 513

自由權的 基本權의 “制限”에 한 察
  - 이른바 사실상의 기본권제약을 심으로 -

丁 泰 鎬 561

憲法上의 人格權
  - 특히 헌법 제10조의 幸福追求權, 一般

的 人格權  헌법 제17조의 私生活 

의 保護에 하여 -

韓 秀 雄 623

第 14 輯(2003年)

論                題 筆　  收 面數

放 의 自由의 保護와 그 形成 朴 容 相 5

獨逸에서의 環境保護 
  - 기본법 제20a를 심으로 -

高 文 炫 117

美國聯邦大法院 判決文에 한 理解 金 成 珍 165

憲法不合致決定의 理論과 實際 金 顯 哲 201

사이버스페이스의 憲法的 含意 成 鮮 濟 269

自由와 平等의 關係
  - 상호 調和의  - 

李 明 雄 301

美國 Law Clerk制度 全 鐘 杙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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論                題 筆　  收 面數

個人情報自決權의 憲法的 根據  構造

에 한 察
  - 동시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헌여부의 단에의 그 응용 - 

丁 泰 鎬 401

憲法 第36條 第1 에 의한 婚姻과 家族

生活의 保障

崔 甲 先 497

規範統制決定의 旣判力 崔 熙 洙  535

本質性理論과 立法委任의 明確性原則 韓 秀 雄 567

美國聯邦大法院과 平等保護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and Equal Protection)

Sean 

Christopher 

Hayes

637

第 15 輯(2004年)

論                題 筆　  收 面數

경제활동과 표 의 자유 朴 容 相 5

環境憲法의 바람직한 규정형태 高 文 炫 107

憲法慣習의 法規範性에 한 察 金 昇 大 133

刑事司法制度에 한 우리나라와 美國

의 憲法 등에 한 比 法的 檢討
  - 美國의 憲法이 우리 刑事司法制度에 

미친 향 등을 심으로 -

金 時 徹 177

補償規定 없는 財産權制約法律에 한

憲法的 審査

金 顯 哲 271

搜査上 電子通信資料의 取得에 關한 

憲法的 問題

吳 奇 斗 347

憲法․家族法․傳統 尹 眞 秀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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論                題 筆　  收 面數

미연방 법원의 국가행 심사기   긴  

련성(Close Nexus) 이론에 한 고찰

李 魯 弘 471

비례의 원칙의 2단계 심사론 李 明 雄 509

헌법 제5조 제1항 ‘침략  쟁 부인’

의 의미

全 種 杙 545

公權力 行使  根據法律에 한 憲法

訴願審判 倂合請求의 問題點
  - 憲裁 1997. 1. 16. 宣告 90헌마110․136 

決定 評釋 -

鄭 求 桓 581

사립학교법상 기간임용제의 헌법  문제
  - 헌재결 2003. 2. 27. 2000헌바26 구 사

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헌소원 

사건을 심으로 -

鄭 然 宙 629

임입법에 있어서의 명확성 원칙
  - 헌법재 소 결정에서 나타난 문제 을 

심으로 -

池 成 洙 665

소 입법 과세 지원칙 崔 甲 先 705

정치  문제 원칙(Political Question Doctrine)
  - 정치공세로부터 사법부를 보호하기 

한 수단 -

Sean 

Christopher 

Hayes

753

第 16 輯(2005年)

論                題 筆　  收 面數

언론의 자유와 공정한 재 朴 容 相 5

출생  인간생명의 헌법  보호 金 善 擇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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論                題 筆　  收 面數

헌법률심 차에 한 몇 가지 논의 金 時 徹 181

憲法訴訟의 特殊性에 한 一 察 金 顯 哲 255

사인에 한 헌법 용문제에 한 고찰
  - 미국의 논의를 심으로 -

李 魯 弘 315

Marbury v. Madison 결의 비교법  쟁 李 明 雄 351

재산권의 보호 역 全 鍾 杙 399

憲法訴願의 象으로서 소  法令補充

的 行政規則

鄭 南 哲 445

정당국가에서의 당내민주주의의 개념

과 본질

丁 泰 鎬 479

행정상 인신구속과 구속 부심사제도

의 도입에 하여

河 明 鎬 549

國家經濟政策의 憲法的 根據와 限界
  - 헌법 제119조 이하의 규정을 심으로 -

韓 秀 雄 631

第 17 輯(2006年)

論                題 筆　  收 面數

헌법 제72조의 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 李 永 模 5

憲法解釋에 한 決定理由와 先例拘束

의 原則

金 時 徹 35

개인의 헌심 청구(Individualantrag) 

 이와 련된 보충성(補充性) 요건
  - 오스트리아의 헌법재 제도 -

金 又 洙 97

法令에 한 憲法訴願의 直接性 要件 金 顯 哲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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論                題 筆　  收 面數

상업 고 규제의 합헌성 심사기
  - 미국 연방 법원 례의 동향을 심

으로 -

盧 熙 範 207

수용자의 기본권 제한 李 明 雄 255

기본권침해의 직 련성에 한 헌법

재 소 결정의 정리와 체계화 시도

李 承 桓 299

私人을 한 公用收用의 違憲性判斷 鄭 南 哲 373

헌결정의 기속력
  - 이른바 반복입법의 허용문제를 심으로 -

鄭 然 宙 403

인간생체정보의 이용의 헌법  한계에 

한 고찰

丁 泰 鎬 431

직업공무원제도와 공무담임권과의 계
  - 헌법재 소 례를 심으로 -

池 成 洙 501

第 18 輯(2007年)

論                題 筆　  收 面數

憲法裁判所決定의 效力과 넓은 의미의 

具體的 規範統制의 法的 性格
  - 先例拘束의 原則의 용  本案的 規

範統制와 附隨的 規範統制에 한 비

교․검토를 심으로 -

金 時 徹 5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 金 顯 哲 95

기본권의 제한과 형성
  - 합헌성 심사기 을 심으로 -

盧 熙 範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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論                題 筆　  收 面數

권한쟁의심 제도의 문제 明 載 眞 165

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 헌법재 소법 제47조 제2항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에 한 해석론을 심

으로 -

史 奉 官 203

민주주의와 헌법재
  - 헌법재 의 정당성 문제 -

李 明 雄 243

한정 헌청구의 허부  허용범 에 

하여
李 俊 相 273

고의 규제와 표 의 자유 韓 渭 洙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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